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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W급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개발

*주 완돈1), 이 정훈2), 김 정일3), 정 석용4), 신 영호5), **박 종포6)

3MW Class Offshore Wind Turbine Development
*Wan-Don Joo, Jeong-Hoon Lee, Jeong-Il Kim, Seok-Yong Jeong, 

Young-Ho Shin, and **Jong-Po Park

Key words : Offshore Wind Turbine(해상풍력터빈), RAMS(신뢰성,가용성,보수성,편의성), COE(발전단

가), WinDS3000TM, Drive Train(동력구동계), CMS(상태감시시스템), IPC(개별피치제어시스템)

Abstract : This paper introduces the design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WinDS3000TM which 
is a trade mark of Doosan’s 3MW offshore/onshore wind turbine. WinDS3000TM has been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high RAMS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Serviceability) and 
cost effectiveness for the TC Ia condition in GL guideline. An integrated drive train design with
an innovative three-stage gearbox has been introduced to minimize nacelle weight of the wind 
turbine and to enhance a high reliability for transmission. A permanent magnet generator with 
full converter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get higher efficiency in part load operation, and 
grid friendliness use of 50 Hz and 60 Hz grid. A pitch regulated variable speed power control 
with individual pitch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regulate rotor torque while generator 
reaction torque can be adjusted almost instantaneously by the associated power electronics. An 
individual pitch control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reduce fatigue loads of blade and system.
The wind turbine has been also equipped with condition monitoring and diagnostic systems in order
to meet maintainability requirements. And internal maintenance crane in nacelle has been 
developed. As a result, the maintenance cost was dramatically reduced and maintenance convenience
also enhanced in offshor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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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풍력발전시스템의 개발동향은 대형화와 
해상화로 대변할 수 있다. 대형화는 시스템의 
COE(Cost of electricy)를 낮추기 위해서 도입되
고 있으며, 유럽의 개발사들은 이미 로터직경 
126m이상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완료 하고 실증
중이다(Repower 5MW, Bard 5MW, Enercon 6MW 
등). 또한 유용한 육상단지의 고갈과 소음 그림
자 등과 같은 환경 문제로부터 탈피를 위해서 해
상 풍력발전시스템이 점차 확대 되고 있는 추세
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주요 풍력터빈 개발사들
은 6~7MW 급의 대형 풍력발전시스템을 경쟁적으
로 개발하고 있으며, 더불어 많은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개발 중이고 계획되고 있다. 또한 시스템 
가격, 신뢰성, 운용경험 및 출력성능이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자 및 구매자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1).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두산중공업에
서는 high RAMS(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serviceability)와 low COE
를 고려한 3MW급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인 

WinDS3000TM을 개발중이며, 현재 구성품의 제작을 
완료하고 조립단계에 있다. 2009년 하반기 제주
도에 시제품을 설치 및 형식인증 시험이 예정되
어 있다(2). 본 논문에서는 WinDS3000TM의 설계관
점 및 진행상황을 소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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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기준

2.1 High RAMS

RAMS는 고장 최소화를 위한 신뢰성, 파워 생산
량 최대화를 위한 가용성, 쉬운 유지보수를 위한 
보수성 그리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위한 편의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RAMS는 현재 풍력발전시스템의 
개발 기준이 되고 있으며, Fig.1과 같이 시스템 
강건 설계, 결함요인의 조기 탐지, 쉬운 접근성
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High RAMS는 풍력 에
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핵심요소로 
WinDS3000TM 개발에 적용되었다. 

 

Fig. 1 High RAMS Concepts on WinDS3000TM

고 신뢰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뢰성이 확
보된 부품사용과 함께, 육상 및 해상 조건에서 
각 구성품의 설계 및 안전계수를 다양한 해석방
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가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3 블레이드 로터
와 함께 영구 자석 동기형 발전기가 적용되었으
며, 출력제어를 위해서 정격풍속 이하에서는 토
크제어를 사용하고 정격 풍속 이상에서는 피치제
어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WinDS3000TM은 최
적의 출력 곡선과 부분부하에서도 높은 효율을 
갖도록 설계되어 에너지 생산량 증대를 위한 가
용성을 확대하였다. 더불어, 50Hz 및 60Hz 전력
망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영구자석형 발전기
와 풀 파워 컨버터를 사용하여 그리드 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유지보수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인 
내부 크레인을 개발 및 장착하여, 나셀내 모든 
구성품을 대형 크레인 및 jack-barge ship 없이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두산중공업의 고객 서비스 인프라
가 풍력발전 시스템의 운전 및 유지보수시의 신
속한 서비스를 위해서 제공될 예정이다. 

