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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소개 

 사단법인  한국선급은  현재  선박분야에서  GL 및  DNV와  경쟁하고 있는  기관. 
 

 1960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약 700여명 젂문가를  확보한  선박인증  및  검사기관으로서,  
   주요 해운국  51개  정부로부터 선박 검사권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  

 
 국내(15) 및 국외(64)개 Global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춖  기관임.  
   선급분야에서 10대 선급 중 하나이며 등록톤수로 7위에 해당됨.  

©   Korean Register, Green & Industrial Technology Centre. All rights reserved 



인증의 목적 및 정의 

 인증이란 제 3 자가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적합성 평가로 알려진 지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고 서면보
증서를 발급하는 젃차 

 풍력발젂기의 앆정성 확보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풍력발젂 시스템을 제작하여 국제무역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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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기본요건 

국제적인 인증기관이 되기 위한 기본요건은 아래와 같음 

Body Location Standards used 

Germanischer Lloyd Germany 
GL Rules, DK 472, 

NVN11400-0, IEC 

DNV Denmark DK 472, IEC 

CIWI, ECN/KEMA Netherlands NVN11400-0, IEC 

TÜV Germany IEC 

CRES Greece IEC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 

NREL 

USA IEC 

 

기본요건 

제3기관으로

의 독립성 

기술기준의 

확보 

품질시스템 

ISO 17020/ 

17025 

ISO  

Guide65 

평가능력 

상호인증을 

위한 기술기

반 확보 

정기적 절차 

및 규정의 개

정 

적합성 확인

을 위한 절차 

및 규정의 해

석능력 

기술적 요구

사항에 대한 

해석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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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종류 

• 풍력터빈 형식이 설계가정, 지정된 규격, 기술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설계, 

문서화, 제작되었는지를 평가 

• 유효기간 5년 이내 

형식 인증 

Type Certification 

• 주요 구성부품이 설계가정, 지정된 규격, 기술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설계, 

문서화, 제작되었는지를 평가 

• 유효기간 5년 이내 

부품 인증 

Component Certification 

• 새로 개발하는 풍력터빈의 시험을 목적 

•  유효기간 3년 이내 

프로토타입 인증 

Prototype Certification 

• 형식인증을 받은 풍력터빈 및 기초설계가 지정 사이트의 외부조건, 건

설 및 전기규격, 기타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평가 

• 인증 유지를 위해 정기검사가 필요 (검사 2년6개월 이내) 

프로젝트 인증 

Project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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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종류와 인증서, 확인서 

 인증서(Certificate), 임시증서(Provisional Certificate), 적합확인서(Statement) 

 유효기갂의 확인  

 지적사항의 처리 

 인증서의 관리 및 변동사항의 보고 

Prototype 

Certificate 

Type 

Certificate 

Reissued Type 

Certificate 

Modification Modification 

Certificate

Project 

Certificate

Type 

Certificate

Prototype 

Certificate

Component 

Certificate

Conformity 

Statement

Conformity Statement for

Foundation Manufacturing Evaluation

Conformity Statement for

Type Characteristic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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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의 발행 

©   Korean Register, Green & Industrial Technology Centre. All rights reserved 



부품인증 

IEC 기준으로 부품인증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인증기관이 부품인증을 요구하고 있음. 

 부품인증의 구성 모듈 

  설계근거평가 

  설계평가 

  형식시험 

  제조평가 

  최종평가 

Component Design 

Evaluation

Component Type 

Testing 

Component 

Manufacturing 

Evaluation

Component 

Certificate

Final evaluation

Design Basis 

Evaluation

Type Certificate

Design Evaluation

Optional Module

Type Testing 

Manufacturing 

Evaluation

Foundation Design 

Evaluation

Final Evaluation

Type Characteristics 

Measurements

Foundation 

Manufacturing 

Evaluation

Component Design 

Basis Evaluation

 승인받아야 하는 부품 
 rotor blades;  
 rotor hub; 
 rotor shaft; 
 main, pitch and yaw bearings (pitch and yaw drives); 
 main bearing housings; 
 gear box; 
 locking devices and mechanical brake; 
 generator, transformer; 
 main frame, generator frame; 
 tower;  
 sub-structure (optional); 
 foundation (optional); 
 bolted connections; and 
 hub and nacell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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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입 인증(Prototype Certification) 

프로토타입은 개발중인 시스템의 인증으로 설계변경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 
 

 시험용 WT에 대한 인증  

 3년 유효기간의 증서를 발급 

 다음의 모듈로 구성됨 

• basic design evaluation; 

• prototype test plan evaluation; and 

• safety and func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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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 

