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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도 조정이 가능한 콘크리트 중력식 해상풍력 지지구조물 연결부 설계

심운보
1
, 안진영

2
, 곽동우

3
, 배경태

4
, 지광습

5*

Design of Vertically Adjustable Transition Piece of Concrete Gravity Based 

Substructure for Offshore Wind Turbine

WunBo Shim
1
, Jin-Young Ahn

2
, Dong-Woo Kwak

3
, Kyung-Tae Bae

4
, Goangseup Zi

5*

Abstract: Verticality problem during the installation process in offshore wind turbine substructures could degrade the safety of the whole structure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design of vertically adjustable transition piece(T.P.), using a PS anchor and grout of anchor socket in concrete gravity based 

substructure(G.B.S.), was proposed. T.P. was designed for 5MW offshore wind trubine and can adjust up to 0.5° in verticality, occurred during 

installation. The design plan for each members and design procedure for T.P. was proposed. Then based on the proposed design, actual design targeting 

sea of Jeju-island was carried out. Finally, by use of non-linear 3D Finite Element Analysis(F.E.A.), evaluation of design was performed. As a result 

of evaluation, by checking load transfer mechanism and stress of T.P, proposed design was considered safe up to 0.5° of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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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상풍력 지지구조물은 해양에 위치하여 파랑 및 풍하중과 

같이 반복되는 하중과 부식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다. 그러

므로 강재에 비해 피로 저항성 및 부식 저항성이 뛰어난 콘크

리트를 이용한 중력식 지지구조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

이 사용되는 해상풍력 지지구조물 형식 중 하나이다. 해상풍

력 지지구조물은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공 오차와 해저 

지반의 경사로 인해 수직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

해 해상풍력 타워의 수직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하중의 편심

을 유발하여 풍력발전기 전체 구조의 안전성이 저하된다

(Pisanò and Gavin, 2017).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해

상풍력 지지구조물에서는 허용 수직도 오차를 0.5°로 제한하

고 있으며, 이 중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직도 오차는 0.2 ~ 

0.25°로 제한하고 있다(DNV-OS-J101, 2014; Malhotra, 

2011). 따라서 해상풍력 타워와 중력식 지지구조물을 연결하

는 연결부에서 수직도를 보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

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수직도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

으로는 ‘Thornton Bank 1’과 같이 연결부의 인장 볼트와 레벨

링 플랜지를 이용하여 타워 설치 시 기울기를 조정하는 방법

(Peire et al, 2009), Gravitas에서 개발한 타워 하단부에 어댑터 

링을 설치하여 기울기를 조정하는 방법(Ruiz de Temino 

Alonso, 2013) 등이 존재한다. Vici Ventus(2010)에서도 타워

와 연결된 강재 케이싱을 지지구조물 콘크리트 샤프트에 위

치시키고 그라우트로 고정시키는 연결부 구조를 개발하였다. 

수직도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은 중력식 지지구조물에 

국한되지 않고, 기타 형식의 지지구조물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중력식 지지구조물과 함께 가장 많

이 사용되는 모노파일 지지구조물에서는 연결부에 고성능 그

라우트를 주입하여 수직도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

구가 다수 수행되었다(Dallyn et al, 2015; Lotsberg et al, 

2012). 

본 논문에서는 중력식 지지구조물에서 타워를 연결하기 위

해 사용하는 인장볼트 형식과 모노파일 지지구조물에서 수직

도 오차를 보정하고 구조물을 일체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라우트 형식에 착안하여, PS 앵커 부재와 그라우트를 이용

하여 수직도를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콘크리트 중력식 해상

풍력 연결부 구조형식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연결부는 5MW

급 해상풍력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며 발생한 기울기에 대해 

최대 0.5°의 수직도 오차를 보정할 수 있다. 해상풍력 구조물

에서 0.5°의 수직도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5MW급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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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atic of transition piece (b) Vertical adjustment of PS Anchor

