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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유식 풍력 발전기는 해상의 불규칙적인 바람과 파도 등 복잡한 환경에 노

출되고, 이에 따라 부유식 풍력 발전기는 6-자유도 운동을 한다. 부유식 풍력 

발전기는 부유식 플랫폼에 설치되는데, 플랫폼마다 안정성을 가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플랫폼의 종류에 따라 6-자유도 운동 또한 다르다. 따라서, 플

랫폼 종류에 따른 부유식 풍력 발전기의 6-자유도 운동이 공력에 미치는 영향

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 종류의 다른 플랫폼인 ITI 

Energy Barge, OC3-Hywind Spar buoy, 그리고 MIT/NREL TLP 선정하였다. 먼저 플

랫폼의 움직임을 모사하기 위해, NREL에서 개발한 부유식 풍력 발전기 해석 

프로그램인 FAST를 사용하였다. 움직임 모사 결과로는 surge, pitch, 그리고 

yaw 모션이 주요한 움직임으로 드러났다. Surge 움직임은 Barge, Spar, TLP 순으

로 컸고, pitch 움직임은 Spar, Barge, TLP 순으로 컸다. 또한 yaw 움직임은 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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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크기가 비슷하였으나, 풍속이 높아질수록 Barge, Spar, TLP 순으로 컸다. 

이를 바탕으로 공력 분석을 하였는데, 공력 특성으로는 풍력 발전기의 출력량

과 블레이드 루트부의 굽힘 모멘트를 선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고, 소음 특성

으로는 난류 유입 소음, 난류 경계층 뒷전 소음, 그리고 블런트 뒷전 와류 흘

림 소음을 산출하여 해석하였다. 공력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 FAST의 공력 모

델을 비정상 와류 격자 기법 (UVLM)으로 대체한 결합 코드를 사용하였고, 공

력 소음은 반 경험식을 사용하였다. 출력량과 블레이드 굽힘 모멘트 모두 전

반적으로 플랫폼마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초기 조건에서 블레이드 

피치 각을 풍속에 맞게 조절함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플랫폼 움직

임의 크기가 공력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공력 소음

의 경우, 전체 음압 레벨을 비교하였을 때 Barge 플랫폼의 소음도가 가장 컸

고, Spar와 TLP가 순서대로 컸다. 하지만 Spar와 TLP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또한 소음원과 비교를 수행하였는데, 블런트 뒷전 와류 흘림 소음이 나머

지 소음원인 난류 유입 소음과 난류 경계층 뒷전 소음에 비해 약 10 dB 이상 

컸다.  

 

 

 

주요어 : 부유식 풍력발전기, 자유도 운동, 출력량, 블레이드 루트부, 공력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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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𝑎1  = Squire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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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𝐶𝑙,𝑈𝑉𝐿𝑀 = section lift coefficient from vortex lattic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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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𝐶𝑚,𝑈𝑉𝐿𝑀 = section moment coefficient from vortex lattice method 

𝐹1  = difference between 𝐶𝑙,𝑈𝑉𝐿𝑀 and 𝐶𝑙,𝑇𝑎𝑏 

𝐹2  = difference between 𝐶𝑚,𝑈𝑉𝐿𝑀 and 𝐶𝑚,𝑇𝑎𝑏 

𝐾lfc  = low frequency correction factor 

𝑀  = Mach number 

�̂�  = wave number 

𝑙𝑇  = turbulent length scale 

�̅�  = turbulent intensity 

�̅�ℎ  = high frequency directivity 

𝑆𝑡   = Strouhal number 

𝐧  = normal vector 

𝑝  = local fluid pressure 

𝑝∞  = ambient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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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𝑟𝑐  = vortex core radius 

𝑅𝑒𝑣  = vortex Reynolds number 

𝑣𝑟𝑒𝑓  = magnitude of kinematic velocity 

𝐻𝑠  = significant wave height 

𝑇𝑝  = peak spectral period 

𝑉∞  = free stream velocity 

𝛼  = Oseen parameter 

𝛿  = eddy viscosity coefficient 

휀  = residual 

𝛾  = vortex strength 

𝛤  = bound vortex strength 

𝜌  = pressure coefficient 

𝜈  = kinematic viscosity 

𝜓  = stream function 

𝑑𝑆  = differential surface area 

𝜙  = velocity (perturbation) potential 

𝜙∗  = total velocity potential 

𝜙∞  = free-stream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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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신재생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의 제한된 함량과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풍력 에너지의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 

[1]. 풍력 발전기는 땅 위에 설치하는 육상 풍력 발전기와, 바다에 설치할 수 

있는 해상 풍력 발전기가 있다. 또한 해상 풍력 발전기도 그 종류가 나뉘는데, 

수심이 얕은 곳에 설치하는 고정식 풍력 발전기와 수심이 깊은 바다 위에 띄

우는 방식의 부유식 풍력 발전기가 있다. 해상 풍력 발전기는 육상 풍력 발전

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해상 풍력 발전기는 로터에

서 발생하는 소음과 시각적 유해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는 육상 풍력 발전기

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이며, 이에 따른 근처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존

재하였다. 하지만 해상 풍력 발전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먼 곳에 설치되

기 때문에, 이러한 소음 및 시각적 공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바람의 질이 더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바람의 세기와 일

관성은 풍력 발전기의 공력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해

상 풍력 발전기는 바다에 설치하므로 가용 면적이 크고, 이에 따라 풍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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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건설에 용이하다. 특히 부유식 풍력 발전기가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Musial W는 깊은 바다에서는 고정식 풍력 발전기보다는 부유식 풍

력 발전기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낸 바가 있다 [2]. 이에 따라 부

유식 풍력 발전기의 점유율이 점차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유식 시

스템의 사용은 예전부터 기름 및 가스 사업에서 그 용이성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부유식 풍력 발전기는 플랫폼을 바다 위에 띄어서 타워를 지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복잡한 유동 상태에서 작동하게 된다. Figure 1은 부유식 풍력 

발전기가 노출되는 여러가지 환경을 보여준다 [3]. 불규칙적인 바람과 파도를 

포함하여, 이러한 복잡한 환경 조건에 의해 전체 시스템이 관성 운동을 하고 

타워가 6-자유도 운동을 하게 한다. 6-자유도 운동은 6개의 자유도 운동을 의

미하며, 3개의 병진 운동과 3개의 회전 운동으로 구성된다. Figure 2에 모사된 

것처럼, 각 X, Y, Z 축에 따라 병진 운동은 surge, sway, heave이고, 회전 운동은 

roll, pitch, yaw이다 [4]. 이 6-자유도 운동은 타워를 받치는 플랫폼의 종류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플랫폼의 종류마다 안정성을 가지는 방식이 각자 다

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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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부유식 풍력 발전기의 노출 환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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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부유식 풍력 발전기의 6-자유도 운동 [4] 

부유식 풍력 발전기에 사용되는 플랫폼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존재한다. 대표

