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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

규모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한

반도의 서남해안은 비교적 낮은 수심과 양질의 풍자원으로 대

형 개발계획이 준비되고 있다. 이 해역은 수심이 낮고 해저지

반이 발달하여 해저지반에 직접 지지되는 해상풍력구조물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지지구조물은 주로 수직방향주부재를 

외측에 배치한 자켓(jacket)형식의 지지구조(이하 자켓구조)

와 중앙에 주부재를 두고 바깥쪽의 지지점을 사재로 연결한 세

발(tripod)형식의 지지구조(이하 세발구조)가 대표적이고 새

로운 구조형식도 시도되고 있다(Park and Park, 2019). 대상해

역은 연근해 항로에 인접하여 선박들의 통항이 빈번한 곳으로 

기상악화나 인적오류 등에 기인한 선박충돌사고의 발생가능

성이 높은 곳이다. 

해상풍력타워와 선박의 충돌거동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

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활발하게 추진되

었다. 현재 풍력타워 지지구조물의 형식이나 풍력터빈의 용량

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단계이므로 선박충돌에 대한 연구도 

이에 발맞추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상풍력타워의 

충돌거동에 대한 해석으로는 버켓기초를 갖는 단일기둥 풍력

타워에 대한 충돌해석이 먼저 이루어졌다(Lee et al., 2012). 이 

연구에서는 상선이 다양한 충돌조건에서 풍력타워와 충돌시 

발생하는 거동에 대한 비선형 동적해석이 이루어졌다. 이 연

구에서는 버켓기초가 다양한 충돌조건에 따른 타워구조물의 

파괴에서도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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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Cho and Kim, 2013)에서는 모노파일로 지지되는 풍력타

워에서 상선과 바지선 등에 의한 충돌에 대해서 비선형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취약도 곡선을 산정하였다. 국

외에서 이루어진 연구(Moulas et al., 2017)에서는 모노파일 및 

자켓으로 구성된 지지구조물에 대해서 DWT4000톤 크기의 

선박이 선수 및 측면 충돌하는 거동에 대한 비선형해석을 수행

하여 지지구조물의 변형 및 응력집중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방법론을 검증하는 연구로 판단된다. Bela 등

(2017)의 연구에서는 선박을 강체와 유연체로 가정하여 모델

링하고 모노파일로 지지되는 해상풍력타워에 충돌시켜 풍력

발전기 낫셀(nacelle) 에서의 응답을 산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모노파일로 지지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특히 지반의 강도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충돌선박을 강체로 가정한 경우

에 유연체로 가정한 경우에 비하여 2배의 응답이 산정된다는 

결과를 얻어 선박의 강도가 충돌거동의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

용된다는 기존의 결론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대부

분 모노파일로 구성된 지지구조물을 가진 해상풍력타워의 충

돌거동에 관심을 두는 것에 반해 Hao와 Liu(2017)의 연구에서

는 모노파일, 세발구조, 자켓구조물로 구성된 지지구조물의 

특성에 따른 충돌거동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DWT3000

톤의 충돌선박이 0.5m/s에서 2.0m/s의 충돌속도를 가지고 정

면 및 경사충돌하는 경우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하였고 이 때 

낫셀(nacelle) 위치에서의 응답을 비교하였다. 하지만 각각의 

지지구조가 동일한 용량의 풍력발전기를 지지하기 위해 설계

된 구조물인지 불명확하고 최대충돌력에 대한 접근이 불확실

한 점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자켓구조물의 낫셀 응답이 가

장 작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상대적은로 작

은 단면을 가진 부재들로 구성된 자켓구조물에 발생하는 충돌

이 다른 지지구조에 비해 국부적으로 소성변형이 집중된 것으

로 판단된다. 그 밖에 모노파일로 지지되는 풍력터빈에 대해

서 운용 중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풍력발전타워의 안정

성을 바람과 충돌방향에 따라 분석하는 연구(Song et al., 2021)

이 최근 발표되어 풍력타워에 대한 선박충돌연구가 단순한 응

답산정 방법론에서 진일보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기술현황에서 동일한 용량의 상부

풍력발전기를 지지하기 위해 설계된 세발구조와 자켓구조로 

이루어진 해상풍력타워에 대하여 선박의 충돌해석을 수행하고 

구조형식에 따른 각 지지구조의 충돌특성과 거동을 다양한 충

돌조건에 대하여 산정하였다. 충돌선박은 바지선과 상선을 고

려하였고 충돌에너지의 증감을 고려하기 위하여 충돌속도를 변

화시켰다.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남해안의 특성을 고려

하여 수위변동에 따른 충돌위치에 따른 충돌거동을 산정하였다.

