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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풍력발전기 타워 설계 모델을 다물체 동역학과 신뢰성 기반 최적 설: NREL 5MW 

계를 이용하여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타워 모델은 티모센코 빔 이론을 이용하여 얻은 동특성. 

을 내포한 링크와 조인트로 이루어진 수학적 모델로 표현하였다 최적화 문제에서는 높이가 일정한 타. 

워에서 두께 내 외곽 지름이 변할 때 나타나는 민감도 변화를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비교 기, · , 

준으로 굽힘 응력과 좌굴 안정성을 사용하였다 일계 이차 모멘트법을 이용한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얻. 

은 최종 모델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정하중 해석에서 최대 응력 분포를 이용한 안전성을 고려를 통해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방법을 통해 동역학적 모델과 유한요소 모델간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낮. , 

은 타워 설치 비용으로 더 강건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NREL 5 MW wind turbine tower model was optimized according to the 
multi-body dynamics and reliability-based design. The mathematical model was defined as a link joint system –
including dynamic characteristics derived from Timoshenko's beam theory. For the optimization problem, the 

sensitivities to variations in the tower thicknesses and inner and outer diameters were acquired and arranged 
in terms of safety and efficiency according to bending stress and buckling standards. An optimal design was 
calculated with the advanced first-order second moment method and used to define a finite element model for 

validation. The finite element model was simulated by static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ulti-body 
dynamic and finite element method throughout the process was investigated, and the optimal model, which 
had high endurance despite its low mass, was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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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 Mn, Vn, Tn : 압축 굽힘 전단 비틀림에 대한 , , , 

공칭 강도 

P 타워 최상단 하중: 

g, Z 제약조건 한계 상태 함수: , 

Cg 제약조건 : g3의 계수

서 론1. 

화석 연료의 고갈과 국제 금융 위기로 인한 신재

생 에너지 산업은 저비용과 고효율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시스템 최적화에 노력을 가하고 있다 풍력 . 

발전기의 경우 하중 특성상 동적 거동에 매우 민감

하고 각 부품 간의 연계가 긴밀한 시스템이다 이에 . 

따라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설계 변수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조사하고 향상된 모델을 획득하는데 초점

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물체 동역학 이론을 이용한 타

워의 수학적 모델을 신뢰성 기반 최적 설계 문제에 

적용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타워 설계 시 마련. 

된 여러 한계 상태 함수의 조합으로 획득한 방법,(1)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수학적 모델에 설계 변화를 

주어 진동 주파수를 확인한 방법,(2) 그리고 유전적  

알고리즘을 통하여 무작위의 설계 변수를 이용하여 

유도한 수학적 모델에 대입 민감도를 분석한 방법, 
(3)과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풍력 발전기의 . 

대다수 최적화 문제 연구는 시스템 설계에 드는 입

력 비용과 출력 대비의 경제성에 많은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하였다.(4,5) 이로 인해 풍력발전기 구조  

해석이 다소 이뤄지지 않았으나 현재의 최적 문제, 

에서는 경제성과 구조적 특성을 연관시켜 제안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참고문헌. (6,7)에서

는 최적화 이론과 수치적 해법에 관한 내용을 상세

히 포함하고 있는데 저자는 콘크리트 타, Takewaki 

워 구조물을 전체 무게 감소의 목적함수를 기준으

로 최적의 굽힘 강성 분포를 찾는 연구(8)를 수행하

였다 이 연구는 유한 요소 해석과 선형화 방정식을 . 

통해 타워 강성의 분포를 추측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그 후 유한요소해석에서 벗어난 다양한 방향을 . 

통한 최적화 문제가 제시되었다.(9~13)

대다수의 연구에서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근본적

인 원인은 시스템의 형상과 재료 분포가 급격하게 

변화하였을 때 풍력 발전기 회전 운전 속도 영역과 , 

중첩되는 주파수 모드를 가지게 되어 공진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타워가 . 

가지는 높이에 따른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형상

에 변화를 주는 방법을 도입하여 동역학적 타워의 

수학적 모델이 적합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단순 응력 분포가 아닌 좌굴에 대한 판별 기

준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는 

설계 변수를 제외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최종적으. 

