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S Fall National Conference / September 9～10, 2010/ Gyeonggi / Korea

해상풍력발  시스템 기 의 설계방법  설계인자

Design method and factors of offshore wind power system foundation

송원 1), Wonjune Song, 경두 2), Doohyun Kyung, 이 환3), Junhwan Lee

1) 연세 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Graduate Student, Dept. of Civi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2) 연세 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Graduate Student, Dept. of Civi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3) 연세 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Professor, Dept. of Civi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SYNOPSIS : Offshore wind power is one of the largest-scale solutions for a nuclear- and 

pollution-free electricity supply in the future. Recently, the research for offshore wind power has 

started in Korea.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effort specifically made for the exploration and 

evaluation of mechanical characteristics for offshore underwater soil deposits. In offshore wind 

power system, this is important as consistent and safe maintenance of structural functionality of the 

system is key for the wind power system to be successfully implemented. In this study, case 

examples from foreign offshore wind power sites are selected and analyzed. And design methods 

and factors of offshore wind power system foundation ar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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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풍력에 지는 국내의 지리학  특성상 지속가능한 친환경 신재생 에 지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풍

력발 시스템 개발과 이와 련된 연구가 차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재는 육상풍력발 이 주를 이

루고 있으나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문제가 있으며 력계통 연계가 어렵다는 단 이 있다. 이

에 한 안으로 국내 여건상 부지자원이 풍부하며 풍력에 지 도가 양호한 해상풍력발 이 주목받고 

있다. 해상풍력발 은 규모 풍력발 단지 조성이 용이한 반면 설치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

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육상에서와는 달리, 랑과 같은 반복, 순간하 이나 지반 공학  불확실성이 

증 되는 해상지역의 경우, 하부기 의 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에 해 지반에서의 기  설계방법과 이

에 필요한 설계인자에 한 연구가 매우 요하다. 세계 으로 형화  수심화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그 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망된다.

2. 해상풍력발  황  망

2.1 해외 해상풍력발  황

 유럽의 경우 재 3GW 규모의 해상풍력을 운  이며(표 2.1), 독일에서만도 2010년까지 3GW 이상의 해

상풍력을 건설할 정으로 풍력발 의 기하 수 인 증가가 상된다. 그림 2.1과 표 2.2는 해상풍력발 의 

시장규모와 보 망을 보여 다. 유럽풍력에 지 회(European Wind Energy Association)에 의하면 2030

년까지 해상풍력이 유럽 체 력수요의 23%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강 석, 2009).

 2008년 기 , 유럽의 해상풍력발  설비용량은 총 1,471MW로 체 풍력발  설비용량의 2.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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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속 인 발 설비 증 와 다양한 로젝트를 통해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림 2.2는 유럽 국

가별 상 인 해상풍력발  규모를 보여 다. 세계풍력에 지 회(GWE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유럽의 신규 풍력발  설비규모는 약 8,400MW이며, 이  해상풍력발 은 357MW이다. 향후 

국, 스웨덴, 독일 등은 해상풍력발  규모를 폭 으로 확 할 계획이다. 국의 경우, 재 해상풍력

발  설비용량이 총 600MW이며 증설을 통해 2020년까지 20,000MW 달성할 망된다. 스웨덴은 재 

설비용량이 133MW이며 2020년까지 2,000~3,000MW까지 증설할 계획이며, 스페인도 2020년까지 

5,000MW를 달성할 계획이다. 유럽 최 의 풍력발  국가인 독일은 해상풍력 설비용량(12MW)이 육상

풍력의 규모(22,247MW)에 비해 미미한 수 이지만 6,500MW에 해당하는 23개의 로젝트를 2020년까

지 10,000MW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망된다. 해상풍력발  분야에 소극 이던 랑스도 2009년 3월부

터 각 해안지역의 풍력발 단지 건설을 한 사 조사에 착수하 고 2020년까지 5.000~6,000MW를 달성

하기 한 계획을 수립하 다. 재 추진 인 규모 해양풍력 발  사업은 독일 해안  국 동부 

해안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해안에서 약 90km 떨어진 북해의 Global Tech 1 단지에서 

랑스 Areva의 자회사인 Multibrid는 7억 유로 규모의 5MW  풍력터빈 총 80기를 공 (총 400MW)하

는 계약을 체결하 다. 국 동부의 Norfolk 해안에서는 노르웨이의 StatoiHydro와 Statkraft에 의해 투

자 액 11억 유로 이상, 설비용량 315MW 규모의 Sheringham Shoal 해상풍력단지 로젝트가 추진 

이다. 독일 Siemens가 3.6MW  풍력터빈 총 88기를 공 하고 최소 5년간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국의 

22만 가구에 력을 공 할 것으로 망된다(에 지경제연구원, 2009.4).