2. 충돌모델의 구성

2.1 지지구조물 

해석의 대상인 지지구조물은 세발(tripod)구조와 자켓(jacket)

구조의 두 가지이다. 두 지지구조는 모두 3MW용량의 해상풍

력발전기를 지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이 구조물들은 이전

의 해상풍력타워의 내진해석에 관한 연구(Lee et al., 2019)에

서 사용되었던 구조물과 동일한 구조물이다. 이 구조물의 탄

성거동에 대한 비교는 위의 연구에서 참조할 수 있다.

세발구조는 중앙의 주기둥을 3개의 기초방향에서 지지하

는 2종의 사재(Leg and Brace)와 각각의 기초를 연결하는 보강

재로 이루어져 있다(Fig. 1). 이를 지지하는 기초는 주기둥을 

중심으로 정삼각형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0m이다. 풍력타워의 상부구조는 주기둥과 직결

된다. 전체적으로 상부구조를 지지하는 재료가 대부분 주기둥

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3개의 기초에서 사재로 지지하는 구조

이다. 

자켓구조는 Fig.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4개의 주기둥이 

8m의 간격으로 정방형을 이루어 평면상에서 배치되고 사재와 

가로보가 이를 지지하는 구조이다. 기초는 주 지지구조의 상

부에는 연결부가 설치되어 각각의 기둥부재를 강결 구속하고 

풍력타워의 상부구조물과 연결부를 제공한다. 각각의 부재가 

Fig. 1  Tripod suppor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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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는 곳은 다른 일반부위보다 두꺼운 강재가 사용되어 집중

되는 힘을 지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지구조는 각각 쉘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였고 자

켓구조물의 경우는 연결부에서 두께의 변화를 고려하여 모델

링하였다. 자켓구조물의 상부에 있는 연결 부위는 다른 부재

에 비하여 강성이 매우 큰 부재이고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부위임을 고려하여 집중질량과 구속조건을 이용하여 모

델링하였다. 

이상과 같은 지지구조에 의해서 지지되는 3MW의 해상풍

력발전기는 연결부에서 발전기의 회전축까지 62m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 연결부에서 4.5m, 상단에서 3.0m의 지름을 갖는 

변단면 실린더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선박충돌에 직

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모델링을 

위하여 보요소로 모델링하였다. 상부에 설치되는 발전기는 회

전축의 위치에 집중질량으로 고려하였다. 

해저지반의 지지력에 따른 충돌거동의 분석은 지지구조물

의 형식에 못지않게 광범위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지지구조물

의 형식에 따른 충돌거동의 분석을 목표로 하는 본 논문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Lee et al., 2012)에서 해상풍력

타워의 선박충돌 해석시 충분한 지지력을 제공하는 기초의 도

입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대변형이 발생하는 충돌해석의 특

성상 지지력의 미세한 변화는 전체적인 거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저지반을 고정점으

로 가정하여 충돌모델을 작성하였다. 

모델링 결과 해저지반상부의 구조물의 질량은 세발구조가 

587.8E3kg, 자켓구조가 355.0E3kg으로 세발구조가 약 1.66배

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 

2.2 충돌선박

본 연구에서 고려한 충돌선박은 연근해에서 통행량이 많은 

바지선과 상선이다. 선박은 일반적으로 외부강판과 이를 보강

하는 수많은 보강재로 구성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전체를 상세

모델링하기 보다는 충돌이 발생하는 부위만 상세 모델링하고 

다른 부위는 충돌질량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모델링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선수충돌을 가정하여 

선수부분을 상세모델링하고 선박의 본체부분은 단순하게 모

델링하여 두 부분의 요소망을 구속조건을 이용하여 일체화시

켰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바지선의 크기는 8000P크기로 길이길이 

80m, 폭 20m, 깊이 5m의 크기를 가정하였으며 선박 외판의 두

께는 15mm이며, 보강재는 12mm를 가정하였다. 바지선의 충

돌질량은 선체 및 화물 부가질량을 포함하여 6.6e6kg의 충돌

질량을 갖도록 선체부분의 밀도값을 조정하여 모델링하였다

(Fig. 3, Table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선의 충돌모델(Fig. 4)은 7000GT급 