적으로 사용되는 플랫폼은 Barge, Spar-buoy, 그리고 Tension leg platform (TLP) 이

다 [5]. Figure 3는 각 플랫폼의 형상을 모델링한 것이다. Barge 플랫폼은 평면과 

물이 맞닿는 부분의 부력으로 안정성을 가진다. 또한 구조가 간단하여, 설치 

또한 간단하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시스템 전체에 드는 

하중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Spar-buoy 플랫폼은 무거운 바닥짐을 앵커에 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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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력으로 안정성을 가진다. Spar 플랫폼은 자본적 지출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

만, 플랫폼 형상이 수직으로 길어 100 미터 이상의 깊은 수심에서만 설치가 

가능하여 설치 위치에 제한이 있다. TLP는 바지선의 장력으로 안정성을 가진

다. TLP는 다른 플랫폼에 비해 뛰어난 안정성을 가지지만, 앵커 시스템을 구축

하는데 있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세 플랫폼의 안정성을 

가지는 방식이 다르기에, 해상에서의 여러 환경 조건에 의한 플랫폼의 자유도 

운동 크기 및 주기가 다르다. 또한 세 플랫폼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각자 

존재하므로, 풍력 발전기의 설치 예산 및 장소에 따라 적절히 플랫폼을 선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Figure 3: 세 종류의 플랫폼, Barge, Spar, TLP [5] 

풍력 발전기 사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비정상적 공력을 정

확히 예측하는 것이다. 이는 비정상적 공력이 풍력발전기의 하중, 피로 손상, 

출력 및 공력 소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정상적 공력은 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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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대기 경계층 효과, 바람의 세기나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윈드 시어 

(Wind shear) 등의 복잡한 환경 조건에서 비롯된다. 특히 부유식 풍력 발전기는 

파도 및 조수 등 해상의 환경 조건까지 더해져 더 복잡한 비정상적 유동을 겪

는다. 따라서 부유식 풍력 발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비정상적 공력 현상의 정

확한 예측은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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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 연구 

 

부유식 풍력 발전기의 비정상적 공력 현상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적 유

입류 현상이다. 동적 유입류 현상은 풍력 발전기가 자유도 운동을 할 때, 블레

이드에 유입되는 성분의 시간 영역에 따른 속도를 포함한 현상을 의미한다. 

부유식 풍력 발전기는 타워를 받치는 플랫폼이 매 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동적 

유입류 현상이 반드시 나타난다. 따라서 부유식 풍력 발전기의 공력을 조사하

기 위해 동적 유입류 현상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최근 풍력 발전기의 공력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4개의 공력 모

델이 사용된다. 이는 블레이드-요소 운동량 모델 (Blade Element Momentum), 일

반 동적 후류 모델 (Generalized Dynamic Wake), 비정상 와류 격자 기법 

(Unsteady Vortex Lattice Method), 그리고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이다. 

BEM은 스트립 이론 (Strip theory)과 운동량 이론을 기반으로 한 공력 모델로써, 

풍력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BEM이 간단하고 계산 비용이 적게 들

기 때문이다. 또한 BEM은 비교적 간단한 유동 상태에서 공력 해석을 다소 정

확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정식 풍력 발전기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BEM은 다양한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보정 기법과 함께 사용해야만 하는데, 이는 평형 후류 상태 

(Equilibrium wake state)를 포함한다. 평형 후류 상태 가정을 한 BEM은 부유식 

풍력 발전기가 가지는 복잡한 유동 상태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부유식 풍

력 발전기 해석에 제한이 있다. 이러한 평형 후류 상태를 보안한 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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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W이다. GDW는 Suzuki가 개발한 모델로, 헬리콥터 분야에서 사용되는 Pitt-

Peters dynamic inflow 모델을 확장한 것이다 [6]. 하지만 GDW는 주속비 (tip 

speed ratio)가 높은, 풍속이 낮은 8 m/s 이하 구간에서는 정확한 공력 해석을 하

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CFD는 정확한 공력 해석을 구현하는 모델이지만, 다

른 공력 모델에 비해 계산 비용이 많이 든다. 실제로 풍력 발전기는 매 시간

마다 바뀌는 풍향 및 풍속을 계산하여 블레이드의 피치 각을 조절하여야 한다. 

이는 풍력 발전기의 출력량을 최대화 하기 위함인데, CFD와 같은 계산 시간이 

긴 모델을 사용하면 블레이드 피치 각을 빠르게 조정할 수 없어 출력량의 효

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UVLM은 이러한 CFD의 단점을 보완하고, 비균일 

유입 효과가 포함된 동적 유입류 현상까지 고려할 수 있는 모델로 부유식 풍

력 발전기의 공력 모델로 적합하다. UVLM은 1960년대부터 헬리콥터 산업에 

사용된 모델이지만, 현재까지 풍력 발전기에 활용될 수 있다.  

2016년 Jeon et al. 이 수행한 동적 유입류 현상에 대한 공력 모델들의 비교 

연구를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7]. 연구에 사용된 모델은 덴마크의 고정

식 풍력 발전기 Tjaereborg 2MW이며, 이 풍력 발전기의 블레이드 피치 각을 1

초 동안 0.2˚에서 3.9˚까지 빠르게 조정하면서 동적 유입류 현상을 실험 값과 

공력 모델 예측 값을 비교한것이다. Figure 4는 풍력 발전기의 출력량을 나타낸 

것이다. BEM은 블레이드 피치 각이 변화하는 지점에서 오버슛 (Overshoot)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GDW와 UVLM은 실험값처럼 오버슛이 보여진 후 출

력량이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BEM이 기본적으로 평형 후류 상태를 

가정하고 있어서, 블레이드 피치의 각이 빠르게 변화하는 동적 유입류 현상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GDW의 경우 오버슛이 보여지지만, 수렴하는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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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되는 시간 상수 값이 UVLM과 실험값에 비하여 짧다. 이를 통해 UVLM이 

BEM과 GDW보다 동적 유입류 현상이 고려되는 부유식 풍력 발전기의 해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4: Tjaereborg 풍력 발전기의 출력량 비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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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목적 

 

 다른 종류의 플랫폼은 해상의 불규칙적인 바람 및 하중에 따라 각자 다른 자

유도 운동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른 자유도 운동에 따른 공력 

및 소음 해석을 수행하였다. 서로 다른 자유도 운동을 산출하기 위해, 세 개의 

다른 플랫폼인 Barge, Spar, 그리고 TLP를 사용하였다. 세 개의 플랫폼의 움직

임을 모사하기 위해 NREL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에서 개발한 

FAST (Fatigue, Aerodynamics, Structures, and Turbulence)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공력 특성은 로터의 in-plane 특성인 출력량과 out-of-plane 특성인 블레이드 루

트부의 flapwise 굽힘 모멘트를 산출하였다. 공력 특성 산출은 앞에 언급했듯

이, 부유식 풍력 발전기의 해석에 적합한 UVLM을 사용하였다. 동적 유입류 

현상에 의한 공력 소음을 비교하기 위해, 풍력 발전기의 주요 소음원인 난류 

유입 소음 (Turbulent inflow noise), 난류 경계층 뒷전 소음 (Turbulent boundary 

layer trailing edge noise), 그리고 블런트 뒷전 와류 흘림 소음 (trailing edge 

bluntness vortex shedding noise)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공력 소음을 산출하기 

위해 공력 모델 UVLM과 소음원의 반 경험식들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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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  

