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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부유식 풍력 발전 단지의 경제적으로 최적화된 배치를 

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단일 부유식 풍력발전기의 

공력 해석과 풍력 발전 단지의 최적화 설계를 조합하여 부유식 풍력 

발전 단지의 배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부유식 풍력 발전기의 모든 동적 특징을 고려하기 위해,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NREL)에서 개발한 FAST 코드를 사

용하였다. 정확한 공력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FAST에서 사용하던 

기존의 공력 해석 모델(BEM, GDW) 대신 비정상 와류 격자 기법

(UVLM)을 사용하여 FAST의 공력 해석 모델을 대체하였다. 또한, 

비정상 유동의 정확한 공력 해석을 위해서 비선형 와류 보정 기법

(NVCM)을 사용하여 비정상 와류 격자 기법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FAST의 공력 해석 프로그램의 대체를 통해 기존보다 더 정확한 

해석을 수행 한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0.2도에서 3.9도까지 피치가 

변하는 2MW Tjaereborg 풍력발전기를 이용하였다. Tjaereborg 풍

력발전기의 실험 데이터를 고려하여 기존의 공력해석 모델(BEM, 

GDW)와 비교하여 UVLM가 더 정확한 해석을 수행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풍력 발전 단지의 최적화는 EU의 TOPFARM프로젝트에서 개발

한 TOPFARM 플랫폼을 이용하여 여러 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한 최

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비용함수이자 목적함수로는 연간에너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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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Annual energy production), 기반 설치 비용(foundation cost), 그

리고 전력 망 설치 비용(grid cost)을 사용하였다. 최적 설계에 사용

한 알고리즘은 전역 최적화에 적합한 비우위 정렬 진화 알고리즘

(NSGA2)을 사용하였다. 최적화 대상으로는 가상의 풍력 발전 단지

를 이용했고, 위에 언급한 여러 목적 함수에 대한 최적 설계를 수행

하였다. 

 

 

주요어: 부유식 풍력발전기, 동적 유입류, 다중 후류 효과, 배치 최적설계, 

비용 함수, 풍력 발전 단지 

학번: 2017-2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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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및 약어 

Nomenclature 

α        =     axial induction factor 

𝑎1  = Squire’s parameter 

BN      =      Number of Blade 

𝐶𝑙,𝑣𝑖𝑠𝑐𝑜𝑢𝑠 = section lift coefficient from table look-up 

𝐶𝑙,𝑈𝑉𝐿𝑀 = section lift coefficient from vortex lattice method 

𝐶𝑚,𝑣𝑖𝑠𝑐𝑜𝑢𝑠 = section moment coefficient from table look-up 

𝐶𝑚,𝑈𝑉𝐿𝑀 = section moment coefficient from vortex lattice method 

𝑑𝐹𝐿       =      differential lift force 

𝑑𝐹𝐷      =     differential drag force 

𝑑𝐹𝑁      =     differential normal force 

𝑑𝐹𝑡      =     differential force tangential to the circle swept by rotor 

𝐧  = normal vector 

𝑝  = local fluid pressure 

𝑄  = magnitude of local fluid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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𝑟  = vector between point of interest and vortex segment 

𝑈𝑟𝑒𝑙       =     relative wind velocity 

𝑉∞  = free stream velocity 

𝑋, 𝑌, 𝑍 = set of orthogonal axes of inertial reference coordinate system 

𝛼  = Oseen parameter 

𝛿  = eddy viscosity coefficient 

휀  = residual 

𝛾  = vortex strength 

𝛤  = bound vortex strength 

𝜃𝑝  =     section pitch angle 

𝜃𝑇       =     blade twist angle 

𝜌  = pressure coefficient 

𝜈  = kinematic viscosity 

𝜓  = stream function 

𝑑𝑆  = differential surface area 

𝜙  = velocity (perturbation) potential 

𝜙∗  = total velocity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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𝜙∞  = free-stream potential 

∇        =     gradient 

 

Abbreviations 

 

AEP : annual energy production  

BEMT: Blade element and momentum theory 

FAST : fatigue, aerodynamics, structures, turbulence 

GCL  : G.C. Larsen model 

GDW : generalized dynamic wake 

LCOE : levelized cost of energy 

NSGA2: non-dominated sorting genetic algorithm2 

UVLM: unsteady vortex lattice method 

NVCM: nonlinear vortex corre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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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제한된 화석에너지로 인하여 전세

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제 유가

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중 하나인 풍력 에

너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는 관심으로 인해 풍력발

전기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화석에너지에 비해 아직 

부족한 에너지 생산 단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1] 그 중, 

육상풍력발전기에 비하여 소음과 시야 문제가 거의 없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해상 풍력 발전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해상에서의 풍력발전은 적은 공간의 제약과 일정하게 유지되는 

풍력자원, 그리고 지상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풍속으로 인하

여 지상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풍력 발전기를 운행 할 수 있다. 해

상 풍력 발전기는 고정식과 부유식 풍력발전기가 있는데,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해상 풍력발전기는 고정식 풍력발전기다. 하지만, 고

정식 풍력발전기는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설치비

용이 증가한다는 문제로 인하여 깊은 수심의 풍력 자원을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심이 깊은 조건에서는 고정식보다 부유식 풍력발전

기가 경제적이게 되며, GL Garrad Hassan는 50m 이상의 수심이 되

면 부유식 풍력발전기가 고정식 풍력발전기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연

구결과를 내었다.[2] 게다가 2017년 말에 테스트 운행을 시작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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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최초의 부유식 풍력발전 단지인 스코틀랜드의 30MW급 HYWIND

는 최대 이용률 65%을 달성함으로, 기존의 풍력발전기들 보다 월등

히 높은 이용률을 보여주었다. 

