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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개발

총 연구기간

참여연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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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유향, 유속 변화에 능동 대처하고 유속량 강화 제어 기법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용범위가 
넓은 조류 발전 시스템 개발·성능평가 및 표준모델 제시

- 유속 2m/s 이상 조건에서 발전출력 200kW 이상
- 발전효율 25% 이상
- 시설용량 대비 설비이용율 30% 이상
◦ 시공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형 지지구조물 설계·시공기술 개발 및 표준모델 제시
◦ 200kW 이상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시스템 설계․현장실증․성능제고를 통한 산업화 기반구축

〈국문요약문〉

연구개발 목표

◦ 유향, 유속 변화에 능동 대처하고 유속량 강화 제어 기법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용범위가 넓은 조류 발전 시스템 개발·성능평가 및 표준모델 제시

- 유속 2m/s 이상 조건에서 발전출력 200kW 이상

- 발전효율 25% 이상

- 시설용량 대비 설비이용율 30% 이상

◦ 시공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형 지지구조물 설계·시공기술 개발 및 표준모델 

제시

◦ 200kW 이상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시스템 설계․현장실증․성능제고를 통한 산업

화 기반구축

연구개발 내용

 o 조류발전기 

  - 대표적 3가지 형식의 조류조류발전기 분석, 실험, 해석, 자문을 통한 최종 시

스템 확정

  - 유향, 유속 변화에 능동 대처하여 설비이용률을 높이는 능동제어 시스템 개

발/실험/평가

  - 유속량 강화 제어 기법 개발 및 적용가능성 평가

  - 효율적이고 유향, 유속 변화를 허용하여 적용범위가 넓은 조류발전기 표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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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제시

 o 지지구조물 

  - 경제적인 시공과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지구조물 개발/실험/평가/표준모델 제

시 

  - 전용 유지관리 장치와 시공방법 개발 

 o 실해역 실험 및 산업화 기반구축 

  - 실해역 실증장 구축 및 조류발전기/지지구조물 실증실험/평가    

  - 인증 기반 구축 및 복합발전/단지화 방안 연구

연구개발성과

  - 블레이드 설계해석 툴 개발 및 기술이전(BEMBO)

  - 방오도료 개발

  - KS200 설계

  - 실해역 축소모형 시험을 통한 시스템 효율 35.2% 달성

  - 지지구조물 개발 및 설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o 기술적 측면

  - 세가지 형태 조류발전기 설계 방법론 정립 및 형태별 적합한 제어 방식 제시

  - 효율적이고 넓은 발전유속 범위를 갖는 능동 제어형 조류발전시스템 일관기

술 정립 및 확보로 관련 산업의 기술적 기반 강화

  -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설계기술 개발은 대형 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기술 

제고에 기여

 o 경제 산업적 측면 

  - 무공해 자연에너지 획득기술 실용화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기후변화 분야 적

극 대처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토대 마련

  - 조류발전 입지와 개발 가능량 확대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

여

  -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사단가를 낮출 수 있는 지지구조물 설계 및 시공기술은 

조류발전시스템의 전반적인 단가를 낮춰 경쟁력 확보 가능

핵심어(5개 이내) 조류발전 능동제어 지지구조물 현장실증



〈Summary〉

Purpose

◦ Development, validation and standard model suggestion of an efficient and 

wide scope applicable tidal current generator through actively dealing with 

variations of flow speed and direction as well as controlling flow amounts

- larger than 200kW power in large than 2m/s flow speed 

- higher than 25% system efficiency

- higher than 30% capacity factor 

◦ Development of substructure design and construction techniques with low cost 

of construction as well as maintenance, and suggestion of a standard model 

◦ Design, assembly, testbed valid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active-controlled tidal current generator over 200kW and substructure 

Contents

o Tidal current power generator

  - Determination of single candidate in each famous 3 type tidal current 

generator through data analysis, real experiments, numerical analysis, and 

consultation 

  - Development/experiment/validation of active-controlled systems for improving 

capacity factor  through actively dealing with variations of flow speed and 

direction 

  - Development/evaluation of flow amounts controlling systems 

  - Standard model suggestion of an efficient and wide scope applicable tidal 

current generator 

 o Substructure

  - Development/experiment/validation of substructure with low cost of 

construction as well as maintenance, and suggestion of a standard model

  - Development of a customized maintenance equipment and construction technique 

 o Testbed demonstration and base set-up for commercialization 

  - Testbed construction and experiment/validation of tidal current 

generator/substructure

  - Base set-up of certification and study on complex/array power generating method  

Development

Results

 - Development of the blade design analysis tool and technology transfer(BEMBO)

- Development of anti-fouling paint

 - Engineering design for the KS200

 - Achieve 35.2% system efficiency through outdoor scaled model test 

 -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of supporting structures

Expected

Contribution

 o Technical aspects

  - Establishment of design methodologies of three type tidal current generators 

and suggestion of proper active controller for each type generator

  - Establishment and acquisition of total solutions of an efficient and wide scope 

applicable tidal current generator with active controllers, and improvement of 



base of related industry

  - Elevation of technical level through developing the design method of large 

ocean substructure and plant

 o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 Base set-up of sustainable nation growth by coping climate change, and the 

elevation of nation competitiveness through commercializing power 

generation of nature energy with no pollution 

  - Direct contribution of new industry and job positions by widening the area 

for tidal current generation 

  - Elevation of technical competitiveness by lessening cost of substructure 

through design and construction techniques of substructure with low cost

Keywords
Tidal current 

generation 

Active

control
Substructure

Field(testbed)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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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가. 연구개발 개요