2.1 Low COE

낮은 COE(발전단가)는 풍력 발전 시스템 개발
시 가장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발전단가는 풍력발전시스템의 비용, 출력 및 풍
력터빈의 효율과 관계되어 있다. 낮은 발전단가
를 획득하기 위해서 높은 출력 성능, 경량화, 드
라이브 트레인 최적화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의 
감소가 WinDS3000TM의 설계에 반영되었다. 

Fig.2에 BLADED S/W를 이용하여 WinDS3000TM의 
출력곡선을 나타내었다. 13m/s에서 정격출력을 

가지며, 정격 풍속 이상에서는 피치제어를 이용
하여 출력을 정규화 하였다. 

Fig. 2 Power curve of WinDS3000TM

Fig. 3 Nacelle weight of WinDS3000TM

주 승압기 위치는 타워 바닥, 나셀 외부, 나셀 
내부의 세가지 위치에 대한 비용분석을 통하여, 
전기 손실 및 비용을 고려하여 나셀 내부에 위치
하도록 하였다. 주 승압기가 나셀내부에 위치할 
때, 다른 방법에 비해서 10~20%의 비용 절감 효
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레이아웃의 최적화를 통
해서 WinDS3000TM의 나셀 무게는 승압기 포함하
여 Fig.4와 같이 100톤 정도 가질 것으로 예상된
다. 

3. 주요 구성품 개발

3.1 블레이드

블레이드는 Euros사의 EU90-2300-2 모델을 기
본 모델로 하여 설계 수정되었으며, GL 규정(3)의 
TC Ia 조건을 만족 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관점
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다. 

첫째, 공력하중의 감소를 위해서 블레이드 아
웃-보드 영역에서 슬림한 형상을 갖도록 설계 변
경하였다. 

둘째, 구조 물성 향상을 위해서 재료와 제작 
공법을 변경하였다. 기본모델에서 사용한 Owens 
Corning사의 OCF111A 재료는 동사의 SE1500으로 
변경되었으며, 제작공법은 hand lay-up에서 
VARTM(vacuum assisted resin transfer 
molding)기법으로 변경하여 섬유체적율을 향상 
시켰다. 

셋째, 무게 최소화 및 주요 하중 담당 부재의 
보강을 위해서 위해서 블레이드 내부 구조를 최
적화 시켰다. 

설계 변경된 블레이드는 기본모델과 비교하여 
같은 길이를 가지며, 무게는 약 10.3 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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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apwise static test of blade

Fig. 6는 블레이드의 flapwise 방향으로의 정
하중 시험 장면을 보여 준다. 정하중 시험은 
DEWI-OCC의 참관하에 이루어졌으며, 설계하중의 
1.1배에 해당하는 시험하중이 whiffle-tree 시스
템을 통해서 가해졌으며, 모든 방향의 정하중 시
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3.2 증속기

증속기는 개발은 소형, 경량화, 높은 신뢰성 
그리고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위의 
설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혁신적
인 개념들이 적용되었다. 

1) 회전 유성 기어 하우징
2) 복합 디퍼런셜 기어 트레인
3) flexible pin을 적용한 multi-planet 적용
4) torque linkage 서스펜션 시스템
증속기는 두 개의 유성기어단과 하나의 평형 

기어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rotating housing을 
적용하여 입력 토크가 1단의 ring gear와 2단의 
carrier에 동시에 분산 전달되도록 하였다. 
rotating housing은 큰 직경으로 인한 높은 굽힘 
강성으로 변형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디퍼런
셜 기어와 병행 적용되어 일반적인 증속기와 비교
하여 사이즈와 무게를 10%정도 감소 시킬 수 있었
다. Torsion bar를 이용한 torque linkage 
suspension 시스템을 적용하여, 비상정지 또는 극
한하중에서 올 수 있는 증속기의 피해를 torsion 
bar의 탄성 비틀림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flexible pin을 적용하여 gear teeth에 작
용하는 하중을 균일화 하여 gear teeth의 하중 집
중현상을 방지하였다.

Fig. 5 Back-to-back test of gearbox

Fig. 8은 위의 설계 특성을 갖도록 설계된 증속
기의 back-to-back 시험 설비를 보여주고 있으며, 
증속기 인증에 관련된 모든 시험들을 DEWI-OCC 입
회하에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3.3 영구자석형 발전기

WinDS3000TM에는 영구자석형 발전기가 적용되
었다. 영구자석형 발전기는 여자 전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유도발전기에 비해서 전기손실
이 적고 그로 인해 부분 부하 운전에서 효율이 
높다(4). 또한, 슬립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갖게되어 고장 가
능성을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영구 자석형 발전
기는 고온으로 인한 탈자화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높은 에너지 생산(Br x Hc)과 높은 
탈자 온도를 갖는 NdFeB(Neodymium-Iron-Boron) 
자석이 사용되었다. 또한 jacket을 이용한 수냉 
시스템과 내부 공기 순환을 통한 공냉 시스템을 
동시에 적용하였다. 공냉 시스템에서 뜨거워진 
공기는 열교환기를 통해 수냉각 시스템으로 열을 
전달하고, 자켓 및 열교환기에 의해 뜨거원진 물
은 쿨러를 이용하여 냉각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더불어, 발전기의 cogging 토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stator slot을 비스듬히 배열 하였으며, 
인버터 스위칭 장치의 가격을 고려하여 낮은 전
압이 선택되었다.