표 2.1 유럽의 상업운  해상풍력(2009. 1 재) (강 석, 2009)

풍력 단지 국가 연도
용량

(MW)

비용

(million)

수심

(m)
Developer 기 형식

터빈

제조사

터빈

용량

(MW)

Hub

높이

(m)

해안까지

의 거리

(km)

Vindevy DK 1991 5 11.2 3.5 SEAS gravity Bonus 0.45 38 1.5

Lely NL 1994 2 4.8 7.5
Energie

Nord West
mono NED Wind 0.5 39 0.8

Tuno Knob DK 1995 5 11.2 4 Midtkraft Vestas 0.5 40.5 3

Dronten NL 1996 11 28.6 1.5 Nuon mono Nordtank 0.6 50 0.03

Bockstigen SDN 1997 3 4.8 6 mono wind 
world 0.55 41.5

Blyth UK 2000 4 7 8.5
Nuon, Shell,

E.ON
Vestas 2 69 1

Middlegrunden DK 2001 40 53 6 Energie E2 gravity Bonus 2 64 2

Utgrunden SDN 2001 10 14 8.6 Vattenfall mono Enron 1.425

Yttre Stengrund SDN 2001 10 18 8 Vattenfall mono NEG 2 60

Horns Rev DK 2002 160 500 10 Vattenfall mono Vestas 2 70 14

Nysted DK 2003 165 373 7.75 DONG gravity Bonus 2.3 70 10

Samso DK 2003 23 52 20 mono Bonus 2.3 63 3.5

North Hoyle UK 2003 60 148 12 npower mono Vestas 2 67 7

Ronland DK 2003 17.2 26 1
Bonus

/Vestas
2.3 78 0.1

Scroby Sands UK 2004 60 155 16.5 E.ON mono Vestas 2 68 2.5

Arklow IRE 2004 25 70 3.5 Airtricity mono GE 3.6 74 10

Ems Emden GMN 2004 4.5 3 Enova Enercon 4.5 100 0.04

Kentish Flats UK 2005 90 217 5 Vattenfall mono Vestas 3 70 10

Barrow UK 2006 90 190 17.5 DONG mono Vestas 3 75 7.5

Egmond

aan Zee
NL 2006 108 334 18 Nuon mono Vestas 3 70 10

Rostock GMN 2006 2.5 2 Nordex 2.5 80 0.5

Burbo Bank UK 2007 90 185 5 DONG mono Siemens 3.6 83.5 6.5

Beatrice UK 2007 10 70 45 Talisman Jacket Repower 5 88 22

Lillgrund SDN 2007 110 300 7 Vattenfall gravity Siemens 2.3 69 10

Q7 (Princess 
Amalia) NL 2007 120 590 21.5 Econcern mono Vestas 2 59 23

Thronton Bank BEL 2008 30 197 20 C-Power gravity Repower 5 94 28

Kemi A jos FIN 2008 24
PVO

-Innopower

Artificial

island
WinWind 3 88 <1

Inner Dowsing UK 2008 97 300 10 Centrica mono Siemens 3.6 80 5.2

Lynn UK 2008 97 300 10 Centrica mono Siemens 3.6 80 5.2

Brindisi ITL 2008 0.08 108 Blue H Floating 0.08 20

Hooksiel GMN 2008 5 2-8 BARD Tripod Enercon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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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해외 해상풍력발 의 시장규모

(송 철, 2008)
그림 2.2 유럽 국가별 상  규모(2009. 1 재)

  

 표 2.2 해외 해상풍력 보  망(송 철, 2008)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설치용량(MW) 90 198 200 344 1,157 1,825 1,372 2,380