 

Figure 1 부유식 풍력발전기에 작용하는 환경[3] 

 

풍력발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비정상적인 공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다. 풍력발전기에서 적용되는 비정상적인 공

력 효과가 터빈의 피로 하중, 연간 전력 생산량 예측 및 공력 소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공력 현상은 주로 난류, 대

기 경계층 효과, 바람 전단의 방향 및 공간 변화, 앞의 터빈에서 발

생한 후류와 같은 복잡한 환경 조건에서 비롯된다. 게다가 해상 풍력 

발전기의 경우, 해류, 조류, 그리고 파도가 이런 비정상 유동에 추가

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복잡한 비정상 유동은 정확한 공력 해석을 

수행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비정상 유동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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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Horns Rev 풍력 발전 단지 

 

 

초창기 풍력발전기의 최적 설계는 단순히 유입류만을 고려한 풍

력발전기의 출력값으로만 수행하였다. 하지만 Figure 2와 같은 대형 풍

력 발전 단지는 풍력 발전기 간의 간섭 효과의 고려 여부에 따라 최

대 30% 가까이 출력 차이가 난다. 이는 풍력발전기 간의 후류 간섭

과 그로 인해 증가하는 난류 강도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결과적으

로 풍력 발전 단지의 전체 출력 값을 낮추게 된다. 특히 풍력 발전 

단지의 규모가 커질수록 에너지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풍력 발전 단지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꼭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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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및 내용 

부유식 풍력발전기의 경우에는 고정식 풍력발전기와는 다르게, 풍

력발전기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더 복잡한 유동 해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바람, 파도, 계류선 등의 요인으로 동적 특성을 보여

주는 부유식 풍력발전기의 수학적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부유식 풍력

발전기의 동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NREL에서 개발한 풍력발전

기 해석 프로그램인 FAST를 사용하였다. FAST는 Fatigue, 

Aerodynamics, Structures, and Turbulence의 약자로, 구조 역학, 

수력학, 그리고 공기 역학 등을 모두 고려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FAST의 공력 해석 모듈로 사용한 블레이드 요소 운동량 이론과 

Generalized Dynamic wake model는 부유식 풍력발전기의 공력 특

성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한다. 블레이드 요소-운동량 이론은 Fast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유도 속도를 고려하지 못한다. Generalized 

Dynamic wake model은 저속에서 사용하는 모델로, 유도 속도의 변

화를 고려하나, 유도 속도의 변화를 충분하게 따라가지 못한다는 한

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비정상 와류 격자 기법(UVLM)

을 통하여 개선된 공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UVLM의 기법상 

발생하는 오차는 비선형 와류 보정 기법(NVCM)을 통해 해결하여, 

기존의 공력해석보다 더 정확한 공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언급했던 UVLM은 부유식 풍력발전기의 단일 후류 해석을 

수행 할 수 있으나, 다중 후류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 다중 후류 효과를 고려하는 Larsen이 개발한 GCL 모델

과 연동하여 풍력 발전 단지에서의 다중 후류 효과를 고려하였다. 

GCL 모델은 반 해석적 반 경험적 모델로, 난류 장의 특성을 경험식

으로 모사하고, 후류의 감쇄를 해석적으로 분석하는 모델이다. 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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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으로 GCL 모델은 계산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여

러 대의 풍력 발전기가 복잡하게 영향을 주는 풍력 발전 단지의 최

적화에 적합하여 해당 모델을 사용하여 다중 후류 해석을 수행하였

다. 

풍력 발전 단지의 최적 배치를 수행하기 위해서, TOPFARM 플랫

폼을 사용하였다. 최적 설계를 위해 앞서 언급했던 공력 해석 모델을 

TOPFARM 플랫폼과 연동하여 연간 에너지 생산량을 구했다. 이 연

간 에너지 생산량과 기반 설치 비용과 전력 망 설치 비용 등의 경제

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최적화에 사용된 알고

리즘은 비우위 정렬 진화 알고리즘2(NSGA2)로, 본 연구에서 수행하

는 배치 최적화 등의 비선형 최적화 문제에 적합 하기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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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력 해석 모델 

 

 

2.1 블레이드 요소-운동량 이론 

블레이드 요소-운동량(Blade-Element Momentum method, BEM) 

이론은 운동량 이론과 블레이드 요소 이론을 조합한 방법으로 블레

이드의 유도 속도와 후류를 구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모델이다. [4] 

운동량 이론은 선형 및 각 운동량 보존을 고려하고, 블레이드 요소 

이론은 각 블레이드에 작용한 힘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힘이 운동량의 변화에 비례하기 때문에, 블레이드의 힘과 유동 조

건은 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 도출 할 수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폭이 dr인 고리에 작용하는 추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𝐷𝑇 = 𝜌𝑈∞
2 4𝛼(1 − 𝛼)𝜋𝑟𝑑𝑟 (1) 

  

여기서 𝜌는 밀도, U∞는 유입류 속도, 𝛼 는 유도 속도 계수, Ω는 

각속도이며, 𝑟은 지름 방향 벡터이다. 