자동차 운반선이며 선체의 길이 140m, 폭 23m의 크기를 가진 

구조물이다. 이 선박의 외벽도 12mm의 강판으로 구성된 것으

Fig. 2  Jacket support structure Fig. 3  Bar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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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정하였다. 전체 충돌질량은 선체부의 밀도를 조절하여 

16.7E6kg의 충돌질량을 갖도록 하였다(Table 1). 

충돌거동은 두 구조물 모두 비선형거동이 발생하는 것이 일

반적이므로 강재의 탄소성 거동을 고려한 재료모델을 사용하

였다(Fig. 5).

3. 충돌해석

충돌 해석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 매개변수는 충돌에너지

와 충돌위치라 할 수 있다. 충돌 초기의 충돌에너지는 충돌선

박의 운동에너지의 형태이므로 충돌에너지를 변화시키려면 

충돌속도를 변화시키거나 충돌질량을 변화시켜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모델링된 충돌선박의 속도를 변화시켜 충돌에너지

의 변화를 고려하였다. 해석에서 고려된 충돌속도는 각각 2.60, 

3.68, 4.50, 5.20m/s로 동일한 충돌질량을 가정한 경우 운동에

너지의 크기는 1.0, 2.0, 3.0, 4.0배 이다. 

해상풍력타워는 기본적으로 지반을 지점으로 하는 외팔보 

구조물이기 때문에 지반으로부터의 충돌력이 작용하는 지점

까지의 모멘트 팔의 길이가 구조물의 거동에 주요한 변수가 된

다. 특히 한반도의 서남해는 조수위의 변화가 큰 곳으로 이러

한 충돌위치가 상하로 크게 변화한다.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상하 3.5m의 충돌위치 변화를 고려하

여 총 7m의 수직방향 충돌위치를 고려하였다. 최고조위에서 

바지선은 주기둥에 충돌하지만 최저조위인 경우 사재와 기초

의 연결부에 처음 충돌하게 된다. 그 사이에서는 사재에 처음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사재의 파괴모드가 가장 먼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부재가 외측에 위치한 자켓구조의 경우 

수직방향 충돌위치의 변화가 발생해도 모든 경우 주기둥에 처

음 충돌한다. 이와 같은 해석의 경우를 정리하면 “H±숫자”는 평

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수면의 변화에 따른 충돌위치를 나타

내고 “Ex숫자”는 기본충돌에너지에 대한 충돌에너지의 변화

에 따른 해석을 나타낸다. 기본충돌에너지는 충돌속도 2.6m/s

인 경우에 각 충돌선박이 가지는 운동에너지이다.

이상과 같은 조건에서 충돌해석을 양해법의 상용프로그램

인 ABAQUS6.14/Explicit(Dassault Systèms Simulia Corp, 2013)

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작은 시간간격을 필요로 하는 

요소에 대하여 국부적으로 mass scaling기법을 적용하여 4.0e-6

초 내외의 최소 시간간격을 가지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자켓구

조물에 상선이 충돌하는 해석의 경우 Intel(R) i7 9700k 8Core 

3.6Ghz에서 12개의 Thread를 이용하여 약 560분의 해석시간

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전체 해석의 경우는 모두 

44개이다. 실제 해석은 국가슈퍼컴퓨팅센터의 Nurion system 

(National Supercomputing Center, 2021)에서 40노드의 중앙처

리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4. 해석결과 

4.1 충돌변형

선박의 충돌위치에 따른 지지구조와 선박의 해석 종료시 변

형형상의 예를 Fig. 6 ~ Fig. 8에 도시하였다. 