 

3.4 제어 시스템

대부분의 MW급 이상의 풍력발전시스템들은 출
력제어를 위해서 가변속 피치제어시스템을 사용
한다. 피치제어는 높은 바람 속도에서 출력을 제
한하고, 발전기 토크-속도제어는 정격출력 바람
속도 이하에서 에너지 흡수량을 극대화 한다. 이
러한 제어시스템은 시스템 하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조적인 하중과 에너지 흡수량과
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설
계되어야 한다. 더불어, 최근 풍력발전시스템의 
대형화에 따라서 제어시스템을 통한 하중 경감은 
에너지 흡수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5,6). 이러한 이유로 WinDS3000TM의 제어시스템은 
Fig. 10과 같이 파워 조절뿐만 아니라 지능적이
고 진보된 알고리즘(drive train damper, tower 
vibration control, individual pitch control)
을 적용하여 하중 경감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설
계되었다. 

Fig. 6 Control system of WinDS3000TM

가변속 운전 조건에서 동기 발전기를 사용할 
경우 유도 발전기와는 다르게 드라이브 트레인의 
torsional mode 감쇠가 거의 없다(7). 따라서 증속
기에 작용하는 토크의 큰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드라이브 트레인의 공진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요구 토크량의 작은 변화를 주는 방법이 
많은 풍력발전기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WinDS3000TM에서도 발전기의 토크 제어에 이러한 
기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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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 루트에 센서를 설치하고 시스템 및 
블레이드의 피로하중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피치
각은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IPC(개별 피치 제어 기
법)가 적용되었다. 또한 tower vibration 제어 알
고리즘을 통해서 타워 꼭대기에서의 과도한 진동
이 감지될 경우, 피치 제어를 통해서 진동을 감쇠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진동 감시 시스템
과 결합된 제어 시스템은 높은 바람 속도에서 풍
력발전시스템의 구조적인 피로하중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터빈의 신뢰성 및 수명을 증가 시킬 
수 있다.

3.5 상대감시 시스템

해상 풍력발전시스템도 육상용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신뢰성이 요구된다. 더불어, 해상이기 때
문에 접근이 쉽지 않고, 고장 발생시 수리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CMS(condition monitoring 
system)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3).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작동을 감지하기 위해
서 주 베어링, 기어박스 베어링, 발전기 베어링
의 시그널과, 타워/로터 고유 주파수, 블레이드/
드라이브 트레인 고유 고유주파수, 펌프와 요 드
라이브의 가진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
다. 

3.6 유지 보수 크레인

유지보수 비용 저감과 유지보수 편의성 증대
를 위해서 Fig. 11과 같은 혁신적인 나셀 내부 
크레인을 개발하였다. 나셀 내부 유지보수 크레
인은 윈치-풀리 시스템과 결합하여 나셀내부의 
모든 구성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유지보수를 위한 대형 크레인이 필요 없으며, 더
불어 대형 크레인을 위한 대형 jack-barge ship
도 필요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Fig. 7 Internal maintenance crane concepts of 
WinDS3000TM

O&M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20년 설계 수명
동안 10%의 연간 고장율을 가진다는 조건하에서, 
통상적인 대형 크레인 시스템과 비교하였을 때, 
유지보수 비용 및 보수기간이 각각 72% 와 20%로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WinDS3000TM의 설계 관점 및 개
발 진행상황을 소개하였다. 설계의 주요 특징은 
high RAMS와 low COE로 구분할 수 있다. 통합 드
라이브 트레인이 축 구동계의 사이즈 감소와 변형
감소를 위해 적용되었고, 풀 파워 컨버터를 채용
한 영구자석형 발전기가 부분 부하에서의 효율향
상과 계통 주파수 변경에 대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용되었다. 가변속 속도-토크제어 및 피
치제어 기법과 함께 개별 피치제어 기법이 적용되
었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과 함께 블
레이드 및 시스템의 하중저감이 기대된다. 해상에
서의 유지보수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상태
감시 시스템이 장착되었다. 또한 혁신적인 나셀 
내부 크레인을 개발하여 유지보수 비용 및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WinDS3000TM은 최종 조립단계에 있으며, 시제품은 
2009년 중반 제주도에 설치되어 인증시험이 예정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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