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와 에너지 위기로 인해, 풍력 에너지는 지속 가능하고 대체 가능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유체(기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풍력 발전 기술은 이미 기술적인 검증이 완료된 상황이며, 1980 년대부터 대

규모 육상 풍력발전기가 세계 곳곳에 건설되어 왔다(Jang and Sohn, 2011). 
그러나, 육상에 대규모 풍력발전기를 건설하는 것은 공간의 제약, 소음 발생, 전파 방해, 시각적 불편함 유발과 같은 여러 문제를  일으킨

다. 게다가 육상 풍력에서는 주변의 지형지물에 따른 간섭으로 인한 난류 발생 및 낮은 풍속으로 인해 높은 에너지 발전 효율을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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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dynamic responses of the jacket-type offshore wind turbine using FAST software (Fatigue, 
Aerodynamics, Structures, and Turbulence). A systematic series of simulation cases of a 5 MW jacket-type offshore wind turbine, including 
wind-only, wave-only, wind & wave load cases are conducted. The dynamic responses of the wind turbine structure are obtained, including the 
structure displacement, rotor speed, thrust force, nacelle acceleration, bending moment at the tower bottom, and shear force on the jacket leg. 
The calculated time-domain results are transformed to frequency domain results using FFT and the environmental load with more impact on 
each dynamic response is identified. It is confirmed that the dynamic displacements of the wind turbine are dominant in the wave frequency 
under the incident wave alone condition, and the rotor thrust, nacelle acceleration, and bending moment at the bottom of the tower exhibit 
high responses in the natural frequency band of the wind turbine. In the wind only condition, all responses except the vertical displacement of 
the wind turbine are dominant at three times the rotor rotation frequency (considering the number of blades) generated by the wind. In a 
combined external force with wind and waves, it was observed that the horizontal displacement is dominant by the wind load. Additionally, the 
bending moment on the tower base is highly affected by the wind. The shear force of the jacket leg is basically influenced by the wave loads, 
but it can be affected by both the wind and wave loads especially under the turbulent wind and irregular wav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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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Li et al., 2018). 반면, 해상 풍력발전의 경우 풍속이 육상에 비해 평균 70% 이상 빨라 발전효율이 높으며, 설치 공간이 넓어 

대용량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Park et al., 2021).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해상 풍력발전기가 많은 지역에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수심이 비교적 얕은 연안지역에는 고정식 풍력

발전기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가 2017 년에 준공되어 3 MW 용량의 풍력발전기 10
기가 운용 중이며,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가 2019 년에 준공되어 3 MW 급 풍력발전기 20 기가 운용 중이다(Jeong et al., 2020; Oh et al., 
2020).
해상 풍력발전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Shi et al.(2011)은 5 MW 급 해상 풍력발전기

의 하부 구조물의 형상에 따른 동적 응답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모노파일 형상의 하부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과 동적 응답이 트라이 포

드와 자켓 형상 하부 구조물에 비해 큰 값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Kim et al.(2015)은 다양한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5 MW
급 해상 풍력발전기 시스템에 대한 설계하중해석을 수행하고 정성적 결과를 분석하였다. Zwick and Muskulus(2015)는 5 MW급 자켓 타입 

해상 풍력발전기에 난류성 바람과 불규칙파가 작용할 때, 수치해석의 입력 변수에 따른 오차를 줄이고 효율적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Song and Yoo(2017)는 2.5 MW 급 해상 풍력발전기를 위한 하부 구조물의 형상(모노파일, 자켓, Dolphin)에 따른 

동적 응답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자켓 타입의 하부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랑하중이 가장 작은 값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Kim et 
al.(2019)는 풍력발전기의 후류를 예측하기 위한 기법을 연구하여 미국 신재생에너지 연구소(NREL,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 개발한 FAST(Fatigue, Aerodynamics, Structures and Turbulence) 프로그램(Jonkman, 2007)의 공력 해석 모델의 약점을 보완

하고, 풍력발전기의 배치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Tran et al.(2021)은 3 MW급 자켓 타입 해상 풍력발전기에 해풍, 파랑 및 

