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6권 제4호(2013.8) 233

COSEIK J. Comput. Struct. Eng., 26(4)

pp.233∼239, August, 2013

http://dx.doi.org/10.7734/COSEIK.2013.26.4.233

pISSN 1229-3059  eISSN 2287-2302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해상 크 인을 이용한 해상 풍력 발 기의

다물체계 동역학 설치 해석

구 남 국
1
․하    솔

1
․김 기 수

2
․노 명 일

3†

1서울 학교 공학연구소, 2서울 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학원, 3서울 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Installation Analysis of Multibody Systems Dynamics of an 

Offshore Wind Turbine Using an Offshore Floating Crane

Nam-Kug Ku1, Sol Ha1, Ki-Su Kim2 and Myung-Il Roh3†

1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4, Korea

2Department of the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4, Korea
3
Department of the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and Research Institute of Marine 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4, Korea

Abstract

Recently, a number of wind turbines are being installed due to the increase of interest in renewable, environment-friendly energy. 

Especially, an offshore wind turbine is being watched with keen interest in that it has no difficulty in securing a site and can get 

high quality of wind, as compared with a wind turbine on land. The offshore wind turbine is transferred to and installed on the site 

by an offshore floating crane after it was made in a factory on land such as shipyard. At this time,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safety of the turbine because of its huge size and expensive cost. Thus, a dynamic analysis of the offshore wind turbine which is 

connedted with the offshore floating crane was performed based on the multibody systems dynamics in this study. As a result. it is 

shown that the analysis can be applied to verify the safety of a method for the transportation and installation of the offshore wind 

turbine suspended by the 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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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화석연료의 고갈  환경오염에 한 우려로 인해, 

태양열, 풍력, 력, 조력 등 신재생 에 지 분야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풍력발 은 그 효율성으로 인해 

유럽을 심으로 그 규모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 공동체 27개국 장 회의에서는 2020년까지 유럽 공동

체 체 에 지 소비량  최소한 20%를 신재생 에 지로 

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추

진 인 의무 할당제 등의 정책에 힘입어 풍력발  단지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Kim et al., 2011). 

하지만, 육상 풍력발 의 경우, 부지확보, 소음  경  공해

에 따른 민원발생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단지 개발이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반면, 해상 풍력발 은 설치  운용 상 어려

움이 존재하나 부지확보 과정에서 민원이나 용량의 제한이 

거의 없고 거 한 에 지 잠재량을 가지고 있어 육상 풍력에 

비하여 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Kim et al., 

2011). 앞서 언 한 해상 풍력발 의 필요성과 장 에도 불

구하고 발  단가는 아직까지 육상 풍력의 1.5∼2배로서 기

존의 화석 연료발 소의 력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Kim et 

al., 2011). 해상 풍력발 의 활성화와 련하여 이를 경제

인 측면에서 조망해 보면, 기 투자비  제반 해상작업

은 체 기비용의 55%를 차지하며, 그 에서 풍력 발

기 설치작업은 11%에 해당한다(Fingersh et al., 2006).

한편, 풍력 발 기는 일반 으로 Fig. 1에서와 같이 로터 블

이드(rotor blade, 간략히 블 이드), 타워(tower), 낫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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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iguration of wind turbine

(HowStuffWorks, 2013)

Fig. 2 Installation of offshore wind turbine using 

floating crane 

(http://www.scaldis-smc.com/beatricewindfarm.html)

(nacelle), 허 (hub)로 등으로 구성된다(HowStuffWorks, 

2013). 타워가 육상에 설치되면 육상 풍력 발 기가 되고, 해상

에 떠있는 구조물 는 랫폼에 설치되면 해상 풍력 발 기가 

된다.

