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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상풍력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과 더불어 국내

에서 고려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비교적 낮은 수심인 

수심 60m 이하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고정식 구조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고정식 해상풍력발전기에서는 터

빈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그에 따른 하중이 증가하게 되고, 해

상의 열악한 환경에서 발전기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해

상기초구조물의 설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고정식 해상풍력발전기와 같이 기초가 해저 면에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Fig. 1과 같은 

세굴(Scour)에 의한 침식현상이다. 즉, 해류 및 파랑에 노출된 

기초에서 발생하는 세굴은 유체 흐름과 구조물 사이의 상호작

용으로 인해 해저 입자가 유실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설계 시 고려하는 하나의 인자이다. 이러한 세굴 현상은 터빈에 

작용하는 큰 전복 모멘트를 견뎌야 하는 구조물의 안정성을 저

하시키는 요인이며 이에 대한 대응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또

한, 이러한 현상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해저지

반의 다짐, 기초 부근의 해저지반을 돌로 덮는 방법, 모니터링

과 때로는 수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발전기가 대형화될수

록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의 요인이 된다.

해상풍력발전기의 경우 교량교각의 경우처럼 세굴 현상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고정식 해상풍력발전기

의 운용 기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련 세굴 문제에 대한 연구

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Whitehouse, 1998; Sumer and 

Fredsoe, 2002). 고정식 해상구조물의 형태는 크게 모노파일

(Monopile), 중력식 기초(Gravity-based foundation), 자켓(Jacket), 트

라이포드(Tripod), 트리파일(Tri-pile)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가장 

단순한 형태인 모노파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이 설치된 구조물이

며, 모노파일 주위에서 발생하는 세굴현상에 대한 실험 및 수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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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our around a jacket structure (Whitehouse, 1998)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져 왔다(Dargahi, 1989; Pang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석션버켓기초(Suction bucket foundation)의 돌출

된 높이와 모노파일의 잠긴 깊이에 따른 세굴현상의 특징을 파악

하였다. 수치해석을 위해서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라이브

러리인 OpneFOAM을 사용하였다. 자유수면은 고려하지 않았으

며 속도와 압력의 연성에 Pressure Implicit with Splitting of 

Operators-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 Linked Equations 

(PIMPLE)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해석자(Solver)인 “PimpleFOAM”

을 사용하였다. 속도의 구배를 모사하기 위해 “Swak4Foam”라이

브러리를 추가하여 입구 경계조건을 고려하였다. 

2. 문제 정의

고정식 해상풍력발전기 하부구조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모

노파일과 석션버켓의 매입 높이(Stick-up height)에 따른 세굴현

상을 검토하였다. Fig. 2(a)는 모노파일과 석션버켓기초의 형상

을 나타내고, Fig. 2(b)는 해석에 사용되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

다. 모노파일은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기초 방식이며 주로 수심 25~30m에 기초부와 하부구조가 일체

로 형성된 단일 파일을 지반에 항타(Pile driving) 또는 드릴링하

여 설치하는 강재 구조물이다. 반면에, 석션버켓기초는 파일 기

초의 대안으로 버켓 내부에 고립된 해수를 펌프를 통해 밖으로 

배출하고, 이때 발생하는 내⋅외부 압력 차에 의한 흡입 압력을 

이용하여 시공되는 기초를 말한다. 모노파일과 석션버켓의 구

조상 차이는 모노파일은 큰 원통의 실린더가 수심 밖까지 연결

되고 그 위에 지지대가 연결되는 구조에 반해 석션버켓은 큰 

원통의 실린더가 대부분 해저지반에 관입되고 그 위에 지지대

가 위치하는 구조이다. Table 1은 구체적인 해석 조건을 나타낸

다. 석션버켓이 관입되는 정도에 따라 해저 면 위로 돌출 된 높

이 (Stick-up, h)와 수심(d)에 따른 3차원 원형 구조물이 사용되

었다. 구조물의 직경(D)은 5m로 설정하였다. 석션버켓 돌출 높

이(h)에 따른 영향 해석은 수심을 10m(=2D)로 고정하고 Stick-up 

높이를 0.2, 0.5, 1, 5, 9, 10m로 변경하면서 해석을 진행하였다. 