로 획득한 최적 모델은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수학

적 모델로 변환하여 정적 해석을 통해 기존의 타워 

모델과 비교함으로써 그 효용성을 검토하였다.

시스템 모델링 이론2. & 

다물체 동역학을 이용한 타워 모델링2.1 

타워는 형상과 재료의 분포에 따라 시스템의 특

성이 달라진다 경계조건 및 변형을 고려하면 타워. 

는 한쪽이 고정된 외팔보와 같은 거동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외팔보 정의에 티모센코 빔 이론을 사

용하여 그 특성을 정의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다물. 

체 동역학 이론을 이용한 모델링의 타당성과 컴퓨

터 계산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타워

의 동특성을 가지는 동모델을 수립하였다.

과 같이 타워는 지반에 고정되어 있는 외팔Fig. 1

보의 형태를 가진다 본 논문에 사용된 타워 모델은 . 

개의 질점으로 나뉘며 각 질점의 경우 질량과 12

행렬의 관성 모멘트를 가진다 또한 질점 간에3×3 . 

는 조인트 개념의 연결고리를 가지며 각 조인트에

는 타워의 고유특성을 나타내는 강성을 내포하고 

있어 외력이 가해질 경우 티모센코 빔과 같은 거동, 

을 가지게 된다 식 는 단순 인장 비틀림에 . (1)-(2) , 

대한 강성을 나타낸다. 

 ∆




                      (1)

 ∆





                   (2)

G, Ip, L, E, As 은 각각 재료의 전단 계수 극관 , 

성 모멘트 타워의 축방향 길이 재료의 탄성 계수, , , 

타워의 단면적을 의미한다.

굽힘 강성은 티모센코 빔 이론을 이용해 굽힘 변

형이 발생할 때 빔의 보존 에너지와 등가 스프링 

모델의 보존 에너지가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획득할 

수 있다.(14~16) 식 는 각각 티모센코 빔 등가  (3)-(4) , 

스프링 모델의 보존 에너지를 나타내며 두 식을 같

다고 놓고 굽힘 강성 kx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전역. 

좌표계인 에 대한 굽힘 강성은 원통의 차 모멘 x, 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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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tower model

트에 의해 지름과 두께가 같은 구간별로 동일한 굽

힘 강성 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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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는 각각 외팔보 끝단에서 걸리는 수직F, δ

력과 외팔보를 축방향으로 동일하게 나누는 비율이

다.

최종적으로 운동 방정식은 조인트가 가지는 좌표

인 일반 좌표에 따라 개의 자유도를 가지게 된다18 . 

본 수학적 모델은 의 를 MATLAB SIMMECHANIC

이용하여 정의하였으며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질량, 

관성모멘트 위치 벡터 강성 초기조건 등과 같은 , , , 

입력 자료를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개선된 일계 이차 모멘트법2.2 (17-21)

기계 시스템의 제작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

지 오차로 인해 설계 변수들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확률적 분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확률적 분포는 . 

시스템 거동에 반영되며 심각한 경우 안전한 영역

을 벗어나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는 원인으로 작용

한다 최적 설계 문제에서 결정론적 설계 변수를 . 

사용하게 되면 최적 모델은 다른 해에 비해 목적함

수 측면에서 큰 이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기계적 . 

오차가 반영된 설계 변수 영역에서는 최적 모델이 

실제로 최적이 아닌 매우 위험한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즉 최적 해에서 오히려 질이 .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 

하기 위해 일계 이차 모멘트법은 확률적 분포와 안

전성을 동시에 고려한다 일계 이차 모멘트법은 신. 

뢰도 해석기법의 하나로 확률변수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이용하여 한계 상태 함수를 평균치 또는 설계

점에서 근사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신뢰성 지수를 

계산하는 근사적인 해법이다.

기존의 일계 이차 모멘트법에서는 비선형의 한계 

상태 함수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1974년 

Hasofer에 의해 개선된 일계 이차 모멘트법은 비선

형의 한계 상태 함수를 평균점에서 선형 근사화하

지 않고 파괴면 상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점인 최

대 확률 파괴점(Most Likely Failure Point 에서 근사)

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Fig. 2에

서는 최대 확률 파괴점의 의미를 도식적으로 나타

내었다 본 제안법은 실제 설계에 발생할 수 있는 . 

