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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tensive discussion on the optimal types of offshore wind turbine(OWT) among monopile, tripod and jacket in the intermediate 

depth of water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in worldwide wind turbine industry. Selecting the optimal types of  OWT among 

several substructural types, it is required to consider the economic and technical feasibility including dynamically stable design of a 

wind turbine system.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loading levels and uncertainties of soil properties on the natural frequency of OWT 

have been quantitatively investigated. In conclusion, the natural frequency of monopile-type OWTs has a significant level of 

uncertainty, hence it is very important to minimize the level of uncertainties in soil properties when the monopile is selected as a 

foundation for an O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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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천해역에 시공되는 해상풍력터빈(offshore wind turbine, 

OWT)의 경우 모노 일 기 가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심이 상 으로 깊은 25~ 

30m이상의 조건에서는 재킷 는 트라이포드 기  역시 경

쟁력이 있는 해상풍력 기  형식으로 고려되고 있다(EWEA 

2013, Fig. 1참조). 최근에는 모노 일의 장 용이 어려

울 것으로 상되었던 수심 30~50m 조건에서도 모노 일

의 직경을 폭 증가시킨 말뚝 직경 7m이상의 XL 는 

XXL 모노 일 등이 개발되면서 모노 일과 재킷 등 여러 방

식 간의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상되고 있다. 잘 알려져 있

듯이 재킷 기 는 이미 석유시추용 랫폼 구조물의 하부구

조로도 리 용되고 있는 형식이며, 특히 우리나라 서남해

안의 경우에 연약층 심도가 깊고 한 국내에서 재킷 설계, 

제작  시공 경험이 많아 국내 해상풍력 기 로 재킷이 채

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를 들어 제주 월정리 해역

에 설치되어 운  인 2기의 OWT  최근 착공된 탐라해

상풍력단지의 OWT의 경우에도 재킷을 지지구조물로 사용하

고 있다.

한편, 모노 일, 트라이포드 는 재킷과 같은 기 형식을 

해상풍력 기 로 용하기 해서는 지반-말뚝 상호작용, 지

반 물성치의 불확실성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기술  과제

가 존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반 물성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고정식 기 로 지지된 OWT의 동  특성, 

특히 고유주 수를 분석하 다. 고유주 수는 블 이드 회



지반과 말뚝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고정식 해상풍력터빈의 동  특성에 한 확률  평가

344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8권 제4호(2015.8)

Fig. 1 Offshore wind foundations(EWEA, 2013)

Fig. 2 Basic design concept of wind turbines for avoiding 

dynamic instability due to resonance

에 따른 공진을 회피하기 하여 설계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요한 내용이다.

일반 으로 OWT의 하부구조 설계 시 구조물의 고유주 수

가 로터(rotor)의 회 주 수(rotational frequency, 1P) 

범 와 블 이드가 타워를 통과하는 주 수(blade passing 

frequency, 3P) 범 를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DNV 

and RISO, 2002). 그러므로 Fig. 2와 같이 (1) soft-soft, 

(2) soft-stiff, (3) stiff-stiff  하나로 설계하게 된다. 이 

가운데 고정식 기 를 갖는 OWT(bottom-fixed OWT)의 경

우에는 주로 1P 주 수와 3P 주 수 사이에 풍력터빈의 고유

주 수가 치하도록 하는 soft-stiff 설계가 가장 일반 이다.

그러나 OWT의 경우에는 육상풍력터빈과는 달리 이러한 동

특성을 설계에 반 하기 하여 기  지반의 향을 고려하

여야 하고, 말뚝과 지반 상호작용 해석 시 지반물성치에 포함

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 지반-말

뚝 상호작용은 가상고정  모델(apparent fixity model), 복

합 모델  Winkler 스 링 탄성모델 등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 ,  등의 지반 스 링

을 이용하는 Winkler 탄성 모델을 용하여 지반과 말뚝의 상

호작용을 고려하 다(Barber, 1953; Davisson and Gill, 

1963; Hetenyi, 1946; Matlock and Reese, 1960; 

Winkler, 1867).