(c) Grout injection (d) Installation of offshore wind turbine tower 

Fig. 1 Construction process of vertically adjustable transition piece 

하는 5.5m 직경의 해상풍력 타워 양 끝단에서는 4.8cm의 높

이차가 발생하므로, 기존의 심플레이트(Shim plate) 등으로 

보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0.5°의 수직도 조정

이 가능한 연결부에 대해 부재별 설계안과 연결부 설계절차

를 제안하였고, 제주도 해상지역을 대상으로 설계안에 따라 

부재별 설계를 진행하였다. 그 후, 설계 결과에 대해 비선형 3

차원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F.E.A.)을 수행

하여 설계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2. 수직도 조정이 가능한 연결부 개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연결부(Transition piece; T.P.)는 Fig. 1(a)

에 도시된 점선 부분을 뜻하며, 이 연결부에 해상풍력 타워

(Offshore wind turbine tower)가 설치된다. 제안한 연결부는 

최대 0.5°까지 수직도 오차를 보정할 수 있으며, PS 앵커(PS 

Anchor)를 통해 수직도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수

직도 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한다. 먼저 PS 앵커가 거

치되는 앵커체결구(Anchor socket)는 Fig. 1(a)와 같이 지지구

조물을 설치하는 현장까지 내부가 비워져있는 상태로 운송된

다. 타워를 조립하기 전 Fig. 1(b)와 같이 PS 앵커의 수직도를 

조정한 후, Fig. 1(c)와 같이 현장에서 그라우트(Grout)를 주입

하여 앵커체결구 내부를 충진한다. 그라우트의 설계기준 압

축강도가 확보되면 Fig. 1(d)와 같이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를 제거하고 해상풍력 타워를 설치한다. 

타워 하단부는 PS 앵커를 통해 지지구조물에 일체로 체결

되므로 하중은 타워에서 플레이트, PS 앵커, 전단 보강 철근 

및 콘크리트 지지구조물 순으로 전달된다. 연결부 설계 시 타

워 하단부, 앵커플레이트(Anchor plate)와 PS 앵커는 작용 하

중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였으며, PS 앵커가 위치하는 앵커

체결구는 수직도 조정 성능을 고려하였다. 

3. 해상풍력 연결부 구조의 설계안

3.1 타워 원주 방향 단위 길이 당 최대 작용력

해상풍력 지지구조물을 설계하기 전 공기역학 및 유체동역

학을 포함한 통합하중 해석을 실시한다. 연결부 설계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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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ad at center of T.P. (b) Load per unit length

Fig. 2 Load per unit length in the circumferential 

direction of the tower 

하중 해석을 통해 산출한 지지구조물 상단의 하중 조건 중 연

결부에 지배적인 하중을 도출하여 수행하였다. 이때, 설계 과

정의 편의성과 연결부 구조가 원형인 점을 고려하여 연결부 

중심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설계 모멘트 하중() 및 수

직 하중()은 타워 원주 방향(Circumferential direction of the 

tower) 단위 길이 당 최대 작용력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고,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설계 수평 하중 및 비틀림 모멘트는 

변환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단위 길이 당 최대 압축력(
 ), 

최대 인장력(
 )은 식 (1), (2)와 같이 계산하였다.


 





 × (1) 


 





 ×  (2)

여기서, 는 타워 단면 계수, 는 타워 단면적, 는 

타워의 두께이다.

3.2 타워 하단부, 베이스 플레이트 및 앵커 플레이트

타워 하단부는 그라우트 경화 후 베이스 플레이트를 제거

하고 교체 설치되므로 베이스 플레이트, 앵커 플레이트(이하 

플레이트라 칭한다)와 동일 제원으로 설계하였다. 플레이트

(Plate)는 AISC Steel Design Guide 1(2006)을 참고하여 플레

이트를 지지하는 콘크리트가 압축 파괴하는 경우와 플레이트

가 휨 변형하는 경우를 방지하였다. 플레이트에 작용하는 최

대 압축력은 식 (1)의 외력에 의한 최대 압축력(
 )과 PS 

앵커 체결력(
 )의 동시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다. 플레이

트를 지지하는 콘크리트가 두 압축력으로 발생한 최대 압축

력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플레이트의 폭()은 식 (3)과 

같이 결정하였다.