 

 

2.1 연구 절차 

 

 전체 연구 절차는 아래의 도식과 같이 진행하였다. 먼저 FAST를 사용하여, 

세 개의 다른 플랫폼의 6-자유도 운동을 모사하였다. FAST를 통해 구한 위치, 

방향, 속도들을 기반으로 공력 모델인 UVLM을 사용하여 공력 특성을 산출하

였다. 이 과정에서, UVLM의 여러가지 가정을 보완하기 위해 NVCM을 사용하

여 공력 값을 보정하였다. 이러한 공력 모델을 바탕으로, 반 경험식을 사용하

여 공력 소음 해석을 수행하였다. 공력 소음은 주요한 세 개의 소음원인 난류 

유입 소음 (turbulent inflow noise), 난류 경계층 뒷전 소음 (turbulent boundary 

layer trailing edge noise), 그리고 블런트 뒷전 와류 흘림 소음 (trailing edge 

bluntness vortex shedding noise)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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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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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치 해석 모델 

 

2.2.1 풍력발전기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플랫폼 모델에 대해 단일한 풍력 발전기 모델을 사용

하였다. 풍력 발전기 모델은 NREL에서 개발한 NREL Offshore 5-MW Baseline 

Wind Turbine을 사용하였다 [8]. 이는 해상 풍력 발전기가 플랫폼 설치 비용이 

크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발전량이 큰 풍력 발전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용한 풍력 발전기의 주요 물성치는 아래의 표와 같다. 

Table 1: NREL Offshore 5-MW Baseline Wind Turbine 물성치 

Parameter Value 

Rating 5 MW 

Rotor orientation, configuration Upwind, 3 blades 

Control Variable speed, collective pitch 

Rotor, hub diameter 126 m, 3 m 

Hub height 90 m 

Cut-in, Rated, Cut-out wind speed 3 m/s, 11.4 m/s, 25 m/s 

Cut-in, Rated rotor speed 6.9 rpm, 12.1 rpm 

Rated tip speed 80 m/s 

Overhang, shaft tilt, precone 5 m, 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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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플랫폼 모델 

 

 본 연구에 사용된 부유식 풍력 발전기의 플랫폼 모델들은 ITI Energy Barge, 

OC3-Hywind Spar Buoy, 그리고 MIT/NREL TLP 이다. 이 모델들은 각 플랫폼 

컨셉인 Barge, Spar, 그리고 TLP를 대표한다. 아래의 표는 세 플랫폼의 주요 

물성치이다 [9]. 

Table 2: ITI Energy Barge 물성치 

Parameter Value 

Water depth 150 m 

Diameter 40 x 40 m 

Water displacement 6,000 m³ 

Mass, including ballast 5,452,000 kg 

CM location of the platform below SWL 0.2818 m 

Roll inertia about CM 726,900,000 kg⦁m² 

Pitch inertia about CM 726,900,000 kg⦁m² 

Yaw inertia about CM 1,454,000,000 kg⦁m² 

Number of mooring lines 8 

Depth to fairleads, anchors 4, 150 

Radius to fairleads, anchors 28.28, 423.4 

Unstretched line length 473.3 m 

Line diameter 0.0809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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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C3-Hywind Spar Buoy 물성치 

Parameter Value 

Water depth 320 m 

Diameter 6.5 to 9.4 m (tapered) 

Water displacement 8,029 m³ 

Mass, including ballast 7,466,000 kg 

CM location of the platform below SWL 89.92 m 

Roll inertia about CM 4,229,000,000 kg⦁m² 

Pitch inertia about CM 4,229,000,000 kg⦁m² 

Yaw inertia about CM 164,200,000 kg⦁m² 

Number of mooring lines 3 

Depth to fairleads, anchors 70, 320 

Radius to fairleads, anchors 5.2, 853.9 

Unstretched line length 902.2 m 

Line diameter 0.09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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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IT/NREL TLP 물성치 

Parameter Value 

Water depth 200 m 

Diameter 18 m 

Water displacement 12,180 m³ 

Mass, including ballast 8,600,000 kg 

CM location of the platform below SWL 40.61 m 

Roll inertia about CM 571,600,600 kg⦁m² 

Pitch inertia about CM 571,600,600 kg⦁m² 

Yaw inertia about CM 361,400,000 kg⦁m² 

Number of mooring lines 8 (4 pairs) 

Depth to fairleads, anchors 47.89, 200 

Radius to fairleads, anchors 27, 27 

Unstretched line length 151.7 m 

Line diameter 0.127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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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로터 공력 해석 

 

2.3.1 비정상 와류 격자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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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예측하는 기법이다. 이는 라플라스 방정식을 지배 방정식으로 사용하며, 물

체의 경계와 후류를 제외한 전체 유체 영역에서 비압축성, 비점성, 비회전을 

가정한다. 따라서 속도 포텐셜이 관성 좌표계에서 정의가 되고, 연속 방정식은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2𝜙∗ = 0, �⃗� = ∇Φ (1) 

 

본 식의  𝜙는 속도 포텐셜의 합계를 의미한다. Green의 상반 정리를 이용하면, 

이 라플라스 방정식의 일반 해는 소스 (Source)와 더블렛 (Doublet) 분포의 합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식 (1)의 일반 해는 더블렛 분포를 와류 강도 γ 분포로 

치환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𝜙∗ =
1

4𝜋
∫ 𝛾
𝑏𝑜𝑑𝑦+𝑤𝑎𝑘𝑒

𝒏 ∙ 𝛻 (
1

𝑟
)𝑑𝑆 + 𝜙∞, (2) 

 

본 식의 𝜙∞ 는 자유 기류 포텐셜을 의미한다. 블레이드의 경계 순환 (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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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tion)과 와류 후류는 와류 고리 요소에 의해 모델링이 되며, 두 개의 경

계 조건들이 시행된다. 첫번째 경계 조건은 Neumann 경계 조건인데, 이는 물

체의 경계를 통과하는 수직 속도가 0이 되어야한다 (식 3). 

(𝛻𝜙 + 𝜙∞) ∙ 𝒏 = 0. (3) 

 

두번째 경계 조건은 유체를 통한 물체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동 교

란 인자 (flow disturbance)가 물체에서 떨어져 줄어들어야만 한다 (식 4). 

𝑙𝑖𝑚
𝑟→∞

𝛻𝜙 = 0. (4) 

식 (1)의 해를 통해, 유동 영역에서의 속도 성분들을 얻을 수 있고, 이에 따

른 압력 영역을 베르누이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식 5). 

𝑝∞ − 𝑝

𝜌
=

𝑄2

2
−

𝑣𝑟𝑒𝑓
2

2
+

𝜕𝜙

𝜕𝑡
, (5) 

식 (5)의 p는 국부 유체 압력, Q는 국부 유체 속도의 크기를 나타낸다.  

자유 후류에서의 점성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Lamb-Oseen viscous core 성장 

모델을 사용하여 후류의 불안정성을 해결하였다 [10]. 와류 핵 (core) 반경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식 6).  

𝑟𝑐(휁) = √4𝛼𝛿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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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맴돌이 점성 계수 (eddy viscosity coefficient)는 다음과 같다 (식 7). 