해상 풍력 발 기의 동역학 해석과 련된 연구 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Jonkman 등(2007)은 5MW  부유식 풍력 발

기에 해 바람과 도의 향을 고려하여 동 거동을 해석

하 다. 이들은 바람에 의한 외력을 계산하는 공개용 코드와 

도에 의한 외력을 계산하는 상용코드를 기반으로 동역학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이를 이용

하여 풍력 발 기의 주요 부분에 작용하는 동 하 을 해석

하 다. 그러나 이들은 풍력 발 기가 고정되어 있는 랫폼

의 운동이 미소하다고 가정한 뒤, 선형화된 유체 정역학  

힘을 고려하 기 때문에 과도한 자세 변화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용이 어렵다는 단 이 있다. 한, 유체 동역학  

힘은 상용 로그램을 이용하여 주 수 역에서 계산한 뒤 

Cummins 식을 이용하여 시간 역으로 변환하 기 때문에, 

시간 역에서의 운동방정식을 직 으로 푸는 방법에 비해 

과도구간(transient range)에서의 결과의 정확도가 다소 떨

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Nielsen 등(2006)은 스 (spar) 형태의 랫폼을 가진 

해상 풍력 발 기에 해 동 거동을 해석하 다. 상용 로

그램을 이용하여 풍력 발 기를 모델링하고, 바람, 도, 계

류 라인(morring line) 등에 의한 힘을 계산한 후, 최종

으로 풍력 발 기의 동 거동을 해석하 다. 풍력 발 기는 

강체로 모델링한 것과 탄성체로 모델링한 것을 비교하 으며 

한 실제 모형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로그램을 이

용한 동 거동 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 다. 이들 역

시 유체 정역학  힘과 유체 동역학  힘을 모두 선형화하여 

계산하 으며, 유체 동역학  힘은 상용 로그램을 이용하

여 주 수 역에서 해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Lim 등(2012), Choi 등(2010)은 각각 풍력 발 기 내 

기어 박스의 최  설계와 지진에 의한 응답해석을 수행하

다. 이들은 모두 바람에 의한 힘과 기기 자체의 무게를 하

으로 고려하 다. 해상 풍력 발 기의 설계 시에는 이들이 

고려한 바람  자  외에, 본 연구에서와 같이 해상에서의 

동 하 을 고려하면 보다 엄격한 기 의 구조해석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Park 등(2011)은 바지(barge) 형태의 해상 풍력 발 기

의 타워  블 이드를 탄성체로 가정하고, augmented 

formulation 기반의 운동방정식을 구성하 다. 운동방정식의 

외력 항에는 바람과 도에 의한 유체력  계류 라인에 의한 

계류력을 포함시켰으며, 자체 개발한 코드를 이용하여 동 거

동  하  해석을 수행하 다(Park, 2011; Park et al., 

2011).

Ku 등(2012)은 다물체계 동역학을 기반으로 해상에서의 

동 하 을 고려하여 부유식 해상 풍력 발 기의 타워 상부

와 로터 축(shaft)에 걸리는 동 하 을 계산하 다.

이상과 같이, 해상 풍력 발 기의 동역학 해석과 련된 

연구들은 이미 설치가 완료된 풍력 발 기의 동 거동을 살

펴 본 것들이 부분이었다.

한편, 해상 풍력 발 기의 경우, 설치 시 풍력 발 기를 육

상에서 부분 으로 제작한 후 해상에서 조립하는 방법과 Fig. 2

처럼 육상에서 발 기 체를 조립한 후 한 번에 설치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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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figuration of dynamic response analysis for 

installing floating wind turbine

법이 있다(Kaiser et al., 2010). 해상 풍력 발 기를 운용 

지 까지 이송할 때, 보통 해상 크 인이 활용된다. 그런데 이 

작업은 해상에서 이 지기 때문에 해상 상태에 따라 해상 크

인의 안 성 확보가 매우 요하다. 이러한 공법을 계획하는 

설계자는 해상 크 인으로 이송하는 해상 풍력 발 기의 동  

거동을 측하고, 그 사이에 연결된 와이어 로 (wire rope)

에 작용하는 장력을 사 에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 지지 못했던, 

해상 크 인을 이용하여 해상 풍력 발 기를 운용지 까지 이

송하여 설치할 때 이들의 동 거동을 다물체계 동역학을 기반

으로 해석하고자 하 다. 여기서, 여러 개의 강체(rigid body)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강체는 여러 가지 형태의 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 구속력을 주고받으며 그 움직임을 

서로 제한하는 모든 기계 시스템을 다물체계라고 한다.