해류가 환경 외력으로 작용할 때, 하부 구조물의 휨 성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상에 설치된 고정식 풍력발전기는 육상 발전기와 다르게 입사파에 의한 구조물의 운동응답이 존재한다. 또한, 입사파와 풍속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복합 환경하중에 의한 풍력발전기의 운동 응답이 상당히 복잡하다. 해상 풍력발전기의 최적 설계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

해서는 개별적인 환경하중(입사파 또는 풍속)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구조물의 운동응답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저
자들이 파악한 바로는, 입사파 단독 영향이나 풍속 단독 효과, 그리고 입사파와 풍속의 복합 효과 등 개별 환경하중에 대한 고정식 풍력발

전기의 정밀한 운동응답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 MW급 자켓 타입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기를 대상으로 풍력발전기 구조물에 작용하는 환경 외력, 즉 규칙파와 

불규칙파의 효과(파랑하중)나 바람의 유무, 풍속 변화, 난류성 바람의 영향(풍하중) 등 개별 환경하중에 대한 고정식 구조물의 응답 특성

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특징을 파악하였다.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조건에서의 분석은 각 환경하중의 영향이 혼합되어 정확한 응답 해석

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풍속과 파고 및 주기의 값을 작게 설정하여 각 하중에 대응하는 구조물의 응답 특성을 Blade 
element momentum(BEM) 이론을 기반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풍력발전기 해석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고 

판단되는 NREL 개발의 FAS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환경하중에 대한 시간영역 계산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결과를 푸리에 분석(FFT, 
Fast 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 응답으로 변환하여 개별 환경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을 파악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같은 분

석을 통해 풍력발전기 구조물에 대한 각 환경하중의 지배적인 영향 여부와 하중의 크기에 따른 구조물의 응답 특성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풍력발전기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확보하고자 한다.

2.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기

2.1 고정식 하부 구조물

설치되는 환경 조건에 따라 해상 풍력발전기의 하부 구조물은 크게 고정식 혹은 부유식으로 나뉘어진다. 수심이 깊은 심해에서는 부유

식 해상 풍력발전기가 설치되고 있으며, 그보다 낮은 연안에서는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기가 더 적합한 형태로 채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해저 면에 직접 지지되는 고정식 하부 구조물은 크게 네 가지의 형태, 모노파일, 트라이 포드, 자켓, 중력 식으로 분류하여 사용되어 왔다

(de Vries et al., 2011).
본 연구에서 고려한 자켓 타입 풍력발전기 하부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세 개 혹은 네 개로 이루어진 실린더 형태의 다리(Leg)에 가느다란 

보강재(Brace)를 격자 구조로 연결한 뒤 해저 지반에 파일(Pile)로 고정시킨 형태이다. 전체 구조물이 받게 되는 하중을 구조 멤버들을 통

해 축 방향으로 분산시킴으로 상대적으로 강한 수직, 측면 하중을 모두 버텨낼 수 있는 안정적인 디자인이다. 또한, Song and Yoo(2017)의 

연구를 통해 자켓 타입이 모노파일이나 돌핀 형태에 비해 파랑하중을 가장 적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노파일 형태나 개선

된 트라이 포드 모델은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만 설치가 가능하지만, 자켓 타입은 수심 50m 정도까지 설치가 가능하기에 비교적 깊은 수심

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2 풍력발전기의 주요 하중 해석

해상 풍력발전기의 하중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각 외력 조건에 따라 공기 역학적, 유체 역학적 해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풍

력발전기의 타워에 가해지는 힘은 바람에 의해 발생된 공기 역학적 외력이다. 풍속, 로터(Rotor) 회전 속도 및 피치(Pitch) 각도에 따른 풍력 

터빈 로터에 작용하는 속도와 하중을 계산하기 위해 블레이드 요소-운동량을 이용한BEM 이론이 적용된다(Agarwal and Manuel, 2008). 
한편, 헬리콥터와 같이 빠른 속도의 블레이드 공력 해석을 위해 Generalized dynamic wake(GDW)가 개발되었다(Peters et al, 1989; Suzu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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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Kim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바람에 의한 풍력발전기의 응답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격 이하의 풍속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저속 운동의 블레이드의 공력해석을 위해 BEM 결과를 사용하였고, 고속 회전에 적합한 GDW결과와 비교하여 그 차