2. 지반-말뚝 상호작용 모델

말뚝 기 는 재킷식 해상 랫폼에 있어 상부에서 발생하

는 하 을 하부 지반으로 달하는 기능이 가장 요한 구조

부재라 할 수 있다. OWT에 유발되는 바람, 랑  지진 

등의 외력으로 인하여 지지구조물인 말뚝과 지반의 상호작용

이 발생되는데 체 OWT의 거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 인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으로 말뚝은 실제 지

반의 입 깊이까지 보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할 수 있으며, 

지반의 강성은 입 깊이까지 모델링한 말뚝의 에 비선

형 지반 스 링을 추가하여 표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말뚝은 탄성계수와 단 량이 각각 210GPa, 7.85kN/m3

인 강 으로 설계하 고, 말뚝 주변의 지반은 , , 

 계로 나타나는 Winkler의 비선형 지반 스 링으로 

모델링하여 해석하 다. 이 때 횡하 과 말뚝의 변 계인 

 곡선은 토층과 사질토층에 하여 API(2005)의 제

안식과 Evans와 Duncan(1992)의 제안식을 각각 용하

고, 연직하 과 말뚝의 변 계인 , 는 다음과 같

이 API(2005)에 제시된 식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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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rve (b)     curve (c)    curve

Fig. 3 Typical soil-pile springs

Fig. 4 Equivalent secant stiffness of nonlinear soil 

spring

      ≤     (6c)

    
′ (6d)

여기서,  : 연직변   발생 시 주면마찰 항력

 : 심도  치에서의 연직변

  : 최 주면마찰 항력

 :수평토압계수

: 지반-말뚝주면 마찰각

 
′ : 심도  치에서의 유효상재하

   : 한계주면마찰 항력

: 심도  치에서의 비배수 단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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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최 선단 항력

 : 선단지지력 factor

 
′ : 말뚝선단 치에서의 유효상재하

lim : 한계단 선단지지력

 : 말뚝선단 연직변

 : 에서의 말뚝선단 연직변

술한 바와 같이 지반-말뚝 상호작용은 비선형 특성을 가

지고 있고, 따라서 선형 모드해석을 해서는 등가의 선형화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할 수 있으

나, 이 경우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고

려한 신뢰도 해석 등에서는 선형화된 강성을 이용하는 선형 모

드해석이 상 으로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

형 모드해석을 통하여 구한 고유주 수를 1P  3P 주 수 범

와 비교하여 공진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재까지 국제 으로 비선형 지반 스 링에 한 일반화된 선

형화 과정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반 인 구조물의 비선형 

계식의 선형화 과정에서는 할선계수(secant stiffness), 는 

선계수(tangential stiffness)를 이용하여 선형화할 수 있다

(Fig. 4 참조). 를 들어 풍력터빈의 연성해석(coupled 

analysis)을 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설계 로그램인 

GH_Bladed의 경우, 모드해석에서는 기 선계수, 즉 기강

성을 이용하여 모드해석을 수행하고 있다(GH, 2003). 한편, 

지반이 하  재하에 따라 비선형 탄성거동을 한다면 선계수를 

이용할 수 있으나, 비탄성거동을 하는 경우에 하여 선계수를 

사용하면 강성을 과소평가하므로 고유주 수가 매우 작게 평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평균풍속을 심으로 변동풍속을 포함하는 

난류모델로 풍속 조건을 고려하여, 미국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 개발한 TurbSim 

로그램을 이용하여 Kaimal 스펙트럼을 만족하는 공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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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layers
Depth

(m)

Unit 

weight

(kN/m
3
)

Cohesive 

Stress

(kPa)

Angle of 

internal 

friction(°)

Silt
CH 0-5.0 17.0 20.00 -

CL 5.0-12.3 18.0 33.54 -

Sand SM 12.3-23.0 19.0 16.63 31.59

Silt CL 23.0-30.0 18.0 60.00 -

Table 2 Characteristic values for soil layers at the 

target site

풍속 시계열을 생성하 다(Jonkman and Kilcher, 2012). 