용량(MW) 679 877 1,077 1,421 2,578 4,403 5,775 8,155

증가율(%) 29.2 22.8 31.9 81.4 70.8 31.2 29.2

 재 유럽에서 운  인 해상풍력단지 가운데 설비용량 100MW  이상의 규모 단지는 5개소이다. 국

가별로 보면 덴마크가 2개소, 스웨덴이 1개소, 네덜란드가 2개소이다. 이  가장 표 인 해상풍력단지

로 덴마크의 호른스 우 해상풍력단지와 스웨덴의 릴그룬드 해상풍력단지를 들 수 있다. 이 두 곳에 

한 풍력발  로젝트 상세 개요와 실제 운  황을 살펴보았으며 각각에 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호른스 우 해상풍력단지 (Horns Rev Wind Farm, 덴마크)

 세계 최  해상 풍력발 단지인 호른스 우 풍력단지는 북해에 건설된 최 의 해상풍력단지로서, 

1997년 조성된 Danish Offshore Action Plan에 의해 지정된 5개 시범 로젝트  하나로 타당성 조사 

후 실행되었다. 2MW  풍력발 기 80기가 20㎢에 걸쳐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력

량은 연간 600GWh로서 15만 가구가 쓸 수 있는 규모이다. 그림 2.3에 해상풍력 단지의 경  치도

를 나타내었고 표 2.3에 로젝트 개요  기술개요를 요약하 다.

  

그림 2.3 호른스 우 해상풍력단지의 경  치도(신윤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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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호른스 우 해상풍력 로젝트 사례(신윤섭, 2009)

로젝트 개요 기술 개요

로젝트명 Horns rev 터빈종류 Vestas V80-2MW

국가 덴마크 터빈개수 80

투자자

Eltra (Danish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력송달시스템운 회사)
Elsam (Denmark's largest heat and power
producer, 열생산/발 회사)

풍력단지용량 160MW

연간 상 력 600GWh/a

회 자(rotor) 지름 80m

허 높이 60m

개발자

Elsam (wind farm, foundations, internal cabling)
Eltra  (offshore transformer substation, sub-
       marine cable to land, onshore cable to
       general transmission grid)

회 날개 량 65t

엔진 량 79t

타워 량 160t
운 자 Elsam

기  량 180-230t
치

덴마크 서부해안의 Esbjerg 항 인근의 Horns
Rev 암  남쪽 해상 터빈 총 량 439-489t

면 20 × Cut-in 풍속 4m/s

수심 6-14m 최 출력풍속 13m/s

해안 이격거리

가장 북동쪽에 치한 터빈이 덴마크 서해안의
Blavands Huk으로부터 약 14km 떨어진 거리에
치하고 있고, 터빈들은 8개씩 10 로
배치되어 있음.

Cut-out 풍속 25m/s

62m 높이에서의 평균풍속 9.7m/s

터빈 간격 560m

로젝트 사업비 2억 7800만 EUR (약 4900억원)운 자 사이트 http://www.elsam.com

(2) 릴그룬드 해상풍력단지 (Lillgrund Wind Farm, 스웨덴)

 스웨덴 최 의 해상풍력단지인 릴그룬드 풍력단지는 세계 최  수 의 규모이며 2008년부터 공식 운

을 개시하 다. 스웨덴 남부 해안에서 10km 떨어진 발트해 상에 치하며 Siemens Wind Power의 터빈 

SWT-2.3-93이 48기 설치되어 있다. 설비용량 110MW로서 연간 330GWh의 력이 생산되어 6만 가구에 

공 된다. 그림 2.4에 경  치도를 나타내었으며 표 2.4에 로젝트 개요  기술개요를 요약하 다.

  

그림 2.4 릴그룬드 해상풍력단지의 경  치도(신윤섭, 2009)

표 2.4 릴그룬드 해상풍력 로젝트 사례(신윤섭, 2009)

로젝트 개요 기술 개요

로젝트명 Lillgrund 터빈종류 Siemens 2.3MW

터빈개수 48
국가/지역

스웨덴, Öresund Sound near Malmö, off
Sweden's south coast 풍력단지용량 110MW

연간 상 력 330GWh/a (60,000 가구 공 량)
투자자 Vattenfall

타워 높이(날개 포함) 115m
총사업비 SEK 1.8 billion 회 자(rotor) 지름 93m

치 10km off the coast of southern Sweden 회  속도 6-16rpm

Cut-in, out 풍속 3-25m/s
면 6800 평균 풍속 65m 높이에서 8.5m/s

수심 4-8m Rotor 량 60t

Nacelle 량 80t
해안 이격거리 10km

타워 량 120t
운 자 사이트 http://www.vattenfall.com 로젝트 사업비 SEK 1.8 billion (약 28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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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해상풍력발  황