        (3)

여기서,  는 콘크리트 지지력 산정 시 고려할 수 있

는 면적 확산 비이다. 은 플레이트 하단 면적, 는 플레이

트와 기하학적으로 유사하고, 지지력 산정 시 고려할 수 있는 

플레이트 하단의 콘크리트 최대면적으로 AISC 기준에 따라 

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는 콘크리트 지지력 안전계수 

0.65, 는 지지구조물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이며, 


는 프리스트레스로 인한 PS 앵커의 단위 길이 당 체결력

으로 이다. 는 PS 앵커의 개수, 는 PS 앵

커에 도입하는 프리스트레스 응력, 는 PS 앵커의 단면적, 

는 타워의 중심 직경이다.

플레이트에 작용하는 하중은 플레이트의 휨 변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플레이트 두께()는 최대 압축력으로 인한 항복 

및 휨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 (4)와 같이 결정하였다.



 ×








  (4)

여기서, 는 해상풍력 타워 두께, 는 휨 안전계수 

0.9, 는 플레이트 사용 강재의 항복 강도이다. 

3.3 PS 앵커

인장력은 타워 원주 방향으로 배치된 PS 앵커를 통해 지지

구조물로 전달되므로, EN 1993-1-8(2005)을 참고하여 개별 

PS 앵커에서의 인장 파괴와 PS 앵커로 인한 펀칭 전단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전단 파괴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개

별 PS 앵커에 재하되는 최대 인장력은 식 (2)의 단위 길이 당 

최대 인장력(
 )을 통해 산출할 수 있으며, 앵커에 작용하

는 인장력이 PS 앵커의 항복 강도()에 대해 안전하도록 식 

(5)와 같이 인장 파괴를 방지하였다. PS 앵커 제원이 결정되

면, 앵커를 정착하는 너트의 제원이 결정되므로, PS 앵커의 펀

칭 전단에 저항하는 플레이트 두께()와 너트의 직경()을 

고려하여 식 (6)과 같이 펀칭 전단을 방지하였다.






  (5)






   (6)

여기서, 는 인장 안전계수 0.9, 는 펀칭 전단 안전계수 

0.6이다. 

설계 수평 하중()과 비틀림 모멘트()로 인해 발생하는 

전단력은 PS 앵커를 통해 타워에서 지지구조물로 전달되므

로, PS 앵커는 전단력으로 인한 파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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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ow chart for safety evaluation

of T.P. section

(b) Force calculation by neutral axis position() 

and variation of neutral axis

(c) Safety evaluation with P-M interaction curve

Fig. 4 Safety evaluation of T.P. with P-M interaction curve

따라서 개별 앵커의 전단 저항성능이 수평 하중, 비틀림 모멘

트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대 전단력에 대해 안전

하도록 식 (7)과 같이 확인하였다.





×




×  (7)

여기서, 는 PS 앵커가 위치하는 앵커체결구 중심 

간격, 는 앵커 전단 안전계수 0.6이다. 

3.4 수직도 조정을 위한 앵커체결구

PS 앵커가 위치하는 앵커체결구는 부재 간의 기하학적 간

섭이 발생하지 않고 목표로 하는 수직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Fig. 3과 같이 직경 인 PS 앵커가 기울기 로 

길이 의 앵커체결구 내에 설치될 경우, 앵커 체결구 직경

()은 식 (8)과 같이 결정하였다.




  (8)

PS 앵커는 타워의 내경 측과 외경 측에 각각 배치하여 지지

구조물과 해상풍력 타워 연결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즉, 하

나의 앵커체결구에 2개의 PS 앵커가 위치하도록 Fig. 3과 같

이 설계하였으며, 앵커는 해상풍력 타워 두께()와 플레이

트 폭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Fig. 3 Anchor socket

3.5 연결부의 안전성 검토

연결부의 축력 및 모멘트 저항성능은 작용 하중(Applied 

load)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Bengar 

and Maghsoudi(2012)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연결부를 PSC 

중공원형 기둥으로 이상화한 후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Figs. 