2. 해상 풍력 발 기의 동역학 해석을 한 모델링

2.1 해석 개요

본 연구에서 수행한 다물체계 동역학 해석의 체 구성도

는 Fig. 3과 같다. 해상 풍력 발 기와 해상 크 인의 형상 

정보와 주요 치수가 결정되면, 각 물체의 6 자유도 연성 운

동을 고려한 14 자유도 연성 운동방정식에 입한다. 이 운

동방정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도될 수 있는데, 이는 아

래에 상세히 설명하 다. 이 운동방정식은 다물체계 동역학

을 고려하여 모든 비선형 성분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유

체 정역학  힘, 유체 동역학  힘, 와이어 로 에 의한 힘이 

외력으로 계산되어 운동방정식에 입된다. 다물체계 운동방

정식을 풀어 가속도를 구하고, 4차 Runge-Kutta 방법을 사

용하여 해상 풍력 발 기와 해상 크 인의 속도, 치를 계

산한 후, 이를 가시화한다. 시뮬 이션 커 에서는 단  시간

만큼 시간을 진행시켜 다시 운동방정식  외력에 시간, 

치, 속도를 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2 다물체계 운동방정식의 구성

다물체 운동방정식 구성방법은 augmented formulation, 

embedding formulation, recursive formulati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Cha et al., 2010). Augmented formula-

tion은 다물체의 운동방정식과 구속조건식을 동시에 푸는 방

법으로서, 구속력을 직  계산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물

체의 개수  구속조건에 따라 운동방정식의 크기가 커지는 단

이 있다. Embedding formulation은 구속 조건식을 다물

체 운동방정식에 입하여 소거함으로써 운동방정식의 크기를 

여 푸는 방법으로서, 운동방정식의 계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구속력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단 이 있

다. Recursive formulation은 물체의 연결 계에 따라 운동

방정식을 재귀 으로(recursively) 구성하여 푸는 방법으로

서, 물체의 개수와 상 없이 운동방정식의 크기를 6 자유도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구속력은 별도로 계산해야 하

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방법  제일 효과 이고 

효율 이라고 단되는 recursive formulation에 따라 운동

방정식을 구성하 다.

2.3 해상 풍력 발 기와 해상 크 인의 모델링

해상 크 인에 연결된 해상 풍력 발 기의 동역학 해석을 

해 다음과 같은 형상 모델링을 수행하 다.

먼  해상 풍력 발 기는 5MW  표  모델(Jonkman 

et al., 2009)을 상으로 하 고, 이의 상세 제원은 Table 

1과 같다.

한편, 의 해상 풍력 발 기를 이송  설치하게 될 해

상 크 인으로서, 3,600ton의 량물을 리 할 수 있는 

“DAEWOO 3600호”를 선정하여 이용하 다. 이 크 인의 

길이는 110m, 폭은 46m, 높이는 7.5m이며, 크 인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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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eometric model of offshore wind turbine and 

floating crane

5MW-NREL Shape Medel

Tower

Height 77.6m

Base Outer 

Diameter
6.5m

Base Wall 

Thickness
0.027m

Top Outer 

Diameter
3.87m

Top Wall 

Thickness
0.019m

Hub
Diameter 3m 2.94m

Height 90m 89m

Rotor

Rotor 

Diameter
126m

Blade Radius 63m

Blade Length 61.5m

Mass

Rotor 110000kg 103219kg

Blace 17740kg 16569kg

Hub 56780kg 53512kg

Nacelle 240000kg 216262kg

Tower 347460kg 377980kg

Overall Center 

of Mass
(-0.2,0.0,64.0) (-0.19,0.0,64.3)

Total 697460kg 697461kg

Table 1 Specification of floating wind turbine

성하는 각 부재는 모두 강체로 가정하 다.

이상과 같은 제원을 가진 해상 풍력 발 기와 해상 크 인

에 해 형상 모델링을 수행하 고, 그 결과는 Fig. 4와 같

다. Fig. 4(a)는 해상 풍력 발 기와 리 을 한 가구조

물의 형상 모델을 나타낸 것이고, Fig. 4(b)는 동역학 해석

을 한 해상 풍력 발 기  해상 크 인의 회  자유도를 

나타낸 것이다. 