 국내의 풍력단지는 부분 육상풍력이며 2009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에섬에 국내 유일의 최  해상풍력

단지가 세워졌다. 재 한국 력을 심으로 100MW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설계 이며 해상 기상탑 공사

가 진행되고 있다. 육상풍력은 발 소 15개소, 풍력터빈 154기, 총용량 247MW의 규모이나 극히 제한 인 

입지조건과 민원발생으로 입지확보가 어려워 해상풍력 개발이 실한 상황이다. 지식경제부는 3~5년 동안 

풍력 분야에 매년 100억 원 이상 투자해왔고 2012년까지 2.25GW, 2030년까지는 7.3GW의 풍력단지 조성을 

목표하고 있다. 국내 발 회사와 건설사들은 투자 약을 통해 해상풍력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표 2.5).

표 2.5 국내 기업의 해상풍력 추진 황(강 석, 2009)

추진기업 추진지역 규모

호산업 라남도 여수시 2,000억원

한국남부발 부산시 앞바다 350MW

한국수력원자력 등 제주시 30MW

동국 S&C 남신안 90MW

POSCO 건설 남 서남해안 600MW

한화건설 컨소시엄 인  무의도 2.5MW×39

한   발 자회사 서남해안 300MW

2.3 해상풍력 망

 향후 해상풍력은 육상 단지의 포화  환경, 민원 문제로 시장이 확 될 것이며 차 형화될 것이다. 해

상풍력단지 설치 정계획을 살펴보면 2020년 기 으로 유럽 38.6GW, 미국 5.8GW, 캐나다 2GW이다(한국

에 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2009). 발 량 증 에 따른 구조물의 형화로 하부기  구조물의 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국내 해상풍력의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기술력과 시공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해상풍

력 개발계획은 그림 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 구조물 기술개발  용 가능성에 따라 3단계로 수립되었

으며, 차로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원해 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는 풍부한 부지 자원과 양질의 풍력

에 지 확보를 가능  할 것이다. 1단계에서는 수심이 얕은 남서해안에 치할 것이며, 2단계에서는 이보다 

깊은 수심의 부지가 활용될 것이다. 3단계에서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남서해의 원해와 제주도  동해안 

일 에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것이다.

그림 2.5 국내 해상풍력 발  시나리오(신윤섭, 2009)

 표 2.6은 각 시나리오 단계별 해상풍력의 특성  용기 를 나타내고 있다. 1단계에서는 수심이 

0~30m인 근해 상에 모노 일(Monopile) 기  는 력식 기 가 사용될 것이다. 가까운 미래 시 인 2

단계에서는 근해와 원해의 단단계인 수심 30~50m의 지역에서 석션 이슨(Suction caisson) 기 , 자

켓(Jacket) 기 , 트리포드(Tripod) 기 가 사용될 것이다. 먼 미래 시 인 3단계에서는 수심 50m 이상

인 수심 지역에 부유식 기 를 이용한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것이다. 재 국내 해상풍력은 1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당분간 모노 일 기 와 력식 기 에 한 수요가 주를 이룰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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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국내 해상풍력 시나리오 단계별 특성(신윤섭, 2009)
구분 시 해안이격 거리 수심 용기 부지 비율 가능한 용량

1단계 재
지리 으로 제약을 받으며 근해에 치하는 

단계
0~30m

모노 일 기

력식 기
7% 3.4GW

2단계
가까운

미래
원거리 해상풍력으로 향하는 간 단계 30~50m

석션 이슨 기

자켓 기

트리포드 기

5% 2.2GW

3단계 먼 미래 해안 이격 거리로부터 자유로운 단계 50~200m 부유식 기 23% 48.7GW

3. 해상풍력 구조물 기 의 형식  특징

3.1 모노 일(Monopile) 기

 수심 30m 이내의 해상지역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미리 해상지역을 20~30m 정도 선행굴착

(Pre-drilling)을 실시하여 그라우 을 하고 말뚝을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제작과 설치가 간단하고 어느 

정도 깊은 해상에서도 용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구조가 간단하여 재 건설되고 있는 부분의 