·에너지 수급 불균형 대비 에너지원 다변화 및 국가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

지 비중이 확대 필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후발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에 걸

맞은 기여 및 온실가스 감축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

[그림 1] 무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필요

·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은 높은 조석간만차와 지형적인 영향으로 조류발전 적지가 산재하

고 있어, 조류에너지 개발을 통한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도 제고 필요

·조류는 왕복성 흐름이며, 특정 위치에서 시간에 따라 저유속에서 고유속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속 적용범위가 넓은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개발을 통하여 자원의 활용가능성 

제고 필요 

[그림 2] 서남해안 조류 연간 에너지 밀도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 우리나라에서 개발 가능 조류에너지 규모는 약 100만kW 이상으로 추정

- 주요 개발 후보지 : 울돌목, 장죽수도, 맹골수도, 횡간수도, 대방수도, 서수도 등

·조류발전의 주요 발전방식인 수평축, 수직축 및 가동 물체형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해 

효율성, 활용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발전시스템 도출을 통한 조류발전의 경제성 제고 방

안 강구 필요

·유속적용 범위 확장을 위해 피치(pitch), 요(yaw), 유속강화 등의 제어기술 개발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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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유지관리 용이성과 경제성 등의 주요 인자 평가와 모형실험/수치실험을 통한 

적합한 제어 방법 선택 연구 필요 

·조류발전 구조물은 해양공사를 수반하는 악조건에서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공과 용

이한 유지관리가 필수적임을 감안하여, 발전시스템 특성과 현지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형

태의 지지구조물 검토를 통한 최적 지지구조 형상 개발 필요

·조류발전 시스템의 생존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과 해수에 의한 

부식 및 생물부착 최소화를 위한 연구개발 필요

·기존의 국토해양부 연구과제를 통하여 구축된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의 기본 시설물을 

현장 실해역 실험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위험도(risk) 감소 방안 

마련 필요

나. 연구개발의 중요성

(1) 기술적 측면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세계적인 조류에너지 개발 적지로서 2000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시행을 통하여 고유속 조건에서 수직축 조류발전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반 기술 개발

   

·조류발전 산업화 추진을 위하여 저유속 및 고유속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조류발전의 

상용화 핵심 모듈 개발과 함께 경제성 있는 시스템 설계 기술 확보가 필요함. 아울러 조

류발전 단지 및 복합발전에 적용 가능한 발전 시스템 기술 개발 필요하며, 개발이 필요

한 주요한 기술은 다음과 같음 

- 유속 범위를 확장하고 터빈 효율 향상을 위한 제어 및 설계 기술 

- 시공․유지관리 비용 절감용 경제적 조류발전 구조물 설계․제작 기술 

- 구조 신뢰성, 유지관리 용이성, 해양 환경 적응성 향상을 위한 기술  

-  각 모듈 기술을 집적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  조류발전 단지 및 복합발전 연계 발전 시스템 기술

-  조류발전 유속 제어 기술

(2) 경제․산업적 측면

·인간의 쾌적한 생활과 고도의 경제활동을 지탱하는 기반은 에너지이며, 산업발달과 인구

의 증가 등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 전세계는 부존 화석

에너지의 한정에 따른 에너지수급 불안정과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

경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어 조류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필요 

 

·조류에너지는 태양계가 존속하는 한 지속되는 에너지로 태양광, 풍력 등에 비하여 에너

지 밀도가 높고, 예측이 가능하며,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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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에너지 부존자원의 한계(석유 45.7년, 천연가스 62.8년, 석탄 119년: BP 통계 2010)

와 지역적 편재로 공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통계연보(지식경제부, 2010)에 따르면, 2008년의 국가별 최종에너지 소비 기준 신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은 핀란드 18.0%(4.72백만TOE), 스웨덴 15.6% (5.28백만TOE), 오스

트리아 13.2%(3.56백만TOE), 프랑스 7.1%(11.73백만TOE), 미국 4.4%(67.89백만TOE) 등으

로 OECD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

우에는 1.6%(2.47백만TOE) 정도로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적은 편임. 또한 신재생에너지

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량 기준 2009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85%를 폐기물과 수력에서 

얻고 있어, 실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은 아주 미미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조류에너

지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3) 사회․문화적 측면

·국내에서는 녹색성장정책의 한축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2030년 11%)을 위하여 

획기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2010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도입 시행으로 향후 개발 불가피

·국민소득 증대와 함께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원자력, 화력발전

소 등은 지역주민의 기피로 심각한 입지난을 겪고 있음

·조류발전소 인근을 문화‧교육‧과학‧관광 등 사회문화적 측면과 연계 개발이 가능하여 다

양한 측면에서의 간접편익이 기대됨(프랑스 Rance 조력발전소의 매년 관광객 30∼40만 

명). 특히, 현재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시설은 교육‧연구‧관광 목적 방문이 계속 이어지는 

등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다.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실적

 

· 국토해양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조류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

연구원, 연구기간: 2001. 8 ∼ 2011.3)” 연구를 통하여 1) 조류발전 시스템 개념설계, 2) 

조류발전용 수차 수치․수리․현장실증 실험, 3) 1MW급 시험조류발전시설 설계, 제작, 설치 

및 계통연계, 4) 조류발전 시스템 성능 제고 기술 개발, 5) 500kW급 권선형유도발전기 

및 동기발전기 설계, 제작 및 실증실험, 6) 시험조류발전 구조물 안전진단 시스템 기술 

개발, 7) 울돌목 및 장죽수도 조류발전 타당성 조사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최적 조류발