이 풍속 시계열을 이용하여 역시 NREL에서 개발한 공력-서

보-탄성 연성해석 로그램인 FAST 로그램(Jonkman 

and Buhl, 2005)을 이용하여 추력을 산정하고, 추력의 변

동성분의 RMS 값을 이용하여 이를 등가하  크기로 고려하

다. 이때 평균값을 고려하지 않고 변동성분만을 고려한 이유

는 보통 지반의 동  거동특성은 비선형 탄성거동보다는 비선

형 소성거동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하 이 제하(unloading)

될 경우에 선강성을 갖지 않고 기강성(initial stiffness)

을 가지기 때문에 추력의 변동성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등

가하 의 크기를 결정하 다.

3. 수치해석

3.1 해석모델 제원

풍력터빈의 타워와 RNA(rotor nacelle assembly) 등은 

NREL 5MW 풍력터빈(Jonkman et al., 2009)의 제원을 

이용하 다. 지반 조건은 2.5GW 해상풍력단지 개발과 련

하여 서남해 해상에서 최근 수행한 바 있는 콘 입시험(cone 

penetration test, CPT) 결과를 이용하여 산정된 값을 해

석에 이용하 다(KOPEC, 2013). 한편 모노 일, 트라이포

드, 재킷 등의 기  구조물 제원은 서남해안 2.5GW 실증사

업을 하여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된 결과를 이용

하 다. 상세 제원은 Fig. 5  Table 1에서 제시된 값과 

같다. 그리고 수치해석의 단순화를 하여 블 이드와 허

의 질량은 모두 허 의 질량 심에 그리고 나셀은 나셀의 질

량 심에 집 질량으로 모델링하 다. 해수의 향은 부가질

량(added mass)으로 계산하여 해당 에 질량을 추가하

여 고려하 다. 한편 랫폼의 높이를 보면, 모노 일, 트라

이포드, 재킷 등의 지지구조물에 따라 그 높이가 각각 15.4m, 

16.0m, 25.5m로 재킷의 랫폼 높이, 즉 TP 높이가 가장 

높다. 한편 지반으로 입되는 말뚝의 제원을 보면 직경과 두

께가 모노 일 5.7m, 70mm, 트라이포드 2.5m, 40mm, 재

킷 1.45m, 40mm로 모노 일을 제외하면 트라이포드와 재

킷의 경우는 일반 인 시공장비로도 충분히 시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말뚝 입깊이는 모노 일의 경우만 해

면에서 30m까지 입하고, 트라이포드와 재킷은 40m까지 

입하는 것으로 설계하 다. 재킷의 경우, 랫폼의 높이가 

높아 타워 자체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고유주 수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목

이 하부구조물을 설계하는 측면보다는 지반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구조물의 고유주 수 변동을 정량 으로 평가하

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a) Monopile (b) Tripod (c) Jacket

Fig. 5 Wind turbine model with jacket(not scaled) 

Hub height 90m

TP height 20m

Tower thickness(top/bottom) 20mm

Tower diameter(top/bottom) 3.87m/ 6m

Top mass(blades+hub+nacelle) 251.2ton

Density 7,850kg/m
3

Table 1 Specification of OWT model

(a) Tower

Monopile Tripod Jacket

TP height 15.4m 16.0m 25.5m

Pile diameter 5.7m 2.5m 1.45m

Pile thickness 70mm 40mm 40mm

Penetration Depth 30m 40m 40m

(b) Substructures

3.2 지반물성치의 불확실성

상해역에서 실시한 콘 입시험과 비교란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에서 수행한 일축·삼축압축시험 결과 등을 토 로 산정한 

심도별 지층의 통계  지반물성치를 Fig. 5와 Table 2에서 

정리하 다. 재까지 공개되어 있는 상해역의 지반조사 자

료를 바탕으로 구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OV) 값을 보면 단 량()에 해서는 10%, 착력과 비

배수 단강도(, )는 22.5%, 내부마찰각()에 해서는 

6.3% 수 으로, 일반 인 지반물성치의 변동성 범 를 고려 

시 와 의 변동성은 비교  낮은 수 이고, 의 불확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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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bed 

(a) Target site for offshore wind farm 

(b) CPT data for BH-7

Fig. 6 Target site and CPT data for offshore wind 

farm in Korea

Fig. 7 Thrust force time history data under rated 

wind speed

0.3382Hz    0.3393Hz   2.4639Hz   2.7159Hz   4.8703Hz

Fig. 8 Lower 5 modes for the 5 MW example wind 

turbine model

평균 수 으로 평가되었다(KOPEC, 2013; Yoon et al., 

2014).