가공의 편차를 표준 분포 곡선으로 표현하여 표준

화된 설계 변수 공간에서 각 한계 상태 함수의 범

위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로 인해 설계 변수를 민감한 한계 상태 함수에 

대해 고려하여 다른 한계 상태 함수의 위험 영역을 

피할 수 있어 본 방법을 채택하였다. 

개선된 일계 이차 모멘트법은 Fig. 3의 최적화 알

고리즘에 포함되어 문제 해결에 사용된다 즉 설계 . 

변수가 변화할 때 정규화한 설계변수의 평균값인 , 

원점에서 한계 상태 함수에 가장 짧은 거리를 나타

내는 신뢰성 지수를 얻게 되는데 이 신뢰성 지수의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 선택된 설계 변수는 위험영

역에서 충분히 안전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게 된다.

최적화 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타워의 외

곽 지름과 두께를 설계 변수로 선택하였다 초기 설. 

계 변수 값은 NREL에서 제공한 5MW 풍력 발전기 

의 타워 모델의 하단 상단 지름과 두께를 사용하였, 

으며 설계 변수의 확률적 분포를 표현하기 위하여 

기계오차와 분산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 (5)를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계공차는 타워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밀의 가공 오차 0.0061m를 사용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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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onship between reliability index and 
limit state function

Fig. 3 Process of Advanced FORM

식 (5)에서 σxi와 Txi는 타워 지름 두께 길이의 , 

표준 편차와 가공 오차를 의미한다.

좌굴 판별 방정식2.3 (22)

가느다란 기둥을 축 방향으로 누르거나 얇은 판

을 판과 평행한 방향으로 압축하여 하중이 어느 크

기에 도달하는 순간 갑자기 판이 횡 방향으로 과도

하게 휘어지는 현상을 좌굴이라 한다 중공축과 같. 

이 내부가 비어있는 구조물에서는 좌굴 문제가 많

이 발생한다 타워의 경우 경제적 효과와 강성을 . , 

획득하기 위해 중공축 형태의 단면을 사용하고 있

기 때문에 좌굴 문제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좌. 

굴은 축방향으로 길이가 긴 시스템 단면의 두께와 

지름 비율을 통해 판별된다 특히 특정 탄성계수와 . 

항복 강도의 비율에 따라 그 명칭이 바뀌는데 식 , 

(6)을 만족할 때 비압축 형태(Non-compact) 식 , (7)

을 만족할 때 가는 형태(Slender)라고 불려진다.

≤                            (6)

                             (7)

식 (6)과 (7)에서의 E와 Fy는 각각 탄성계수와 철

의 항복 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타워의 경우 . 

비압축 형태를 선호하며 제작에 많이 사용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 형상의 분류가 아닌 인장, 

굽힘 전단 비틀림이 가해졌을 때 좌굴 발생, , 을 판

별하기 위한 방정식으로 식 (8)을 사용하였다.(23)





  




 ≤      (8) 
where Pu=required, factored-level axial force.

    Mu=required, factored-level bending moment.

    Vu=required, factored-level shear force.

    Tu=required, factored-level torsional moment.

최대2.4 응력 분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물체 동역학 모델과 최적 

문제를 통해 얻은 설계 변수를 검증하기 위하여 유

한요소법을 적용한 모델을 만들어 정적하중을 가하

는 해석을 수행하였다 정적 상태에서의 해석은 응. 

력이 분포하는 부분에 불연속점이 발생하지 않고 

예상했던 부분에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할 수 있어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객관적 비교를 위하여 NREL에서 제시한 모델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에 동일한 하중을 가하여 

나타나는 응력 분포와 질량 등을 비교하였다 또한 . 

항복 응력을 적용하여 항복 파단의 발생여부와 최, 

대 변형률을 확인하였다.

해 석  3. 

초기 설계 변수3.1 

최적화 문제에서는 초기 설계 변수의 크기에 따

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본 내용에서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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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최적화 문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 가지 경

우의 초기 설계 변수를 정의하였다 첫 번째 설계 . 

변수는 NREL에서 제공한 5MW의 풍력 발전기 타

워 모델 두 번째 설계 변수는 결정론적 설계변수 , 

가정에 의한 최적 설계 문제에서 획득한 지름 두께, 

를 사용하였다 두 경우 마찬가지로 전체 타워 단면. 

