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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해상풍력발 기와 선박의 충돌시 타워와 기 보강재의 거동에 하여 연구하 다. 풍력발

기는 5MW  풍력발 기를 나셀, 타워, 보강재, 바닥 , 기 로 나 어서 모델링 하 다. 나셀은 집 질

량으로 타워의 상부에 치하 고 타워, 보강재, 바닥 은 탄소성거동을 한다고 가정하여 Shell 요소로 모

델링 하 다. 선박은 풍력발 기와 마찬가지로 탄소성거동을 한다고 가정하 고 실제모델에 해 풍력발

기와의 정면충돌로 고려하 으며, 충돌속도는 2.0m/sec로 가정하 다. 선박과 풍력발 기의 충돌 해석은 

비선형 해석 로그램인 ABAQUS/Explicit을 이용하여 수행하 으며, 이를 통하여 선박충돌시 타워와 보

강재의 거동을 분석하 다. 해석결과 타워에서 부분의 에 지를 소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 해상풍력발 , 출동해석, 비선형해석, ABAQUS

1. 서 론

재 국내를 포함한  세계의 풍력발  동향은 육상에서의 풍력발  설계와 건설, 운 에 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상으로의 기술  환을 진행하고 있다. 해상에서 풍력발 기 설치의 핵심기술  하나는 풍력터

빈 타워의 시공을 한 해상기 (offshore foundation)기술이며 약 30m 수심 정도에서 지름 4.0～6.0m의 모

노 일이 일반 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최근 수심이 깊은 치로 입지가 확장되면서 버켓형식의 기 공법에 

한 수요도 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상풍력발 기와 선박

의 충돌시 타워와 버켓형식의 기  보강재의 거동에 하여 연구하 다.

2. 해석모델

3.1. 풍력발 기모델링

5MW  풍력발 기를 나셀, 타워, 보강재, 바닥 , 기 로 나 어서 모델링 하 다. 나셀은 집 질량으로 

환산되어 타워의 상부에 치하 고 타워는 상부와 하부의 직경이 다른 실린더 형태의 형상으로 상부, 하부 

각 2구역씩 두께가 다른 Shell로 모델링 하 다. 보강재는 방사형으로 배치하여 타워와 기 , 바닥 을 연결

하 다. 기 는 지반 내 삽입되는 구조로써 모든 이동을 구속시켰다. 모든 부재는 탄소성거동을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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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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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강재의 응력 변형률 곡선

a) 타워   b) 보강재

c) 바닥  d) 기

그림 2 풍력발 기

3.2. 선박의 모델링

DWT33000의 화물선(Burk Carrier)을 상으로 선수부와 선미로 나 어서 모델링 하 다. 선수부는 충돌 

시 발생하는 변형을 실제로 묘사하기 해서, 11000여개의 Shell 요소로 모델링하 으며, 탄소성거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그리고 실제 선박의 강성을 가질 수 있도록 SM400을 사용하여 모델링 하 다. 선체는 

충돌시 변형이 크게 일어나지 않으므로 탄성재료로 모델링하 다. 이때 선박질량의 5%를 수리동역학 인 추

가질량으로 고려하 다(AASHTO, 1991). 풍력발 기와 마찬가지로 탄소성거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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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수 d) 선체

그림 3 DTW33000 선박

                   

3. 해석조건

본 논문에서는 수심 50m를 가정하여 충돌속도가 2.0m/sec일 때, 직 인 정면충돌에 한 충돌해석을 수

행하 다. 해석 로그램은 범용 유한요소 로그램인 ABAQUS/Explicit 6.10을 사용하 다.

4. 해석결과

a) 타워 b) 보강재

그림 4 충돌 후 변형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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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에 지 소산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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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부재 소성소산(에 지 단 :J)

총 소성소산 5.77E+07 100%

Tower 5.74E+07 99.38%

보강재 156219 0.27%

바닥 0 0%

Shipbow 199722 0.35%

체 운동에 지(KE)의 소산은 그림 5와 같이 주로 소성소산(PD)으로 이루어지며 변형에 지(SE)에 변환

도 나타났다. 충돌종료 후 각 부재의 에 지소산은 표 1과 같다. 충돌종료 후 타워의 에 지 소산이 약 99%

로 부분의 에 지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보강재의 응력은 3.099E+08Pa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버켓형식의 기 를 사용한 해상풍력발 기와 선박의 충돌시 타워와 기   보강재의 거동

에 하여 연구하 다. 해석결과 타워에서 소산하는 에 지가 부분을 차지하고 보강재의 경우 그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동선박의 질량이 매우 크고 속도가 커 충돌에 지가 타워로 집 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따라서 충돌 라메터에 따른 향에 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반의 비선형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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