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풍력 타워-지지구조 연결부 설계기  황 

Current Issues of Design Code for Tower-Substructure Connection 

on Offshore Wind Turbine

지  습
*
       임 재 

**
       최 국 권

***
      김 지 환

****

                Goangseup Zi    Jae Young Lim    Gukgwon Choi    Jihwan Kim

ABSTRACT

In this study, current issues of design code for the connection between tower and substructure on 

offshore wind turbine were discussed and compared.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 타워-지지구조 연결부의 국내 외 설계기  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설계기 들의 비교분석을 수행하 다.

 

 1. 서 론

   최근 세계 으로 신재생에 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상 풍력발  기술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 하고 비용을 감할 수 있는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 기술을 개발하

기 한 첫 단계로서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동향을 잘 반 하고 있는 국내외 설계기 을 조사하

다. 조사된 기  등을 통하여 설계기법  안 성 평가방법 등을 국내 해상풍력 지지구조 설계기

과 비교․분석하여 국내 해상풍력 련 설계 기술  기 에 한 개선방향을 검토하 다.

 2. 해상풍력 타워-지지구조 연결부의 정의

   해상풍력 구조는 크게 나셀, 타워, 하부구조물로 분류된다. 해상풍력 타워-지지구조 연결부란, 나

셀을 지지하는 타워와 하부구조물 사이에서 타워의 하 을 하부구조물로 달시키는 부분을 의미한

다.

3. 국내·외 설계기   기  비교

   국내외 해상풍력 련 기술동향을 비교 검토하기 해서 해상풍력 구조물 련 설계기   지침 

등을 조사하 다. 재 해상풍력 발 설비에 한 국내 설계기 으로는 한국선 (KR)에서 발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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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풍력발  시스템의 기술 기 (2011)』이 있으며, 해외 기 으로는 노르웨이 선 (DNV)의 

『DNV-OS-J101』와 미국 API의 『API 2A-WSD』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해양 랫폼에 련

된 설계기 으로 ISO에서 발간한 『ISO 19902』와 『ISO 19903』가 있으며, 육상풍력 발 설비에 

한 설계기 으로는 일본토목학회(JSCE)의 『풍력발 설비 지지구조물 설계지침·동해설(2010)』이 

용되고 있다. 표 1은 해상풍력 타워와 지지구조 연결부의 국내·외 설계기 들을 비교 분석하 다.

표 1 국내·외 해상풍력 타워-지지구조 연결부 설계기  비교  분석

   해상풍력 타워-지지구조 연결부를 해 KR, DNV, API, ISO 19902 기 은 Steel 타워와 Steel 지

지구조를 상으로 하고 있으며, ISO 19903 기 은 해상 콘크리트 랫폼 설계기 을 다루고 있다. 

JSCE 기 은 Steel 타워와 콘크리트 지지구조를 이용한 1〜2MW 용량의 육상풍력발 설비를 상으

로 하고 있다. KR, DNV는 ISO는 허용응력 설계법을 용하고 있는 반면, API와 JSCE는 허용응력 

설계법을 용하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KR, DNV, API, ISO와 JSCE 등 국내·외의 해상풍력 타워-지지구조 연결부 설계기

의 황에 한 조사를 실시하 다. 각 설계기 의 용 범 와 그 특징에 한 조사 결과, 해상 

Steel 타워와 Steel 지지구조의 연결부에 한 설계기 은 제안되어 있으나, 해상 Steel 타워와 콘크

리트 지지구조 연결부에 한 설계기 은 재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한 설계기  제안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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