최저조위에서 세발구조에 바지선이 충돌하는 경우는 바지

선의 선저와 지지구조의 사재와 기초를 연결하는 부분에 먼저 

접촉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에는 선박의 충돌력이 

지지구조를 거치지 않고 지반으로 바로 전달되므로 지지구조

의 충돌거동을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외하여야 할 것으

로 판단되었다. 저조위에서의 충돌은 선박과 사재에서 주로 

변형이 발생하였고 고조위의 충돌에서는 강성이 큰 주기둥에 

직접 선수가 충돌하여 선수의 변형이 크게 발생하였다. 전체

적으로 부분적인 변형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구조물 각 부재의 

연결 및 지지구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발구조에 

Table 1  Mass properties of collision vessels

TP-CC

H-3.5

Barge Ship

volume

(m3)

density

(kg/m3)

mass

(kg)

volume

(m3)

density

(kg/m3)

mass

(kg)

 Bow 0.905 7800 20.0e3 11.18 7800 87.7e3

Body 332 19.3e3 6.4e6 88.4 189.e3 16.6e6

 whole 6.6e6 16.7e6

Fig. 4  Ship model

Fig. 5  Strain-stress relation of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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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선의 충돌거동은 해석에 사용된 상선의 높이가 바지선

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바지선의 충돌과는 다르게 

집중하중이 아니라 분포하중의 형태로 충돌이 발생하였다. 따

라서 지지구조를 측면으로 밀어내는 양상의 변형을 발생시키

고 충돌위치가 올라갈수록 전도거동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상선에 의한 세발구조의 충돌에서는 부재의 연결부에서 과도

한 변형이 발생하였다(Fig. 6). 

자켓구조에 대한 바지선의 충돌거동은 충돌이 발생하는 위

치에서의 부재밀집정도에 따라 지지구조의 변형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강성이 큰 횡방향 다이아프램의 인근에 충돌

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재의 변형이 부재의 중앙부에 충돌하

는 경우에 비하여 작게 나타났다(Fig. 7).

자켓구조에 상선이 충돌하는 경우의 지지구조는 붕괴하는 

거동을 보였다(Fig. 8). 이는 세발구조에 해당선박의 충돌시 발

생하는 변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큰 변형으로 본 연구와 

같은 조건에서는 자켓구조의 충돌저항능력은 세발구조에 비

하여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4.2 탑정부의 변위이력

하부구조의 충돌시 풍력발전기가 위치하는 상부절점에서

의 횡방형 변위시간이력을 Fig. 9 ~ Fig. 10에 도시하였다. 저조

위에서 세발구조에 바지선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사재와 기초

의 연결부와 선저사이에 간섭이 발생하여 충돌력이 직접 지반

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에 지지구조에 가해지는 영향이 작게 나

타난다. 이러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돌위치가 

상승할수록 더 큰 변위를 보이고 있다. 변위의 형상은 충격에 

의한 자유진동의 형태이며, 구조물의 전체적인 규모를 고려하

여 볼 때 충돌 후에 소성거동에 의한 잔류변형은 크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된다. 

Fig. 6  Final deformation shape of tripod-ship collision for Ex4.0 case

Fig. 7  Final deformation shape of jacket-barge collision for H-3.5 case

Fig. 8  Final deformation shape of tripod-ship collision for Ex4.0 case

(a) barge

(b) ship

Fig. 9  Displacement time history tripod structure as collision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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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상선이 세발구조에 충돌하는 경우에는 하부에 충돌

했을 경우에는 비교적 작은 범위의 변형을 보이지만 충돌위치

가 상승할수록 변위는 급격히 늘어난다. 하지만 구조물의 반

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잔류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자켓구조의 상단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위치에서의 변위응

답은 Fig. 10에 나타나 있다. 바지선이 충돌하는 경우 저조위의 

충돌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재강도가 약한 수직부재의 중앙부

에 충돌하기 때문에 지지구조의 변형이 커진다. 또한 상부의 

변위도 이 부분에 충돌하는 경우 변위의 방향이 선박의 충돌방

향과 반대로 발생하고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하부구조의 충돌변형시 발생한 꺽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기존의 연구결과(Song et al., 2021)에

서도 비슷한 거동을 볼 수 있다. 부재가 집중된 연결부에 충돌

한 경우는 모두 선박의 충돌방향으로 주된 변형이 발생하고 변

위도 크지 않다. 다만 모든 경우에 진동하는 거동을 보여 충돌 

후에도 구조물의 강성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켓구조에 충돌에너지가 큰 상선이 충돌하는 경우에 탑정

부의 변위거동은 저조위의 충돌을 제외하고는 해석시간영역

내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크기도 다른 경우보다 매

우 커서 사실상 구조물의 붕괴를 나타내고 있다. 