해상풍력 발 단지에 용되고 있다.

 a. 가장 일반 으로 사용, 국내외 으로 상용화

 b. 타 기  형식에 비하여 경제 인 공법

 c. 용수심 : 30m까지 가능

 d. 시공방법 : 강 말뚝 직경(4.5~5.0m), 항타  굴착 시공 가능

 e. 해 지반 정리할 필요 없이 시공 가능하며 제작이 상 으로 간단함

 f. 호박돌 분포 시 항타가 불가능하며, 설치를 한 특수 장비 필요함

3.2 력식 기 (Gravity based foundation)

 수심 10m 이내 지역의 해상풍력발 단지에 많이 사용되는 기 이며 강재나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자

에 의해 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터빈탑의 하 을 지반으로 직  달시키는 기  형식으로 육

상에서 제작된 해  기 구조물은 해 면과 을 유지하도록 충분히 무겁게 설계되어야 하며 해 면

은 부등침하 등에 안정해야 한다. 력식 기 에 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 기  구조물의 자 을 이용하여 복 방지

 b. 블록(Block) 기 , 이슨(Cassion) 기  형태도 가능

 c. 주로 강재나 콘크리트 재료 사용

 d. 용수심 : 10m까지 가능

 e. 시공방법 : 콘크리트  강재 용, 강재 설치 후 콘크리트 충진 가능

 f. 단단한 지반 에 설치 가능

 g. 해 지반 정리 필요, 세굴 보호공 필요

 h. 토사 이동 많은 지역에는 용하기 어려움

3.3 석션 이슨(Suction caisson) 기

 해 에 기 를 안착시킨 후 이슨 내부에 부압을 걸어주면 내부에 구속된 물이 펌핑(pumping)되면서 

이슨 상부의 배출구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며 이와 동시에 이슨 기 는 지반 속으로 기 가 빨려 들

어가 고정된다. 이 방법은 이 의 모노 일이나 콘크리트 력식 기 와 다르게 시공 시간과 재료비용

에서 상당한 장 이 있는 반면 단단한 지반이 아닌 토 지반에서는 편 가 발생되어 침하가 된다는 문

제 이 있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석션 이슨 기 에 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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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석션 압력을 이용한 버킷(Bucket) 형식 기

 b. 압력 작용 정도에 따라 상이한 거동 특성 발

 c. 용수심 : 30~60m

 d. 시공방법 : 자 과 석션 압력 이용 설치(직경 : 12~16m), 해 에 착지 후 압력 이용하여 입

 e. 설치비용 렴하고, 설치가 간단하여 장비 불필요

 f. 시공경험 부족하며 거동에 한 상세 분석 필요(cf. 유럽지역에서 실패경험)

3.4 트리포드(Tripod) 는 테트라포드(Tetrapod) 말뚝(Multiple pile) 기

 모노 일 기 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설치가 어렵고 비경제 이다. 따라서 깊은 수심에서는 보통 3~4개

의 강 말뚝을 설치하는 트리포드 는 테트라포드 말뚝 기 를 사용한다. 3개의 말뚝 사이에 지지되는 

강철재는 인장력과 압축력을 동시에 받으면서 바람이나 도에 의한 하 에 항을 하도록 설계하며 

울에 의한 터빈탑의 상하운동에 의한 하 을 각각의 말뚝으로 분산시켜 구조물을 안정시킨다. 트리포드 

는 테트라포드 말뚝 기 는 깊은 수심에서 설치가 가능한 장 이 있는 반면에 말뚝 제조와 설치의 비

용이 매우 비싸다. 트리포드 는 테트라포드 말뚝 기 에 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 수심이 다소 깊은 곳에 용 가능

 b. 자켓 구조물 등 다양한 기  형상 가능

 c. 용수심 : 30~60m

 d. 시공방법 : 강 말뚝 직경(2.0~3.0m), 항타 후 콘크리트 충진

 e. 큰 용량의 터빈 사용 가능

 f. 제작  설치비 상  고가

 g. 호박돌 분포 시 항타 불가능  이스 부재로 선박 근 용이치 않음

3.5 자켓(Jacket) 수 기

 재 많은 심을 받으며 실증 단계에 있는 기  형식으로 수심 20~80m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국의 

