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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상풍력발전기의 하부구조 형식은 모노파일 형식, 

jacket, tripod 형식이 대표적이다. 모노파일은 설계, 제

작, 시공이 간단하다1,2). 하지만 바람 효율을 높이고 설

치지역을 확장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기를 수심이 깊

은 바다에 설치하는 경우가 늘면서 30 m이상의 수심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진 jacket과 tripod 하부구조를 이용

해 해상풍력발전기를 설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3-5). 

특히 twisted tripod 형식의 하부구조는 jacket과 일반 

tripod형태의 하부구조에 비해 구조가 간단해 조류, 파

도, 바람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또한 같

은 이유로 공장제작 단가가 낮고 시공 및 유지보수비

용이 저렴하다7). 하지만 twisted tripod 하부구조는 최근

에 제안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8). 

기존에 쓰이던 풍력발전기 하부구조와 마찬가지로 

twisted tripod 하부구조를 가진 풍력발전기 역시 지진

에 대한 응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진에 대한 수치

해석을 할 때는 지반-말뚝 상호작용을 어떻게 이상화 

할 것인가가 특히 중요하다. 지반-말뚝 상호작용은 지

진이 구조물에 가하는 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구

조물의 강성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

풍력발전기는 기타 대형 토목구조물과 다른 성격을 많

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진과 지반-말뚝 상호작용에 

대한 수치해석과 실측실험이 필수적이다. 이 논문에서

는 twisted tripod 하부구조를 가진 해상풍력발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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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적으로 해석해 여러 종류의 지반 상태와 지반모형

에 대한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을 분석하고 역사지진 

지반가속도가 가해질 때 타워헤드의 최대가속도가 어

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분석한다. 

지반-말뚝 상호작용모형은 크게 분리형과 일체형모

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분리형모형은 스프링지점형태

로 지점을 근사하는 방법과 보에 달린 여러 스프링으

로 이상화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9,10). 일체형모형은 

지반을 구조의 일부로 취급하여 유한요소로 모형화 하

는 방법으로 직관적이고 현실에 가장 가깝지만 자유도

가 크게 증가하여 해석에 소요되는 자원이 매우 크다. 

스프링지점형태는 선형, 혹은 비선형 지반을 병진자유

도를 구속하는 스프링 3개와 회전자유도를 구속하는 

스프링 3개로 단순화하는 모형이다. 이 방법은 가장 단

순한 모형이지만 비선형 지반-말뚝 상호작용을 6개의 

비선형스프링으로 치환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지진-지

반 상호작용을 반영하기 어렵다. 마지막 방법은 지반-

말뚝 상호작용을 보 요소에 부착된 여러 개의 스프링

으로 치환하는 방법으로 지진-지반 상호작용은 고려할 

수 없으나 해석시간 대비 높은 정확도의 지반-말뚝 상

호작용 구현이 가능하다. 이 논문은 지진-지반 관계를 

명확히 하기보다 지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고자 하므

로 해석시간에 비해 현실반영률이 높은 말뚝과 여러 

개의 스프링을 이용하는 모형을 선택했다. 

이 논문은 말뚝과 여러 개의 스프링을 이용한 지점

모델에 총 3 가지 토질성질을 선형, 비선형으로 이상화 

해 적용하고11) 고정단모형을 추가해 총 7가지 지반-말

뚝 상호작용을 사용한다. 이중 선형모형과 고정단모형

의 고유진동수와 모드를 분석했다. 말뚝 여러 개가 근

접해 설치된 경우 무리말뚝 효과를 고려해야 하지만
12,13) 말뚝간 간격이 넓기 때문에 무리말뚝 효과는 고려

하지 않았다. 또한 총 4개의 역사지진14)을 7가지 지반-

말뚝모형에 가하며 타워헤드에 부착된 팬과 나셀이 경

험하는 최대 절대 가속도 크기를 비교분석한다. 

2. 수치모형

2.1 지반-말뚝 상호작용모형

말뚝과 지반 사이의 상호작용은 고정단모형, 선형스

프링모형, 비선형스프링모형 등 세 가지 모형을 이용

한다. 또한 선형스프링과 비선형스프링모형은 단단한 

흙, 무른 흙, 중간정도로 단단한 흙 등 세 가지 종류의 

토양강도를 사용했다.