이를 파악하였다.
BEM은 1935 년 Glauert 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정상 흐름 즉 비 난류를 기반으로 하며 모든 환형이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

(Attanasio et al., 2020). BEM 이론은 날개를 요소 단위로 잘게 나눈 뒤 각 요소별 이차원 에어포일(Airfoil)에 적용되는 양력(dL, N)과 항력

(dD, N)을 계산하여 길이 방향의 힘의 합을 통해 풍력발전기 전체에 가해지는 힘과 모멘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Faltinsen, 1993). 운동량

과 각도를 기반으로 블레이드 단면의 유도 속도 벡터 W를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사용하여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를 기반으로 로터 샤프트에 걸리는 토크와 파워를 구하는 방식이다(Snel, 2003). 이 때, 상대속도 Vrel 은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표현이 가능

하다.

    (1)

    (2)

x 는 로터 회전축을 기준으로 수직 방향이며, z 는 블레이드의 길이 방향을 뜻한다. ω 는 로터의 각속도를 나타내며, Fig. 1 에 표기된 에어

포일 면에서의 받음각 와 유입각 는 비틀림 각인 와 피치 각도 를 이용하여 각각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Burton et al., 2001). 

    (3)

 tan 
 

   (4)

최종적으로 수치적 계산을 통해 얻은 블레이드 요소에 가해지는 추력(dT, N)은 식 (5)로, 토크(dQ, Torque, N∙m)는 수평방향 힘(dH, N)을 

기반으로 식 (6)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때 ρ 는 공기 밀도 (kg/m3), Vrel 는 풍속(m/s), B 는 블레이드 개수, r 은 허브에서 블레이드 섹터

까지의 지름(m) 길이, c 는 코드 길이, 양력 계수 cl 과 항력 계수 cd 는 레이놀즈 수와 관련된 에어포일의 무 차원 계수이다(Lanzafame and 
Messina, 2007).






  (5)

  




  (6)

유체 역학적으로 발생된 외력은 해상 풍력발전기의 수직 방향 하부 구조물에 가해지는 수평 방향의 입사 파력이 있으며 이 힘은 파 입자

의 가속도에 의한 관성력과 마찰력, 그리고 경계 조건에 의한 항력(Drag force)로 구성된다. 파장에 비해 구조물의 지름이 작은 세장체, 즉 

회절계수(Diffraction parameter)가 0.2 보다 작은 구조물에 가해지는 파랑 하중을 수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모리슨 방정식 (7)이 사용되었

다(Morison et al., 1950; Wei et al., 2014).

Fig. 1 Annular plane and forces components at blade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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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여기서 Cd 는 항력 계수(Drag coefficient), Cm은 관성 계수(Inertial coefficient)를 의미한다. 가속되는 유체 입자에 의한 고정 구조물의 하중

이 관성력으로 표현되는데, 다음 식 (8)과 같다.

  

 



  (8)

입사파의 높이 와 수심 d 를 고려한 최종 모리슨 방정식에 의한 파랑 하중은 아래 식 (9)와 같이 물 입자 속도 u 를 활용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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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산 결과 및 분석

3.1 수치 해석

수치 해석에는 오픈 소스 코드 프로그램인 FAST v.8.16.00a-bjj 를 사용하였다. 해석 대상은 5MW급 해상 풍력발전기로 NREL reference 
model 을 참조하였고, 하부 구조물은 대한민국 해역의 특성 및 환경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고정식 모델 중 하나인 자켓(Jacket) 
OC4(Offshore code comparison collaboration continuation) project 구조를 적용하였다. Fig. 2 에 FAST 프로그램의 각 시스템 구성에 대한 도

식화를 나타냈다. 
고정식 풍력발전기 시뮬레이션 해석을 위해 FAST 내 6 가지의 모듈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으며, 풍하중을 계산하기 위해 AeroDyn 를 사

용하였다. AeroDyn 은 앞서 설명한 BEM 기반의 풍력 해석 모드로 InflowWind 를 통해 입력된 풍속 및 풍향을 고려하여 블레이드 및 타워

의 공기 역학적 부하를 계산하는 해석 코드이다(Jonkman et al., 2015). 각 노드의 이차원 힘과 모멘트는 단위 길이당 분산 부하로 계산되며, 
이를 합하여 타워 전체에 가해진 수평축 삼차원 공기 역학적 하중을 시계열 단위로 계산하였다. 블레이드 또는 타워 노드에 작용하는 단

위 풍속은 아래 식 (10)과 같이 결정된다(Moriarty and Hansen, 2005; IEC, 2019).