각 블레이드에 작용한 토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𝑑𝑄 = 4𝛼`(1 − 𝛼)𝜌𝑈𝜋𝑟3Ω𝑑𝑟 (2) 

 

여기서 Ω는 각속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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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블레이드 요소-운동량 이론의 고리 형 단면[4] 

 

 

Figure 4 수평축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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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에 작용하는 힘은 양력, 항력, 그리고 받음각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는 수평축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 형상이다. 

𝜃𝑝는 피치각, 𝜃𝑇는 비틀림 각, α는 받음각, 𝜓는 바람의 상대 각도, 

𝑑𝐹𝐿은 양력의 미분값, 𝑑𝐹𝐷는 항력의 미분값, 𝑑𝐹𝑁는 수직력의 미분값, 

𝑑𝐹𝑡는 로터 회전의 접선 방향 힘의 미분값이고, 그리고 𝑈𝑟𝑒𝑙은 상대 

바람 속도이다. 

블레이드 요소 이론으로 인해 유도되는 추력과 토크는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𝑑𝑇 = 𝑁𝑏𝜌𝑈𝑟𝑒𝑙
2 (𝐶𝑙𝑐𝑜𝑠𝜓 + 𝐶𝑑𝑐𝑜𝑠𝜓)𝑟𝑑𝑟/2 (3) 

𝑑𝑄 = 𝑁𝑏𝜌𝑈𝑟𝑒𝑙
2 (𝐶𝑙𝑐𝑜𝑠𝜓 − 𝐶𝑑𝑐𝑜𝑠𝜓)𝑟𝑑𝑟/2 (4) 

 

여기서 𝑈𝑟𝑒𝑙은 상대속도, 𝑁𝑏는 블레이드 개수이며, 𝐶𝑙 , 𝐶𝑑는 각각 

양력과 항력 계수이다. 

 

2.2 Generalized dynamic wake 모델 

Generalized dynamic wake(GDW) 모델은 Peters He의 연구를 

기반으로 Suzuki가 개발한 공력 해석 모델이다. [3] [5] 이 모델은 

기존의 블레이드 요소-운동량 이론보다 유도 속도를 더 정확히 구한

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부유식 풍력발전기의 공력 해석 모델로 사용

되었다. 

원래, 해당 모델은 원래 헬리콥터의 유동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으나, 헬리콥터의 로터와 풍력발전기의 로터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풍력발전기에도 사용되었다. 하지만, 헬리콥터의 경우는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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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입해 로터를 회전시키지만, 풍력발전기는 외부 유입류로 인하여 

로터가 회전된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게다가, 해당 모델이 

고속으로 회전하는 헬리콥터의 로터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되

었으므로, 저속으로 회전하는 풍력발전기에서 오차가 발생한다. 풍력

발전기 로터는 낮은 회전 속도로 인하여 급격한 유동 변화 후에 유

동이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즉, 풍력발전기 로터의 시상

수가 헬리콥터의 시상수보다 높고, 그로 인하여 해당 모델의 오차가 

발생한다. 

Generalized Dynamic wake의 지배 방정식은 오일러 방정식에서 

유도된다. 유도 속도가 자유류의 유입류에 비해 작은 섭동이라고 가

정하면, 운동량 보존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 된다. 

 

δui

𝛿𝑡
+ 𝑈∞

𝛿𝑢𝑖𝛿

𝛿𝑥𝑗
= −

1

𝜌

𝛿𝑝

𝛿𝑥𝑖
 (5) 

 

그리고 운동량 보존에 의해 다음의 식을 얻는다. 

 

δui

𝛿𝑥𝑖
= 0 (6) 

 

라플라스 방정식을 사용하면, 다음의 식을 얻는다. 

∇2𝜌 = 0 (7) 

 

위의 식들을 무차원화를 시키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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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𝜈, 𝜂, 𝜓, �̂�) = ∑ ∑ 𝑃𝑛
𝑚(𝜈)𝑄𝑛

𝑚(𝑖𝜂)[𝐶𝑛
𝑚(�̂�) cos(𝑚𝜓)

∞

𝑛=𝑚+1,𝑚+3,⋯

∞

𝑚=0

+ 𝐷𝑛
𝑚(�̂�) sin(𝑚𝜓)]. 