"The Talisman Beatrice Wind Farm Demonstrator" 로젝트에서 용된 이 형식은 자켓식 구조물로 

지지하고 말뚝으로 해 에 고정하는 방식이다. 수심 해양 구조물에 용된 실 이 많아 신뢰도가 높

으며 모노 일 타입과 마찬가지로 단  단지 조성에 이용할 경우 경제성이 좋다. 사 에 제작된 자켓

을 이용하므로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자켓 수 기 에 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 터빈탑을 지지하는 자켓식 구조물을 말뚝으로 해 면에 고정

 b. 인장력과 압축력을 동시에 받으며 유수의 향을 각각의 말뚝에 분산(트리포드 말뚝 기 와 같은 원리)

 c. 용수심 : 20~80m

 d. 시공방법 : 사 에 제작된 자켓 이용

 e. 단  단지 조성에 이용하는 경우 경제성이 좋음

 f. 수심 해양 구조물 실 이 많아 신뢰도가 높음

모노 일 기 력식 기 석션 이슨 기 트리포드 기 자켓 수 기

그림 3.1 기  형식별 간략도(Lesn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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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부유식 기

 부유식 기 는 60~900m의 수심에서 용 가능한 기  형식이다. 이러한 깊은 수심에서 이용되는 공법이므

로 해상에서의 피치(pitch), 롤(roll) 등의 과격한 해상운동에서 터빈의 하 을 지탱하기 해 와이어를 이용하

는 것이 특징이다. 반잠수식 floating법, 바지식 floating법, Spar-buoy식 floating법, Lef platform식 floating법, 

Concrete TLP식 floating법, Deep water spar식 floating법으로 종류가 다양하다. 그림 3.2는 부유식 기 의 

가장 표 인 Cylinderical floating 법을 보여 다. 지난해 세계 최 의 부유식 해상풍력 터빈이 노르웨이 북

쪽 해안에 설치되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Hywind로 알려진 이 터빈은 높이 65m, 무게 5,300톤에 달

하며, 3개의 와이어와 앵커에 의해 해 면에 고정되어 있다. 스칸디나비아 근처의 카르모이(Karmoey) 섬으로

부터 10km 떨어진 곳에 치하며 수심 700m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안가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진 지역에

도 설치 가능하다.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유식 해상풍력 터빈의 건설비용 가운데 무어링(Mooring) 

시스템의 건설 비용(28%)이 터빈의 건설 비용(18%)보다 크며 여러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 을 차지한다. 부

유식 해상풍력 터빈에 사용되는 앵커에는 말뚝 앵커(Pile anchor), 력 앵커(Gravity anchor), 석션 앵커

(Suction anchor), 루크 앵커(Fluke anchor), 평  앵커(Plate anchor) 등 5가지가 존재한다.

그림 3.2 부유식 기  그림 그림 3.3 부유식 기 의 세부 항목별 건설비용 비

4. 해상풍력발  하부기  시스템의 주요 설계방법  설계인자

4.1 모노 일 기  설계방법

 모노 일 기 의 지지력은 축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계코드 DNV-OS-J101에 의하

면, 축 방향 지지력 에 하여 정리하면 식 4.1과 같이 말뚝 선단에 작용하는 지지력과 주면에 작용하

는 마찰력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4.1)

여기서,   주면 마찰 지지력;   선단 지지력;   단  주면 마찰 지지력;   말뚝 주면 면 ;   

단  선단 지지력;   말뚝 선단 면 이다. 단  주면 마찰 지지력 를 구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응력을 이용한 방법으로서 -방법으로 지칭되기도 하며 식 4.2, 4.3과 같다.

                                           (4.2)

 









′


 ′


≤ 

′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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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무차원 계수;   흙의 비배수 단강도; ′  유효 상재압이다. -방법은 토 지반에 

용되며 비배수 단강도()가 핵심 인 설계인자로 사용된다.

두 번째, 유효응력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으로서 식 4.4와 같다.

  ′                                         (4.4)

여기서,   0.10~0.25; ′  유효 상재압이다. 이 방법은 사질토 지반에 용된다, 핵심 설계인자로는 

유효강도 정수인 마찰각이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반경험 인   방법은 식 4.5와 같다.