2.4 동역학 해석을 한 외력 계산

앞서 언 하 듯이, 본 연구에서는 해상 크 인과 해상 풍

력 발 기의 다물체계 운동방정식을 recursive formulation

을 이용하여 구성하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외력으로서 

해상 크 인에는 유체 정역학  힘, 유체 동역학  힘, 와이

어 로 의 장력, 력을 고려하 고, 해상 풍력 발 기에는 

와이어 로 의 힘과 력을 고려하 다.

먼 , 유체 정역학  힘은 고(wave height)와 해상 크

인의 자세를 고려하여 침수 표면 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유체 

입자의 압력 성분을 모두 분하는 pressure integration 

technique을 사용하면 매 단  시간마다 비선형 유체 정역학

 힘을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 (1)과 같이 pressure 

integration technique의 한 방법인 divergence theorem

을 이용하여 유체 정역학  힘을 침수 부피에 한 식으로 표

하여 계산하 다.

 
























(1)

유체 동역학  힘은 식 (2)와 같이 방사력(radiation force)

과  강제력(wave exciting force)으로 나  수 있다.

 
 

 (2)

이들은 3D Rankine panel 방법과 같이 직  시간 역

(time domain)에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주 수 역

(frequency domain)에서 먼  해석한 뒤 Cummins 식을 

이용하여 시간 역으로 변환하는 방법도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자의 방법을 이용하여 유체 동역학  힘을 계산하 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서론에서 밝힌 것과 같이 과도 구

간에서의 해석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후자와 같이 Cummins 식을 이용하려면 주

수 역에서 해석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Cummins 식을 이용하려면 주 수 역에서 해석한 결과를 

내  수 있는 추가의 해석 로그램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와 같이 3D Rankine panel 방법을 이용하면 그러한 추

가 인 로그램없이 시간 역에서 유체 동역학  힘을 계

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본 연구에서는 이용하 다. 

본 방법에 한 상세한 내용은 Ku 등(2012)의 연구를 참고

하 으며, 최종 으로 3D Rankine panel 방법을 이용하여 

유체 동역학  힘을 구하기 한 식은 다음과 같다.

(1 3) (1 3); ( )
T

hydrodynamic

S S

F dS dS
t t
φ φ

× ×

⎡ ⎤∂ ∂= − − ×⎢ ⎥∂ ∂⎣ ⎦
∫∫ ∫∫n r n (3)

여기서, 는 침수 표면 , 은 물체 표면에 치한 각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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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Fig. 6 Scenario of simulation for installation of 

offshore wind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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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ynamic tension of the wire rope between the 

floating crane and wind turbine

의 치 벡터 즉,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정의된 물체 표면까지

의 치 벡터이다.

3. 해상 풍력 발 기의 동역학 해석 수행

본 장에서는 Ku 등(2012)이 개발한 다물체계 동역학 커

을 이용하여 해상 크 인과 와이어 로 로 연결된 해상 풍

력 발 기의 동역학 해석결과를 소개한다. 

3.1 동력학 해석을 한 시뮬 이션 모델

해상 크 인에 연결된 해상 풍력 발 기의 동역학 해석을 

해, 본 연구에서는 해상 크 인, 해상 풍력 발 기, 육상 

는 바지선, 운용지  상의 랫폼 등의 형상 모델링을 통

해 Fig. 5와 같은 시뮬 이션 모델을 구성하 다.

Fig. 5에 나타나 있듯이, 해상 풍력 발 기는 해상 크 인

과 4개의 와이어 로 로 연결되어 있다.

Fig. 5 Simulation model for installation of offshore 

wind turbine using floating crane

3.2 동력학 해석을 한 시뮬 이션 시나리오

해상 크 인에 연결된 해상 풍력 발 기의 동역학 해석을 

해,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시뮬 이션 시나리오를 가

정하 다.

(1) 해상 풍력 발 기가 조립 완료되어 육상 는 바지선

에 놓여있음. 와이어 로 를 이용하여 해상 크 인과 

해상 풍력 발 기를 연결함

(2) 해상 크 인이 해상 풍력 발 기를 들어 올림(hois-

ting up)

(3) 해상 풍력 발 기를 든 상태로 해상 크 인이 운용 지

(본 연구에서는 편의 상 측면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으로 가정)까지 해상 풍력 발 기를 운반함(moving)

(4) 해상 크 인이 운용 지 의 랫폼 에 해상 풍력 발

기를 내려놓아(hoisting down) 인양 작업을 완료 함

한편, 동역학 해석 시 고 0.5m, 주기 0.628rad/s, 입사

각 45도인 입사 가 해상 크 인에 작용한다고 가정하 다.