모노파일에 대한 해석은 수심 5m(=1D)와 20m(=4D)에 대해 해

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해저 면 위의 유동 평균속도(∞ )는 

2m/s로 설정하였다. 이 속도는 구조물의 직경을 기준으로 레이

(a) monopile & suction bucket 

(b) problem description

Fig. 2 Problem description

Table 1 Test cases 

Test case h [m] d [m]

Suction bucket 

Case 1 0.2 (0.04D) 10 (2D)
Case 2 0.5 (0.1D) 10 (2D)
Case 3 1 (0.2D) 10 (2D)
Case 4 5 (1D) 10 (2D)
Case 5 9 (1.8D) 10 (2D)
Case 6 10 (2D) 10 (2D)

Monopile 
Case 7 5 (1D) 5 (1D)
Case 8 20 (4D) 20 (2D)

놀즈수   ×에 해당한다. 해양파에 의한 영향은 고려하

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사용 된 모노파일 직경, 유동 평균속도, 

석션버켓의 직경은 우리나라 서해안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단

지의 정보이다(Seong and Oh, 2014).

3. 계산 방법

3.1 계산영역의 크기, 경계조건 및 격자

Fig. 3은 계산영역의 크기 및 격자를 보여준다. 전체 계산영역은 

직사각형 형태로 구성하였고 구조물 직경을 D로 표현하였을 때, 

계산영역 전체 길이는 20D이며, 구조물 중심에서 입구 경계면까지 

10D, 출구경계면까지 10D의 크기로 구성하였다. 폭은 20D, 수심은 

2D이다. 모노파일에 대한 계산에서는 수심의 높이만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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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omain extent (b) Meshes around monopile

Fig. 3 Domain extent and meshes

입구경계면에서는 속도와 난류값을 Dirichlet조건으로 설정하

였고, 압력은 Neumann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반대로, 출구

경계면에서는 속도와 난류값을 Neumann조건으로 설정하였고, 

압력은 Dirichlet조건으로 설정하였다. 바닥 면과 구조물 표면은 

No-slip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자유수면은 해양파에 의한 세굴

의 영향을 적다고 가정하여 해양파를 고려하지 않고 Slip조건으

로 설정하였다. 

격자를 생성하기 위해 OpenFOAM이 제공하는 자동 격자 생성 

유틸리티인 “BlockMesh”, “SnappyHexMesh”를 이용하였다. Fig. 3

은 생성된 비정렬 격자를 나타낸다. 세굴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말굽 와류(Horseshoe vortex)의 영향을 정확히 고려하기 위해 바

닥 면과 구조물 근처에 격자를 밀집시켰으며, 출구경계면으로 이

동할수록 격자의 밀집도를 감소시켰다. 수심 2D인 모노파일을 

기준으로 약 300만 개의 격자를 사용하였다.

3.2 수치 방법

질량보존 방정식, 운동량 보존 방정식, 난류 모델 방정식을 비

압축성 기반 비정상 상태에서 계산하였다. 셀 중심 차분법을 사

용하였으며, 속도와 압력의 연성은 S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Linked Equations (SIMPLE) 알고리즘과 Pressure Implicit 

with Splitting of Operator(PISO)알고리즘을 혼합한 PIMPLE알고리

즘을 적용하였다. SIMPLE알고리즘의 향상된 수렴성으로 계산 

비용 감소의 장점과, PISO알고리즘의 비정상 상태에서 비교적 

큰 시간 간격에 대해 안정성을 보여주는 장점을 결합하여 해의 

수렴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PIMPLE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난류모델은 Spalart-Allmaras Delayed Detached Eddy Simulation 

(SADDES)모델(Spalart et al., 2006)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Spalart- 

Allmaras난류모델은 벽면 근처에서는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RANS)모델로 계산되며, 벽면에서 떨어진 영역에서는 Large 

