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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ern wind turbines have been mainly erected in region where earthquake are rare or normally weak, especially Korea was 

thought as safety zone from earthquake. But recently, the earthquake occurs more and more frequently. So, the wind turbine 
design is required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stability under the earthquake. The earthquake can influence normal operation, 
even if a weak earthquake. There are two ways to review the design under earthquake using Computer Applied Engineering 
(CAE). One is the Response Spectrum Analysis (RSA) the other is Time History Analysis (THA). In this research, dynamic 
response on time is obtained under the earthquake by taking into account ground accelerogram consistent with the relevant 
standards applied to the turbine foundation. 

 
1. 서  론 

환경문제와 화석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가 점점 부각되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기의 전력생산단가는 다른 재생에너지
보다 낮아 풍력발전기의 설치량이 점점 증가되고 있
다. 국내 풍력발전기 누적발전용량이 2010 년까지 
850 M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지원 하에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풍력발전기의 설치량이 점점 증가됨에 따라 개발
되는 풍력발전기에 있어 구조적인 안정성 또한 필연
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내진설계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
진에 대하여 안정적인 상태이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인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예상하지 못한 재
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지진발생현황은 
Fig.1 에서 알 수 있듯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다. Table.1 은 현재까지 나타난 대표적인 지진발생 
사례이다.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

서 발생하는 지진의 규모는 진도 5 내외의 대략 0.04 
g 의 가속도로 발생하고 있다. 이정도의 지진규모는 
거의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건물의 벽
이 갈라질 수 도 있으나 비교적 큰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진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풍
력발전기의 기능적인 결함이 발생하여 작동이 멈출 
수도 있어 풍력발전기의 대한 지진 안전성 검토가 
질 필요성이 있다.  

 

 
Fig. 1 Earthquake histo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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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지진진동특성을 계산하는 방법은 
응답스펙트럼해석기법(RSA)과(1) 시간이력해석기법

(THA)이 있다. 지진에 따른 진동특성을 연구한 기존 
사례를 살펴보면 RSA 기법을 활용할 경우 해석시간
을 줄일 수 있으나 시간에 따른 진동특성을 계산할 
수는 없다(2). 본 논문에서는 SAMCEF (Ver. 6.3)을 활
용하여 풍력발전기에 대한 시간이력지진해석을 수행
하였다. 

 
Table. 1 Earthquake history in Korea 

발생시기 규 모 위    치 
1978. 9.15 5.2 충북 속리산 
1978. 10. 7 5.0 충남 홍성군 
1980. 1. 8 5.3 평북 의주/삭주 

1981. 4.15 4.8 경북 포항시 동쪽 
65km 해역 

1982. 3. 1 4.7 경북 울진군 북동쪽 
45km 해역 

1994. 7.26 4.9 전남 홍도 서북서쪽 
100km 해역 

2003. 3.23 4.9 전남 홍도 북서쪽 
50km 해역 

2003. 3.30 5.0 인천 백령도 서남서
쪽 80km 해역 

2004.5.29 5.2 경북 울진 동쪽 
80km 해역 

2007. 1.20 4.8 강원 평창군 

2. 풍력발전기 타워 모델링 

2.1 풍력발전기 구성 
본 논문의 대상 풍력발전기의 MW 급 이상의 대형 

풍력발전기를 모델로 하였다. 풍력발전기는 크게 로
터, 나셀, 타워로 구성되어 있다. 나셀은 지면으로부
터 80.5 m 에 위치해 있다. 지진기반해석을 위한 풍
력발전기의 구성은 타워는 shell 요소의 유한요소로 
모델링하고 로터 및 나셀은 집중질량으로 모델링하
여 추력 및 자중으로 대체하였다. 타워 반지름은 최
상부 1.544 m 에서 최하부 2.274 m 이며 타워의 두께
도 18 mm에서 48 mm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구조물
로서 질량은 212 ton에 이른다. 로터와 나셀의 총 질
량은 179 ton 이며, 5.95X106 kg·m2의 질량관성모멘트
를 부가하였다.  
풍력발전기 타워에 적용되는 재질은 일반 구조용 

강(steel)로서 물성치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Table. 2 Material properties 
Young’s Modulus 210 GPa 

Density 7,850 kg/m3 
Poisson’s Ratio 0.3 

Structural damping ratio 0.01 
 

2.2 유한요소모델링 
타워는 shell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나셀과 로터 등

의 비구조물들을 그 고유 질량을 산정하여 집중질량
으로 구현하였으며, 이를 구조물에 강체빔을 사용하
여 Fig. 2 와 같이 연결하였다. 타워 하부의 경계조건
은 해석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으나 고유진동
해석을 위하여 타워 하부의 6 자유도를 모두 구속하
였으며, 기반가진조건을 위해서는 가진 방향외 방향
의 자유도를 구속하였다. 유한요소모델링에 사용되 
총 노드수는 1,589 개 이며, 총 요소수는 1,570 개 이
다. 