  
 



 (10)

여기서 는 평균 해수면(Mean water level)으로부터의 수직 변위가  인 곳에서의 풍속이다. 는 허브 높이인  에서의 풍속을 나타내며, 본 연구

에서 계산 모델로 사용한 NREL 5MW급 풍력 발전기의 허브 높이는 90 m이다. 는 갑작스러운 풍속이나 풍향의 변화를 지칭하는 바람 전

단 지수를 의미한다. 고정식 풍력 발전기 설계를 위한 국제표준인 IEC 61400-3-1 에서는 값으로 0.14 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였으나(IEC, 
2019), 본 연구에서는 이 값을 0 으로 설정하여 풍속이 수면으로부터 선형으로 증가하도록 하였다. 

Fig. 2 System of FAST program for a fixed-bottom wind turbine structure (Jonkman and Buh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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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하부 구조물(자켓)에 가해지는 유체 역학적 하중은 HydroDyn 으로 계산되며, HydroDyn 은 입력된 지역의 해상 정보 즉, 파
고 및 주기, 파의 형태(규칙파 혹은 불규칙파) 등을 기반으로 유체 역학 하중을 계산하기 위한 독립형 해석 모듈이다(Jonkman et al., 2014). 
파 운동에 대한 계산은 평평한 해저면과 정지 수위(Still water level) 사이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해당 영역 내의 모든 하부 구조물 노드에 

대해 동역학적 부하 분석을 시간 영역에서 수행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주요 운동 방정식은 다음 식 (11)과 같다.  과 는 각

각 하부 구조의 요소 단위 질량 행렬과 강성 행렬로 구성된 글로벌 행렬이다. U는 변위를 나타내며, 는 외력을 의미한다(Damiani et al., 
2015).

   ̇    (11)

Table 1 Specifications of 5 MW wind turbine (Jonkman et al., 2009)

Property Specification
Rated power 5 MW
Rotor orientation, Configuration Upwind, 3 Blades, 61.5 m length
Rotor, Hub diameter 126 m, 3 m
Hub height 90 m
Cut-in Vin, Rated, 
Cut-out Vout wind speed 3 m/s, 11.4 m/s, 25 m/s

Cut-in, Rated rotor speed 6.9 rpm, 12.1 rpm
Drivetrain concept Geared
Gearbox ratio 97:1
Overhang, Shaft tilt, Precone 5 m, 5°, 2.5°
Rotor mass 110,000 kg
Nacelle mass 240,000 kg
Tower mass 347,460 kg
Tower base diameter 6 m
Tower top diameter 3.87 m
CM location -0.2 m, 0.0 m, 64.0 m
Control system Variable-speed & Collective pitch

Fig. 3 Design of fixed wind turbine Fig. 4 Jacket support structure element (Popko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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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rotor power (left) and thrust (right) for various methods

계산 결과의 분석을 위해 고정식 풍력발전기의 3 방향 변위(x 축 방향 변위, x-z 방향의 회전 변위, z 방향 상하 변위)를 주요 운동 응답으

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x 방향으로 입사하는 파도와 바람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운동응답이기 때문이다. 바람의 영향에 따라 결정

되는 로터 회전 속도 및 추력(Thrust)과 실제 풍력발전기가 생산할 수 있는 발전 효율과 직결된 나셀(Nacelle) 가속도 또한 중요한 검토 대상