전시스템으로 수직축 단엽수차-동기발전기 조합을 선정하였고, 이 경우 조류발전 시스템 

효율은 26%(수차효율 36%)을 달성하여 상용화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동 시스템을 적용한 

울돌목 조류발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의 극복 방안으

로 발전소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발전 시스템의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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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저수용 해양용 소형 조류력 발전시스템 및 터빈의 효

율개선(주관연구기관: (주)에코션, 연구기간: 2009. 7 ∼ 2011. 7)” 연구를 통하여 1) 소수

력, 조력, 조류식 등 기존 소수력 및 해양에너지 개발방식 비교 검토, 2)발전소 배수로 

등 국내 인공수로 및 해양 소규모 조류식 적용 가능지역 조사 및 특성분석, 3) 설치가 

간편한 소형 조류식 발전시스템 기본 모형 결정, 4) 표준형 헬리컬 블레이드 설계, 5) 지

지구조물 설계 및 표준화, 6) 간편형 설치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중에 있음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조류발전 타당성 조사 및 활용기술 개발(주관연구기

관: 인하대학교, 연구기간: 2006. 12 ∼ 2009. 11)” 연구를 통하여 1) 남해역 후보지 2군

데 조사, 2) 후보지의 에너지 부존량 조사 및 생산량 예측, 3) 최적 후보지에 적합한 조

류발전 방식 제안 등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고효율 부유식 조류발전 시스템 개발(주관연구기관: 

(주)오션스페이스, 연구기간: 2006. 12 ∼ 2009. 11)” 연구를 통하여 1) 조류 발전 기술 

연구 및 평가자료 수집, 이론 정리, 2) 부유식 구조물 설계, 3) 고유속 부유식 조류발전에 

적합한 계류시스템, 4) 최적 블레이드 설계 기술, 5) 15-20kW급 시험 발전기 시운전, 6) 

100kW급 시험발전기 시운전, 7) 500kW급 조류발전소 적지선정 등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 연구과제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300KW급 HAT 고정식 조류발전시스템(주관연구기관: 

(주)이노엔파워, 연구기간: 2009. 6 ∼ 2011. 5)” 연구를 통하여 1) 블레이드 설계 및 제

작(유향장치), 2) 발전기 및 전기 계통 설계 및 제작, 3) 방수/부식 기술 확립, 4)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요소 자료 확보, 5) 유지 및 보수기술 확보 등의 연구사업을 수행중에 있

음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MW급 단지용 조류발전 시스템 개발(주관연구기관: 현

대중공업(주), 연구기간: 2010. 6 ∼ 2014. 5)” 연구를 통하여 1) MW급 조류발전 시스템 

개발, 2) Drive Train의 효율 향상, 3) 수차의 효율 향상, 4) 수차의 능동제어 시스템 완

성, 5) 조류발전 장치 안전시스템 개발, 6) 조류발전 시스템 인증 및 시험기술 개발, 7) 

조류발전 자원 조사 및 대규모 발전단지 설치 장소 조사, 8) 대용량 상용 조류발전 시스

템 개발, 9)국내 해양환경 적용성 향상기술개발, 10) 대용량 상용 조류발전 시스템 현장 

실증 시험, 11) 조류발전용 터빈 블레이드 설계 및 제작, 12) 조류발전 시스템 성능시험 

및 평가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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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가. 국내외 관련 기술 및 산업 동향

(1) 조류발전 시스템 기술 개요

·주요 모듈로서 수차와 지지 구조물가 있으며, 효율과 적용 유속 확장을 위해 시스템 제

어가 요구됨. 또한 해양에서 시공과 유지․보수를 고려한 설계 필요

① 수차(Turbine)

·조류발전 시스템은 수차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평축(HAT)과 수직축(VAT)방식으로 

분류되고 최근 가동 물체형도 개발 중에 있음

·현재 개발되고 있는 조류발전 시스템을 포함한 흐름발전기의 타입별 현황 조사(Applied 

Energy, ‘09)에 따르면, 시스템 수를 기준으로 수평축, 수직축, 가동물체형 순임(아래 그

림 참조)

[그림 3] 조류발전 에너지 변환 방식(Applied Energy, ‘09)

 

·수평축 수차(Horizontal Axis Turbine, HAT)

- 수평축 수차는 터빈의 축과 조류의 방향이 평행하여 구조적으로 간단하고, 안정적인 구

조형식임. 일반적으로 풍력발전에 사용하는 형식과 동일한 원리이며, 장치의 최적화로 

유지보수가 간단하며, 높은 범위의 유속 변화에 대한 효율이 높고 출력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특징이 있음. 

- 반면, 단일 발전구조물 1기에 수차 1기만을 사용하며, 단일방향 발전에 유효하나 양방향 

발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고,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해상작업이 불가피하며 

해상작업 시 별도의 인양 장비가 필요한 단점과 발전기 등이 수중에 설치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수밀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유지보수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음. 대표적인 수평축 수차로는 영국 MCT사의 개방형 터빈 및 영국 Luna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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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덕트형 수차가 있음.