 

 
Fig. 2 Rigid beams and point mass 

 

 
Fig. 3 Boundary condition on ground 

 

3. 해석결과 및 검토 

3.1 공력하중해석 
본 연구에서는 회전하는 로터 블레이드에 작용하

는 공력하중해석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3 차원 
전산유체역학(CFD) 기법을 적용하였다. 3 MW 급 블
레이드에 대한 공력해석에 MRF(multiple rotating 
reference frames)기법을 활용하였다(3).  로터 블레이드 
모델의 기본 형상은 Fig. 2 와 같으며 3 차원 유한요
소모델에 하중을 부가하기 위하여 블레이드를 11 개
의 섹션으로 구분하였다. 스팬 길이는 44 m 이고 허
브 연결부의 길이는 1.65 m 이며,  유동 해석조건은 
25 m/s 로서 cut-out speed 에 해당한다. 이 풍속에서 
회전속도는 20 R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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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utational grid of turbine rotor blade 

 

 
Fig. 3 Pressure contour on the blade surface 
 
타워에 작용하는 항력은 식(1)을 활용하여 계산하

였다. 여기서 DC 는 Reynolds 수를 고려한 실린더의 
실험값인 0.5를 취하였으며, ρ 는 공기의 밀도 1.225 
kg/m3, V 는 공기의 속도 25 m/s, A는 바람을 받는 
타워의 면적이다. 

 

2

2
1

AVCF Dρ=   (1) 

 

3.2 고유진동해석 

    
1st mode : 
0.407 Hz 

2nd mode : 
3.43 Hz 

3rd mode : 
4.04 Hz 

4th mode : 
5.53 Hz 

Fig. 4 Normal modes and corresponding frequencies 
 

풍력발전기 타워의 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고
유진동해석을 수행하였다. 이과정을 통하여 풍력발
전기가 작동중 나타날 수 있는 진동특성에 대하여 
알 수 있다. 1차 모드는 X-, Y-방향 굽힘모드가 나타
났으며, 2 차 모드는 X-, Y-방향  2 차 굽힘모드가 나
타났다. 형상이 3 차, 4 차 모드는 타워의 단면형상이 
일그러지는 모드가 나타났다. 

3.3 구조해석 

  
(a) Displacement on tower 

  
 

 
(b) Von Mises stress on tower 

 
Fig. 5 Results of the structural analysis with drag 

 
타워의 정적구조해석을 위해 로터에 작용하는 앞
서 계산된 로터와 타워에 작용하는 항력을 타워에 
부가하여 구조물의 건전성을 계산하였다. Fig.5 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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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조해석 결과 타워 
상부의 최대변의는 0.38 m 이고 최대응력은 269 MPa
로 타워 하부의 출입문 부분에서 발생하였다. 일반
적인 구조강의 인장강도(400~500 MPa)를 고려하면 
충분한 마진의 안전계수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3.4 지진기반진동해석 
지진이 발생하는 과정 중 타워에서 발생하는 진동

현상을 계산하였다. 지진하중은 시간에 따른 가속도
를 부가하여 기반가진시켰다. 지진하중은 Eurocode 8
에서 정의하는 값을 사용하였다(5). Fig.6는 본 연구에
서 적용한 지진하중이다. 지진하중을 3 차원으로 고
려될 수 있으나 수직방향 하중은 미미 할 것으로 가
정하고 X-direction 의 지진하중만 고려하여 타워의 
구조안정성을 검토하였다. 지진하중이 매우 불규칙
적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진하중의 최대치는 2.94 
m/s2 (0.3 g)이다.  
 

 
Fig. 6 Typical accelerogram applied in the load case 

 
 지진하중을 시간에 따른 가속도 하중으로 타워 하
부에 부가하여 구조물의 동적 구조진동해석을 수행
하였다. Fig.7 은 지진하중에 따른 타워 하부의 시간
에 따른 변위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Fig. 7 Displacement response at tower base 

 
본 연구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풍하중
이 타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앞서 계산된 항력을 부가하여 계산한 결과와 자중만 
고려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8 에서 알 수 있듯이 
로터 및 타워에 작용하는 하중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변위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뿐 지진하중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적 특성이 바뀌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변위사이에 발생한 차이는 앞서 구
조해석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9 는 
나셀에서 시간에 따른 가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26
초 이후 지진하중이 사라졌으나 나셀에서 나타나는 
진동이 바로 사라지지 않고 한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8 Comparison of displacement response at nacelle 

 

 
Fig. 9 Displacement response at nacelle 

 

 
Fig. 10 Comparison of maximum stress response 

 
Fig.10 은 출입문 부분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을 

시간에 따른 응답으로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순수 지진하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응력은 
일반구조강의 인장강도 이하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나, 풍하중과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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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사라진 26 sec 이후 풍력발전기가 안정을 되찾
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지진하중이 사라진 이후에도 진동현상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구조물의 형상이 길고 강성
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MW 급 대형 풍력발전기의 타워
에대하여 풍하중 및 지진하중의 영향을 고려하여 
구조진동특성을 계산하였다. 특히 시간에 따른 지
진하중을 타워하부에 직접부가하여 나타는 구조진
동적 특성을 계산하였다. 하중이 타워에 독립적으
로 작용할 경우 타워의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
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하중이 복합적으로 발
생할 경우 타워가 붕괴될 위험도 있다. 특히 지진
하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발전기 등의 기능적인 파손은 설계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후  기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수행한 에너
지자원인력양성사업과 5MW 급 대형 해상풍력발
전 시스템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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