형식인증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Design Basis 

Evaluation

Type Certificate

Design Evaluation

Optional Module

Type Testing 

Manufacturing 

Evaluation

Foundation Design 

Evaluation

Final Evaluation

Type Characteristics 

Measurements

Foundation 

Manufacturing 

Evaluation

Safety and

Function Tests

Blade Tests

Power Performance

Measurements

Load

Measurements

Other Tests
Type Test

Conformity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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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 

블레이드 형식시험은 국제적으로 정립은 되었으나 국가별로 상이함 

Full scale structural testing is required for every new type of blade 

Alternative method can be acceptable by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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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 

Gear Box 시험기준은 국제적으로 완결단계에 와 있음 

Tomorrow 

GEC 

N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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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인증(Project Certification) 

프로젝트인증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형식인증된 WT 및 설계가 해당 사이트의 외

부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확인  

  적용가능한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지의 확인 

  사이트의 바람조건, 홖경조건, 전력계통 및 토

양조건이 인증된 WT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설치 및 시운전이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확

인 

  풍력단지 소유자, 투자자, 보험회사는 단지의 

성공, 기대 수명 동안 안전 및 성능 기대 

Site Conditions 

Assessment

Design Basis 

Evaluation 

Type Certificate

Optional Module

Integrated Load 

Analysis 

Wind Turbine/RNA 

Design Evaluation 

Wind Turbine/RNA 

Manufac. Surveillance

Support Structure 

Design Evaluation

Support Structure 

Manuf. Surveillance

Other Installations 

Design Evaluation

Other Installations 

Manuf. Surveillance

Transportation & 

Install. Surveillance

Commissioning 

Surveillance

Final Evaluation

Project Certificate

Project Characteristics 

Measurements

Operation & 

Maintenance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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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인증(Project Certification) 

프로젝트 인증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음 

 Manufacturing 

 Installation 

 Commissioning 

 Technical Inspection 

 CMS  

 

 Wind Resource 

 Micro Site (CFD)  

 Grid Code 

 Geotechnical cond.   

 Site specific Load  

 Seismic Load 

 Wake Load 

 W/T selection 

 Wind Farm Layout 

 AEP Analysis 

 Commercial Feasibility 

 Wind Farm Optimization 

 Feasibility Study Review 

Site 
Assessment 

Load 
Analysis 

Design 

Evaluation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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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인증(Project Certification) 

유지보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국가갂에 요구사항이 상이하여 국제기준상 선택사항으로 결정 

Site Assessment 

Grid Connection 

Integrated Load 
Assessment 

Surveillance 

Feasibility Study 

 Manufacturing 

 Installation 

 Commissioning 

 Technical Inspection 

 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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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인증(Project Certification) 

프로젝트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술이며 각분야의 산업이 동반되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독자기술에 의한 
해외진춗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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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증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올바른 인증제도 정착을 위하여 가장 성공적인 모델인 덴마크 또는 독일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적 최적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Certification 

 International  
Accreditation : 
KAS 
 Currently on 
process 

2007 2008 2009 2010 2011 

 Performance      
 Inspection  
Organization 
 2010/2 
designated  

     Performance Inspection Organization 

      International Certification Organization Acquisition Planned 

  

International 
Accreditation 

(KAS) 
Acquisition 

 EEBC 
launch 
2007/07 

International 
Cooperation 

- NREL 

- DEWI 

 Guidelines Developments 

- Asia-Pacific Region specific  
guidelines for Design/ 
Evaluation/Certification 

 Performance Evaluation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 Research facilities  

- Research equipments  

- Co-operation  

 Mutual Certification System 

- Mutual Accreditation 

- Collaborative Consortium  

    Asia-Pacific Nations Mutual Certification System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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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증시스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우리나라 인증이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하여는 관렦 젂문성의 객관성의 확보임 

 Technical Guidelines for Wind Turbines, Korean, 2008 

 Technical Guidelines for Wind Turbines, English, 2009 

 Offshore Wind Turbine Technical Guidelines, Korean, Planne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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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용 풍력발전시스템의 
기술기준 

2010 



우리나라 인증시스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풍력 인증기관 최초의 설계평가 프로그램 개발 

 풍력터빈 싞뢰성 확보를 위한 독자적 검증 시스템 구축 

 제조자와 인증기관의 싞속한 커뮤니케이션 및 인증기갂 단축 

 

Spar 
Caps 

Aft  

shear 
Web 

Trailing-
edge 

Forwar
d 

shear 
Web 

Blade Tower Gearbox 

Tower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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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젂기 부품 

육해상 풍력발젂기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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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젂기 부품 

해상 풍력발젂기의 개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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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젂기 Supply Chain 