[그림 4] 수평축 수차(HAT, 영국 MCT(좌) 및 영국 Lunar 

Energy(우))

·수직축 수차(Vertical Axis Turbine, VAT)

- 수직축 수차는 터빈의 축과 조류의 방향이 수직으로 다수의 터빈을 한 개의 수직축에 

설치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유향에 상관없이 발전이 가능하고, 발전기 등 주요한 발전

시설이 해수면 위에 설치되어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음

- 반면, 회전축이 길어 축 상단에 편심이 작용할 수 있으며, 수차(회전체) 지지를 위한 별

도의 설비가 필요함. 수직축 수차로는 다리우스(Darrieus), 헬리컬(Helical), 사보니우스

(Savonius) 형식의 수차가 있음

[그림 5] 헬리컬 형식(좌), 다리우스 형식(중), 사보니우스 형식(우)

   

· 가동 물체형

- 기존 터빈 방식 외에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새로운 형태로, 자연모사 공학(biomimetic 

engineering)을 활용한 에너지 변환장치로 영국의 Engineering business사의 Stingray가 

대표적이며, 수중 포일(foil)에 의해 유동 에너지가 왕복 운동을 변환되며 이를 통해 발

전함. 이외에 와류에 유발된 진동을 활용한 시스템인 VIVACE가 있으며, 미국 Vortex 

Hydro Energy사에서 상용화 개발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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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tringray(좌)와 VIVACE(우)

    

 

② 제어

·요(Yaw) 및 피치(Pitch) 제어기술, 유입류 제어기술 등은 터빈 효율 향상에 효과가 있으

며, 이를 통하여 발전 적용 유속 확장 가능

 

·피치 제어 

- 수평축 중에서는 MCT 시스템 등에 적용되었고, 180도 회전을 통하여 양방향 조류에 대

응하도록 설계되었으며, MCT의 경우 최대 토크를 제한하거나 조절 성능을 높이기 위해

서도 피치제어를 이용함. 이를 통해 제동장치 없이 최대 유속에서 수차를 안전하게 정

지할 수 있음. 수직 축의 경우는 최근 능동 피치 제어 형태가 제안되었고, 실해역에 설

치된 Kobold 시스템의 경우도 가변적인 피치를 가지고 있음. 가동 물체형인 Stingray는 

능동 피치 제어를 이용하여 상하 진동 유발을 하고 있음

[그림 7] 능동 피치 제어 수직축 

수차 개념도

  

· 요 제어

- 수평축 중에서 지지 구조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회전할 수 있는 구조로써 수동적으로 요

를 제어하는 시스템으로는 SwanTurbine사 제품이 있고,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으

로는 Tidal Generation사의 “DeepGen"이 있음. 수직축의 경우는 방향에 대한 종속성이 

없어 별도로 요 제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으며, 가동 물체형의 경우는 적용 사례

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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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wanTurbine사 수동 제어 터빈과 Tidal 

Generation사의 능동제어 터빈

  

 

·유입류 제어 

- 적합한 형태의 덕트는 유입 속도를 개방형에 비해 3∼4배 정도 증가 시킬 수 있음. 유

입 속도는 덕트 입구와 출구의 형태의 크기와 형상을 조절하여 하류의 확산 효과를 증

가하거나 상류의 유입량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최적화가 가능함. 수평축의 Clean current

와 수직 축의 Tidal Energy Pty 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Tidal Energy Pty사의 벤

츄리 시스템은 공항의 windsock과 같은 윈리로 풍향에 맞추어 시스템의 요를 제어하는 

기능이 있음. 이외에 부가적인 기초 시설이나 지지 구조물을 통한 유입류 제어 기술이 

연구실 수준에서 개발되고 있는 실정임

[그림 9] Clean Current사의 터빈과 Tidal Energy Pty사의 

수직축 벤츄리

   

③ 지지구조물 구조 형식

·조류발전 구조형식은 크게 고정식과 부유식으로 구분되며, 조류발전 후보지의 해황특성

(수심, 지반조건 등) 및 경제성에 따라 형식이 결정됨 

·고정식 지지 구조물

1) 해저 고정식 

- 해저 고정식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지지구조물은 자켓(Jacket)과 모노파일 형식이 있

으며, 일반적으로 육상에서 제작하여 해상작업을 통해 원지반에 고정하는 형식으로 강

한 조류에 대한 저항성 및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연직하중에 대한 저항이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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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특징이 있음. 파랑 및 조류에 대한 저항성 및 안정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육상제작으로 품질확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횡력에 대한 저항성 확보를 위해 구조물

이 커지고, 염해 부식방지 대책 및 거치 시 시공성 확보방안을 강구해야하는 단점이 있

음

[그림 10] 자켓 방식 및 모노파일 방식

    

2) 착저식 

- 일반적으로 수평축 수차를 활용할 경우 사용되는 발전구조물 구조 형식으로 해저 원지

반에 발전구조물을 거치하며, 대상지의 유향에 따라 양방향 발전이 가능한 형식이나, 해

저 거치를 위한 평탄화 작업 등의 시공방안 필요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방안, 구

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에 대한 검토, 송전을 위한 별도의 해저케이블 등

이 필요하고, 해저 바닥부에 위치하여 조류속의 감소에 따른 발전 효율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 등의 단점이 있음 

[그림 11] 착저식 터빈 개념도

·부유식 지지 구조물

1) 플로팅(Floating)식 

- 플로팅식 지지구조물은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지말뚝, 앵커에 의한 부유체 고

정장치 등이 필요한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은 곳 후보지에 적합한 구조임. 부

유체의 육상 제작을 통한 해상 운송으로 품질확보는 양호하나 고정장치(지지 말뚝 및 

계류삭)에 대한 해상시공이 요구되며, 부체 요동에 따른 수차(Turbine)의 고장 등을 방

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조류속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 및 계류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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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적 거동 등 고도의 구조적 안정성 평가가 필요한 구조형식임. 