Eddy Simulation(LES)모델로 계산된다. 또한, DDES모델은 Spalart 

et al.(2006)가 제안한 DES모델의 개선된 버전이며, 원형 실린더

와 단일 에어포일에 대한 표면마찰계수(skin friction coefficient)를 

실험값과 비교하여 DDES모델이 DES모델보다 더 좋은 계산 결

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준 바가 있다(Spalart et al., 2006). 대류 

항은 Linear와 LinearUpwind scheme을 혼합한 LUST로 차분을 적

용하였고, 확산항은 LimitedLinear차분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4. 계산 결과 및 고찰

4.1 2차원 모노파일 단면 해석

해상풍력발전기가 설치된 해역은 보통 높은 레이놀즈 수 유

동으로 난류 영역에 포함된다. 따라서 적절한 난류 모델을 선정

(a) Realizable k-ε (b) SST k-ω (C) LES 

Fig. 4 Averaged-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 around 2-D monopile 

with three turbulence models

Fig. 5 Drag coefficients of monopile

하기 위해 2차원 모노파일 단면에 대해 RANS모델과 LES모델

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RANS모델은 Realizable k-ε 

model(Shih et al., 1995)과 SST k-ω model(Menter, 1993)을, LES

모델은 SpalartAllmarasDDES model(Spalart et al., 2006)을 고려하

였다. Fig. 4는 3가지 난류모델에 대한 시간에 따라 평균화된 압

력계수분포를 나타낸다. 실린더 후류에서 RANS 모델과 LES모

델의 압력분포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차

원 해석을 통해 얻은 실린더의 항력 계수를 실험결과(Massey, 

1989)와 비교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높은 레이놀즈수에서 

LES모델의 항력 계수가 RANS모델보다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것

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3차원 하부 구조물 해석에는 LES

모델을 사용하였다.

4.2 모노파일 검증 계산

수심이 2D인 case 6을 기준형상으로 설정하여 해석을 진행하

였다. 해석 결과는 실험결과(Roulund et al., 2005)와 비교하였다. 

Fig. 6은 원형 파일 주위에서 발생하는 말굽와류(Horseshoe 

vortex)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원형 파일 전방에서는 구조물로 

인해 하부로 내려오는 하강유동(Down-wash flow)가 발생하고 역

류(Back flow) 하면서 말굽 와류가 발생하게 된다. 말굽 와류로 

인해 전단력이 음의 값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음의 값이 커진 

영역에서 세굴이 발생된다. 결국 말굽와류의 크기는 z/D=0에서

의 바닥 전단응력(Bed shear stress)을 시간 평균하여 추정 할 수 

있다. Fig. 7은 해저면(y/D=0, x/D <-0.5)에서의 시간 평균 바닥 

전단응력 계수(Bed shear stress coefficient ∞ )를 실험값과 비교

하여 나타내었다. 여기서, 는 중앙선에서의 바닥 전단응력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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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orseshoe vortex system around vertical circular pile (Roulund 

et al., 2005)

Fig. 7 Bed shear stress coefficient at y/D=0 and z/D=0.

타내고, ∞는 모노파일에 의해 교란되지 않은 곳에서의 바닥 전

단응력을 나타낸다(Trygsland, 2015). 실험값과 비교해 전단력의 

절대값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는 본 논문의 계산결과만으로 

세굴의 강도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세

굴현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말굽와류가 시작되는 전단력이 

0보다 작은 영역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록 세굴의 

강도는 예측이 어렵지만 세굴이 발생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예측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3 석션버켓의 매입 높이 영향

트라이포드(Tripod)나 모노포드(Monopod)와 같은 석션버켓의 

설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복모멘트를 견디기 위한 수

평 제어이다. 이를 위해 보통 석션버켓는 해저 면에 완전히 삽

입되어야 하지만, 해저 면의 경사 또는 기술적인 문제에 의해 

완전히 삽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완전히 삽입되지 

않아 해저 면 위에 돌출된 석션버켓 돌출 높이(Stick-up)가 하나

(a) case 1(h=0.2m) (b) case 2(h=0.5m)