                                        ′                                         (4.5)

여기서, ′  평균 유효 상재압;   흙의 평균 비배수 단강도;   무차원 계수이다.
 식 4.1에서 선단 지지력 는 말뚝 선단 면  와 단  선단 지지력 의 곱으로 계산된다. 국내 남서

해안의 토 지반에서 는 다음과 같이 식 4.6으로 구할 수 있다.

                                                    (4.6)

 수평 방향 지지력은 괴상태를 가정한 극한수평지지력과 축 방향을 따라 단  길이 당 수평지지력과 수

평변 의 계를 나타내는 p-y 곡선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기  주변 지반의 괴를 가정한 극한 수

평 지지력을 이용하여 구할 경우, 지반강도가 핵심 설계인자이며 토질 지반에서는 비배수 단강도와 깊

이별 변화형태가 핵심사항으로 포함된다. p-y 방법을 이용할 경우, 축 방향을 따라 단  길이마다 수평 방

향의 비선형 스 링이 있으며 각각의 스 링의 거동특성은 깊이에 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그림 4.1).

비선형 스 링

말뚝

M

H

수평 변 ()

1/60 3/80

 

깊이,





수평 변 , y

지
반
반
력
、

p




 

 


  

그림 4.1 p-y 곡선(Matlock, 1962)

해상 토지반에 주로 용되는 Matlock의 p-y 방법에 의하면 극한수평지지력 는 식 4.7과 같다.

            ′      ≤ 
    

                             (4.7)

여기서,   깊이;   변환 깊이;   말뚝 지름;   흙의 비배수 단강도; ′  흙의 유효 단
량;   무차원 계수(0.25~0.5)이다.  p-y 곡선을 이용하여 수평 지지력을 설계할 경우, 지반강도가 핵

심 설계인자가 되며 토질 지반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비배수 단강도가 핵심 설계인자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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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력식 기  설계방법

 설계코드 API 2000 RP 2A-WSD에 의하면 해상풍력에 용되는 력식 기 는 일반 인 얕은 기 와 

동일한 방법으로 설계하며 크게 축 방향 지지력, 수평하 에 한 활동 항력, 그리고 장기 침하량에 

하여 고려한다.

 축 방향 지지력 는 배수 상태와 비배수 상태로 구분하여 구한다. 배수 상태는 사질토 지반의 특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식 4.8과 같다.

          ′    

′′                                (4.8)

여기서, ′  유효 착력;   
 ′
′
  ′ (지지력 계수);     ′ (지지력 계수); 

  

  ′  (지지력 계수); ′  흙의 유효 내부마찰각; ′  흙의 유효 단 량;   ′ ; 

  기  근입 깊이;   기 의 폭; ′  기 의 유효 면 ;   보정계수이다. 배수 상태의 

사질토 지반에서는 핵심 설계인자로서 유효 착력과 유효 내부마찰각이 용된다. 비배수 상태의 토 

지반에서는 축 방향 지지력 는 식 4.9와 같다.

            ′                                      (4.9)

여기서,   흙의 비배수 단강도;   흙의 총 단 량이다. 토 지반에서는 비배수 단강도가 핵

심 설계인자로 간주된다. 주로 토 지반에 속하는 남서해안의 경우, 식 4.9를 용해야 한다.

 력식 기 의 활동 항력은 기  선단과 지반 사이의 면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에 기인하며 축 방

향 지지력과 마찬가지로 사질토 지반과 토 지반에 하여 각각 고려한다. 사질토 지반의 경우, 활동 

항력 는 식 4.10과 같다.

          ′′                                       (4.10)

여기서, ′  흙의 유효 착력;   기  선단 면 ;   연직 하 ; ′  흙의 유효 내부마찰각이다. 
사질토 지반의 경우, 핵심 설계인자로서 유효 착력과 유효 내부마찰각이 용된다. 토 지반의 경우, 

활동 항력 는 식 4.11과 같다.

                                                   (4.11)

토 지반에서는 비배수 단강도가 핵심 설계인자로 간주된다. 토 지반이 주를 이루고 있는 남서해

안에서는 주로 식 4.11을 용해야 한다.

 력식 기 의 설계 시, 하 으로 인한 장기 침하에 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침하량 는 식 4.12

로서 구할 수 있다.