 2) 쌍동선(Catamaran)식 

- 쌍동선식 지지구조물은 부체와 케이블을 동시에 사용하는 형식으로 자중 및 수직하중은 

부체의 부력으로 저항하고 조류력 및 파력 등 수평력은 케이블에 의해 지지하는 형식

임.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은 곳에 적용하여 대수심에 대한 적용성은 큰 반면, 파랑, 조

류 등 해상상태에 따른 부체의 동요에 대한 저감 대책이 필요하며, 인근 육상에 별도의 

정착장치 시스템 확보가 요구되며, 해상상태에 의해 발생하는 케이블 요동에 따른 간섭

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계류라인의 동적 거동 등 고도의 구조적 안정성 평가가 

필요한 구조형식임 

[그림 12] Minesto “Deep Green" 시스템

④ 유지 및 보수

·해양이라는 특수 조건에 설치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수월성이 설계 단계에서부

터 고려되어야 하고, 지지 구조물과 터빈에 종류에 따라 종속적인 특성이 있음. 그 외 

건전성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과 생물부착(fouling) 및 부식(corrosion) 방지 등도 고려하여

야 함

· 일체형

 1) 상하 이동 방식

- 단일 혹은 한 쌍의 모노파일 형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차 시스템을 수면으

로 상승 한 후 유지․보수를 시행 할 수 있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나 시스템의 복잡성

과 추가적인 에너지 소모가 요구됨

[그림 13] Openhydro와 SeaGen 시스템의 유지 보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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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상 방식

- 발전 시에는 잠수 상태이고, 유지․보수 시에는 부력에 의해 수면으로 떠오르는 방식으로 

부력 조절 시스템이 요구됨. Tidal Turbine Ltd의 경우는 부양식 지지구조물 전문 업체

로서 시제품을 실험하는 단계에 있음

[그림 14] Tidal turbine LTd사 

지지구조물의 작동과 유지보수 개념도

 

·분리형

 1) 특수 선박 이용 인양 방식

- 발전 시스템 전체 혹은 일부를 인양하여 선박에서 유지 보수를 시행하는 것으로 특수선

이나 바지가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이 크게 요구되는 방식임

[그림 15] Voithhydro사의 NRM을 이용한 인양 방식과 인양 후 모습

 

 2) 고정 건물 활용 인양 방식

- 수직축 발전방식에서 적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 시설물의 크레인 등을 활용하여 유

지․보수를 시행함.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초기 시

설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음. 현재 해양연구원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에서 채택한 방

식이며 비용 및 시간 면에서 유지․보수에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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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시스템 유지보수용 Overhead 크레인과 

유지보수 장면

 

나. 국내 기술 및 산업 동향

(1) 국내 조류발전 시장 현황 및 예측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조류발전의 상업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책과제로 연구 개

발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고, 유사 업종의 기업이 조류발전 관련 과제나 필요시 장치를 

제작하는 단계임

·대기업으로 조류발전 관련 사업을 시작했거나, 계획 중인 회사는 포스코, 삼성, GS, SK, 

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이며, 중소기업으로는 (주)오션스페이스, (주)이노앤파워, (주)레

네테크, (주)에코션 등이 있음.

·현재까지 국내에서 보급한 조류발전 중 최대 규모로는 1MW급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로 

현재 시험 운전 중에 있고, 그외에 발전소 방수로에 설치된 25kW급, 30kW급 발전설비 

등이 있음.

·국내는 조류발전의 핵심 요소기술과 유사한 산업 및 인력이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정부

의 기술개발 의지와 지원정책 그리고 매우 복잡한 해양 구조물 설치에 요구되는 인허가 

절차가 현실적으로 개선된다면 많은 기업이 조류발전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됨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 분야로 대체에너지 분야가 선언된 상태이며 특히 해

양 자원이 풍부한 국내특성에 맞게 해양에너지 분야에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상황임. 

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의 과제를 통해 발전사 및 관련 기업들이 조류에

너지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개발 가능 조류에너지 규모는 약 100만kW 이상으로 추정되며, 같은 조석 현

상을 기원으로 하는 조력발전에 비하여 환경친화적인 발전방식으로 평가되는 조류발전의 

시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관련 기업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발전회사들의 관

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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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조류발전 기술은 해양, 기계, 전기 및 토목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

는 다학제적인 연구 분야임을 감안하면, 관련 분야별 전문가는 국내에 많은 편이며, 다

만 동 기술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요구함에 따라 다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함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1986년 우수영 조류발전 가능성 조사 연구 이후, 2001년부터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한 “조류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을 통하여 수차․발전시스템 설

계, 지지구조물 설계․시공, 현장실험․평가 등의 분야에 많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시험조류발전소 설계․건설․운영을 통하여 시스템 엔지니어링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

하고 있음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조류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연구를 통하여 

전력변환장치 설계 및 제작기술과 지지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분야에 대한 전문가와 경험

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 

·현대건설(주), 일진전기(주)와 (주)에코션은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건설공사를 시행하면

서 각각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시공, 동력전달장치 제작, 수차 제작 분야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

·인하대학교에서는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조류발전 타당성 조사 및 활용기술 

개발” 연구를 통하여 조류발전의 기초적인 연구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현대중공업에서는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MW급 단지용 조류발전 시스템 개

발”을 수행중에 있어 향후 연구 종료 시에 조류발전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에 많은 전

문가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3) 국내 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에는 조류발전 수차 수리모형실험을 위한 2차원 실험 수조, 수차 수치모형실험을 위

한 3차원 수치모형, 조류 현장관측을 위한 유속관측 장비, 발전기 성능을 평가하는 다이

나모메터 등 조류발전 기술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됨

·국토해양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는 발전기, 변압기 및 

계통연계장치 등이 구축되어 있어 조류발전 설비 현장실험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로 활

용할 수 있음

 

·해양에너지 개발 선진국에서는 해양에너지 실증연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중임을 감안하