3.3 수치해석 결과

Fig. 7은 정격풍속에 가까운 풍속 12.0m/s에서 지반의 

향을 고려하지 않고 난류모델만 NTM-A, B, C를 고려하

여 FAST를 이용하여 구한 추력결과이다. 주어진 풍속조건

에서 추력의 통계  특성값은 바람의 난류성분에 상 없이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AST의 경

우 재까지 지반조건을 고려한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지반 조건에 따른 추력은 고려하지 않고, 모두 

고정된 경계조건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고 해석을 수행하

다. 한편 추력의 변동폭은 지반의 비선형 강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요한데, 여기서는 술한 바와 같이 RMS 값을 

이용하여 추력의 변동폭을 등가하  크기로 고려하 다. 다

음 Fig. 7의 결과에서 구한 RMS값은 77kN 수 임을 알 

수 있다. 즉, 정격풍속에서의 선형 모드해석을 한 등가하  

수 이 77kN임을 의미한다. 한편 정격풍속과 같은 상황에서

는 추력이 력에 비하여 상 으로 지배 임을 고려하여 

력은 고려하지 않았다.

Fig. 8은 정격풍속 조건에서 구한 선형화된 지반 스 링

을 도입한 경우 재킷식 OWT의 모드형상과 고유주 수를 정

리한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드는 후(fore-aft), 좌

우(side-side) 방향으로의 첫 번째 굽힘 모드이고, 세 번째

와 네 번째는 후, 좌우 방향으로의 두 번째 굽힘 모드이다. 

허 와 블 이드, 그리고 나셀의 질량을 각각의 질량 심에 

추가하 기 때문에 후, 좌우 방향 모드의 고유주 수는 약

간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만약 RNA의 모든 질량을 

타워 상부에 추가한다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각각의 하  조건에서 정규분포(normal distribu-

tion)로 가정한 지반물성치의 평균과 분산계수를 고려하여 

1,000개의 무작  샘 을 추출하 고, 각각의 샘 에 하

여 고유주 수를 구한 후 그 결과를 Fig. 9에서 히스토그램

으로 제시하 다. 모노 일의 경우 분산 정도가 매우 크고, 

트라이포드와 재킷의 경우 분산 정도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노 일의 결과에서 가로축의 주 수 범 가 

0.04Hz이고, 트라이포드와 재킷형의 경우 주 수 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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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Monopile Tripod Jacket

Fixed (a)(Hz) 0.2864 0.2728 0.3329

Hinged
(b)(Hz) - 0.271 0.3322

1-(a)/(b)(%) - 0.66% 0.21%

P=10kN
(c)(Hz) 0.2480 0.2690 0.3256

1-(c)/(a)(%) 13.41% 1.39% 2.19%

P=210kN
(d)(Hz) 0.2336 0.2676 0.3213

1-(d)/(c)(%) 5.81% 0.52% 1.32%

Table 3 Natural frequencies for various conditions

(a) Monopile Type (b) Tripod Type (c) Jacket Type

Fig. 9 Histogram of first natural frequencies from 1,000 samples

0.002Hz, 0.005Hz임을 고려할 때 모노 일식 OWT의 고

유주 수 변동성이 상 으로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등가하 이 가장 작게 들어간 경우와 가장 크게 고려

한 경우, 즉 등가하 을 10kN과 210kN으로 고려한 경우의 

고유주 수 값을 각각의 지지구조물을 해 면에서 고정시킨 

것으로 고려하여 해석한 고유주 수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Fig. 10과 Table 3에서 제시하 다. 이때 트라이포드와 재

킷은 힌지(hinged)와 고정(fixed)의 경우를 비교하 고, 모

노 일은 고정(fixed)의 경우만 고려하 다. 모노 일의 경

우, 해 면 치에서 고정 지지조건을 부여하여 해석한 결과 

첫 번째 고유주 수가 0.286Hz로 분석되었으며, 이때 지반

의 향을 고려함으로써 0.248Hz까지, 즉 13% 이상 고유

주 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트라이포드나 

재킷형 OWT의 경우에는 고정지지조건에 비하여 지반을 고

려하더라도 감소비율이 1.39%과 2.19%로 큰 향이 없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재킷식 OWT 는 트라이포드식 