𝛿 = 1 + 𝑎1𝑅𝑒𝑣 (7) 

식의 𝑎1는 Squire parameter이고, 𝑅𝑒𝑣는 와류 레이놀즈 수이다.  

또한, 와류 고리 요소에 의해 모델링이 된 블레이드의 경계 순환과 와류 후

류는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된다 [11].  

 

Figure 6: Blade discretization scheme [11] 

그 해는 시간 간격에 따른 기법을 기초하며, 초반 움직임에는 블레이드의 

경계 와류 고리만 존재한다. 각 시간 간격에 따라, 블레이드는 앞으로 움직이

게 되고, 뒷전의 와류 격자들은 후류 격자로 흘러가며 이전 시간 간격의 순환 

강도와 같은 값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시간 간격의 와류 후류 모서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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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corner points)이 국부 속도에 의해 움직이며, 후류 말림 (wake rollup)이 모사

될 수 있다.  

첫번째 경계 조건의 수직 속도가 0이 되는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표면에서

의 임의의 제어점 (collocation points) k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식 

8). 

𝑄𝑛𝑘
= 𝑎𝐾1Γ1 + 𝑎𝐾2Γ2 + 𝑎𝐾3Γ3 + ⋯+ 𝑎𝐾𝑚Γ𝑚

+ [𝑈(𝑡) + 𝑢𝑊, 𝑉(𝑡) + 𝑣𝑊,𝑊(𝑡) + 𝑤𝑊]𝐾 ∙ 𝒏𝐾 = 0 
(8) 

 

위 식의 [𝑈(𝑡), 𝑉(𝑡),𝑊(𝑡)]𝐾는 블레이드의 움직임에 대한 시간 종속 운동 속

도 성분들이며, (𝑢𝑊, 𝑣𝑊, 𝑤𝑊)𝐾는 후류의 와류들에 의해 유도되는 속도 성분들

이다. 이 항들은 식의 우 항 (right-hand side)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

을 수 있다.  

 
RHS𝐾 = −[𝑈(𝑡) + 𝑢𝑊, 𝑉(𝑡) + 𝑣𝑊,𝑊(𝑡) + 𝑤𝑊]𝐾 ∙ 𝒏𝐾 (9) 

각 우 항 벡터와 영향 계수들의 계산이 끝나면, 블레이드의 점들에 대한 경계 

조건들은 다음과 같은 결정 (indicial) 형태의 행렬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𝑎𝐾𝐿Γ𝐿

𝑚

𝐿=1

= RHS𝐾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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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비선형 와류 보정 기법 

 

앞서 말한 비정상 와류 격자 기법은 포텐셜 플로 (potential flow)의 해를 구

하기 때문에, 익형의 두께나 박리 현상을 고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고받음각 

유동에서는 점성 효과에 의한 박리 현상 때문에 익형의 순환의 크기가 점성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유동에서의 순환의 크기보다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비

선형적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Kim이 개발한 비선형 와류 보정 기법 (Nonlinear 

Vortex Correction Method)이 사용되었다 [12]. 본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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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 = 𝐶𝑚,𝑈𝑉𝐿𝑀 − 𝐶𝑚,𝑡𝑎𝑏𝑙𝑒 > 휀 

     𝑡ℎ𝑒𝑛 Γ𝑖𝑛𝑖𝑡𝑖𝑎𝑙 ± 𝛿Γ1,2 → Γ𝑐𝑜𝑟𝑟𝑒𝑐𝑡𝑒𝑑 

⋮ 

𝐹𝑖𝑛𝑎𝑙 𝑠𝑡𝑎𝑔𝑒: 𝐹1,2 ≤ 휀 𝑡ℎ𝑒𝑛 𝑢𝑠𝑒 Γ𝑐𝑜𝑟𝑟𝑒𝑐𝑡𝑒𝑑 

(11) 

 

위 식은 각 섹션별로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각각 양력 계수 

𝐶𝑙 과 모멘트 계수 𝐶𝑚 이다. 먼저 UVLM을 통해 산출되는 비점성 데이터 

𝐶𝑙,𝑈𝑉𝐿𝑀와 𝐶𝑚,𝑈𝑉𝐿𝑀을 점성 효과가 있는 테이블의 데이터 𝐶𝑙,𝑇𝑎𝑏𝑙𝑒와 𝐶𝑚,𝑡𝑎𝑏𝑙𝑒과 

비교를 수행한다. 이 값을 각각 𝐹1 , 𝐹2로 정하고, 이 값들이 일정 오차 휀보다 

작게 될 때까지 반복 수행을 한다. 본 식의 Γ는 블레이드 스팬 방향의 섹션별 

경계 와류 강도이며, 이 초기 순환 값 Γ𝑖𝑛𝑖𝑡𝑖𝑎𝑙을 기준으로 하여 적절한 값을 더

하거나 뺌으로써 𝐹 를 조정한다. 반복 수행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일정 오차 휀

보다 작거나 같게 될 때, 이에 맞는 순환 값 Γ𝑐𝑜𝑟𝑟𝑒𝑐𝑡𝑒𝑑를 산출하는 것이 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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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와류 보정 기법이다. 이 방법은 각 섹션과의 비선형성과 각 섹션에서 구속 

와류와 받음각의 비선형성을 고려하기 위해, 전체 섹션에 대해 비선형 방정식

을 구성하고 Newton-Raphson법을 이용하여 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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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FAST-UVLM 

 

FAST는 부유식 풍력 발전기를 포함한 수평축 풍력 발전기를 해석하는 프로그

램으로, NREL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 개발한 오픈 소스 도구

이다 [13]. FAST는 시간 영역에서 풍력 발전기의 동적 특성을 모사하고, 이에 

따라 비선형의 공력, 수력, 전기, 구조적 특성을 모사하기 위해 여러 개의 모

듈로 이루어져 있다. 블레이드와 타워는 각 섹션 간의 작은 결함을 가정하는 

선형 모달에 의해 모델링이 된다. 부유식 풍력 발전기를 모사할 때, 6개의 자

유도 운동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병진 축 X, Y, Z와 회전 축 Θ1, Θ2, Θ3으로 

나타낸다. 일차항의 각도를 근사화하고 고차항을 무시하면, 오일러 각도 회전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𝑥
𝑦
𝑧
] = 𝐷 [

𝑋
𝑌
𝑍
], (12) 

D = [

1 𝜃3 −𝜃2

−𝜃3 1 𝜃1

𝜃2 −𝜃1 1
]. 

(13) 

본 식들의 행렬 D는 직교 함수계 (orthonormal)이다.  