면, 국내에서도 해상풍력, 조류 및 파력발전 장치들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해양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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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실증연구센터 구축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국내 기술 개발 수준

·국내 조류발전 기술은 국토해양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조류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조성된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건설, 실험 및 운영을 통하여 수직축 조

류발전 시스템 적용 조류발전 기술 분야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기술 수준(조류발전 시스

템 효율 약 26%, 수차효율 약 36%)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음. 다만 조류발전 시

스템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소 건설비용 절감, 발전 시스템 효율 향상 시킬 필

요가 있음  

[그림 17]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시공

[그림 18]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전경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 분야는 연구초기 단계로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현대중공업에서는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MW급 단지용 조류발전 시스템 개

발”을 수행 중에 있어 향후 연구 종료 시에 관련분야의 기술수준의 향상이 기대됨

·가동물체형 연구도 초기 단계로 성능평가, 심화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지식경제부 연구 사업으로 “와류 유발 에너지 활용 시스템 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한국해양연구원 자체 연구에서 개발된 진동형인 "TideFlap" 시스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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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해양연구원 와류유발 방식 실험장치 개념도와 TideFlap 

모형실험 전경

  

 

다. 국외 기술 및 산업 동향

(1) 주요국가의 시장규모

·Westwood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향후 2013년까지 파력과 조력·조류에너지 발전 시설

이 시설용량 기준 86MW가 추가 건설될 전망이며, 향후 2013년까지 100여개의 기술이 실

증화 및 실용화 테스트 단계를 거쳐 그 중 절반 정도의 기술은 상업용 규모까지 발전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그림 20] 해외 주요 국가의 조류에너지 용량전망 (2005, 

Westwood, 단위:MW)

·특히 영국은 추가 발전시설 86MW 중 60%인 51MW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당분간 영국은 가장 큰 해양에너지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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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1MW 시설 추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며, 포르

투갈과 캐나다는 각각 9MW, 6MW 규모의 시설 추가계획을 가지고 시장을 넓혀갈 것으

로 전망

·2015년의 해양에너지 개발은 약 15GW로 전망되고 있으며, 에너지원 별 개발 전망은 조

력발전이 가장 크고, 조류 발전, 파력발전, 하천 흐름 발전, 해류발전 및 해수온도차 발

전의 순이며, 이중 조류발전의 경우는 약 2.2GW으로 예측

·개발된 조류발전기는 수평축 조류 발전기의 수가 가장 많으며, 영국이 가장 많은 조류 

발전기 개발 회사를 보유, 2008년까지의 누적 투자액은 5억불 규모이며 점점 증가할 것

으로 예측

 

[그림 21] 2015년까지의 해양에너지 용량전망 (Pike 

Research, 단위:MW)

[그림 22] 해양에너지 회사들의 누적 투자액 (2008)



- 17 -

·European Ocean Energy Association의 개발 로드맵에 따르면 유럽의 2050년 해양에너지 

누적 용량은 188GW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해상풍력이 개발의 대세를 이루다

가, 2020년부터는 해양에너지 분야가 주류를 이루어 2040년경에는 누적설치 용량이 

150GW에 달할 것으로 전망

[그림 23] 유럽의 해양에너지 개발 로드맵 (European Ocean 

Energy Association, 2010)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조류발전 사업규모는 약 97백만 불로 추정되고 2009년에 가장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 것으로 추측되며 약 24.6백만 불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 됨

[그림 24] 2007년 기준 주요 국가의 조류에너지 사업 전망(좌), 2007년 기준 주요 국가의 

2005-2009년 조류에너지 사업시장 점유율 전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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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시장 선도 업체

·조류발전 시장은 현재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는 없

으며, 아래의 표에는 기술분야별 해외 선진업체의 보유기술을 정리하였음

업체(국가) 보유기술

Tidal generation Ltd(영국)  능동 요 제어 터빈

Hammerfest Strom (노르웨이)  능동 피치 제어 터빈, 양방향 흐름 적응 피치 제어 

Verdant Power(미국)  6개 터빈 고정 지지물 기술, 수동 요 제어터빈 

Torcardo International(네덜란드)  양방향 유동 적응 대칭 터빈  

Marine Current Turbine(영국)

 다발식 능동 피치 제어 터빈 

 상하이동식 유지보수 기술, 부상식 유지보수지지 구

조물

SMD(영국)  체인 계류 다발식 부유식 터빈

OpenHydro(영국)
 직구동, 덕트형 축이 없는 형태 터빈 

 상하이동식 유지보수 기술

Atlantis Resources(호주)
 양방향 로터, ARCOOM(유속 맞춤형 터빈) 제어 기

술

Lunar Energy (영국)
 대칭형 블레이드, 덕트형 바닥 고정형 터빈

 모듈 분리식 유지 보수 체계

Tidal Energy ply(영국)  수동 제어형 덕트, 수직형 터빈

PulseTidal(영국)  가동 물체형 터빈 제작 시공

Blue Energy(영국)  덕트형, 다발식 부유식 구조물 

Vortex Hydro Energy(미국)  와류 유발 발전기 기술

VoithHydro(독일)  유지보수용 특수 배 제작/운용 기술 (장죽수도)

Tidal Stream Ltd(영국)  부상식, 다발식 유지보수 지지구조물(Triton) 

[표-1] 해외 선진업체의 보유기술

(3) 해외 조류발전 기술 현황

·조류에너지 개발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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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kW급에서부터 1.2MW급 시험 조류발전 설비가 설치되었고(영국, SeaGen) 향후 