4(a)와 4(b) 같이 단면 내에서 중립축의 위치()를 임의로 가

정하고 PS 앵커의 프리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콘크리트 단면

의 압축력()과 PS 부재의 인장력()을 계산하였다. 이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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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ear reinforcement 

considering resistance by 

friction

(b) shear reinforcement 

considering corbel behavior

Fig. 5 Design of shear reinforcement

복하여 중립축 위치에 따른 단면의 축력 및 모멘트 저항성능

을 도출한 후,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Fig. 4(c)와 같이 P-M 상관

도(P-M interaction curve)로 도시하였다. 안전계수는 Bengar 

and  Maghsoudi(2012)의 연구에서 참고한 ACI 설계기준에 따

라 압축 및 인장 파괴에 대해 각각 0.65, 0.9를 사용하였으며 

압축 지배구간 및 인장 지배구간에서는 선형보간법을 적용하

였다(ACI 318-08, 2008). 연결부의 안전성 검토 시, Fig. 4(c)

와 같이 작용 하중이 안전계수를 적용한 P-M 상관도 내부에 

위치하면 연결부는 하중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6 전단 보강 철근

연결부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직 하중과 모멘트 하

중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하중조합으로 인해 식 (1), (2)와 

같은 최대 인장력 또는 압축력이 지지구조물로 전달된다. 타

워에서 전달되는 최대 인장력은 PS 앵커를 통해 지지구조물

로 전달되도록 설계하였으므로, PS 앵커가 극한 인발 하중에 

도달하기 전에 지지구조물에서 뽑혀 나오는 것을 방지하였

다. 즉, Fig. 5(a)와 같이 앵커 주변 전단 보강 철근(Shear 

reinforcement)의 직접 마찰력이 앵커의 극한 인발 하중보다 항

상 크도록 식 (9)와 같이 전단 보강 철근량()을 설계하였다. 

 


  (9)

여기서, 는 PS 앵커 극한 인발 하중보다 철근의 마찰저항

력이 1.5배 크도록 하는 안전계수 1.5, 는 PS 앵커의 극한 강

도, 는 전단 안전계수 0.75, 는 철근 마찰계수 1.4, 는 철

근의 탄성계수, 는 철근의 허용 변형률이다. (ACI 318-08, 

2008)

타워를 통해 압축력이 전달되는 경우, Fig.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면의 코벨 거동(Corbel behavior)으로 인한 파괴

를 방지하였다. 즉, 단면 내에서 최대 압축력(
 )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멘트가 전단 보강 철근의 저항력()으로 지지되

도록 기준점()에 대해 식 (10)과 같이 전단 보강 철근을 설계

하였다. 이때, Fig.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전단 보강 철근

에서는 기준점에서의 거리에 따라 선형 증가하는 저항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식 (11), (12)를 통해 전단 보강 철근에서 발

생하는 최대 응력이 철근의 항복 강도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

계하여 단면의 코벨 거동으로 인한 파괴를 방지하였다.


 

  



 (10) 

 



 (11) 




  











 

  
(12) 

여기서, 는 기준점()으로부터 하중 재하점의 거리, 는 

각 전단 철근의 단위 길이 당 저항력, 는 기준점으로부터 각 

전단 철근까지의 거리, 은 기준점으로부터  최대 응력이 발

생하는 최상단부 철근까지의 거리, 는 각 전단 철근 단면적, 

는 전단 보강 철근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 는 철근

의 항복 강도이다.

배력 철근은 식 (9)-(12)를 이용하여 설계한 전단 보강 철근

량의 25%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수직 방향

(Vertical)과 타워 원주 방향(Circular)으로 배치하였다.

