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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해상 풍력터빈 로터 블레이드의 공기역학적 성능 및 공탄성 

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전산유체-전산구조 연계 해석 기법이 개발되었다.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기법에 적용된 유동지배방정식은 

인공압축성에 기반한 점성, 비압축성,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이며, 

해당 지배방정식은 유한체적법을 이용해 이산화되었다[1]. 하부구조물의 운동을 동반한 

부유식 풍력터빈의 로터 블레이드에 대한 구조 변형을 도출하기 위해 비선형 항을 

고려한 기하학적 정밀 보 모델[2]에 기반하여 변형 운동방정식이 유도되었으며, 해당 

방정식은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해 이산화 되었다. 전산구조 

해석자에는 블레이드 요소 운동량 이론(Blade Element Momentum Theory, BEMT)을 이용한 

유체 해석자가 포함되어 독립적으로 공탄성 해석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었다. 비정상 

유동장에 대한 수치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전산유체 및 전산구조 해석자는 강결합 

(Tight coupling) 방식을 통해 결합되어 매 시간간격(Time step)에서 유체력 및 탄성 

변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NREL 5MW 풍력터빈의 로터 블레이드[3]에 대한 수치 

해석이 수행되었으며, 하부구조물의 움직임은 사인파의 형태를 갖는 형상 함수를 

이용하여 모사되었다.  

먼저 BEMT 기반의 공력 해석 기법이 적용된 전산구조 해석자를 이용한 수치 해석이 

수행되었다. 히브 (Heave), 스웨이(Sway), 서지(Surge), 롤(Roll), 피치(Pitch), 

요(Yaw) 방향으로의 풍력터빈 하부구조물 운동을 고려한 해석이 수행되었으며, 각각의 

운동이 풍력터빈 로터 블레이드의 성능과 탄성 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예측하였다. 하부구조물의 서지 운동과 피치 운동이 블레이드와 자유류간의 상대속도를 

가장 큰 폭으로 변화시키며, 이러한 영향으로 블레이드의 공력 성능과 탄성 구조 변형이 

시간에 따라 가장 크게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풍력터빈의 서지 

운동과 피치 운동 두가지에 경우에 대해 전산유체-전산구조 연계 해석을 수행하였다. 

하부 구조물 움직임으로 인한 블레이드 표면 압력 분포 변화를 수치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하부 구조물 운동에 의해 블레이드 끝단 와류가 시간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화함을 

관찰하였다. 또한 공력 하중 변화로 인해 플랩 방향(Flapwise)과 비틀림(Torsional) 

방향으로의 블레이드 변형이 큰 폭으로 진동함을 확인하였고, 하부구조물의 움직임이 

플랩 방향의 블레이드 루트 벤딩 모멘트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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