이다. 발전기에 작용하는 가장 큰 힘인 전후(fore-aft) 전단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타워 하단 연결부의 굽힘 모멘트도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자 하는 주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자켓이 받는 힘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x 방향에서의 전단력을 확인하여 풍력과 파력에 의한 영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의 정보는 Table 1 및 Figs. 3–4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5 는 풍속 별 출력 및 추력을 각 해석방법에 따라 비교한 결과로, 상기에 언급된 고정식 5MW급 해상 풍력발전기 모델의 FAST 계산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Jonkman et al.(2009)의 FAST 결과와 Kim et al.(2015)의 3 차원 CFD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계산 결과는 기존 결

과들과 대체로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해석 프로그램(FAST)의 BEM 결과와는 동일한 계산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헬리콥터와 

같은 고속 회전에 적합한 GDW 결과와는 풍속 11m/s 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CFD 결과와는 차

이가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델 구성의 차이와 일부 입력 값들의 정보 부재 등으로 인한 계산상의 차이로 판

단된다.
본 해석 모델이 5MW급의 발전기이기 때문에 로터 파워의 경우 풍속 11m/s 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그 이상의 풍속에서는 5MW 부

근에서 수렴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풍속 11m/s 에서 추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본 모델은 해당 풍속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짐을 추론할 

수 있다. 극한 설계풍속조건에서는 바람의 비정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수치 해석을 위해서는 GDW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오차를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강한 바람과 높고 거친 파도 조건하에 분석은 각 환경인자의 영향이 혼합되어 정

확한 응답 해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풍속과 파고 및 주기의 값을 낮게 설정하여 각 입력 값에 대응하

는 구조물의 응답 특성을 BEM 이론을 기반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3.2 Design Load Case
5MW급 고정식 자켓 타입 해상 풍력발전기의 풍속 및 파랑 상태에 따른 응답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Table 2 와 같이 다양한 

Design load case(DLC)를 선정 후 해석을 수행하였다. 고정식 풍력발전기의 고유 응답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DLC #1 ~ #5 를 수행

하였으며, 파도와 바람이 결합된 하중 조건에서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DLC #6 ~ #9 을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Case Description Waves Wind Turbine condition
1 Regular wave Reg., H = 2.0 m, T = 6.0 s - Parked
2 Regular wave Reg., H = 2.0 m, T = 3.0 s - Parked
3 Regular wave Reg., H = 4.0 m, T = 7.5 s - Parked
4 Steady wind - Steady, VSteady = 6.0 m/s Operating
5 Steady wind - Steady, VSteady = 12.0 m/s Operating
6 Operational Reg., H = 2.0 m, T = 6.0 s Steady, VSteady = 6.0 m/s Operating
7 Operational Reg., H = 2.0 m, T = 6.0 s Turb., VTurbulence = 6.0 m/s Operating
8 Operational Irreg., HS = 2.0 m, TP = 6.0 s Steady, VSteady = 6.0 m/s Operating
9 Operational Irreg., HS = 2.0 m, TP = 6.0 s Turb., VTurbulence = 6.0 m/s Operating

Table 2 Design load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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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케이스들을 해석하기 위해 바람의 경우 균일풍(Steady wind)은 일정한 속도(VSteady)의 풍속을 입력하였으며, 난류성 바람은 각 

지정된 풍속(VTurbulence)을 기준으로 Turbulent wind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된 결과치를 입력 값으로 사용하였다. 이 때 풍속은 발전

기 Hub 높이 90 m 지점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바람이 없는 시나리오인 DLC #1 의 경우 풍력발전기는 Parked condition 으로 

Rotor 고정 상태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입사파는 규칙파(Reg.)의 경우 파고와 주기를 고정 값으로 입력하였고, 불규칙파(Irreg.)는 

JONSWAP 스펙트럼을 적용하여 유의 파고 HS 와 피크 주기 TP 를 지정하였다.
고유 응답 특성을 확인하는 DLC #1 ~ #5 의 경우 규칙파 혹은 균일풍을 적용하여 단일 하중에 대해 1,000 초 동안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Transient effect 를 고려하여 마지막 100 초 동안의 시계열 결과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복합 하중 및 불규칙파, 난류

성 바람을 적용하는 DLC #6 ~ #9 에서는 좀 더 정밀한 상호 관계 및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1 시간(3,600 초)동안 수치해