         


′

′ ∆′
                                  (4.12)

여기서,   토층 두께;   흙의 기 간극비;   흙의 압축지수; ′  기 유효 응력; ∆′  유
효 응력 증가량이다. 장기 변형에 한 고려 시, 핵심 설계인자로서 유효 응력과 압축지수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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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석션 이슨 기  설계방법

다발형(multi-foundation) 석션 이슨

 B. W. Byrne(2003)에 의하면 축 방향 지지력에 한 설계는 얕은 기 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지지력 

이론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 이다. 축 방향의 지지력 는 식 4.13과 같이 표 된다.

          

 ′  ′


                                  (4.13)

여기서,   이슨 지름; ′  흙의 유효 단 량;   스커트(Skirt) 길이;   = 지지력 계수이다.

이슨 심 간 최소거리 은 식 4.14로 결정한다.

          











 


테트라포드 



  


트리포드                    (4.14)

여기서,   이슨 심 간 최소거리;   수평하 ;   수평하 의 작용  높이;   수직하 ;   

도 모멘트이다. 이슨 지름 와 심간 거리 는 그림 4.2에 나타난 수직하  와의 계로부터 구할 수 있다.

단일형(monopod) 석션 이슨

 B. W. Byrne(2003)에 의하면 도 모멘트 과 수직하  의 계가 략 으로 선형 임을 악하

으며 식 4.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15)

여기서,     (수평하 에 한 모멘트 비);   ′  ( 이슨 내 소일 러그 무게); 

           (실험 인 정수)이다. 이슨 지름 는 그림 4.2에 나타난 수직하  와

의 계를 이용하여 설계한다.

ㅡ : 직경()
… : 간격()

이
슨

지
름
、

D

이
슨

간

간
격
、

s

수직하 , V(MN)

이
슨

지
름
、

D

수직하 , V(MN)

다발형(테트라포드) 석션 케이슨의 설계 단일형 석션 케이슨의 설계
그림 4.2 이슨 지름  심간 거리와 수직하 의 계 (Byrne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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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해상풍력발  기 의 설계인자는 크게 강도 특성, 역학  특성, 변형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내 남서해안 

지반은 부분 연약 세립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비배수 단강도가 해상풍력발  구조물의 안정성을 좌우하

는 핵심 설계인자로 용된다. 해 지반의 경우, 비교란 시료 채취가 불가능하므로 수심의 특수성이 고려된 

시험법과 평가법에 의해 핵심 설계인자에 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깊이별 지층 특성은 해상풍력발  기 의 

설계와 련하여 정확히 악되어야할 요 설계인자이다. 특히, 지반 강도  압축성과 직 인 연 성이 있

는 유효응력에 한 평가는 가장 기본 인 과정인 동시에 설계 과정에서 요구되는 입력 정수의 정성을 좌우

하는 핵심 설계인자로 간주될 수 있다. 아울러, 해상풍력발  시스템의 지속 인 안정성  기능성 확보를 해 

장기 변형에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립층의 경우, 압축지수로 표되는 압축성은 장기 침하 검토를 

한 기본 인자이다. 모노 일, 력식, 석션 이슨 기 에 한 핵심 설계인자를 표 5.1에 정리하 다.

표 5.1 기  형식별 설계인자

구분 모노파일 기초 중력식 기초 석션 케이슨 기초

설계인자

흙의 비배수 전단강도(su)
흙의 내부마찰각()
유효 상재압(′)
흙의 전단 변형계수()
흙의 과압밀비(OCR)
흙의 유효 단위중량(′ ) 등

흙의 유효 점착력(′ )
흙의 내부마찰각()
흙의 비배수 전단강도(su)
흙의 유효응력(′ )
흙의 압축지수()
흙의 유효 단위중량(′ )
흙의 총 단위중량()
흙의 간극비() 등

흙의 비배수 전단강도(su)
흙의 유효단위 중량(′ )
caisson 지름()
skirt 길이()
caisson 중심간 거리() 등

 설계인자에 한 정보를 얻기 해 해 지반 환경에서 용성이 뛰어난 콘 입시험법이 주로 이용된다. 콘 입

시험은 연속 인 측정이 가능하여 지층을 정 하게 구분할 수 있고 연약지반의 다양한 특성을 심도에 따라 일

성 있게 얻을 수 있다. 한 콘 입시험은 해상에서의 많은 수행실 이 있어 해양구조물의 종류에 계없이 설 

장에서부터 연약 지반 에 놓이는 방 제, 안벽  석유 시추를 한 자켓 구조물 등에 범 하게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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