이 가지는 평균 지름과 두께를 의미하며 Table 1과 

같이 다른 값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설계 변수 조합을 획득하기 위하여 정의

한 최적 문제의 경우 목적함수로 타워의 질량을 제약

조건으로 굽힘 강성 지름과 두께간의 비율 응력 좌, , , 

굴 제약을 사용하였으며 설계 변수인 지름과 두께는 

최소값 최대값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선정하였다, .

타워 모델 환경 조건3.2 & 

설계 변수에 대한 시스템이 나타내는 응답의 민

감도를 제공해주는 수학적 모델은 MATLAB의 

SIMMECHANICS를 이용하여 타워 모델을 정의하였

다.(24~27) SIMMECHANICS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

소들의 물리량을 알고 있으면 몸체와 조인트 간의 

연결로 쉽게 동모델을 구성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2.1절에서 제시한 12개의 질점을 가지는 링크 조-

인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최적화 문제 알고리즘

에서 적용될 조인트의 반력을 설계 변수에 즉각적

으로 계산하기 위해 출력 변수로 지정 도출하는 코, 

드를 구성하였다. 

환경 조건의 경우 실질적인 타워 설계에 바탕이 

되는 최대 변형 조건을 반영하였다 즉 단순히 질. , 

점에 공기역학적 외력을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굽

힘력에 의해 타워의 최상단이 가질 수 있는 x, y 방 

향 최대 변위가 타워높이의 1/4% 내로 유지되어야 

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상응하는 조인트 변위를 동

일하게 초기 조건으로 제공하였을 때 나타나는 최

대 반력을 계산하였다 이는 풍력발전기 기준 자료. 

의 타워 상단에 걸리는 최대 하중 모멘트 값에서 , 

굽힘 모멘트가 다른 비틀림 인장력보다 상당히 큰 ,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하며 굽힘 변형

에 대해 최적 문제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함을 

나타낸다.

획득된 조인트 반력의 경우 식 (9)의 한계 상태 함

수 Z에서 하중을 의미하는 L에 대입되며 설계 변수

에 의해 결정되는 저항 R과의 차이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 불안정 영역을 나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

                                 (9) 

Table 1 The size of initial tower configurations

Table 2 Definition of optimization problem

3.3 신뢰성 기반 최적 설계를 이용한 신뢰성 계산

본 내용에서는 절에서 정의한 최적 문제와 달3.1

리 확률 분포를 가지는 설계 변수 개념을 도입한 

신뢰성 기반 최적 설계 문제로 정의하여 최적 모델

을 도출하였다 작성된 . MATLAB 코드는 신뢰성 지 

수 β를 반복적으로 계산하며 식 , (10)-(12)와 같은 

한계 상태 함수로 구성하였다.

   ×

    
  for (10) 

  


 


                       (11) 

  


 


 


 


        (12) 

매 계산마다 각 한계 상태 함수에 해당하는 신뢰

성 지수 3개가 반복적으로 구해지는데 그 중 최소

값을 대표로 선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타워 각 부분

의 지름과 두께를 계산 다음 단계의 계산에 활용, 

된다 신뢰성 지수의 선정에 따라 설계 변수가 . 2개

의 한계 상태 함수를 충족하나 나머지 1개의 한계 

1st model

(NREL)

2nd model

(Optimum)

Average diameter(m) 6.7055 6.8595

Average thickness(m) 0.0294 0.0274

Material Steel Steel

Height 100 100

Objective function  

  


  

Design variables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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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finition of RBDO formulation

상태 함수를 충족시키지는 않아 고장 영역에 존재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표준화. 

된 설계 변수 공간의 원점에서 한계 상태 함수까지

의 최단 거리는 하나로 3개의 최단 거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을 그려도 다른 2개의 한계 상태 함수

와 중첩되지 않아 안전한 설계 변수 설정이 가능하

다.

신뢰성 지수가 획득된 후 신뢰성 지수에 따른 , 

수정된 지름과 두께 설계 변수가 설정되며 새로운 

타워 모델을 구성하여 새로운 계산을 반복하게 된

다 하지만 반복 계산은 두 구간의 신뢰성 지수의 . 