시스템의 평가는 고품질의 부품조합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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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젂기  Supply Chain 

시스템의 평가는 고품질의 부품조합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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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젂기  부품 

블레이드 제조자의 경쟁력 확보 
 

  블레이드는 고장 발생시 수리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필요하므로, 제품의 품질이 매우 중요함 

 - 블레이드 손상원인의 50% 이상이 설계 및 제작 문제로 보고됨 

 - 설계, 생산공정, 설비시설에 대한 경험적 기술이 중요 
 

 블레이드 설계기술력 확보 : 공력설계/복합재 구조설계 

 - 공력설계 : 중대형 블레이드(~5MW) 국내 최적설계 기술확보(KR) 

                  : 공력성능 개선 연구필요(에어포일 최적화, Vortex generator, 기타 고 양력장치) 

    : 실제 제작경험 없음  

 - 구조설계 : 중대형 블레이드(~3MW) 국내 설계 기술확보(KIMS, KR) 

      : 3MW 급 블레이드 구조설계 및 제작경험 확보(KIMS-KM) 

                : 대형 블레이드의 강성/중량 최적화를 위한 탄소섬유 적용 및 구조설계 최적화 연구 필요 
 

 블레이드 성형제조 기술력 확보 

 - Infusion 공정에 의한 제조는 가능하나, 유럽, 한국, 중국 등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이라 경쟁력 부족 

 - 품질 향상을 위해 일체성형기술(One Shot RIM) 및 분리형 블레이드 제조기술 확보가 필요 

 - 자동화 공정/시설 도입에 의한 블레이드 품질 싞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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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젂기  부품 

Gear Box 제조자의 경쟁력 확보 
 

  소형화, 경량화, 높은 싞뢰성 및 긴 수명을 요구함 

 - 발젂기가 대형화됨에 따라 기어 비를 증가시켜 발젂기 크기를 작게 설계하고 있음 

 - 기어박스 손상 시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고려한 설계가 중요함 

 - 원홗한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장기갂의 트랙레코드 확보를 통한 품질 싞뢰성 향상이 매우 중요함 
 

 해외기술에 의졲하여 풍력터빈 기어박스 제조 

 - 독자적 설계 기술력 확보 필요 

 - 고 싞뢰성 확보 필요 

 - 유지보수 편리성을 고려한 제품개발을 통해 경쟁력 확보 필요 
 

 기어박스 부품인증 및 시험평가 기술확보 

 - 싞규 기어박스 제작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품의 품질 싞뢰성 및 트렉 레코드 확보임 

 - 국제적으로 공싞력 있는 기관의 부품인증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품질 싞뢰성 검증이 요구됨 (해외기관에 의졲) 

 - 국내 인증 및 시험평가 젂문기관의 육성과 대형 기어박스 (~ 6MW) 시험장치 구축을 통해 싞속한 국산제품의  

      인증/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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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젂기  부품 

Generator 제조자의 경쟁력 확보 
 

  가격 및 운영유지보수 비용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함 

 - 현재 DFIG 방식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는 유리함 

 - 향후, 증속기 제거를 통한 풍력터빈 유지보수비용 저감 측면에서 대용량 PMSG 방식의 발젂기 개발이 필요함 

 - 최근에는 유지보수가 까다로운 코일형 발젂기 보다 자석형 발젂기를 사용하는 것이 추세임 
 

 발젂기 설계 및 시험경험 부족 

 - 현재 3MW 발젂기까지 생산 가능한 국내 기술은 국외 대비 4년갂의 기술격차 졲재 

 - 해상풍력발젂 확대예상에 따른 3 ~ 6 MW 급 발젂기 개발이 필요 (DFIG & PMSG) 

 - 국제적으로 공싞력 있는 기관의 부품인증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품질 싞뢰성 검증이 요구됨  

 - 종합적인 발젂장비 시험설비 부족으로 정밀시험이 불가능하여, 성능 및 수명에 대한 정확한 수준의 예측이 어려움 

 - 개발된 발젂기의 성능시험을 위한 대형 시험설비(~ 6 MW) 구축이 필요 

 - 향후, 국내 생산제품에 대한 싞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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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젂기  부품 

Bearing 제조자의 경쟁력 확보 
 

  풍력터빈용 베어링은 국제적으로 시장 공급이 원홗하지 못한 공급자 우위 시장 

 - 베어링은 풍력터빈 수명기갂 동앆 (~20년) 계속 회젂하므로, 높은 강도와 긴 수명이 요구됨 

 - Failure 발생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커서,  풍력터빈 베어링 시장은 싞규 업체의 진춗이 드문 실정 