위와 같은 거동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고려한 두 가지 종류

의 해상풍력 지지구조물에서 충돌에 대한 저항력은 강성이 큰 

부재가 집중적으로 구성된 세발구조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4.3 에너지 변화

충돌시,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는 선박의 운동에너지이고 충

돌이 진행되면 이 에너지가 지지구조와 선박의 소성변형에너

지(plastic strain energy, PE)로 변환되어 소산한다. 추가적으로 

구조물이 저장되는 탄성변형에너지(strain energy, SE)는 소산

되지 않고 운동에너지나 기타의 소산메카니즘으로 변환되거

나 구조물에 잔류하게 된다. 따라서 변형에너지의 최고점은 

충돌이 종료되기 전에 발생한다. 충돌이 종료되면 대부분의 

변형에너지는 운동에너지등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실제 선박

의 충돌에너지를 주로 소산하는 것은 소성변형에너지이다. 

Fig. 11에서 세발구조에 초기 충돌에너지가 다른 충돌시 시스

템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었다. 충돌에너지가 작은 경우에는 

(a) barge

(b) ship

Fig. 10  Displacement time history jacket structure 

as collision location

(a) Ex1.0

(b) Ex4.0

Fig. 11  Energy history of tripod-ship as collision energy

(VSL means vessel, Pro means protectiv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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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소성변형에 의한 에너지소산이 주가 되었지만 충돌에

너지가 증가된 경우에 대해서는 오히려 방호공의 에너지 소산

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선수의 압괴에 의한 강성

의 증가와 지지구조의 부분적인 파손에 따른 강성약화에 의해

서 나타난다고 판단된다.

자켓구조에 대해서 동일한 충돌에너지 변화에 따른 에너지 

분포의 변화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충돌에너지가 낮은 경우

와 높은 경우 모두 지지구조의 에너지 소산이 선박의 소성에너

지 소산보다 큰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자켓구조에서는 큰 충돌

에너지를 가진 충돌이 발생한 경우 지지구조의 붕괴가 발생하

여 충돌이 종료되지 않았다. 이는 선박의 운동에너지가 해석

의 종료점까지 반동하지 않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지구조와 상선이 충돌하는 경우 충돌위치와 충돌에너지

에 따른 충돌시 최대 에너지 값을 Table 2 ~ 3에 나타내었다. 여

기서, PE, KE, SE는 각각 소성변형에너지, 운동에너지, 변형에

너지를 나타내고 아랫첨자중 P는 지지구조물을 나타내고 V는 

선박을 의미한다. 각 Table은 충돌위치에 대한 해석경우(H)와 

충돌에너지의 크기(E)에 대한 해석경우로 나누어져 있다. 충

돌에너지에 따른 해석경우는 최대 충돌에너지에 대해서 각각 

0.25, 0.50, 0.75, 1.00배의 충돌에너지를 고려하였다. 선박의 

종류에 따라 충돌의 기준이 되는 에너지의 경우에 대해 밑줄로 

표시하였다. 바지선의 기준충돌에너지는 22.23MJ(=22.23E6 J)

이고 상선의 기준 충돌에너지는 226.45MJ이다. 따라서 본 해

석에서 고려한 충돌에너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약 10배의 차

이가 난다. 

Table 2는 세발구조에 상선이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최

대 에너지를 정리한 것이다. 충돌위치에 따라 구조물과 선박

이 소산하는 에너지의 비를 보면 하부에 충돌하는 경우는 구조

물의 에너지 소산이 월등하지만 충돌위치가 상부로 갈수록 선

박의 에너지 소산이 커져 최종적으로는 지지구조의 에너지 소

산량와 선박의 에너지 소산량이 역전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

다. 이는 하부에 충돌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강성이 약한 사재

에 먼저 충돌이 발생하고 상부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강성이 큰 

주기둥에 선박이 충돌하게 되어 강성이 작은 쪽의 변형이 커져

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충돌에너지가 커질수록 지지구

조물이 소산시키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에서는 자켓형식의 지지구조에 바지선이 충돌하는 경