차이 비율이  이하로 만족하게 되면 현 설계 0.0001 

변수가 최종 모델로 도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

다.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최적해 후보는 앞서 언급한 

신뢰성 지수를 비롯한 좌굴 판별 기준과 최대 응력 

분포 판별 기준에 대입하여 그 적합성을 검증받게 

되며 개의 항목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 3

면 최적 해 후보에서 제외된다 특히 신뢰성 지수가 . 

높은 것은 동역학 모델을 통해 얻은 한계 상태 함

수를 만족할 뿐 다른 요건에 대한 검증을 주지 못

하므로 다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타워 모델의 검증3.4 

본 최적화를 통해 획득된 최적 모델 후보의 경우 

한계 상태 함수를 만족하나 앞서 정의한 최대 응력 

분포와 좌굴 문제에 대한 만족을 내포하고 있지 않

다 이에 따라 최적 모델 후보들을 좌굴 판단 기준. 

에 대입 정리하여 만족하는 후보 변수들을 추출하, 

고 유한 요소 모델로 변환시켜 질량과 응력 분포, 

최대 변형률에 관해 검토해보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 때 질량과 응력 분포의 경우 각각 시스템의 경

제성과 안정성을 나타낸다. 

유한 요소 모델의 타워는 NREL 기존의 타워 형 

상과 같이 설계 변수들을 다항식 함수 형태로 지나

는 매끄러운 형상으로 구성하였으며 다물체 동역학 

모델에서 적용한 타워 최상단의 허용 변위와 달리 

EWM 50의 극한 하중 환경 조건을 대입하여 물리

적 현상을 관찰하였다. Extreme Wind Model(EWM 

50)은 풍속이 59.35m/s 3s gust 라는 특정한 상황과  

상응하는 하중 조건을 의미 극심한 하중으로 분류, 

되어 최대 응력 분포를 관찰하는데 유효하다 이 . 

때 각 요소들의 주응력 S11, S22, S33을 철의 항복 

응력과 비교함으로써 안정성을 판단하였다.

결 과4. 

타워 초기 모델을 이용한 최적 모델4.1 NREL 

해석에 앞서 에서 제시한 타워 모델의 좌굴 NREL

과 최대 주응력에 관해 계산해 본 결과, 좌굴 판별 

수치는 0.2219로 1보다 작고 최대 주응력이 , 

-1.376×107, -9.294×107, -1.245×107 Pa로 철의 항복응

력보다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압축 응력을 사용한 . 

이유는 타워 구조물에서 인장 응력보다 크게 나타

날 뿐 아니라 좌굴과 연관되어 만족 기준치가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타워 최상단의 변형을 살펴. 

보면 6.83×10-2 m의 변위를 나타낸다 획득한 좌굴 . 

판별 수치와 최대 주응력을 살펴보면 타워의 초기 

설계 변수가 최적화 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3.3절에서 제시한 식 (11)과 (12)는 지름과 두께의 

비율 구간으로 식 (12)가 0에 가까운 비율은 가는 

형태의 타워 모델을 의미한다 이는 시스템이 불안. 

정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확률을 가지므로 식 (12)

를 구성하는 계수 Cg를 0.11에서 시작하여 0.45까지 

구간으로 나누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최적화 문제에서 식 , (12)의 한계 상태 

함수가 변화하여 적용되며 최종적으로 35개의 최적 

Min :   

  


  

  

   


 

 , Txi=0.0061m

subject to :

   ×

    
  for

  


 


                     

  


 


 


 


     

Criterion of loop : 

  

 
 

(i=2,3,4 n)

(n : number of iteration)

Safe reliability index : 

βj>5 (j=1,2,3 ,N)

(N : Number of simulation case)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를 이용한 풍력 발전기 타워 최적 설계 581

모델 후보가 얻어진다 이를 통해 최적 모델이 설. 

정된 구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계수의 크기별

로 정리되어 기존의 설계 기준보다 정확한 설계 기

준을 확립할 수 있다. 