석을 수행하였고 마지막 300 초의 결과를 기반으로 FFT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모든 케이스의 Time step 은 0.01 초로 설정하였다. 
FFT 분석 구간을 최대 1 시간까지 늘려도 결과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Transient 구간 제거 및 수렴 값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시

계열 및 주파수 데이터 경향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후반부 시계열 결과를 추출하여 케이스별 결과 그래프 작성 및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3.3 해석 결과 분석

3.3.1 Wave Only Case
입사파에 대한 풍력발전기 구조물의 응답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풍속이 없는 상태에서 6 초 주기(0.17Hz)의 입사파를 대입하였

다. Fig. 6 에서 구조물의 수평 변위, 상하 변위, x-z 방향 회전 변위와 자켓 전단력의 응답 주파수는 파 주파수 0.17Hz 과 일치하였

으며, 풍속이 없는 상태에서 추력(Thrust), 나셀 가속도(Nacelle acceleration), 굽힘 모멘트(Bending moment)에서도 파 주파수와 동일

한 주파수 응답이 나타난다. 또한, 주파수 0.32Hz 에서도 응답이 나타나는데, 이는 Jonkman et al.(2009)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 해

석 모델의 고유 주파수이다. 따라서, 풍력발전기의 타워는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도 입사파의 영향만으로 고유 주파수 대역에서 상

당한 응답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입사파고와 파 주기 변화에 따른 풍력발전기 구조물의 응답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서로 다른 입사파 조건(DLC #1, #2 & #3)에 

따른 타워 하단 연결부의 굽힘 모멘트 변화를 비교하였다(Fig. 7). 파 주기 6 초와 7.5 초에 따라 응답 주파수 지점이 0.17Hz, 
0.13Hz(= 1/7.5s)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Fig. 6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굽힘 모멘트의 경우 고유 주파수 0.32Hz 
영역대에서도 상당한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입사파 주기를 본 모델의 고유 주파수 부근인 3 초
로 설정한 결과 타워 하단의 굽힘 모멘트 응답이 급격하게 증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 7 오른쪽). 파고가 2m에서 4m로 2
배 증가하여도 큰 응답이 없었지만, 입사파 주기가 구조물 고유 주파수 영역대와 일치할 때 큰 임팩트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Fig. 6 Response to DLC #1, regular wave only (H = 2.0 m, T = 6.0 s, No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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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tower bending moment for DLC #1, #2 & #3, regular wave only cases

3.3.2 Wind Only Case
파도의 영향 없는 상태에서 바람에 의한 5MW급 자켓 타입 풍력발전기 구조물의 응답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격 이하의 풍속

(6m/s)을 대입하였다(Fig. 8). 타워 및 자켓의 모든 응답이 0.39Hz 에서 최대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풍속 6m/s 로 인해 출력된 로터 

회전 속도 7.88rpm에서 각 블레이드의 회전으로 인한 블레이드 수만큼의 주파수 증가에 해당되는 0.39Hz (rpm = 7.88/60s × 
3blades)에 대응하는 값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바람으로 인한 풍력발전기 구조물의 응답은 로터 회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구조물의 상하 변위는 매우 작고 시계열 결과상에서도 0 에 수렴하고 있으므로 본 고정식 풍력발전기 구조물은 바람에 의한 상하 

변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풍속의 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응답 특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DLC #4 와 #5 의 결과를 Fig. 9 에서 비교하였다. 입사파가 없는 

상태에서 균일풍(Steady wind)에 의해 로터의 회전 속도가 도출되고 이에 따라 블레이드 수만큼 증가한 주파수에서 응답이 발생한

다. 추력의 최대 응답은 풍속 6m/s 기준 로터 회전 속도 7.88rpm에서 블레이드 수(3 개)를 곱한 주파수 0.39Hz 에서, 풍속 12m/s 기

Fig. 8 Response to DLC #4, steady wind only (No wave, VSteady = 6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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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rotor thrust and shear force on jacket for DLC #4 & #5, steady wind only cases

준 12.1rpm에서 블레이드 수(3 개)를 곱한 주파수 0.61Hz (rpm = 12.1/60s × 3blades)에서 각각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켓에 

걸리는 전단력의 경우에도 추력과 유사하게 바람에 의한 영향이 큼을 확인되었다. 또한, 풍속이 6m/s 에서 12m/s 로 2 배 증가함에 

따라, 추력과 전단력의 크기가 약 3 배 정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풍속 12m/s 의 경우 풍력발전기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인 

0.32Hz 에서도 약하게 응답이 발생하였다(녹색 원). 이는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이 커지면서 구조물의 응답이 

고유주파수 영역에서도 발생함을 의미한다.