3.3 동력학 해석 결과

Fig. 7은 시뮬 이션 시나리오에 따른 해석결과, 해상 크

인과 해상 풍력 발 기간 와이어 로 에 작용하는 동 하

을 도시한 것이다(4개의 와이어 로   1, 2번 와이어 로

에 한 결과만을 도시화함). 이 그림에는 기상태, 해상 

크 인이 해상 풍력 발 기를 들어 올릴 때(hoisting up), 

운용지 까지 이동할 때(moving), 운용지  상의 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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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ynamic load on the joint between the nacelle 

and tower top

에 해상 풍력 발 기를 내려 놓을 때(hoisting down) 각각 

작용하는 와이어 로 의 장력(tension)을 가시화한 것이다. 

Table 1에 나타나 있듯이, 해상 풍력 발 기의 량은 약 

698톤이며, 4개의 와이어 로 로 해상 크 인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 와이어 로  당 최  약 175톤의 량(정 하

)이 가해진다. 하지만 Fig. 7을 보면, 시뮬 이션 시 해상 

풍력 발 기의 움직임에 의해 와이어 로 에는 최  약 220

톤(moving 단계)의 동 하 이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와

이어 로 에 걸리는 하 은 정 하 보다 동 하 이 약 

13%정도 크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해상 풍력 발 기는 하나의 

강체가 아닌 여러 개의 강체(블 이드, 타워, 낫셀, 허 )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구속력을 주고받게 된다. 

구속력을 계산한다는 것은 타워와 낫셀 사이 는 낫셀과 허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에 작용하는 동 하 을 구한

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물체계 동역학 커 을 활용하

여 이러한 구속력 역시 계산하 다. Fig. 8은 시뮬 이션 시 

타워와 낫셀 사이에 작용하는 구속력을 도시화한 것이다. 

Fig. 8을 보면,  방향(높이 방향) 구속력의 경우 정 하

은 약 3,500kN이나 해상 풍력 발 기의 움직임에 의해 약 

2,800~4,000kN의 동 하 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 하  비 동 하 이 약 15% 차이). 한 축에 

한 모멘트의 경우 정  모멘트는 약 8,000kN․m이나 해상 

풍력 발 기의 움직임에 의해 약 6,000~10,000kN․m의 

동  모멘트가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정 하  비 동

하 이 약 13% 차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는 해상 풍력 발 기의 설치가 

진행되는 해당 수역에서, 제한된 기간 내에 이 지는 설치작

업에 한 동역학 해석을 수행한 것이다. 일반 으로 이러한 

설치작업에 한 장에서의 작업 제한 고는 0.5m이며, 

실제작업은 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해상 상태에서 이루어

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해상 풍력 발 기의 설

치 시 고려할 만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송  설치 

작업이 장기간에 걸쳐 이 진다면, 해당 수역 내에서의 장기

인 해상상태를 고려하여 동역학 해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에서는 해상 풍력 발 기와 해상 크 인에 작용하

는 유체력을 포함하여, 해상에서 운동하는 다물체계 시스템

의 동 해석을 수행하 다. 특히, 해상 크 인에 의해 해상 

풍력 발 기가 움직일 때, 그들 사이의 와이어 로 에 작용

하는 장력을 계산하 고, 해상 풍력 발 기의 구성 부품간에 

작용하는 구속력 역시 계산하 다. 해석결과, 정 하 에 비

해 동 하 이 약 13~15%정도 크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동 하 의 정도는 해상 풍력 발 기의 기구부 

설계 시 반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한, 본 연구에서 수행

한 다물체계 동역학 해석은 해상 풍력 발 기뿐만 아니라 해

상에서 작동되는 다양한 해양 장비의 동역학 해석에도 충분

히 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설계가 가능하리

라 상 한다.

향후에는 본 해석결과를 장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시뮬

이션 결과의 정확성  효용성을 검토  제고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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