공력 해석을 위한 모듈인 AeroDyn은 두 개의 공력 모델을 사용한다. 이는 

풍력 발전기뿐만 아니라 헬리콥터 해석에도 널리 쓰이는 블레이드-요소 운동

량 (BEM)과 일반 동적 후류 모델 (Generalized Dynamic Wake)이다. FAST는 풍속

이 8m/s 이하에서는 BEM을 사용하고, 8m/s를 초과할 때는 GDW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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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에 언급한 것처럼, 두 공력 모델은 부유식 풍력 발전기의 해석에 완

전히 적합하지는 않다. BEM의 경우 평형 후류 상태를 가정하기 때문에, 움직

임이 많은 부유식 풍력 발전기의 해석에 제한이 있다. 또한 GDW의 경우 재

순환류 (recirculating flow)와 같이 로터에 하중이 크게 드는 조건인 낮은 풍속

에서는 부적합하다. 이는 GDW가 평균 유도 속도가 평균 유입 속도보다 작다

는 가정을 하기 때문이다 [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eroDyn 모듈의 공력 

모델을 UVLM으로 대체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UVLM의 로터 좌표 시스템이 

FAST의 허브 좌표 시스템을 대체하였고, FAST와 UVLM의 로터 시스템 운동

학적 특성이 서로 바뀌었다. 밑의 그림은 FAST와 UVLM 커플링의 도식화와 

흐름도를 보여준다 [7].  

 

Figure 7: FAST-UVLM 커플링 방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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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FAST-UVLM의 커플링 과정 [7] 

그림 7 (Figure 7)은 FAST의 공력 모델 AeroDyn이 UVLM으로 대체되는 모습

이고, 그림 8 (Figure 8)은 이에 따른 과정을 자세히 보여준다. 먼저 FAST로부터 

생성되는 위치, 방향, 병진 및 회전 속도 요소들을 UVLM으로 변환한다. 이는 

블레이드를 와류 고리로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 Biot-Savart 법칙을 통해, 각 

컨트롤 포인트에서의 유도 속도를 구한다. 각 블레이드의 와류 강도는 선형 

대수 방정식들을 통해 구해지는데, 이는 블레이드를 통한 유동이 존재하지 않

는 경계 조건을 사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받음각을 구하고, 쿠타 정리 (Kutta 

theorem)을 통해 양력을 구한다. 그 후, NVCM을 통해 순환 값을 보정하고, 이

에 따라 양력을 구한다. 이에 따라 구해진 양력들이 FAST로 다시 옮겨진다. 

이 전체 과정이 본 연구에 사용된 FAST-UVLM의 개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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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음 해석 

 

2.4.1 난류 유입 소음  

 

난류 유입 소음 (Turbulent Inflow Noise, TIN)은 터빈에 유입되는 대기 난류가 

블레이드와 상호 작용을 하며 생기는 소음이다. 이는 Curle의 비정상 표면 압

력 이론 (Unsteady surface pressure theory)에 의해, 블레이드 표면의 비정상 압력

이 소음으로 방사되는 것을 의미한다 [15]. 본 연구에 사용된 난류 유입 소음 

모델은 Amiet의 모델을 Lowson이 풍력 발전기 해석을 위해 수정한 것이다 

[16,17]. Lowson이 제안한 반경험식 모델에 의한 주파수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

다. 

𝐿𝑝,IT = 𝐿𝑝,IT
H + 10 log10 (

𝐾lfc

1 + 𝐾lfc
)  (14) 

  

𝐿𝑝,IT
H = 10 log10 [𝜌2𝑐0

2𝑙IT
∆𝑠

𝑟2
𝑀3�̅�2�̂�3(1 + �̂�2)

−7/3
] + 58.4  

(15) 

 

식 14는 전체 주파수 대역에서의 음압 레벨 (Sound pressure level)이며, 식 15

는 고주파 대역에서의 음압 레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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𝐾𝑙𝑓𝑐 = 10 ∙ 𝒮2𝑀
�̂�2

𝛽2
 (16) 

식 16은 저주파 보정 계수이다. 

𝒮2 =
1

2𝜋 ∙ �̂�
𝛽2 +

1

1 + 2.4�̂�/𝛽2

  
(17) 

또한 식 17은 Amiet가 제안한 압축성 Sears 함수의 근사식이다. 또한, 압축

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𝛽2 = 1 − 𝑀2, (18) 

고주파 대역의 음압 레벨에 사용된 파수 (wave number)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
𝜋𝑓𝐶

𝑈
 (19) 

𝑈 = √(Ω ∙ 𝑅𝑖)
2 + (

2

3
𝑉𝑤)

2

, M =
𝑈

𝑐0
. (20) 

 

난류 유입 소음은 난류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두 개의 매개 변수인 

난류 강도와 난류 길이 특성이 주요하다. 난류 길이 특성과 난류 강도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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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정의된다. 

𝑙𝑇 = 25ℎ0.35𝑧−0.063 (21) 

  

�̅� = {0.24 + 0.096 log10 𝑧 + 0.016(log10 𝑧)2}
log(

30
𝑧

)

log(
ℎ
𝑧)

 (22) 

  

식 21이 난류 길이 특성 (turbulence length scale)을 나타내고, 식 22는 난류 강도 

(turbulent intensity)를 나타낸다. 식의 주요 변수는 지표면의 거칠기와 높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 풍력 발전기에 관한 이전 연구들을 참고하여, 난류 길이 

특성은 100m로 설정하였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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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난류 경계층 뒷전 소음  

 

 난류 경계층 뒷전 소음 (Turbulent boundary layer trailing edge noise, TBLTE)은 경

계층과 익형의 뒷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되는 소음이다 [19].  

 

Figure 9: TBLTE [19] 

난류 경계층 뒷전 소음을 해석하기 위해, Brooks, Pope, Marcolini가 개발한 반 

경험식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풍력 발전기에 맞게 모델링 되었으며, 

NACA0012 익형의 풍동 실험을 기반으로 수행되었으며, 레이놀즈 수는 

400,000과 1,500,000 사이에서 시행되었다. 이 모델은 경계층 두께, 모멘텀, 이

동 두께, 음압 레벨 등을 결정한다. 난류 경계층 소음에 대한 반 경험식은 

Ffowcs Williams와 Hall의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20]. 총 음압 레벨의 식은 

다음과 같다. 

 𝐿𝑝.𝑇𝐵𝐿𝑇𝐸 = 10 log10{10𝐿𝑝,𝛼 10⁄ + 10𝐿𝑝,𝑠 10⁄ + 10𝐿𝑝,𝑝 10⁄ } (23) 

 

본 식에서 받음각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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𝐿𝑝,𝛼 = 10 log10 (

𝛿∗
𝑠𝑀

5∆𝑠𝐷ℎ
̅̅̅̅

𝑟2 ) + 𝐺𝐵 (
𝑆𝑡𝑠
𝑆𝑡2

) + 𝐾5 (24) 

 

또한 익형 윗면인 석션 (suction)사이드에서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𝐿𝑝,𝑠 = 10 log10 (

𝛿∗
𝑠𝑀

5∆𝑠𝐷ℎ
̅̅̅̅

𝑟2 ) + 𝐺𝐴 (
𝑆𝑡𝑠
𝑆𝑡1

) + (𝐾6 − 3) (25) 

 

아울러 익형 아랫면인 프레셔 (pressure)사이드에서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𝐿𝑝,𝑝 = 10 log10 (

𝛿∗
𝑝𝑀5∆𝑠𝐷ℎ

̅̅̅̅

𝑟2 ) + 𝐺𝐴 (
𝑆𝑡𝑠
𝑆𝑡1

) + (𝐾6 − 3) (26) 

 

또한 각 식들에 사용된 주요 변수인 스트로홀 수 (Strouhal number)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𝑆𝑡𝑠 =

𝑓𝛿𝑠
∗

𝑈
 , 𝑆𝑡𝑝 =

𝑓𝛿𝑝
∗

𝑈
. (27) 

 

위 식의 𝛿𝑠
∗와 𝛿𝑝

∗는 익형의 윗면과 아랫면의 이동 두께 (displacement thickness)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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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소음의 방향성은 다음 식과 같다. 