3.3.3 Response to Combined Wind and Wave Case
앞절에서 고정식 자켓 타입 풍력발전기 구조물의 응답에 대한 입사파의 영향과 바람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Fig. 10 Comparison of shear force on jacket and tower bending moment for DLC #6 & #7, regular wave with different wind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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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of shear force on jacket and tower bending moment for DLC #8 & #9, irregular wave with different wind types

입사파와 바람의 혼합 환경하중에서 구조물의 응답 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먼저, Fig. 10 에서 규칙 입사파 조건에서 균일풍과 난

류성 바람의 차이에 대한 응답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규칙파 조건(H = 2 m, T = 6 s)에 균일풍속(VSteady)과 난류성 풍속(VTurbulence) 
6m/s 를 대입하였다(DLC #6 & #7). 난류성 바람 스펙트럼은 입사파 주파수 대비 저주파수에서 지배적임을 알 수 있으며, 균일풍의 

경우 일정한 속도의 바람을 입력하였기 때문에 Fourier 분석을 통한 주파수 변화량은 0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규칙파가 입사되는 조건(주기 6 초, 주파수 0.17Hz)에서 자켓에 가해지는 전단력의 경우 입사파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이

며, 바람은 난류일 때 해당 지점인 저주파 구간에서 최대 응답 대비 약 8%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것(녹색 원)으로 확인되었고, 풍속 

6m/s 에서 로터 회전 속도 7.8rpm과 블레이드 수로 인한 주파수 0.39Hz (rpm = 7.8/60 s × 3 blades)에서도 13% 정도의 작은 응답

이 도출되었다. 이는 난류성 바람의 주파수들 중에 앞선 결과에서 확인된 로터 블레이드 회전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가 포함되었

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으로 판단된다. 반면, 타워 하단에 발생하는 굽힘 모멘트의 경우 입사파 주파수 0.17Hz 에서의 

반응은 최대 주파수 응답 대비 약 14% 정도로 작은 수준이지만, 난류성 바람의 영향인 저주파수 구간 및 로터 회전에 의한 주파수 

0.39Hz 에서는 최대 주파수 응답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타워 하단의 굽힘 모멘트는 난류성 바람의 저주파수 구간, 구조물의 고유 

주파수(0.32Hz), 그리고 로터 회전에 의한 주파수(0.39 Hz) 대역에서 상당한 응답을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 에서는 동일한 불규칙파가 입사되는 조건에서 균일풍(6m/s) 일 때와 난류성 바람일 때의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의 응답 

특성을 비교하였다(DLC #8 & #9). 전단력은 난류성 바람 스펙트럼의 저주파수와 불규칙파의 피크 주파수, 그리고 로터 회전속도

에 의한 주파수 0.39Hz 에서 모두 높은 응답이 나타난다. 또한 바람의 형태에 관계없이 불규칙파의 피크 주파수 영역(0.1 ~ 0.2 Hz)
에서 최대 응답을 보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서 Fig. 10 규칙파 조건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자켓 전단력의 경우 기본적으로 

입사파에 의한 영향에 지배적이지만 불규칙파에서는 유의파고(상위파고 1/3 의 평균값)가 적용되기 때문에 0.17Hz 를 중심으로 넓

은 응답 스펙트럼을 나타내며 규칙파 대비 최대 응답이 약 1/4 로 줄어서, 난류성 바람에 의한 응답 크기와 유사하다. 타워 하단의 

굽힘 모멘트 응답은 Fig. 10 과 유사하게 입사파의 영향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으며, 난류성 바람 스펙트럼의 저주파수 영역과 로