   


 


                     (13) 

      

Fig. 4에서는 식 (13)과 같이 Cg가 변수로 지정된 

경우 각 신뢰성 지수와 좌굴 판별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신뢰성 지수의 경우 대략 . 0.26 이후에 급격 

히 낮아지고 좌굴 판별 기준과 비교한 결과 , 0.19 

이하에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최적 모델이 도출

됨을 확인할 수 있다. Cg가 0.19일 때 링크 조인트 

구성 모델의 지름과 두께는 [5.1820, 6.7288, 

8.3383]m, [0.0043, 0.0296, 0.0351]m로 구성된다 이. 

를 바탕으로 유한요소 모델링을 통한 응력 분포를 

확인해본 결과 타워의 최상단에서 최대 응력 분포

가 나타났으며 최대 주응력이 , -5.715×107, 

-2.237×108, -5.383×107 Pa로 나타났다 철의 항복응. 

력에 비하면 낮은 값을 가지나 항복응력의 2/3보다 

큰 값으로 실제 설계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0.19보다 낮은 범위에서 최적 모델을 선정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 해당되는 범위의 설계변수들. 

을 종합하여 유한요소 모델링을 통해 최대 주응력 

분포를 확인한 결과 철의 항복응력보다 낮은 값을 , 

가져 응력 분포 기준을 만족하였다 하지만 해당 . 

범위 전체의 설계 변수들이 초기 지름 두께보다 , 

더 큰 값을 가져 질량 최소화 목표에 도달하지 못

했다 이를 통해 최적화 문제 설정에서 올바른 초. 

기 설계 변수 크기와 범위를 선정하는 작업과 다양

한 한계 상태 함수에 따른 고장 영역의 다각적 분

석이 필요하다. 

최적4.2 모델 후보와 경향 

본 내용에서는 3.1 절에서 선정한 최적 모델을 초 

기 설계변수로 지정하고 4.1 절과 동일한 방식으로  

후보 최적 모델을 계산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Fig. 5에서는 신뢰성 지수와 좌굴 기준을 정리한 결

과로 대략 0.27에서 신뢰성 지수가 음수로 바뀜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계수가 . , 0.27보다 낮은 경우인 

상대적으로 두꺼운 타워 형상일 때 높은 신뢰성 , 

지수를 가지게 된다. 

또한 위 후보 최적 모델들을 좌굴 기준에 맞춘 

결과 최종적으로 계수가 0.21보다 작거나 같은 11개

의 후보 모델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 사용한 최적화 문제는 각각 

변화된 한계 상태 함수를 적용한 35개의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을 경우 주어진 설계 변수 분포를 , 

만족하는 최적의 설계 변수인 지름 두께를 도출하, 

Fig. 4 Distribution of reliability and buckling criterion 
according coefficient of g3

Fig. 5 Distribution of reliability and buckling criterion 
according coefficient of 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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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각 시뮬레이션에 . 

적용된 신뢰성 계산 루프의 변화율이 0.0001보다 작

을 경우 최적 설계로 도출되기 때문에 매 시뮬레이

션마다 계산된 루프의 횟수는 다르다.

신뢰성 지수로 표기된 값은 타워의 상단 중간, , 

하단의 대표 신뢰성 지수 중 최소값을 선정하였다. 

경우에 따라 신뢰성 지수가 100을 넘는 값을 나타

나 최적 설계안에 혼동을 줄 수 있다 실제로 . 

Table. 4에서와 같이 U.S. Army Corps of Engineers 

(1999)에서는 신뢰성 지수와 파괴확률을 산정하여 

설계에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신뢰성 지수가 . 

획득된 현상의 발생 원인은 계산과정에서 신뢰도 

지수를 특정값으로 수렴시키는 것이 아닌 신뢰성 

지수의 변화량을 기준으로 사용한 결과로 나타난

다 하지만 신뢰성 지수를 특정값으로 수렴시킬 경. 

우 신뢰성 계산 전후의 신뢰성 지수 간의 큰 차이, 

가 발생하게 되어 안정된 해로 판별하기 어렵기 때

문에 본 해석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본 문제에서 사용한 표준편차의 크기

가 매우 작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단면의 지름과 두

께는 매우 작은 값으로 변화하게 되며 상단 중간, , , 

하단의 설계 변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균형을 유

지할 경우 가지 신뢰성 지수가 안전 영역에 존재, 3

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높은 신뢰성 지수와 달리 . 