지반-말뚝 상호작용모형 중 고정단모형은 토양특성

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병진 및 회전의 총 6개 자유

도를 구속한 고정단으로 구현했다. 선형/비선형 스프링

모형은 Fig. 1과 같이 3차원 보 요소와 그에 부착된 세 

종류의 스프링으로 이상화 한다15). 말뚝에 부착된 세 종

류의 스프링은 횡하중-변위, 연직마찰력-변위, 선단지지

력-선단변위 세 가지 거동을 이상화 한 것이며 각각 

Winkler의 비선형지반스프링모형인 p-y, t-z, Q-z관계를 

이용해 모형화 했다11,16). p, t, Q는 각각 지반이 말뚝에 

가하는 수평저항력, 수직마찰력, 선단지지력이며 y와 Z

는 각각 말뚝의 수평변위 및 수직변위이다.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는 Winkler의 p-y, t-z, Q-z관계를 

각각 Fig. 2 (a), (b), (c)와 같이 정리했다11). Fig. 2에서 

관계식을 결정하는 계수인 pu, yc, D, tmax, Qp는 각각 극

한수평저항력, 최대압축응력 50%수준의 말뚝수평변위, 

말뚝직경, 최대수직마찰력, 최대선단지지력이다. 

Fig. 1. Pile-soil relation with linear or non-linear springs.

(a) (b) (c)

Fig. 2. Soil-pile interaction relation curves: (a) lateral load-deflection (p-y) curve, (b) axial loaded soil friction (t-z) curve and (c)
pile tip load-displacement (Q-z)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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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스프링모형은 Fig. 2에 제시된 비선형관계를 

그대로 이용해 구현한다. API는 t-z 관계식 마지막 구

간의 t/tmax를 0.7~0.9로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선 중간

값인 0.8로 가정했다. 비선형지반스프링의 선형화과정

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

형화기법인 접선계수(tangential stiffness)나 할선계수

(secant stiffness)를 이용해야 한다. 접선계수는 지반 강

성을 너무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Fig. 2와 

같이 비선형관계의 첫 번째 구간 기울기를 탄성계수로 

삼는 할선계수로 선형스프링모형을 구현했다10). Fig. 2

의 (a), (b), (c)는 각각 p-y, t-z, Q-z관계의 선형모형과 

비선형모형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Winkler의 비선형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선 계수 pu, 

yc, tmax, Qp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계수들은 API가 제안

한 값들을 사용했다11). pu는 다음식으로 결정한다.

   
   ≥

(1)

여기서   이며 c, X, , J, 는 각각 토

양의 비배수 전단강도, 표면으로부터의 깊이, 토양의 

유효단위중량, 경험적 무차원 계수이다. 이 논문에서 

토양의 비배수 전단강도는 단단한 흙, 중간정도로 단

단한 흙, 무른 흙에 대해 각각 82 kPa, 36 kPa, 18 kPa

를 사용했다. 경험적 무차원계수인 J는 0.25~0.5사이의 

값을 갖는데 일반적인 지반에 대해 0.4가 적당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토양의 유효단위중량은 18 kN/m3으로 

하였다. yc는 다음 식으로 결정 한다11).

   (2)

여기서 는 최대압축응력 50%수준에서 발생하는 말

뚝수평변형도로 일반적인 흙에서 0.01을 사용한다. tmax

는 단단한 흙, 중간정도로 단단한 흙, 무른 흙에 대해 

각각 81.3 kPa, 67.0 kPa, 47.8 kPa로 제시되어 있으며 

Qp는 각각 4.8 MPa, 2.9 MPa, 1.9 MP로 제시되어 있다. 

2.2 구조모형 및 하중모형

풍력발전기 및 하부구조는 수심 50 m인 곳에 설치

되어 있으며, 바람, 해류, 파도하중을 받는다. 

Twisted tripod 하부구조를 가진 해상풍력발전기는 

하부구조, 타워, 말뚝 모두 7800 kg/m3, 200 GPa의 질

량밀도와 탄성계수를 가진 구조용강재로 이루어진 원

형 강관으로 가정 하였으며 풍력발전기의 팬과 나셀은 

집중질량으로 가정하였다. 하부구조는 Chen 등에 의해 

Fig. 3. Bird's-eye and bottom views of tripod substructure 
and tower.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tripod substructure

Element Length(m) Diameter(m) Thickness(m)

Tower 65.00 6.00 0.05

Leg 66.86 1.80 0.04

Top brace 17.23 0.90 0.06

Middle brace 50.85 1.20 0.06

Top horizontal brace 11.07 0.90 0.03

Bottom horizontal brace 24.41 0.90 0.03

Pile 25.00 1.80 0.04

설계된 0° twisted tripod8)를 참고했으며 타워, 팬, 나셀

은 Kawai 등에 의해 설계된 것17)을 사용했다. 관입말뚝

은 이진학(Yi) 등이 제안한 말뚝의 규격과 관입깊이를 

참고해 전체구조물 대비 말뚝 길이 및 직경, 두께 등의 

비율이 비슷하도록 결정했다10). Twisted tripod 하부구

조와 타워, 말뚝 형상은 Fig. 3과 같으며 자세한 치수는

Table 1에 기록되어 있다. 팬과 나셀은 타워 최상단에 

3500 kN의 집중질량으로 배치했다. 