 

�̅�ℎ =
2 sin2 (

𝜃
2
) sin2 𝜓

(1 + 𝑀 cos 𝜃)[1 + (𝑀 − 𝑀𝑐 cos 𝜃)]2
. (28) 

 

또한 식의 피크 스트로홀 수는 받음각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𝑆𝑡1 = 0.02 ∙ 𝑀−0.6, (29) 

 

 

𝑆𝑡2 = 𝑆𝑡1 ∙ {

1               (𝛼 < 1.33°)

100.0054(𝛼−1.33)2    (1.33° < 𝛼 < 12.5°)

4.72         (𝛼 > 12.5°)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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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블런트 뒷전 와류 흘림 소음 

 

블런트 뒷전 와류 흘림 소음 (trailing edge bluntness vortex shedding noise)은 블

레이드의 뭉툭한 뒷전에서 와류가 흘러져 생성되는 소음이다. 

 

Figure 10: Trailing edge bluntness vortex shedding noise [19] 

뭉툭한 뒷전에 의한 최종 음압 레벨은 다음과 같다. 

 
𝐿𝑝,BTE = 10 log10 (

𝑡∗𝑀5.5∆𝑠𝐷ℎ
̅̅̅̅

𝑟2 ) + 𝐺4 (
𝑡∗

𝛿avg
∗ , ΨTE)

+ 𝐺5 (
𝑡∗

𝛿avg
∗ , ΨTE,

𝑆𝑡′′′

𝑆𝑡peak
′′′ ) 

(31) 

 

본 식의 𝐺4는 최대 소음도를 의미하며, 𝐺5는 스팩트럼의 모양을 정하는 인

자이다 [19]. 또한 뒷전 두께 𝑡∗를 기반으로 한 스트로홀 수는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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𝑆𝑡′′′ =

𝑓𝑡∗

𝑈
. (32) 

 

평균 이동 두께는 익형의 윗면과 아랫면의 값에 종속되며,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𝛿avg

∗ =
𝛿𝑝

∗ + 𝛿𝑠
∗

2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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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검증 

 

2.5.1 공력 코드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공력 코드를 검증하기 위해, NREL에서 개발한 Unsteady 

Aerodynamic Experiment (UAE) Phase VI를 사용하였다 [21]. NREL Phase VI 로터는 

두 개의 블레이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지름은 5.254 m, 로터 속도는 71.63 

rpm이다. 또한 로터는 모든 블레이드 세션에 대해 동일한 S809 익형이 사용되

었다. 실험은 22.4 m × 36.6 m의 NREL/NASA Ames wind tunnel에서 수행하였으

며, 외부의 비정상 영향은 배제되었다.  

 

Figure 11: NREL UAE Phase VI wind turbin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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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력 코드인 FAST-UVLM을 검증하기 위해, UAE의 실험값

과 Sørensen이 수행한 CFD 값을 더하여 비교 수행 하였다 [22,23]. 실험은 총 

6개의 풍속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7, 10, 13, 15, 20, 25 m/s), 두 개의 하중 값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첫번째 그림 (Figure 12)은 저속 샤프트 토크 (low-speed 

shaft torque)를 4개의 공력 모델에 대해 산출하여 비교한 것이고, 두번째 그림 

(Figure 13)은 블레이드 루트부 굽힘 모멘트를 산출 및 비교한 것이다.  

 

Figure 12: Low-speed shaft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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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Root flapwise bending moment 

두 그래프 모두 예측 값이 실험값과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FAST의 

예측 값이 실험값과 매우 잘 맞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FAST의 공력 모

델이 위 실험을 기반으로 보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24]. FAST-UVLM의 경우, 

계산 비용이 큰 CFD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FD의 경우, 특히 정격 속도인 10 m/s에서 값이 잘 맞지 않다. 이는 10 m/s 부

근을 기점으로 분리 유동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매우 작은 변화에 대해 예측 

값이 민감하게 바뀌기 때문이다. 실속이 발생하게 되면, 정확한 공력 값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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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기 위해 난류 모델이나 층류에서 난류로의 변환점 (laminar to turbulent 

transition)등을 정확히 예측 해야만 한다. 따라서 CFD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FAST-UVLM의 경우, 공력 값을 2

차원 영역의 테이블 값을 기반으로 보정을 하기 때문에 계산 속도 및 정확성

에서 더 효율적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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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소음 해석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음 해석을 위한 반 경험식들을 검증하기 위해, NREL

에서 개발한 AOC 15/50 터빈을 사용하였다 [25]. 밑의 그림과 표는 각 터빈의 

사진과 물성치를 나타낸다. 

 

Figure 14: AOC 15/50 wind turbine configuratio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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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OC 15/50 wind turbine properties [25] 

변수 값 

블레이드 개수 3 

로터 지름 15 m 

방향 Downwind 

Cut-in 풍속 4.9 m/s 

정격 풍속 12 m/s 

허브 높이 25 m 

정격 로터 속도 60 rpm 

정격 출력 50 kW 

 

먼저, 본 연구에 사용된 공력 모델인 UVLM이 위의 풍력 발전기 출력량을 

잘 예측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밑의 그림은 AOC 

15/50의 출력량 실험 값과 UVLM으로 예측한 출력량을 풍속에 따라 모사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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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Power performance of AOC 15/50 comparison 

그래프에 표현된 실험 값의 에러 바 (error bar)는 출력량의 오차 범위를 나

타낸다. 먼저 전 풍속 영역에 대해, 실험 값과 UVLM 예측 값이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측정된 소음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력 소음을 검증하였다. 조건

은 풍속 8 m/s, IEC level A에 따라 난류 강도는 22%로 설정하였다. 밑의 그림은 

반 경험식을 바탕으로 산출한 소음 데이터와 실험 값을 1/3 옥타브 밴드 

(One-third-octave)로 나타낸 것이다. 결과는 실험값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 800 Hz 근처의 조성 (tonality)는 모델링 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력 모델 및 

반 경험식이 적절히 검증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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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초기 조건 

 

먼저 세 플랫폼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 풍속은 4 m/s에서 20 m/s까지 2 

m/s의 증가 폭을 두고 총 9개의 일정한 풍속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풍향은 풍

력 발전기의 정면인 0 °로 설정하였다. 또한 부유식 풍력 발전기의 움직임은 

파도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파도의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환

경에 대해 불규칙적인 파도를 모델링 하기 위해, IEC 61400-3 규정에 따라 

JONSWAP (Joint north sea wave project)스펙트럼을 사용하였다 [27].  