(a) Ex1.0

(b) Ex4.0

Fig. 12  Energy history of jacket-ship as collision energy

(VSL means vessel, pro means protective structure)

Table 2  Maximum energy as types in the collision event

(tripod-ship, MJ)

Case PEP KEP PEV KEV
PEP

/PEV

H-3.5 131.44 2.06 60.73

226.45

2.16

H-2.5 145.20 2.27 48.32 3.00

H-1.5 131.40 2.43 61.02 2.15

H+0.0 121.71 2.62 68.84 1.77

H+1.5 93.57 2.84 93.32 1.00

H+2.5 92.79 3.08 95.88 0.97

H+3.5 90.61 3.34 98.49 0.92

Ex1.0 16.92 0.50 28.53 56.61 0.59

Ex2.0 57.41 1.28 35.60 113.41 1.61

Ex3.0 77.66 1.63 64.09 169.59 1.21

Ex4.0 121.71 2.62 68.84 226.45 1.77

Table 3  Maximum energy as types in the collision event

(jacket-barge, MJ)

Case PEP KEP PEV KEV
PEP

/PEV

H-3.5 16.26 0.48 2.88

22.23

5.65

H-2.5 16.03 0.31 2.98 5.38

H-1.5 7.07 0.06 11.19 0.63

H+0.0 4.01 0.17 14.21 0.28

H+1.5 4.73 0.26 13.38 0.35

H+2.5 4.64 0.26 13.36 0.35

H+3.5 8.68 0.09 9.20 0.94

Ex1.0 4.01 0.17 14.21 22.23 0.28

Ex2.0 20.14 0.37 18.76 44.53 1.07

Ex3.0 36.42 0.72 23.02 66.59 1.58

Ex4.0 49.55 1.29 31.09 88.91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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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최대에너지를 정리하였다. 충돌위치에 따른 지지구조와 선

박의 에너지소산비율을 보면 부재의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강성

이 작은 하부에 충돌하는 경우에 지지구조의 소산에너지가 크게 

나타나고 다른 경우에는 모두 선박이 지지구조에 비하여 큰 에

너지소산을 보인다. 추가적으로 충돌에너지의 크기에 따른 소산

에너지의 비율은 충돌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선박의 기여도가 커

지는 것을 세발구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해상풍력기초를 지지하는 2가지 종

류의 지지구조에 대하여 다양한 조건에 대한 선박충돌해석을 

수행하고 충돌거동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1) 조위에 따라 충돌위치가 상승할수록 충돌부의 소성변형

과 이로 인한 상부의 변위는 급속히 증가한다. 

2) 충돌위치의 부재의 밀집에 따른 강성에 따라 선박과 지

지구조의 소성에너지 소산비가 크게 달라진다. 

3) 충돌 후 지지구조의 자립 및 잔류강도의 측면에서는 부

재의 집중도와 강성이 큰 세발구조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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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서남해상에 건설예정인 해상풍력발전타워의 지지구조물로 고려되고 있는 세발구조와 자켓구조의 선박충

돌 거동을 비선형동적해석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 구조물은 3MW용량의 풍력타워를 지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두 지지구

조는 쉘요소를 이용하여 비선형 거동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모델링하였고, 발전기를 포함하는 상부의 타워구조물은 탄성재료를 이용하

여 보요소와 집중질량으로 모델링하였다. 전체 질량은 세발구조가 자켓구조에 비하여 약 1.66배 정도였다. 바지선과 상선을 충돌선박

으로 선정하여 모델링하였다. 조수차의 조건을 고려하여 충돌선박의 충돌위치를 평균해수면의 상하로 3.5m변동하는 것으로 고려하

였다. 또한 각 선박의 최소충돌속도(=2.6m/s)에서의 충돌에너지를 각각 4배까지 증가시키면서 충돌거동을 산정하였다. 해석결과 지

지구조 충돌부위의 강성이 클수록 선박의 소성에너지 소산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충돌조건에 따라 풍력타워의 변형은 진동에

서 붕괴까지 발생하였다. 세발구조가 자켓구조에 비하여 큰 충돌저항력을 보였다. 이는 중앙부에 강성이 집중된 구조적 특성과 상대

적으로 많은 강재의 사용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해상풍력타워 지지구조물, 선박충돌해석, 세발구조, 자켓구조, 충돌 높이, 에너지소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