3.7 연결부 설계 절차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연결부의 설계절차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연결부 중심에 작용하는 하중으로부터 단위 길

이 당 최대 압축력 및 인장력을 도출하고, 압축력에 대해 지지

구조물 콘크리트가 안전하도록 타워 하단부, 베이스 플레이

트, 앵커 플레이트를 설계한다. 인장력에 대해서는 PS 앵커

가 인장 파괴 및 펀칭 전단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하며, 전단

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다. 그 후, 최대 기울기 조정 성능

을 고려하여 앵커체결구를 설계하고 PSC 중공원형 기둥의 

축력 및 모멘트 저항성능으로 P-M 상관도를 도시하여 연결

부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하중이 지지구조물로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PS 앵커의 인발을 고려하여 전단 보강 

철근을 설계한 후, 압축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면의 코벨 거

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연결부 설계를 완료한

다. 이러한 연결부 설계절차는 Fig.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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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sign flow chart of T.P.

Structural

member

PS Anchor PS Anchor tube Plate Reinforcement

 

(mm
2
)

 

(E.A.)

  

(mm)



(mm)



(mm)



(mm)



(mm
2
)

Vertical 

(mm
2
)

Circular

(mm
2
)

Size 2,223 80 140 1,500 600 100 6,367 1,634 4,391

Table 3 Design size of transition piece member

4. 수직도 조정이 가능한 해상풍력 연결부 

설계안 검토

제주도 해상지역을 대상으로 설계안에 따라 수직도 조정이 

가능한 해상풍력 연결부를 설계하고, 비선형 3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여 설계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유한요소해

석은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를 사용하였다. 

4.1 해상풍력 지지구조물 연결부 설계 예제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제주도 해상지역 설계 조건은 해상풍력 

콘크리트 중력식 기초구조물 설계예제 및 시공지침서(2017)

를 참고하였으며, Table 1 and 2와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연결

부 작용 하중(Applied load at T.P.)은 통합하중 해석결과 연결

부 중심에 작용하는 하중을 사용하였다. 제안 설계안에 따른 

연결부 설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PS 앵커는 2개씩 40개소

에 80개가 위치하며, 보강 철근은 앵커 1개 당 철근량을 명시하

였다. 배력 철근은 타워 원주 방향 단면이 넓은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후프 철근(Circular reinforcement)을 추가적으로 배

근하였으며, 설계 제원 산출은 부록 1에 첨부하였다. 

Load type Service load Load factor Factored load

Vertical Load 7,604 kN 1.50 11,406 kN

Horizontal 

Load
1,657 kN 1.15 1,906 kN

Moment 130,961 kN�m 1.10 144,057 kN�m

Torsional 

Moment
16,558 kN�m 1.20 19,870 kN�m

Table 1 Applied load at T.P.

Structural 

member

Central diameter 

of tower,  

thickness of 

tower,   

Height of 

anchor socket,   

Size (mm) 5460 48 1,500

Table 2 Design condition of T.P. 

4.2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연결부 설계안 검토

4.2.1 유한요소모델 및 해석결과

제안한 연결부 설계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비선형 3

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콘크리트 및 앵커체결구 

그라우트, 플레이트는 4절점 고체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철근 

및 PS 부재는 빔 요소를 사용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에 사용한 

비선형 재료 모델은 ‘Bi-linear model’과 완전 탄�소성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부록 2에 첨부하였다. 해석 시간의 감축을 위

Fig. 7 Standard model for F.E.A. of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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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erification of load transfer mechanism

Structural Members Concrete of structure Grout of structure PS anchor Plate Reinforcement

Stress result of 

member (MPa)
35.4 30.9 506.6 94.1 87.8

Strength of member 

(MPa)
45 90 640 400 400

Type of stress Max principal stress Max principal stress Equivalent stress Equivalent stress Equivalent stress

Table 4 F. E. A. result of standard model

Structural Members Concrete of structure Grout of structure PS anchor Plate Reinforcement

Stress result of member 

(MPa)
33.9 36.4 494.6 80.0 83.0

Variation from 

standard model (%)
4.4 17.7 2.4 15.0 5.4

Table. 5 F. E. A. result of tilted model

해 Fig. 7과 같이 y축에 대한 대칭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설계 

시 연결부 중심에 작용하는 하중을 사용하였으므로 해석 모

델에서도 연결부 상단 중심에 참조점을 생성하여 하중을 재

하하였다. 유한요소 해석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

소 크기에 따른 해의 수렴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

다. 연결부에는 모멘트 하중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므로, 민감

도 분석은 PS 앵커가 항복하는 모멘트를 사용하여 수행하였

다. 굵은 골재 최대 직경을 고려하여 요소 크기 40mm의 결과

에 대해 오차율 1% 미만을 수렴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해의 

수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요소 크기는 80mm로 결정하였

다. 이와 같은 유한요소해석 결과, 수직도 조정이 수행되지 않

은 기준 모델(standard model)에서 각 부재의 최대 발생 응력

은 Table 4와 같다. 