100MW급 이상의 조류발전 단지의 조성도 계획 중임. 현재, 조류발전기 시제품 제작과 

실해역 실험을 수행한 업체가 20개가 넘어서고 있어 실용화 기술의 발전이 가속되고 있

는 상황임 (29 페이지 [표 1] 참조)

① 영국

·영국은 1990년대 초부터 조류발전을 비롯한 대체에너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특히, 2020년까지 스코틀랜드 에너지의 40%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과 지원으로 현재 많은 회사들이 창업되었고 관련 산업도 활발히 팽창하고 있음

·영국의 Engineering Business Ltd.사는 수심 100m 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stingray형 조류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Yell Sound 해역 35m 수심에서 150kW급 조류에너지 취득 장

치에 대한 현장실험을 2002년과 2004년에 실시한 바 있음. 같은 방식으로 PulseTidal의 

경우 2012년부터 스코트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전기를 생성할 예정이고 (BBC 2010.05) 이

는 EU의 8백만 유로의 지원으로 과제가 진행되고 있음(Utility Week, 2009.12)

[그림 25] PulseTidal 모식도와 시험기 설치전경

  

 

·영국의 Marine Current Turbine(MCT)사에서는 SEAFLOW 프로젝트를 통해 풍력발전기와 

유사한 형태를 갖는 수평축 프로펠러 조류발전기를 개발하고 단위기 용량 300kW급 파일

럿(pilot) 발전시스템을 설치하였음. 수심 11미터에 설치된 시스템은 유지․보수를 위해 블

레이드와 발전기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모노파일에 가이드를 설치하여 상하 이

동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블레이드의 각도는 조류의 입사속도에 따라 변환이 가능하게 

하여 발전효율을 향상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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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MCT 조류발전 시스템(좌:모식도, 우:설치전경)

·또한, SeaGen 프로젝트를 통해 모노파일 지지구조물에 1.2MW(2nd generation)급의 조류

발전설비 설치에 성공하였으며, MCT사에서는 2012년까지 7기의 1.5MW급(3rd 

generation) 터빈을 Anglesey 해역에 설치할 계획임. 또한 Scotland Pentland Firth 지방에 

2015년까지 50MW 규모, 2020년까지 300MW 규모의 조류발전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

할 예정임

       

[그림 27] SeaGen 조류발전시스템(좌: 설치 전경 우: 단지 모식도)

  

·한편, Lunar Energy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덕트형 조류발전장치(1MW급 Rotech Tidal 

Turbine(RTT))에 대해 시제품의 현장실험을 실시한 바 있으며, 추후 대형 용량으로 개발

하여 현장에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림 28] Lunar Energy사의 덕트형 

조류발전장치

·아일랜드의 Openhydro사에서는 원형 제트엔진 형태의 터빈을 개발하여 2006년 250kW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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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한 실해역 시험을 수행한 바 있으며, 캐나다의 Nova Scotia Fundy만

에 1MW급 조류발전기를 설치하였음. 향후 유럽 해양에너지 센터(EMEC)의 Pentland 

Firth 및 Orkney 지역에 200MW급 조류발전 단지를 추진 중에 있음 

    

[그림 29] Openhydro사의 원형 터빈

·이외에 Scotrenewables사는 2010년에 1.2MW급 부유식 설비를, Tidal Generation Limited

사는 500kW급 프로펠러 타입의 조류발전 설비를 각각 유럽 해양에너지 센터(EMEC)에서 

테스트할 계획이며, Ocean Flow Energy사는 부유식 조류발전장치를 시험 가동할 예정

임. 

·또한, Neptune Renewable Energy사는 1년에 1,000MWh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Neptune 

Proteus NP1000 장비를 개발하여 2010년 영국 Hull 지역에서 시험조류발전을 실시할 예

정임. Tidal Stream Limited 사는 부상식 지지 구조 Triton을 개발하였음

②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Hammerfest Strøm사는 2003년에 세계 최초로 100kW급 프로펠러형 조류발

전 수차를 개발하여 현장실험을 실시하였고, 생산된 전력을 계통에 연결하는 데 성공한 

바 있음. 이후 300kW급 조류발전 수차를 노르웨이의 Kvalsundet 지역에 설치하였으며, 

1MW급의 조류발전 수차(HS1000™)에 대하여 유럽 해양에너지 센터(EMEC)에서 2011년 

설치 및 시험가동을 계획하고 있음 

③ 기타 유럽국가

·네덜란드의 Tocardo BV International사는 상용화단계에 있는 45kW급 설비(T50)를 Den 

Oever지역에 설치하였으며, 360kW급 조류발전 장치(T50 9기)를 동일지역에 설치할 계획

임. 이 외에도 이탈리아의 Ponte di Archimede Int.사, 독일의 VoithHydro 사, 덴마크의 

Sea Power International사 등 다른 유럽국가의 관련 회사에서도 실증실험을 진행 중이거

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음([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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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캐나다

· ◦ 캐나다는 정부의 지원으로 대체에너지 관련 연구가 오랫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 

특히, 캐나다의 Blue Energy사는 조류 펜스 개념의 H형 수직축 터빈인 다리우스

(Darrieus)형 Davis 수차를 개발하여 실험 중에 있으며,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음. Davis 

터빈은 기존의 조류발전 수차발전기에 비해 발전효율 측면에서 최고 약 50% 향상된 성

능을 보여준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125kW급 수차로 200MW급 상용화를 위한 실증

시험을 수행 중에 있음. 또한 Clean Current Power System사는 65KW급 설비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그림 30] Davis Turbine