하중은 지진, 바람, 해류, 파도하중 등이 있다. 지진

을 제외한 하중은 모두 사용상태의 일반하중으로 가정 

하였다. 지진과 동시에 극한바람, 파도, 해류하중이 가

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바람, 파

도, 해류하중은 Chen 등이 사용한 하중8)을 적용하였고, 

지진하중은 김재관 등이 사용한 역사지진14) 중 4개를 

사용했다. 

바람, 파도, 해류하중의 방향은 악조건을 고려하여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방

향 역시 악조건을 고려하여 지진이 가해질 때 가장 큰 

절대가속도가 적용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재하 되

도록 했다.

지진하중은 국내에서 발생한 2개 지진과 외국에서 

발생한 2개 지진으로 하나의 강진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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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진의 지반가속도는 Denali, Alaska, 2002 / Mineral, 

Virginia, 2011 / 서격렬비도, 충남, 2014 / 울진해안, 경

상북도, 2004에서 측정한 것이며 각각 규모 7.9/ 5.8/ 

5.1/ 5.2이며 Peak Ground Acceleration은 각각 1.09/ 

1.22/ 0.0867/ 0.0288 m/s2이다. 모든 지진은 동서, 남북, 

상하 세 방향 지반가속도를 모두 적용하였으며 각각의 

동서방향 가속도와 남북방향 가속도 중 더 큰 최대 절

대가속도를 가진 방향의 가속도가 tripod 구조의 삼각

형 중 한쪽면에 수직이 되도록 적용했다.

바람하중은 해수면과 타워헤드 사이에 적용했으며 

Fig. 4에 표시한 것과 같이 타워헤드로부터 해수면까지 

분포하중으로 작용한다. 

  




 (3)

여기서 fwind,  , U, CD는 각각 바람하중, 공기밀도, 풍

속, 항력계수이다. 공기밀도는 1.293 kg/m3로 했고, 풍

속은 국내해안의 풍속을 고려해 7 m/s로 결정했다. 항

력계수는 원형 관에 대해 0.9를 사용한다. 타워와 나셀

은 집중질량으로 치환되어 분포하중의 영향을 받지 않

으므로 일반적인 팬 및 나셀의 규격을 고려하여 집중

하중으로 가하였다. 이때 팬은 정지상태로 가정하였다. 

팬에 가해지는 힘은 정면, 좌우, 상하 각각 389.48 kN, 

1185 kN, 4112 kN이며 나셀엔 각각 51.77 kN, 102.26 

kN, 4.05 kN이 정면, 좌우, 상하로 가해진다. 파도와 해

류하중은 각각 200.384A kN/m, 8.008D kN/m로 가해진

다. 여기서 A는 m2 단위로 입력하는 부재의 외경이 감

싸는 단면적이며 D는 m단위로 입력한다. 파도하중은 

해수면 기준으로 -29 m ~ 3 m 사이에 가해지며 해류하

중은 해저면부터 해수면높이인 50 m 높이까지가해진

다. 바람, 파도, 해류하중은 모두 최대지진지반 가속도

가 더 큰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했다.

Fig. 4. Ranges of external forces.

3. 수치해석결과분석

동적수치해석은 ABAQUS를 이용했다. 3차원들보 

요소를 이용한 유한요소로 이산화 하였으며 ABAQUS

의 요소 자동생성 기능을 이용해 요소 크기가 2 m내

외에서 결정되도록 했다. 동해석은 implicit dynamic으

로 수행 하였다. 시간 간격은 주어진 지반가속도의 측

정간격과 동일하게 0.005초로 설정 했으며 전체 해석

시간은 주어진 자반가속도의 측정시간과 일치시켜 90

초 전후의 해석시간을 적용했다. 동적모드는 고정단모

형과 선형스프링모형 3개, 총 4개의 경우를 비교한다. 

동적응답은 타워헤드의 최대 가속도 크기를 4개의 지

진과 7개의 지반조건, 총 28개의 경우에 대해 비교분

석한다.

3.1 동적모드 분석

고정단모형 및 세 종류 강도의 흙을 모사한 선형스

프링모형에 대한 1차~5차 고유진동수와 고유모드가 

각각 Table 2와 Fig. 5에 기록되어 있다. 구조물이 120

도 회전대칭이기 때문에 횡방향지배 모드는 고유진동

수와 고유모드가 두 개씩 짝지어 나타난다. 모드형상

을 볼 때 고정단모형의 1, 2차 모드는 선형스프링모형

의 1, 2차 모드에 대응된다. 하지만 3, 4, 5차 모드는 

순서가 약간 바뀌어 고정단모형의 3차 모드가 선형스

프링모형의 5차 모드와 비교되어야하고 고정단모형의 

4, 5차 모드가 선형스프링모형의 3, 4차 모드에 대응

된다. 