(8) 

 

여기서 𝜈, 𝜂, 𝜓 는 타원형 좌표계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𝑥 = √1 − 𝜈2√1 + 𝜂2 cos𝜓. (9) 

𝑦 = √1 − 𝜈2√1 + 𝜂2 sin𝜓. (10) 

𝑧 = 𝜈𝜂. (11) 

 

2.3 비정상 와류 격자 기법 

 

비정상 와류 격자 기법(Unsteady Vortex Lattice Method, UVLM)

은 물체의 경계와 후류 영역을 제외한 전체 영역에서 비압축성, 비점

성, 비회전 유동을 가정한 라플라스 방정식을 지배 방정식으로, 양력

과 항력을 예측하는 기법이다.[3,8,9] 비정상 와류 격자 모델은 얇은 

날개를 가정하고, 위에 격자를 나눠서, 각각의 격자에서의 와류를 계

산하는 방법이다. 그림 3은 비정상 와류 격자 기법을 그림으로 형상

화한 것이다.  



11 

 

 

Figure 5 비정상 와류 격자 모델[8] 

 

비정상 와류 격자 기법은 각 블레이드를 따라 흐르다가 하류로 

대류 되는 와류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Φ는 속도 포텐셜을 의미

한다. 

∇2𝜙 = 0, �⃗� = ∇Φ (12) 

 

Green의 상반 정리를 이용하여 지배 방정식을 소스(source)와 더

블렛(doublet)분포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일반해는 더블렛 분

포를 순환 강도 분포로 치환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여

기서 는 자유류의 속도 퍼텐셜을 의미한다. 

 

𝜙 =
1

4𝜋
∫ 𝛤𝑛 ∙ 𝛻 (

1

𝑟
) 𝑑𝑆 + 𝜙∞

 

𝑏𝑜𝑑𝑦+𝑤𝑎𝑘𝑒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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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선형 와류 보정 기법 

 

비점성 와류 격자 모델이 비압축성, 비점성, 비회전 유동을 가정

하기 때문에, 날개의 두께와 분리된 유동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다. 

이 유동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비선형 와류 보정 기법(Nonlinear 

Vortex Correction Method, NVCM)을 사용했다. 비선형 와류 보정 

기법은 모든 받음각에 대해 계산은 반복 계산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으로, 2차원 점성 익형 데이터와 3차원 비점성 익형 데이터를 이용한

다. 점성 효과가 있는 데이터의 ,  과 비점성 데이터의 ,  을 

비교하여 오차가 일정 이하가 될 때까지 을 가감시킨다. [3,9] 

 

 

𝐼𝑛𝑖𝑡𝑖𝑎𝑙 𝑠𝑡𝑎𝑔𝑒 ∶ 𝐹1 = 𝐶𝑙,𝑈𝑉𝐿𝑀 − 𝐶𝑙,𝑣𝑖𝑠𝑐𝑜𝑢𝑠 > 휀 

             F2 = 𝐶𝑑,𝑈𝑉𝐿𝑀 − 𝐶𝑑,𝑣𝑖𝑠𝑐𝑜𝑢𝑠 > 휀 

     𝑡ℎ𝑒𝑛 Γ𝑖𝑛𝑖𝑡𝑖𝑎𝑙 ± 𝛿Γ1,2 → Γ𝑐𝑜𝑟𝑟𝑒𝑐𝑡𝑒𝑑 

⋮ 

𝐹𝑖𝑛𝑎𝑙 𝑠𝑡𝑎𝑔𝑒: 𝐹1,2 < 휀 𝑡ℎ𝑒𝑛 𝑢𝑠𝑒 Γ𝑐𝑜𝑟𝑟𝑒𝑐𝑡𝑒𝑑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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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GCL 모델 

 

Larsen에 의해 제안된 단일 후류해석 기법[10]은 후류 속도 저감

의 반 해석적 기법과 후류의 난류장의 특성을 경험식으로 모사한 방

법이다. 경험식은 실제 운용중인 터빈에서 얻은 측정값에 기반하여 

실속, 피치와 다양한 풍속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후류는 다음과 같

이 구해진다. 

 

𝑟𝑤(𝑥, 𝑟) = (
35

2𝜋
)

1
5
(3𝑐1

2)
1
5 × (𝐶𝑇𝐴(𝑥 + 𝑥0))

1
3  

(15) 

 

𝑢𝑥(𝑥, 𝑟) =
𝑢∞

9
(𝐶𝑇𝐴(𝑥 + 𝑥0)

−2)
1
3 × 

{𝑟
3
2 (3𝑐1

2𝐶𝑇𝐴(𝑐 + 𝑐0))
−
1
2
− (

35

2𝜋
)

3
10

(3𝑐1
2𝑓)−

1
5}

2

  

(16) 

 

𝑢𝑟(𝑥, 𝑟) = −
𝑢∞

3
(𝐶𝑇𝐴)

1
3𝑥−

5
3 × 

{𝑟
3
2(3𝑐1

2𝐶𝑇𝐴𝑥)
−

1
2 − (

35

2𝜋
)

3
10

(3𝑐1
2)

−
1
5}

2

 

(17) 

 

𝐶𝑇는 추력 계수, A는 회전 면적, 𝑐1은 경험식에서 정의된 상수이

다. 이차항 시스템은 완전한 형태의 RANS 방정식을 사용하지만, 이 

방정식은 대부분 공학적 기법에서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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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부유식 풍력발전기 동적 특성 해석 

 

 

3.1 FAST 

 

FAST(Fatigue, Aerodynamics, Structures, and Turbulence)는 

NREL에서 만든 비선형 시간 영역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결합된 

모달 및 다물체 역학 공식을 구현하는 코드다. 블레이드와 타워는 각 

섹션 사이에 작은 결함이 있다고 가정하고, 선형 모달로 모델링 한다. 