 

𝑆𝜁
1−𝑆𝑖𝑑𝑒𝑑(𝜔) =

1

2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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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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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0.287 ln(𝛾)]𝛾

𝑒𝑥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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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𝜔𝑇𝑝

2𝜋
−1

𝜎(𝜔)
]

]
 
 
 
−4

 

 

 

(34) 

본 모델의 주요 변수인 파도의 높이 (𝐻𝑠)는 6 m, 피크 파 주기 (𝑇𝑝)는 10초로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풍력 발전기의 블레이드 피치 각은 풍속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따라 각 풍속에 따라 블레이드 피치 각을 다르게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

하였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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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Wind speed vs. Blade pitch angle [28] 

풍속 [m/s] 블레이드 피치 각 [deg] 

4 0 

6 0 

8 0 

10 0 

12 3.82 

14 8.67 

16 12.06 

18 14.92 

20 17.47 

 

 

 

 

 

 

 



43 

제 3 장 결 과  

 

 

3.1 플랫폼 움직임 모사 

 

세 종류의 플랫폼 Barge, Spar, TLP의 움직임을 모사하기 위해, FAST를 사용하

여 6-자유도 운동을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모사 시간은 풍속에 따라 다르게 

설정 되었으며, 총 20바퀴의 회전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대형 풍력 발전기의 

경우 약 6바퀴 이상 회전 후 수렴하는데, 부유식 풍력 발전기는 타워가 움직

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렴하는 조건을 위해 20바퀴로 선정하였다. 밑의 3개의 

그래프는 각 플랫폼의 6-자유도 운동을 각 풍속에 따라 모사한 것이다. 각 그

래프의 x축은 풍속을 나타내고, 좌측 y축은 병진 운동, 우측 y축은 회전 운동

을 나타낸다. 세 플랫폼 모두 공통적으로 병진 운동은 Surge, 회전 운동은 

Pitch와 Yaw 움직임이 주요하게 드러났다. 나머지 자유도 운동인 Sway, Heave, 

그리고 Roll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드러났다. 특히 TLP의 경우, Barge

와 Spar에 비해 움직임이 매우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한 세 움직임의 정

확한 비교를 위해, 세 움직임을 위주로 플랫폼 간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이는 

밑의 Figure 19, 20, 21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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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Barge 6-DO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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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Spar 6-DO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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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TLP 6-DO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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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Surge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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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Pitch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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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Yaw motion 

 

Figure 19의 surge 움직임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모든 풍속 영역에 대해

Barge 플랫폼의 크기가 가장 크고, Spar 플랫폼이 그 다음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LP의 경우 전체적으로 Barge와 Spar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TLP 플랫폼이 안정성을 가지는 방식에 기반하는데, 이

는 TLP가 다른 플랫폼에 비해 견고하며, 움직임이 육상 풍력 발전기처럼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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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특성은 pitch와 yaw 움직임에서도 드러난다. Figure 

20과 21에서 pitch와 yaw 움직임을 모사한 것을 통해, TLP의 경우 pitch를 포함

하여 모든 풍속 영역에 대해 0의 움직임을 가지며 견고한 특성을 잘 드러냈

다. Pitch 움직임은 Spar의 움직임이 가장 컸고, Barge가 그 뒤를 이었다. Yaw 움

직임은 모든 플랫폼이 정격 속도인 11.4 m/s 이전에서는 공통적으로 거의 움직

임이 없었으며, 그 이후에서는 Barge가 가장 크고, Spar와 TLP가 그 뒤를 이었

다. 세 플랫폼의 움직임은 각 플랫폼이 가지는 안정성에 기반한다. 앞서 언급

했듯이, Barge 플랫폼은 부력으로 안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유도 운동의 크기

가 크고 회복에 시간이 많이 든다. Spar 플랫폼 또한 바닥짐 (ballast)를 이용하

기 때문에 움직임이 크다. 하지만 TLP의 경우 여러 개의 바지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유도 운동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surge, pitch, 그리고 

yaw 움직임이 위와 같은 결과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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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력 특성 

 

3.1 섹션의 플랫폼 움직임을 바탕으로, 세 플랫폼의 공력 특성을 분석하였다. 

공력 특성으로는 풍력 발전기의 출력량 (power performance)과 flapwise 방향의 

블레이드 루트부 굽힘 모멘트 (blade root flapwise bending moment)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플랫폼 움직임이 존재하지 않는 고정식 풍력 발전기의 출력

량과 굽힘 모멘트도 추가하여 비교를 수행하였다. 아래 첫번째 그래프 (Figure 

22)는 출력량을 비교한 것이고, 두번째 그래프 (Figure 23)는 블레이드 굽힘 모

멘트를 풍속에 따라 비교한 것이다.  

 

Figure 22: 출력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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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블레이드 굽힘 모멘트 비교 

먼저 출력량의 경우, 고정식 풍력 발전기를 포함하여 세 플랫폼 모두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출력량이 증가하였고, 정격 속도 

이후 정격 출력량을 유지하였다. 블레이드 굽힘 모멘트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세 플랫폼 모두 정격 속도 부근인 10 m/s에서 최대 굽힘 모멘트를 보

였고, 이후 그 값이 감소하였다. 두 결과 모두 각 플랫폼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굽힘 모멘트의 경우 10 m/s 이후로 그 값이 서서히 줄

어드는데, 이는 초기 조건의 블레이드 피치 각 조절에 따른 결과이다. 초기 조

건에서 블레이드 피치 각은 정격 속도 이후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값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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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데, 이에 따라 로터의 투영 면적이 작아져 굽힘 모멘트가 감소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각 플랫폼의 움직임은 공력 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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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력 소음 

 

 다음으로 각 플랫폼의 움직임에 따른 공력 소음에 대해 분석하였다. 앞서 언

급했듯이, 풍력 발전기의 가장 중요한 소음원인 난류 유입 소음 (turbulent 

inflow noise)과 난류 경계층 뒷전 소음 (turbulent boundary layer trailing edge noise), 

그리고 블런트 뒷전 와류 흘림 소음 (trailing edge bluntness vortex shedding noise)

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소음 분석을 위해 난류 강도는 22%로 설정하였고, 

난류 길이는 100 m, 풍속은 단일 풍속인 8 m/s로 설정하였다. 이는 IEC 61400-

11에 의거하여 설정하였다 [29]. 이를 바탕으로 각 플랫폼마다 1/3 옥타브 밴

드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아래 세 개의 그래프는 각 플랫폼의 1/3 옥타브 밴

드를 주파수 대역 100 Hz에서 10000 Hz까지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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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Barge 1/3 octave band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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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Spar 1/3 octave band spectrum 



57 

 

Figure 26: TLP 1/3 octave band spectrum 

 

세 개의 플랫폼에 대해 스펙트럼을 비교한 결과, 모두 비슷한 경향성을 보

였다. 특히 블런트 뒷전 와류 흘림 소음에 의해 공통적으로 1600 Hz 부근에 

조성이 형성되었다. 정확한 소음 분석 및 비교를 위해 전 주파수 대역에 대해 

음압을 합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전체 음압 레벨을 소음원에 대해 분류하여 

비교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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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Overall sound pressure levels comparison by platform 

 