이진학(Yi) 등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선형스프링

모형의 고유진동수는 흙의 강도변화에 둔감하게 변화

하는 경향을 보였다10). 반면 고정단모형의 고유진동수

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즉, 고정단모형을 사용할 때는 

고유진동수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

다. 모드형상은 고정단과 선형스프링모형 모두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Table 2. Natural frequencies of the tower with tripod substructure

Mode

Natural frequency (Hz)

Fixed support 
model

Linear soil-pile interaction model

Stiff clay Medium clay Soft clay

1st 0.5386 0.4396 0.4136 0.3380

2nd 0.5386 0.4396 0.4136 0.3780

3rd 2.3927 1.3167 1.1777 1.0589

4th 2.6441 1.3168 1.1777 1.0589

5th 2.6442 1.5476 1.3641 1.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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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5. Dynamic mode shapes: (a) fixed support, (b) stiff clay, 
(c) medium clay and (d) soft clay.

3.2 동적응답 분석

Fig. 6은 지점모형에 따라 변화하는 최대 절대 가속

도를 비교하고 있다. 무른 흙의 경우 고정단의 응답이

Fig. 6. Maximum magnitudes of accelerations at the tower 
head for different supports models.

가장 큰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해상풍력발전기는 많

은 질량이 구조물 가장 높은 곳에 집중되어있어 주요 

모드의 거동이 타워헤드에 집중된다. 타워헤드는 지점

에서 먼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점모형의 변화

에 따른 영향력이 비교적 적다. 이런 이유로 구조물의 

동적 주요 모드들을 비교하면 지점의 모형에 관계없이 

타워와 타워헤드의 모드형상이 거의 같을 것이며 이는 

Fig.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점의 강성이 커지

면 지진지반의 움직임이 구조물에 가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동적응답이 커진다. 흙의 강도가 높아지면 고

정단모형, 선형스프링모형, 비선형스프링모형의 강성

차이가 작아지며 그에 따라 최대 절대 가속도가 비슷

해진다. 

Fig. 7은 지반 상태에 따른 최대 절대 가속도의 변화

를 비교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tripod 하부구조물을 

가진 해상풍력발전기의 지점을 선형스프링모형으로 

가정한 경우 구조물의 동적거동이 토양특성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Fig. 6의 위쪽그

림들의 결과와 상통한다10). 하지만 비선형모형은 토양

특성에 따른 구조물의 동적응답, 최대 절대 가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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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aximum magnitudes of accelerations at the tower 
head for stiffness of clay.

편차가 상당하다. 특히 이런 현상은 Denali 지진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특징으로 미루

어볼 때 선형가정이 타당한 지반조건에서는 토양특성

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선형가정 사용이 어

려울 정도로 비선형성이 강한 상황 등 비선형스프링모

형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선 토양특성을 반드시 신경 

써 주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지반-말뚝의 상호작용모형과 지반모

형의 변화에 따라 twisted tripod 하부구조를 가진 해상

풍력발전기가 지진에 어떤 동적응답을 보이는지 분석

했다. 지반-말뚝 상호작용은 고정단모형, 선형스프링모

형, 비선형스프링모형 세 가지를 사용했으며, 지반모형

은 단단한 흙, 중간 강도를 가진 흙, 무른 흙에 대해 검

토 하였다. 지진은 국내지진 두 개와 해외지진 두 개를 

적용하였으며 외국지진 중 하나는 강진, 다른 하나는 

국내지진과 비슷한 진도를 가진 지진으로 선정 했다. 

동적응답은 타워헤드의 최대 절대 가속도를 대푯값

으로 선정해 분석했다. twisted tripod의 동적응답은 고

정단모형에서 가장 크고 선형스프링모형, 비선형스프

링모형 순으로 작아진다. 또한 선형스프링모형의 동적

응답은 지반특성 변화에 둔감한 반면 비선형스프링모

형의 동적응답은 상당히 민감하게 변한다. 

이 논문의 연구는 토양성질과 지진지반가속도의 수

가 다소 작고 타워헤드의 가속도만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제시한 방법이 지반상태 및 말뚝-지반 간의 상호

작용을 더욱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

델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이 

연구를 확장하여 많은 지진, 많은 종류의 토양성질에 

대해 수치해석을 실시해 여러 종류의 동적응답에 대해 

통계적 특성을 분석한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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