FAST에서는 부가 질량, 복사, 부력, 해류, 회절, 그리고 비선형 요소

들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수력학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 FAST의 유동 

해석 모듈은 블레이드 요소-운동량 이론과 GDW 모델을 기반으로 

되어있다.  

Figure 6에서 볼 수 있듯이 부유식 풍력발전기 플랫폼은 6 자유

도 운동을 한다. 이 그림에서, 풍력 터빈의 평균 위치는 데카르트 좌

표계 (X, Y, Z)로 도시하였다. z축은 중력과 나란한 방향이고, x축은 

후류의 방향과 평행하다. xy평면은 평균 해수면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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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부유식 풍력발전기 플랫폼[11] 

 

부유식 플랫폼의 모든 회전이 작다고 가정하면, 회전 운동은 무시

해도 된다. 기존의 X, Y, Z 축을 그 축의 직교 회전 각도인 Θ1, Θ2, Θ3

을 이용해 변환하여 x, y, z 축을 만들 수 있다. 고차 항을 무시하고 

일차 항의 각도를 근사화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
𝑥
𝑦
𝑧
) = 𝐷 (

𝑋
𝑌
𝑍
) 

D = [

1 Θ3 −Θ2

−Θ3 1 Θ1

Θ2 −Θ1 1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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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FAST + 비정상 와류 격자 모델 

FAST는 부유식 풍력발전기의 특성인 동적 유입류와 움직이는 플

랫폼을 고려하기 위해 수력학과 구조 역학 등을 공기 역학과 같이 

사용한 프로그램이다. 부유식 풍력 발전기의 동적 특성을 고려한 공

력 해석을 위하여, FAST의 공력 해석 프로그램인 블레이드 요소-운

동량 이론(BEM)과 Generalized Dynamic Wake model(GDW)을 비정

상 와류 격자 모델로 대체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FAST와 비정상 

와류 격자 모델을 결합하였다. [3,12] figure 7은 FAST-UVLM 커플

링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Figure 8 Fast와 비정상 와류 격자 기법의 커플링 방법[3] 

Figure 7 FAST와 비정상 와류 격자 기법의 좌표 변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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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에서 비정상 와류 격자 기법으로 공력 해석하기 위하여 

FAST의 모든 요소에 대한 위치, 방향 및 병진 속도와 회전 속도를 

블레이드를 와류 고리로 변환시킨다. Figure 8은 FAST와 UVLM의 

좌표 변환을 자세히 보여준다. 먼저 FAST의 허브 좌표에 있는 블레

이드 위치 및 방향 벡터가 UVLM의 허브 좌표로 변환시킨다. 그 후, 

비정상 와류 격자 모델에서 FAST의 허브 좌표에 그리드를 생성한다. 

선행하는 격자의 와류 고리는 패널의 1/4부분에 배치된다. 마지막으

로, FAST의 허브 좌표로부터의 위치 및 방향 벡터가 UVLM의 허브 

좌표로 변환된다. 

 

3.3 모델 검증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적 유입류 해석은 부유식 풍력발전기의 동

적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

용된 모델의 동적 유입류 해석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

서 부유식 풍력발전기의 동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FAST의 공력

해석 프로그램인 GDW를 비정상 와류 격자 기법으로 대체하였다. 검

증을 위해서는 빠른 피칭 운동을 하는 2MW Tjaereborg 풍력 발전

기를 사용하였다.[13] Figure 9은 검증에 사용된 Tjaereborg 풍력발

전기다. 해당 풍력발전기의 스펙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Figure 10은 0.2도에서 3.9도 피치가 지속적으로 바뀌는 

Tjaereborg 풍력발전기 출력의 실험값과 시뮬레이션 값을 나타낸 

그래프다. BEM 모델은 후류가 평형 상태인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실험에서 나타나는 오버슛(overshoot)이나 완만한 응답 특성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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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가지 못한다. 반면, GDW와 UVLM은 실험값과 유사한 오버슛과 

완만한 응답 특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비정상 와류 격자 기법을 사용

하여 얻은 결과는 GDW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보다 더 긴 시간 상수

를 나타내며, 측정 된 데이터에 더 가까운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

해, FAST-UVLM의 결합으로 해석 한 모델이 FAST의 기본 공력 해

석 모델인 BEM, GDW 모델보다 더 정확한 모델임을 확인하였다.