터 회전 속도 주파수 영역대에서의 최대 응답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바람의 영향에 지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 에서는 난류성 풍속(VTurbulence = 6m/s) 조건에서 불규칙 입사파에 대한 구조물의 전체적인 응답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해

석 모델의 모든 응답이 저주파수의 난류성 풍속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고정식 구조물이기 때문에 상하 변위는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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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Response to DLC #9, combined wind and wave condition (HS = 2.0 m, TP = 6.0 s, VTurbulence = 6 m/s)

으로 영향이 작다. 입사파 피크 주파수(주기 6 초, 0.17Hz)에서 자켓 전단력과 상하 변위가 최대 응답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입사파의 영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구조물의 수평 변위와 x-z 방향 회전 변위는 저주파수 영역 이외에 주파

수 0.4 Hz 근처에서 최대 응답을 나타내는데, 이는 입력된 풍속(VTurbulence) 6 m/s 에서 로터 회전 속도 주파수에 블레이드 수만큼 곱

해진 주파수 0.39 Hz (rpm = 7.8/60s × 3blades)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단력의 경우에도 같은 주파수에

서 큰 값을 나타낸다.
난류성 바람 스펙트럼의 적용으로 로터 회전 속도와 추력 또한 동일한 저주파수 영역에서 지배적인 응답을 나타냄을 알 수 있

는데, 특히 로터 회전 속도는 난류성 풍속(VTurbulence) 6m/s 에 의해 매우 느린 장파 형태의 스펙트럼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나셀 

가속도는 로터 회전 속도 7.8rpm에 블레이드 수만큼 곱해진 주파수 0.39 Hz 에서 최대 응답을 나타낸다. 타워의 굽힘 모멘트는 난

류성 바람 스펙트럼의 저주파수 영역과 로터 회전에 의한 주파수(0.39 Hz)에서 큰 응답을 나타내는데, x-z 방향 회전 변위 응답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굽힘 모멘트와 회전 변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켓 타입 풍력발전기의 모든 응답은 난류성 바람 스펙트럼의 저주파수 영향을 받으며, 특히 수평 변위, 회전 변위, 나

셀 가속도, 굽힘 모멘트는 바람에 의한 로터 회전에 의한 주파수(0.39 Hz) 영향이 크다. 입사파 주파수의 영향은 구조물의 상하 변

위에서 지배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켓 전단력은 위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5MW급 고정식 자켓형 해상 풍력발전기 모델의 각 환경 외력에 대응하는 동적 응답 특성을 분석하였다. FAS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시계열 결과를 FFT 분석하여 각 주파수별 응답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해석 모델의 운동응답의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입사파 단독 조건 및 바람 단독 조건 등 단일 환경 외력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복합 하중의 경우 어

떤 외력에 더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지 검토하였다.
(1) 입사파 단독 조건에서 풍력발전기 구조물의 운동응답과 하중응답은 파 주파수에 지배적임을 확인하였고, 로터 추력, 나셀 가

속도, 타워 하단 굽힘 모멘트는 구조물의 고유 주파수 대역에서 높은 응답이 발생하였다.
(2) 바람 단독 조건에서는 구조물 상하 변위를 제외한 모든 응답이 바람에 의해 발생된 로터 회전 주파수에 블레이드 수만큼 곱

해진 주파수에서 지배적임을 확인하였다. 
(3) 바람과 파도가 동시 적용되는 복합 외력에서는 구조물의 상하 변위는 입사파의 영향을 주로 받았고 자켓에 가해지는 전단력

은 바람과 입사파 모두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타워 하단에 발생하는 굽힘 모멘트는 바람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Jaewook Kim, Sanghwan Heo and WeonCheol Koo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바람 및 파도에 따른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기의 응답 해석 결과는 향후 다른 유형의 고정식 하부 구조물 혹

은 부유식과의 응답 성능 비교를 통해 설치 해역별로 더 적합한 모델을 도출하고 개선된 디자인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FAST 프로그램이 모든 해석 결과에 대해 항상 정확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현재 풍

력 해석 관련 분야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오픈 소스 코드라는 장점이 있으며 구조물의 운동응답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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