제안한 연결부는 수직도 조정을 목표로 설계하였으므로 최

대 수직도 조정 각도인 0.5°를 보정한 모델(tilted model)에 대

해서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은 기준 모델과 동일한 방법

으로 진행되었으며, Fig. 1과 같이 그라우트를 통해 수직도 오

차를 보정하였다. 동일 하중 조건에서 수직도 조정을 수행한 

연결부의 부재별 최대 발생 응력은 Table 5와 같으며, 수직도 

조정이 연결부 발생 응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그라우트 부와 플레이트에서는 각각 17.7%

와 15.0%로 다른 부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응력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응력 변화는 수직도 조정을 위해 플레

이트 하단에 추가된 그라우트가 하중을 분담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수직도 조정의 영향을 고려하여도 제안 설계안은 

각 부재의 설계기준 압축강도와 항복 강도에 대해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4.2.2 하중 전달 메커니즘 확인

본 논문에서는 작용 하중이 Fig. 5(b)와 같이 선형적인 저항

력을 통해 지지구조물로 전달되는 연결부 단면 거동을 고려

하였다. 이러한 하중 전달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 

(10), (11)의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전단 보강 철근의 단위 길

이 당 저항력()과 유한요소해석 결과 발생하는 단면의 저항

력을 Fig. 8에 도시하였다. 해석결과 발생하는 단위 길이 당 단

면의 저항력은 보강 철근과 지지구조물 콘크리트에서 발생하

는 응력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유한요소 해석결과, 설계안에서 고려한 Fig. 5(b)와 같이 선

형적으로 증가하는 저항력 분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하단

부에서의 저항력 분포 차이는 연결부 형상이 변화하는 지점

에서 발생한 응력 집중에 기인한다. 유한요소해석 결과, Fig. 8

의 저항력 비교를 통해 연결부 설계 시 고려한 하중 전달 메커

니즘의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발생 응력 검토를 통해 연결부 

각 부재의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제안한 연결부 설계안

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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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해상풍력 지지구조물은 설치과정에서 수직도 오차가 발생하여 풍력발전기 전체 구조의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콘크리트 중력식 해상풍력 연결부에서 PS 앵커와 앵커체결구 그라우트를 사용하여 수직도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결부는 5MW급 해상풍력 지지구조물에서 발생한 수직도 오차를 최대 0.5°까지 보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선, 수직도 조정이 

가능한 해상풍력 연결부에 대해 주요 부재별 설계안과 설계절차를 제안하고, 제주도 해상지역을 대상으로 설계 제원을 산출하였다. 그 후, 설

계 제원에 대해 비선형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설계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하중 전달 메커니즘과 연결부 발생 응력 확

인을 통해 제안 설계안은 0.5°의 수직도 오차를 보정하여도 안전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용어 : 해상풍력, 연결부 설계안, 콘크리트 중력식 지지구조물, 수직도 조정, 유한요소해석

5. 결  론

본 논문은 수직도 조정이 가능한 콘크리트 중력식 해상풍력 

연결부의 설계에 관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콘크리트 중력식 해상풍력 구조물에서 수직도 오차를 

0.5°까지 보정할 수 있는 연결부 구조형식과 주요 부재별 

설계안을 제안하였으며,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제안 설

계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설계안은 중공원형 PSC 기둥의 P-M 

상관도를 통해 작용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

법을 도입하였으며, 타워에서 전달되는 하중으로 인해 

지지구조물에서 선형적인 저항력이 발생하는 하중 전달 

메커니즘에 대해 고려하였다.