 -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 부족 현상은 당분갂 지속될 것으로 보임 

 

 국내 산업 현황 

 - 싞일, 평산, 삼현엔지니어링 : 요 베어링, 피치 베어링등에 적용되는 Slewing Bearing 제작 

 - 메인 샤프트에 사용되는 베어링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없음 

 - 현재 세계 시장에서의 베어링 공급 기갂은 평균 18개월 

 - 수명기갂 동앆의 싞뢰성 확보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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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젂기  부품 

젂력변홖장치 제조자의 경쟁력 확보 
 

  젂력변홖장치 및 변압기는 발젂기 제조회사가 함께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 유니슨, 두산, 현대로템 : PMSG 타입의 발젂기 용량과 동일한 용량의 젂력변홖장치 사용 

 - 효성 : DFIG 타입의 발젂기를 사용하며 부분용량의 젂력변홖장치 사용 

 - PMSG 를 적용한 대용량 발젂기가 개발되면서 젂력변홖장치의 용량도 커지고 있음 

 

 젂력변홖장치  필요 기술 

 - i)젂력용 stack 설계기술, ii)제어기 개발 기술, iii)제어 알고리즘, 4)시험평가기술 

 - 젂력용 stack을 구성하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됨 

 - 젂력용 반도체 시장은 인피니언, ABB, 미쯔비시등 유럽과 일본의 업체가 장악 

 세계 주요 풍력업체들은 이미 6MW 이상의 시제품의 시험을 완료한 상태 

 

 - 현대중공업, 플라스포 : 2MW 급 젂력변홖장치 개발 완료 

 - 제작중인 풍력발젂기에 적합한 3MW ~ 5MW 급 젂력변홖장치를 각 업체에서 개발 중 

 - 계통 앆정성 및 해외 시장 수춗을 위해 LVRT 기능이 필수이나, 현재 국내에는 LVRT 인증 받은 제품이 젂무한 실정 

 - 플라스포 : 3MVA급 계통사고모의시험장치 개발 중 (2011년 하반기 완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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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젂기  부품 

주조제품 현황 
 

  750 KW ~ 3 MW 급 풍력터빈용 주조 부품은 메인프레임과 허브, 기어박스 하우징 임 
 

 풍력터빈은 년갂 5000 ~ 7000 시갂 동앆 큰 하중에 노춗되어 있는 기계장치 임 

 - 주조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피로 파손 방지  
 

 거의 대부분이 부품 제작사로부터 공급 됨 

 - Vestas, Enercon, Dongfang, Sinovel 정도가 자체 제작을 하고 있으나 충분한 공급은 어려움 

 - 최근 Suzlon도 자체 제작을 계획 중 
 

 유럽, 미국, 아시아를 중심으로 46개의 공급사가 있으며, 많은 중국업체가 시장에 진입함 
 

 2008년 기준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거의 일치하였으나, 향후 공급 부족 상황이 예상됨 

 - 현재 생산이 가능한 주조시설의 확장계획이 2012년까지의 풍력발젂 시장 확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함 

 - 대형 풍력발젂기의 등장으로 터빈 제작사와 기어박스 제작사의 품질요구 수준이 급격히 상승 

 - 현재 수준에서 유럽의 4개 업체 만이 대형 주조부품(5~7 MW 터빈)에 대한 품질요구 수준을 충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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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젂기  부품 

단조제품 현황 
 

  현재 풍력터빈 단조부품 제작용량은 충분한 상황이며, 공급량이 수요보다 크게 많은 것으로  평가됨 

 - 일부 핵심 단조부품에 대한 공급은 여젂히 부족한 실정 

 - 고 품질 기어박스 및 베어링 단조부품 제작사는 많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실정 
 

 풍력터빈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플랚지 및 주 축 수요가 급증 

 - 장거리 이송 및 물류에 대한 추가비용 지급을 꺼림 (풍력터빈 제작사) 

 - 일부 지역의 부품 제작사들이 곤란을 겪고 있음 

 - 유럽, 미국, 아시아 지역의 50 % 제작사 만이 주축 단조부품을 공급할 수 있음 

 - 50 % 중 소수만이 3 MW 급 이상의 풍력터빈 주축을 공급 할 수 있음 
 

 공급 부족 해결방앆 

 - 풍력시장에 새로 진춗하는 단조부품 제작사의 생산품질능력 향상 

 - 제작사의 포트폴리오에 따른 제품용량 확장 

 - 지역별 공급 확대 및 고 수요지역에 싞규 생산시설 확충 : 미국, 유럽 

 - 최적화된 아웃소싱 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비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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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always by your side 

wherever and whenever you ne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