OWT의 경우에는 지반의 향을 고려한 해석 이 에 비설

계 등의 기 단계에서는 해 면에서 구조물의 경계조건을 

힌지로 고려하더라도 고유주 수 측면에서는 큰 향이 없음

을 의미한다. 한편, 하  크기에 따른 향을 살펴보면 모노

일식 OWT의 경우, 10kN을 재하하는 경우와 210kN을 

재하하는 경우 5.8% 정도 고유주 수가 감소하지만, 트라이

포드식 OWT와 재킷식 OWT의 경우에는 0.5%와 1.3% 감

소하는 정도로 등가하 의 향도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힌지조건과 고정조건 사이에서는 재킷식 OWT가 

0.21%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 트라이포드식 OWT 보다 상

으로 그 차이가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킷식과 트

라이포드식 OWT의 경우 힌지조건과 고정조건, 그리고 지반

-말뚝 상호작용을 고려한 조건 모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한편 Fig. 10에서는 추가 으로 일정한 등가하 에서의 

지반 물성치 불확실성에 의한 고유주 수의 변동을 표 편차

를 고려하여 함께 정리하 다. 평균값만을 보면 모노 일식 

OWT의 경우 0.2480Hz에서부터 0.2336Hz까지 5.8% 수

까지 차 감소하 으며, 트라이포드식 OWT와 재킷식 

OWT의 경우에는 0.5%, 1.3% 정도의 감소율로 거의 동일

한 수 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모노 일식 OWT의 경우 

하 에 따른 향이 약 5% 남짓한 수 으로 공학 으로 볼 

때 큰 수치는 아니자만 상 으로 트라이포드식 는 재킷

식 OWT에 비해서는 하 의 향을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

다. 한 표 편차를 함께 표시한 Fig. 10의 결과를 보면, 

트라이포드식, 재킷식 OWT의 경우 ±3의 범 가 매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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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nd ±3  of first natural frequencies with 

different equivalent load amplitudes

Fig. 11 Equivalent Load Amplitudes vs COV 

아 뚜렷한 차이를 알기 어려우며, 모노 일식 OWT의 경우 

분명한 범 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정

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에 있어 ±3 내에 99.72%의 확

률이 존재하고, 이 범 를 벗어날 가능성은 0.28%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트라이포드식과 재킷식의 경우는 거의 정확

하게 측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노 일의 경우

에는 일정한 범 까지 검토하여야 하고, 한 Fig. 11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가하 에 따른 COV값의 변화를 보면, 등가

하 이 증가할수록 모노 일식 OWT의 고유주 수 COV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포함하지 않

은 등가하 이 210kN보다 큰 경우에는 더 큰 COV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지반과 말뚝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OWT

의 고유주 수를 분석하고 지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그 

향을 정량화하는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연구결과, 등가하

 크기의 향은 선형화된 지반 스 링의 강성으로 나타나

며, 하 이 재킷이나 트라이포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모노 일의 경우에는 등가하 이 증가할수록 고유주

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등가하 이 증가할수록 

선형화된 강성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정한 등가하 에서의 지반 물성치의 불확실성에 

의한 고유주 수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 트라이포드식과 재

킷식 OWT의 경우 COV값이 매우 작아 고유주 수의 범

가 매우 좁고 따라서 정확한 측이 가능하지만 모노 일식 

OWT의 경우에는 등가하 이 210kN인 경우 1.2%가 되어 

지반 물성치의 불확실성에 의한 향이 상 으로 크게 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어떤 형식의 해상풍력 기 를 선정하는가와 련하

여 경제성 측면에서의 평가도 매우 요하지만 동 특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더 합리 인 선정 기 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확장하여 모노 일식 

OWT에 한 지반물성치의 불확실성, 등가하  크기의 향 

등을 살펴보고 그 특성이 재킷형 OWT과 어떻게 다른지 등

을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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