 

Figure 9 2MW Tjaereborg 풍력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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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2MW Tjaereborg 풍력 발전기 스펙 

변수 값 

블레이드 개수 3 

로터 지름 61.1 m 

방향 Upwind 

경사각 3° deg 

비틀림 각 0.333 °deg/m 

허브 높이 61 m 

정격 로터 속도 22.3 rpm 

정격 출력 2.0 MW 

 

Figure 10 2MW Tjaereborg 풍력발전기의 실험 및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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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풍력 발전 단지 최적 설계 

 

 

4.1 최적화 플랫폼 

본 논문에서는 부유식 풍력 발전 단지의 최적화를 위하여 앞서 

언급한 부유식 풍력발전기의 단일 공력 해석 기법과 여러 풍력발전

기의 다중 후류 효과를 고려하는 GCL 모델을 통해 부유식 풍력 발

전 단지의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풍력 발전 단지의 설계는 출력을 극대화 하는 최적화를 

수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외의 요소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

았다. 그러나 풍력발전기의 설치비용과 작동 기간을 고려하여 최적의 

경제적 결과를 얻기위해서는 전력 생산량은 여러 근거들을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 논문은 풍력 발전 단지에 적용되는 공력 

성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용함수들을 고려하여 최적화를 수행하

는, 덴마크 공대에서 개발한 TOPFARM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수행

하였다. TOPFARM은 EU의 TOPFARM 프로젝트로 개발된 플랫폼으

로, NSGA에서 개발한 다중 목적 함수 최적화 모듈인 

OpenMDAO(Open-source Multidisciplinary Design Analysis and 

Optimization)과 FUSED-Wind(Framework for Unified Systems 

Engineering and Design of Wind Plants)가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풍력 발전 단지 유동 해석 모델과 EU

가 개발한 최적화 플랫폼인 TOPFARM을 연동하여 연간 에너지 생

산량(AEP: Annual Energy Production), 기반 비용(foundation cost), 

전력 망 비용(grid cost)을 고려한 풍력 발전 단지 배치의 최적 설계

를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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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는 TOPFARM을 이용한 최적 설계의 전체 순서도를 나

타낸 것이다. 맨 처음, 풍력발전기의 수심, 바람 장미, 그리고 경계선

을 입력 값으로 사용한다. 그 후, FAST+UVLM에서 단일 부유식 풍

력발전기의 공력 해석 결과로 나온 추력 계수와 출력 값을 계산한다. 

이를 사용하여 GCL 모델에서는 각각의 풍력발전기에 적용하는 후류

들을 계산하여 다중 후류하에서의 풍력발전기 출력 값을 구한다. 그 

후, 구해진 출력 값을 기반으로 한 연간 에너지 생산량을 기반 설치 

비용과 전력 망 설치 비용과 함께 고려하여 목적함수를 결정한다. 이

를 최적 설계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 해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 수행

한다. TOPFARM을 통한 최적화를 더 자세히 나타낸 순서도는 

Figure 12에 도시되어 있다. 

 

 

Figure 11풍력 발전 단지 최적 설계 모듈 구성도 



22 

 

 

Figure 12 최적설계 플랫폼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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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최적화 알고리즘 

최적화 알고리즘으로는 기존의 진화 알고리즘을 개선한 NSGA2를 

사용했다. 비우위 정렬 진화 알고리즘 2(NSGA2)는 진화의 핵심 원

리인 자연 선택과 유전자의 개념을 이용한 진화 알고리즘에서 비우

위 선택 알고리즘과 자동 교정 기법을 추가한 알고리즘이다. NSGA2

는 경험식을 이용한 최적화 방법으로, 샘플 하나당 소요되는 계산 비

용이 적어서 전역 최적화에 적합하다는 특징 때문에 사용했다.[14]  

NSGA2의 최적화 과정은 그림 X에 도시되어 있다. 맨 처음, 크기

가 N개인 임의의 부모 세대 P0를 만든다. 해당 부모세대를 비우위 

정렬 방법으로 순위별로 적합도 값을 부여한다. 그 후, 이진 토너먼

트 선택, 재조합 및 돌연변이 연산자를 사용하여 크기가 N개인 자손 

세대Q0를 만든다. 자손 세대는 현재 집단을 이전에 발견된 가장 좋

은 비우위 해와 비교해서 생성하므로, 초기 세대 이후의 절차는 다르

다 

t번째 세대에 적용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먼저, t번째 부모

세대P𝑡와 t번쨰 자손 세대Q𝑡를 합친 2N 크기의 R𝑡를 만든다. 여기서 

R𝑡는 비우위 정렬에 따라 적합도 값이 할당 된다. 이 적합도 값에 근

거하여 해에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다른 선에 할당한다. 첫번째 선 

F1이 N보다 크기가 작으면, 다음 세대 P𝑡+1에 F1이 포함되게 된다. 