∙ 제안 설계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주도 해상지역

을 대상으로 연결부를 설계하고,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부재별 발생 응력과 하중 전달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유한요소해석 결과, 연결부에서 선형적인 저항력이 발

생하였으므로 설계안에서 고려한 하중 전달 메커니즘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이때, 단면의 최하단부에서 연결

부의 형상 변화로 인해 응력 집중이 발생하였지만, 연결

부의 안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연결부 부재별 발생 응력을 확인한 

결과, 수직도 조정을 수행하여도 연결부 각 부재는 설계

기준 압축강도 및 항복 강도에 대해 안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안 설계안에 따라 연결부를 설계할 경

우,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직도 오차를 0.5°까지 보정

하여도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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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계 제원 산출

1.1 5MW급 해상풍력 타워 제원

Moment of 

inertia, 

Section 

modulus, 

Area,  

3.07×1012 mm4 1.11×109 mm3 823,349 mm2

Table 6 Size of offshore wind turbine tower

1.2 타워 원주 방향 단위 길이 당 최대 작용력

단위 길이 당 최대 인장력 및 압축력은 식 (1), (2)에 

의해 다음과 같이 산출

1.3 타워 하단부, 베이스 플레이트 및 앵커 플레이트

플레이트 폭은 식 (3)에 의해 다음과 같이 산출

 
× ××


  

설계 플레이트 폭   

플레이트 두께는 식 (4)에 의해 다음과 같이 산출

  


×
×


××


  

설계 플레이트 두께  

1.4 PS 앵커

PS 앵커 제원은 식 (5), (6)에 의해 다음과 같이 산출



××
≤ ××

 



××
 ××××

⇒ ×× 

설계   

설계 PS 앵커 제원은 식 (7)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







×


×


× 


×
 ≤ ×



×

⇒≤  

1.5 수직도 조정을 위한 앵커체결구

앵커체결구 직경은 식 (8)에 의해 다음과 같이 산출

 


 ×   ⇒  

설계  

1.6 전단 보강 철근 설계

전단 보강 철근량은 식 (9)에 의해 다음과 같이 산출

 
×××

××
 

설계   

설계 전단철근에 대해 식 (10)-(12)과 같이 확인

 

      

배력 철근은 다음과 같이 설계

수직 철근량 :  (PS 앵커와 엇갈리게 4개씩 

40개소 배근)

후프 철근량 :  (각각 6, 14, 14층으로 3개

소 배근)

부록 2. 재료 모델

준 취성 재료인 콘크리트 및 그라우트의 유한요소해석 

재료 모델은 Fig. 9(a)와 같다. 준 취성 재료의 비선형 인

장거동은 CEB-FIP Model Code(1993)를 참고하여 Fig. 9(a)

와 같은‘Bi-linear model’이론을 사용하였으며, 해석 수

행 시, 요소 크기에 상관없이 파괴에너지(

)가 일정하도

록 ‘Crack Opening Displacement()’에 따른 응력 값

을 사용하였다. 인장 저항력이 0으로 감소하는 균열 변위

()와 변곡점 ()은 식 (13), (14)와 같이 계산한다.

 





 (13)

 





 (14)

여기서, 

는 사용 골재 크기 관련 계수, 은 인장

강도이다. 인장강도와 파괴에너지(

)는 식 (15), (16)과 

같이 산출한다.



J. Korea Inst. Struct. Maint. Insp. 51

(a) Material model for quasi-brittle materials (b) Bi-linear model (c) Material model for ductile materials

Fig. 9 Material property models for F.E.A.

 
 



(15)



 



 


(16)

여기서,   ,   ,   , 

 , 
 

,   , 

  , 

 이다.

 연성재료인 보강 철근, 강재 및 PS 부재의 유한요소

해석 재료모델은 Fig. 9(c)와 같이 완전 탄�소성 이론을 

적용하였다. PS 부재의 프리스트레스는 극한 강도의 70%

를 도입하였으며, 유한요소해석에서는 PS 부재의 온도 저

감으로 구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