(c) case 3(h=1m) (d) case 4(h=5m)

(e) case 5(h=9m) (f) case 6(h=10m)

Fig. 8 Averaged pressure coefficient contours for cases 1 to 6 at 

z/D=0.2

의 설계인자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해역에서 석션버

켓 돌출 높이가 세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Fig. 8은 석션버켓 주위 z=0.02D 위치에서의 시간 평균화된 

압력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석션버켓 돌출 높이가 1m(Case 3)까

지는 유동이 석션버켓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압력변화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5m(case 4) 이상에서는 속도가 가속되는 

측면의 압력이 낮아지고 10m에서는 와동 방출로 인해 후류의 

압력이 낮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실린더 주위 유동

과 비교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석션버켓 주위의 압력분포가 링

벨트(Ring belt) 모양으로 불연속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불연속은 

석션버켓 앞쪽부터 발달하는 말굽와동으로 인해 나타난다. Fig. 

9는 수직방향 속도분포와 유선을 나타낸다. Case 1, 2에서는 유

동이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하강유동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Case 3부터는 석션버켓 돌출 높이로 인해 전면부에

서 상승과 하강기류가 보이고 바닥에서는 강한 하강기류 발달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하강기류는 석션버켓 앞쪽에서 

발달하면서 유입유와 만나 말굽유동을 유발한다. Fig. 10는 석

션버켓 주위의 유선을 보여주고 있다. 석션버켓 돌출 높이가 

1m보다 높은 Case 3부터는 말굽와동이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석션버켓 돌출 높이 9m이상에서는 석션버켓 뒤쪽의 

박리가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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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h=0.2m) (b) case 2(h=0.5m)

(c) case 3(h=1m) (d) case 4(h=5m)

(e) case 5(h=9m) (f) case 6(h=10m)

Fig. 9 Averaged non-dimensionalized z-velocity contours for cases 

1 to 6 at y/D=0

Fig. 11은 석션버켓 주위의 와류를 나타낸다. 와류는 Q criteria

가 1의 값을 가지는 Iso-surface로 표시하였다. 석션버켓 돌출 높

이가 0.2m인 경우는 말굽와류가 발생하지 않지만 높이가 높아

질수록 말굽와류가 명확해지고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은 석션버켓 주위 해저 면에서의 무차원화된 전단력 분

포를 나타낸다. 말굽와류가 발생하는 부위와 선션버켓의 측면

부에서 속도가 가속되어 압력이 낮아져 전단력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전단력의 절대값은 세굴심도와 연관된다. Fig. 13는 

y/D=0에서 무차원화된 전단력 분포를 나타낸다. 석션버켓은 –
0.5 < x/D <0.5에 위치하고 있다. 석션버켓 돌출 높이가 높아질

수록 전단력 계수가 0보다 작은 값이 넓은 영역에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말굽와류가 발생하는 영역으로 결국 

세굴이 발생되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석

션버켓 돌출 높이가 5m일 때, 9m와 10m보다 세굴 강도에 있어

서 큰 차이가 난다. 이는 4.2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세굴의 영역은 예측 가능하지만, 강도를 예측하는 데 다소 무리

가 있다. 따라서 물리적 또는 수치적 원인을 찾기 위해 향후 연

구가 필요하다.

(a) case 1(h=0.2m) (b) case 2(h=0.5m)

(c) case 3(h=1m) (d) case 4(h=5m)

(e) case 5(h=9m) (f) case 6(h=10m)

Fig. 10 Streamlines around suction bucket foundation for cases 1 

to 6

(a) case 1(h=0.2m) (b) case 2(h=0.5m)

(c) case 3(h=1m) (d) case 4(h=5m)

(e) case 5(h=9m) (f) case 6(h=10m)

Fig. 11 Vortices structure around suction bucket foundation for 

cases 1 t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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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h=0.2m) (b) case 2(h=0.5m)

(c) case 3(h=1m) (d) case 4(h=5m)