그리고, 두번째 선 F2의 해들이 선택되고, 그 이후에는 F3의 해들이 

선택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P𝑡+1이 더 이상 수용되지 않을 때까지 

선의 해들을 배정한다. 그 후 만들어진 새로운 부모세대 P𝑡+1에서 이

진 토너먼트, 재조합, 돌연변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손 집단 Q𝑡+1

을 생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조건을 만족 할 때

까지 반복 계산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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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비우위 정렬 알고리즘 2[14] 

4.3 비용 함수 

연간 에너지 생산량은 n개의 운용 가능 풍속 범위와 그에 따른 m

개의 터빈에서 발생하는 출력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고, 풍력 발전기가 24시간 365일 가동된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𝐴𝐸𝑃 = 365 × 24 × ∑∑𝑃𝑖𝑗(𝑈)𝑃𝑜𝑤𝑒𝑟𝑖𝑗(𝑈)

𝑚

𝑗=1

𝑛

𝑖=1

 (19) 

 

풍력 발전 단지의 풍력 발전기 기반 비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

다.[15] 

 

𝐶𝐹 = ∑ 𝐶𝑇𝑖(𝑥𝑖 , 𝑦𝑖)

𝑛𝑊𝑇

𝑖=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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𝐶𝑇𝑖는 𝑖번째 풍력 발전기의 기반 비용을 의미하고, (xi, yi)는 i번째 

풍력 발전기의 직교 좌표계 격자상의 위치를 나타내고, 𝑛𝑊𝑇는 풍력 

발전 단지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의 개수이다. 이와 같이, 기반 비용 

함수는 개별 풍력 발전기의 설치 단가에 의해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

는 풍력 발전기가 설치될 해상의 수심(m)만을 고려하여 기반 비용 

함수를 정의하였다. 해상 풍력 발전기의 기반 비용은 아래와 같은 수

심에 관한 선형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𝐶𝑇𝑖(𝑥𝑖, 𝑦𝑖) = 𝐶𝑇𝑟 + 𝛥ℎ(𝑥𝑖, 𝑦𝑖)𝐶𝑇𝑔 (21) 

 

기준 기반 비용인 𝐶𝑇𝑟 은 수심 8미터에서의 풍력 발전기 비용의 

20%로 설정되었고, 함수의 기울기 값인 CTg는 풍력 발전기 비용의 

2%로 설정하였다. 𝛥ℎ(𝑥𝑖 , 𝑦𝑖)는 (𝑥𝑖 , 𝑦𝑖) 에서의 수심이다. 

전력 하부 구조물 비용인 전력 망 비용은 아래와 같이 모델링 하

였다.[15] 

 

𝐶𝐺 = ∫ 𝐶(𝑥, 𝑦)𝑑𝑠
 

Γ

 (22) 

c(x,y)는 1미터당 케이블 비용, Γ는 모든 풍력 발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최소 길이의 케이블 궤적, ds는 궤적의 무한소 곡선 요소이

다. 전력 망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단계에 걸쳐 전력 망을 설

치하는 전력 망 구성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전력 망 구성 알고리즘

은 먼저 개별 풍력발전기에서 가까이 위치한 풍력발전기를 연결해서 

소그룹을 만들고, 그 이후 소그룹들을 연결해서 전체 전력 망을 형성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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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전력망 구성 알고리즘[9] 

 

4.4 풍력발전 단지 최적 설계 

깊은 수심의 지형 데이터와 바람 장미 데이터를 정확히 구하기 

어려우므로, 가상의 풍력 발전 단지를 통해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지

형 데이터와 바람 장미 데이터는 그림 X에 나타나있다. 해당 지형데

이터의 수심은 50~90m다. 풍력발전기는 앞서 부유식 풍력 발전기의 

공력 해석의 검증에 사용한 2MW Tjaereborg 터빈 8개를 사용하였

다. Figure 15는 가상의 지형데이터에 임의로 풍력발전기를 배치한 

그림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최적화를 시행한다. 빨간색 점선은 풍

력 발전기의 경계 구속 조건이고, 파란색 점은 각각의 풍력발전기를 

의미한다. Figure 16는 그림 Figure 15에 부합하는 바람 장미 데이

터다. 



27 

 

  

Figure 15 가상의 풍력 발전 단지의 지형 데이터

 

Figure 16가상의 풍력발전 단지의 바람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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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가상의 풍력 발전 단지 제한 조건 

 Objective constraints 

Case 1 
Annual Energy 

Production 

foundation cost<1.1 

min.dist>2.4D 

border 

Case 2 Foundation cost 

AEP>1.0 

min.dist>2.4D 

border 

Case 3 Grid cost 

AEP>1.0 

min.dist>2.4D 

border 

 

Case 1의 목적 함수는 AEP로 연간 에너지 생산량의 최대값, 

Case 2는 기반 설치 비용의 최소값, Case 3는 전력 망 비용의 최소

값으로 정하였다. 제한 조건으로는 공통적으로 최소이격거리 2.4D이

상, 그리고 경계선을 주었고, 각각의 목적 함수에 적합한 제한 조건

을 추가하였다. 여기서 D는 풍력 터빈의 지름을 의미한다. Case 1의 

경우 연간 에너지 생산량을 최소로 하였을 때, 지형에 상관없이 풍력 

발전기가 배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반 설치 비용을 추가적인 제

한 조건으로 두었다. Case 2의 경우 기반 설치 비용의 최소값 했을 

때, 최적화 결과로 에너지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간 

에너지 생산량을 제한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Case 3의 전력 망 비용

의 최소값으로 했을 때, case 2와 같이 최적화 결과로 에너지 생산량

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간 에너지 생산량을 제한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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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가상 풍력발전 단지 최적 해(case1) 