최적 설계변수를 좌굴 안정성 해석과 최대 응력 분

포 기준에 적용시킬 경우 상이한 결과가 도출됨을 

통해 특정 신뢰성 지수로 수렴한 결과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최종 모4.3 델

Table 5에서 나타난 11개의 후보 최적 모델에서 

연구 목적과 부합하는 질량 구성비가 낮은 최적 모

델을 선정하기 위하여 설계 변수를 이용한 유한 요

소 모델링을 통하여 정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 

언급한 식 (12)의 계수 Cg가 높을수록 가는 형상의 

모델이 이루어지는데 0.21에 해당하는 설계변수를 

시작으로 점차 낮은 계수에 해당하는 설계변수를 

대입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링크 조인트 구성 . 

모델의 지름과 두께가 [5.1644, 6.8161, 8.3873]m, 

[0.0237, 0.0288, 0.0347]m로 구성될 때 최적 모델로 

선정되었다. 

이 때 신뢰성 지수와 좌굴 판별 값은 각각 

122.74, 0.2942로 모든 판별식을 만족하는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응력 및 변형 분포를 확인하면 주응

력이 -1.054×107, -7.024×107, -9.560×106 Pa으로 

NREL 5MW 초기 타워 모델 결과와 비교하여 낮은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타워의 질량이 . 

4.90710×105kg에서 4.85791×105kg으로 낮아졌음에도 

응력 분포가 낮아져 내구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

다. Fig. 6에서는 가장 높은 S22방향의 주응력 분포

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 타워 최상단의 변위는 . 

6.22×10-2m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4 Probability of failures according reliability 
index

Table 5 Candidates of optimal design variables

0.11 0.12 0.13 0.14

Average Diameter(m) 6.928 6.890 6.861 6.839

Average thickness(m) 0.0322 0.0312 0.0305 0.0300

Reliability index 315.7 274.4 239.1 208.9

Buckling criterion 0.2357 0.2527 0.2654 0.2749

0.15 0.16 0.17 0.18

Average Diameter(m) 6.822 6.808 6.797 6.789

Average thickness(m) 0.0296 0.0294 0.0292 0.0291

Reliability index 182.8 160.1 140.2 122.7

Buckling criterion 0.2819 0.2872 0.2912 0.2942

0.19 0.2 0.21

Average Diameter(m) 6.789 6.786 6.791

Average thickness(m) 0.0218 0.0227 0.0436

Reliability index 160.7 142.0 217.8

Buckling criterion 0.5226 0.4820 0.1322

Reliability index( )β Probability of failure(Pf)

5.0 0.0000003

4.0 0.00003

3.0 0.001

2.5 0.006

2.0 0.023

1.5 0.07

1.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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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incipal stress S22 and maximum section

결5. 론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풍력 발전기 타워 설계

를 위해 다물체 동역학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모델

링과 신뢰성 기반 최적 설계를 도입하여 최적 타워 

설계 변수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 NREL 풍력 발전 

기의 형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타워의 높이에 따른 

단면적 변화를 유도하여 낮은 질량 구성비와 높은 

내구성을 구축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나타냈다 획. 

득된 최적 설계 모델은 유한 요소 모델링을 통한 

최대 응력 분포 분석과 좌굴 판별 기준을 통해 적

합성을 검토하였으며 각각 EWM 50 극한 하중 모 

델, AISC 360-05의 좌굴 판별 기준을 기반으로 구

성되었다.

기존의 결정론적 변수를 이용한 최적 설계 문제

와 달리 확률적 분포를 내포한 변수 설정을 통해 

실제 제작에 발생하는 기계 오차가 존재하여도 높

은 신뢰성 지수를 가지게 되어 제시된 모델이 위험 

영역에서 벗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획득한 최적 모델의 경우 NREL 5MW 참고 설계  

모델에 비해 대략 5000kg의 낮은 질량 구성비를 획

득할 수 있었으며 동일한 하중이 작용하여도 더 낮

은 최대 응력 분포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향후 풍력 발전기 

전체 모델을 유도하고 각 블레이드 낫셀 타워, , , 

하부 구조물의 복합적 설계 조건 및 제한 조건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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