위 그림 (Figure 27)은 주요 소음원의 음압 레벨을 합친 것을 1/3 옥타브 밴

드로 나타낸 것이다. Barge 플랫폼의 음압 레벨이 전 주파수 대역에서 나머지 

플랫폼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Spar와 TLP, 그리고 추가한 고정식 풍력 발전

기의 음압 레벨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전 주파수 대역의 음압을 수치로 합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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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Overall sound pressure levels comparison by type of noise 

Type of 

Noise 
Barge Spar TLP 

Difference, 

dBA 

Percentage 

difference, % 

Turbulent 

ingestion 

noise 

51.20 50.23 50.19 1.01 1.99 

Trailing 

edge 

bluntness 

noise 

61.87 60.29 60.26 1.61 2.64 

Trailing 

edge noise 
51.51 50.29 50.13 1.38 2.72 

Total 62.58 61.08 61.04 1.54 2.45 

 

표 7은 총 3개의 소음 종류에 대해 분류하였고, 마지막 행은 소음원의 소음 

수치를 모두합한 값이다. 표의 5번째 열은 차이가 가장 큰 Barge와 TLP의 차

이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고, 6번째 열은 이를 오차율로 나타내었다. Trailing 

edge noise는 익형의 윗면 (Suction side), 아랫면 (Pressure side), 그리고 뒷전 

(Separation side)의 소음도를 모두 합한 것이다. 소음원 모두 공통적으로 Barge

가 가장 큰 수치를 보였고, Spar와 TLP가 순서대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Spar

와 TLP는 그 차이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음 종류 중, 블런트 뒷

전 와류 흘림 소음이 약 1.6 dB로 가장 컸다. 또한 블런트 뒷전 와류 흘림 소

음이 다른 소음원에 비해 약 10 dB의 차이를 보이며 스펙트럼의 경향을 잘 따

랐다. 그 다음으로, 뒷전 소음이 난류 유입 소음보다 전체적으로 더 큰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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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이 소음도 차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블레이드에 유도되는 속도를 각 

플랫폼마다 시간 영역에 따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Figure 28: Induced velocity comparison at r/R=0/84 

위 그림은 블레이드 스팬의 0.84 부근에서 유도되는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소음도는 유도 속도와 비례한다. 난류 유입 소음의 경우, 

저주파는 마하 수의 네제곱에 비례하고, 고주파에서는 세 제곱에 비례한다. 또

한 뒷전 소음원은 마하 수의 다섯 제곱에 비례한다. 이에 따라, 유도 속도가 

높을수록 음압 레벨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위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Barge의 

유도 속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Spar와 TLP가 순서대로 그 뒤를 잇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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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또한 움직임의 크기가 TLP보다 큰 Spar의 경우, 유도 속도가 미

세하게 TLP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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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풍력 발전기의 주요 플랫폼 종류와 이의 움직임에 따

른 공력 및 소음을 분석하였다. 주요 플랫폼으로는 Barge, Spar, 그리고 TLP가 

사용되었다. 

NREL에서 개발한 FAS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6-자유도 운동 중 surge, pitch, 

그리고 yaw 움직임이 주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 3개의 움직임인 sway, 

heave, 그리고 roll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Surge 움직임의 경우 

Barge, Spar, TLP 순으로 크기가 컸고, pitch 움직임의 경우 Spar, Barge, TLP 순으

로 그 크기가 컸다. Yaw 움직임의 경우, 저속인 8 m/s 이전에서는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풍속에서는 Barge, Spar, TLP 순으로 크기가 컸다. 

또한 전체적으로 TLP의 움직임은 Barge, Spar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았다. 

공력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in-plane 특성인 출력량과 out-of-plane 특성인 블

레이드 굽힘 모멘트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분석을 위해 공력 모델인 비정상 

와류 격자 기법과 비선형 와류 보정 기법을 사용하였다. 출력량의 경우, 전체 

풍속 영역에서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공통적으로 정격 속도 이후에 정

격 출력량인 5 MW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블레이드 굽힘 모

멘트도 모든 플랫폼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모든 플랫폼이 공통적으로 정격 

속도 부근인 10 m/s에서 최대 굽힘 모멘트를 산출하였고, 그 이후 풍속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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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굽힘 모멘트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이는 초기 조건인 블레이드 피치 

각을 풍속에 일치하는 값으로 설정함에 따라, 로터 투영 면적이 줄어들어 굽

힘 모멘트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공력 특성은 플랫폼의 

6-자유도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공력 소음 분석에는 풍력 발전기의 주요 소음원인 난류 유입 소음 (turbulent 

inflow noise), 난류 경계층 뒷전 소음 (turbulent boundary layer trailing edge noise), 

그리고 블런트 뒷전 와류 흘림 소음 (trailing edge bluntness vortex shedding noise)

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각 소음원 중, 블런트 뒷전 와류 흘림 소음의 음압 

레벨이 전 플랫폼에 대해 공통적으로 가장 컸는데, 이는 다른 소음원과 비교

하여 약 10 dB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모든 소음원에 대해, Barge의 음압 

레벨이 가장 컸고, Spar와 TLP가 순서대로 컸다. 하지만 Spar와 TLP의 음압 레

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음압 레벨의 차이는 블레이드에 유도

되는 속도의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플랫폼의 움직임은 공력 특성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공력 소음

은 최대 1.5 dB의 차이를 보였다. 각 플랫폼은 안정성을 가지는 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른 설치 및 관리 비용도 다르다. 따라서 주어진 예산이나 설치 장소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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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FOWT) experiences 6 degrees of freedom motion 

(DOFs) as it is exposed to complex environment such as stochastic wind and wave. The 

FOWT is mounted on a floating platform, and the platforms are categorized by stability 

methods. As each type of platform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6-DOF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the 6-DOFs affect to aerodynamics of wind turbine. In this 

study, three different platforms with NREL 5-MW wind turbine were investigated; ITI 

Energy Barge, OC3-Hywind Spar buoy, and MIT/NREL TLP (Tension leg platform). First 

of all, motions of platforms were simulated by program FAST which is developed by NREL. 

The results showed that surge, pitch, and yaw motions were dominant for three platforms. 

In the case of surge motion, Barge, Spar, and TLP were big in that order. In pitch motion, 

the Spar was the biggest, and Barge and TLP followed up. The yaw motion were all same 

in low wind speed condition, below 8 m/s, and the higher the wind speed, the larger the 

Barge, Spar, and TLP. The aerodynamic characteristics, power performance and root 

flapwise bending moment (RFBM), were investigated numerically with unsteady vor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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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tice method (UVLM) based on the results of motion. Aeroacoustics, airfoil-self noise 

and turbulent inflow noise, was analyzed by using semi-empirical formula. The power 

performance and RFBM showed comparable results for the three platforms. This results 

come from the initial condition, which is controlled pitch angles corresponding to the wind 

speeds. Therefore, the amplitude of 6-DOFs do not affect to the aerodynamics. The 

aeroacoustics results, comparing overall sound pressure levels, showed that the Barge 

platform was the highest. The spar and TLP, however,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spect of the noise source, the trailing edge bluntness vortex shedding noise showed 

the highest SPL as much as 10 dB among the other sources, including turbulent boundary 

layer trailing edge noise and turbulent inflow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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