 

 
Figure 18 가상 풍력발전 단지 최적 해(case2) 

 

 
Figure 19 가상 풍력발전 단지 최적 해(c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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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가상의 풍력 발전 단지 최적 설계 결과 

 

Objective 

function 
Grid AEP Foundation 

Minimum 

Distance 
Objective 

Case 1: AEP 1.14 1.07 1.06 0.98 1.07 

Case 2: 

Foundation 
1.00 1.03 0.94 0.82 0.94 

Case 3: Grid 0.98 1.01 1.03 1.16 0.98 

 

 

최적화는 앞서 언급했던 비우위 진화 알고리즘2(NSGA2)으로 

수행하였다. 공통적으로 한 세대의 크기를 100로 설정하고 총 150

세대동안 최적화를 진행하여, 총 15000가지의 경우의 수를 확인 

하였다. 세 목적 함수의 최적화 모두 구속 조건을 충족 했다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Case 1은 목적 함수인 연간 에너지 생산량이 

최대가 되도록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다. 최적화 결과, 기존의 배치

보다 7% 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Case 2는 기반 설치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

로, 기존의 배치보다 설치비용을 6% 감소 시켰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Case 3는 전력 망 설치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로, 기존의 배치보다 전력 망 설치비용을 2% 감소 시

켰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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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부유식 풍력발전기의 비정상 유동으로 인해, 풍력발전기의 성능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공력 해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이 부유식 풍력발전기의 비정상 유동을 고려하기 위해서 

FAST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FAST의 공력 해석 프로그램

인 블레이드 요소-운동량 이론과 Generalized Dynamic Wake 모델

은 저속에서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비정상 와류 

격자 모델로 대체하였다. 다만, 비정상 와류 격자 모델(UVLM)은 비

압축성, 비점성, 비회전성을 가정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오차가 필연

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 오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선형 와

류 격자 모델(NVCM)을 통하여 비정상 와류 격자 모델의 문제점을 

해결했다. 

FAST의 공력 해석 모델을 UVLM으로 대체했을 때의 공력 해석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Tjaereborg 풍력 발전기의 실험 데이터를 이

용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블레이드 요소-운동량 이론이나 

Generalized Dynamic Wake 모델보다 더 정확한 해석을 수행하는 

것을 검증 했다. 

풍력 발전 단지의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중 후류 상황에서의 

공력 해석이 필요하다. 이 다중 후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Larsen이 개발한 반 해석적 후류 기법인 GCL 모델을 사용하였다. 

풍력 발전 단지의 배치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해 경제적 최적화 결과를 도출해 내는 TOPFARM을 

사용하였다. 비용함수로는 연간 에너지 생산량(Annual Energy 

Production), 기반 설치 비용(foundation cost), 그리고 전력 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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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grid cost)을 사용하였다. TOPFARM 플랫폼을 통해서 앞서 기

술했던 단일 후류 해석, 다중 후류 해석, 그리고 3가지 비용함수들을 

고려하였다. 가상의 지형 데이터와 바람 장미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

행하였고, 8개의 풍력발전기와 3개의 구속조건으로 최적화를 수행하

였다. 목적함수로는 연간 에너지 생산량의 최대화, 기반 설치 비용의 

최소화, 전력 망 비용의 최소화로 정하였다. 최적화 결과, 구속 조건

들을 만족하면서 기존의 배치보다 목적 함수의 결과값이 좋은 최적 

해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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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oating Wind Farm Optimization considering Multi 

Wake Effect 

Hyunkee Kim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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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conomically optimized layout of floating wind farms. This 

paper optimized the layout of the floating wind farm by combining the aerodynamic 

analysis of the previous single - float wind turbine and the optimized design of the wind 

turbine.  

To consider all dynamic characteristics of floating wind turbine, FAST code developed 

by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 is used. In order to perform 

accurate aerodynamic analysis, FAST 's aerodynamic analysis model was replaced by 

the unsteady vortex lattice method (UVLM) instead of the existing aerodynamic model 

(BEM, GDW) used in FAST. We also solve the problem of the unsteady vortex lattice 

method using the Nonlinear Vortex Correction Method (NVCM) for fix problem of 

UVLM. 

This paper used a 2MW Tjaereborg wind turbine, which pitch varied from 0.2 ° to 3.9 °, 

in order to verify that the more accurate analysis is performed by replacing F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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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dynamic analysis program. Considering the experimental data of Tjaereborg wind 

turbine, it is confirmed that UVLM performs more accurate analysis than the existing 

aerodynamic analysis model (BEM, GDW). 

The optimization of the wind farm was carried out using the TOPFARM platform 

developed by the TOPFARM project of the EU, and the optimum design was taken 

considering various economic factors. Annual energy production, foundation cost, and 

grid cost are used as cost function and objective function. The algorithm used for the 

optimal design was a non-dominated sorting genetic algorithm (NSGA2) suitable for 

global optimization. We used a virtual wind farm as an optimization target and 

performed an optimal design for various objective functions mentioned above. 

 

Keyword : floating wind turbine, dynamic inflow, multi-wake effect, layout 

optimization, cost model, wind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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