(e) case 5(h=9m) (f) case 6(h=10m)

Fig. 12 Bed shear stress coefficient contours for cases 1 to 6 at 

z/D=0

Fig. 13 Bed shear stress coefficient distribution for cases 1 to 6 

at y/D=0

4.4 모노파일의 수심 영향

모노파일의 수심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3가지 수심

(case 6, 7, 8)에 대한 세굴 현상을 해석하였다. 자유수면에서의 

해양파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높이 방향 도메인의 높이를 수심

(a) case 6(h=d=5m) (b) case 7(h=d=10m) (c) case 8(h=d=20m)

Fig. 14 Averaged pressure coefficient contours for cases 6 to 8 at 

z/D=0.2

(a) case 6(h=d=5m) (b) case 7(h=d=10m) (c) case 8(h=d=20m)

Fig. 15 Streamlines around suction bucket foundation for cases 6 

to 8

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격자크기는 3가지 수심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Fig. 14는 z/D=0.2 위치에서의 평균화된 압력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후류에서 발생하는 와류의 세기는 다르지만 전

체적인 형상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15는 석션버

켓 주위의 유선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석션버켓 전면부에서부

터 링벨트 모양으로 위치한 말굽유동이 관찰된다. 석션버켓 후

류에서의 박리도 유사하게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6는 석션버켓 주위의 와류를 나타낸다. 와류는 Q criteria

가 1의 값을 가지는 iso-surface로 표시하였다. 수심이 변화되어

도 말굽와류의 위치 및 크기가 거의 유사하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7은 석션버켓 주위 해저 면에서의 무차원화된 전

단력 분포를 나타낸다. 석션버켓의 후류를 제외하고는 수심변화에

도 분포가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세굴심도와 연관 

(a) case 6(h=d=5m) (b) case 7(h=d=10m) (c) case 8(h=d=20m)

Fig. 16 Vortices structure around suction bucket foundation for 

cases 6 t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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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6(h=d=5m) (b) case 7(h=d=10m) (c) case 8(h=d=20m)

Fig. 17 Bed shear stress coefficient contours for cases 6 to 8 at 

z/D=0

Fig. 18 Bed shear stress coefficient distribution for cases 6 to 8 

at y/D=0

있는 전단력의 절대값이 큰 위치와 크기가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18은 y/D=0에서의 전단력 분포를 나타낸다. 전단력 

분포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모노파일 주위에서 발생

하는 세굴은 수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고정된 해상풍력발전장치의 하부구조물 주위에서 발생하는 

세굴현상에 대해 설계 변수를 변경하면서 해석하였다. 전산유

체역학해석에는 소스코드가 공개된 오픈폼(OpenFOAM)을 사용

하였고, 오픈폼 해석은 압력과 속도를 PIMPLE알고리즘으로 연

성하는 “pimpleFOAM”해석자를 사용하였고, 입구경계면에서의 

속도분포를 구현하기 위해 “swak4Foam”라이브러리를 해석자와 

함께 사용하였다. 

석션버켓 돌출 높이를 변경하면서 세굴현상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석션버켓 돌출 높이가 커질수록 석션버켓 전면부

에서 하강하는 유동이 발생하고 하강하는 유동이 역류하면서 

유입유와 만나 말굽와류로 발달하였다. 말굽와류로 인해 해저

면의 전단력이 증가하고 이로부터 세굴이 발생하는 영역을 예

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석션버켓 기초의 상부에 트라이

포드와 같은 복잡한 형식의 하부구조물을 고려한 경우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모노파일에 대해서는 수심을 변경하면서 해석을 진행하였다. 수

심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모노파일 주위의 유동 및 전단력 분포는 

거의 동일하게 계산되었다. 이를 통해 모노파일 주위에서 발생하

는 세굴에 있어서 수심은 주된 설계인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해역에서 발생하는 세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해석해보았다. 이는 해상풍력발전기 지지구조

물의 설계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다. 향후에는 다양한 환경조건

을 고려한 세굴현상 및 세굴심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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