>

⑤ 미국

·미국은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2010년까지 13.1%의 대체에너지 

보급비율을 목표로 대체에너지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수평축 터빈

(HAT)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수직축 터빈(VAT)인 헬리컬 터빈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

게 수행하고 있음. 헬리컬 터빈은 미국의 Northeastern대학의 고를로프(Gorlov) 박사가 

다리우스 수차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취하여 개발한 터빈임. 헬리컬 수차의 개발에 

따라 2000년부터 미국의 메인(Maine)주에서 헬리컬 수차를 이용한 시험을 수행중이며, 

브라질의 아마존강 유역에서도 관련 실험을 수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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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헬리컬 수차 현장실험

·한편, Tidal Electric Inc.사는 여러 가지 형태의 수차 개발을 완료하고, 독자적인 모델로 

사업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멕시코 티후아나(Tijuana) 지역에 조류발전을 설치

하기 위해 합의한 바 있음. Verdant Power사는 뉴욕의 동쪽 강변에 약 4백5십만 달러를 

투자하여 해저에 6기의 35KW급 터빈을 설치하였음

·이외에 미국의 Ocean Renewable Power Company사는 수직축이지만 수평하게 눕혀놓은 

모양의 수차(ORPC TGU(Turbine Generation Unit))를 개발하였고, 수차 1기 당 6knot에 

250kW의 전력을 생산하며, 미국 메인(Maine) 주 Cobscook만에 2008년부터 설치를 시작

하여 5MW급 시설의 단지조성을 계획하고 있음. 그리고 UEK사는 연과 같이 움직이는 쌍

동선 방식의 1MW급 시제품을 개발하였고, Vortex Hydro Energy사는 와류 유발형 발전

기 시제품을 Clair River에서 실험하였음

[그림 32] Verdant Power사의 조류발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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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미국 Ocean Renewable Power Company사의 조류발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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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일본

·일본은 2010년까지 대체에너지 보급비율을 5.2%로 높인다는 목표로 여러 가지 종류의 

대체에너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조류발전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1984년부터 시작되었

으며, 조력발전과 연계하여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음. 특히, 니혼(日本) 대학을 중심으로 

다리우스(Darrieus)형 터빈을 이용한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아

직까지 실용화나 현장 적용에 대한 계획이 보고된 바 없음

⑦ 호주

·호주에서는 조류발전 후보지 해양특성 평가 및 예측기술의 하나로 해안 인근의 관측 레

이더 시스템인 COSRAD를 개발하여 조류에너지 개발에 이용하고 있음. Atlantis Resource

사의 경우 2008년에 400kW급 Nereus II와 500kW급 Solon 등의 수차발전장치를 개발하여 

현재 시제품 실해역 실험을 수행 중임. 또한 BioPower Systems사는 250kW급 조류발전 

설비(BioSTREAM)를 개발하여 호주 타스마니아(Tasmania) 지역의 Flinders섬에서 실증시

험을 실시하고 있음. Tidal Energy ply사는 2005년에 벤츄리 턱트형 발전기와 바닥고정 

지지구조물 형식의 시제품 현장 실험을 실시하였음 

[그림 34] Atlantis Resources사 AR시리즈(개방형)와 AS시리즈(덕트형) 

 

라. 해외 시장 진출 방안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는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해외 시장진출을 위

한 기반을 구축하고, 조류에너지 부존국가를 대상으로 본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해

외 시장 진출 방안 강구

마. 특허 동향

·조류발전 관련 특허 동향분석은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에 등록된 국내외 특허 출

원 및 등록된 자료와 기존의 한국해양연구원 보유 특허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국가과

학기술정보센터 자료는 특허의 핵심용어를 검색조건으로 적용하였음

·특허 동향은 연구제안서에 제시된 3가지 분류(발전 시스템, 지지구조물, 현장실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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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분석하였음

·특허 기술별 분류에서는 현장실증에 시공, 관측 등의 세부항목이 많아 다른 분야에 비해 

특허출원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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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증

[그림 35] 특허 기술별 분류 - NDSL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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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국가별 분포 분석에서는 현장실증과 개념단계(아이디어) 특허 비율이 높은 일본

과 미국이 가장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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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특허 국가별 분포 분류 - NDSL 기준

 

·특허의 연도별 분포 분석에서는 조류발전 투자가 활발하였던 2001년부터 출연 건수가 늘

어났으며 2010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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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특허 연도별 분포 분류 - NDSL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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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발전 기술 관련 선행특허 분석 및 회피방안 

-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에서 분석한 조류발전 기술 분류 핵심용어는 각 기술별로 

다음과 같음

- 발전시스템 : tidal and (current or stream) and (turbine or active control or passive 

control or efficiency)

- 지지구조물 : tidal and (current or stream) and (structure or monofile or floating)

- 현장  실증 : tidal and (current or stream) and (mount or install or deployment or 

poreation or offshore)

- 국내에 출원․등록된 조류발전 기술 관련 특허와 국내에 PCT 출원한 조류발전 기술 특허 

현황 중에서 주요한 특허를 다음의 표에 정리하였으며, 각 발전 방식에 따라 발전시스

템, 지지구조물 및 현장실증에 대한 특허가 출원․등록되었고, 일부 수평축 터빈에 능동

제어형 방식이 적용되었음

- 현재 조류발전 시스템이 개발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의 특허를 활용하기보다는 국

내에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특허출원을 확대하여 국내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축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조류발전이 상용화 이전 단계이고, 기술이 개발중임을 감안하면, 기존의 외국의 특

허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일례로 외국에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면, 일부 혹은 전부를 변형한 기술개발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조류발전 시스템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점과 발전시스템의 종류와 지

지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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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발명 명칭 출원/등록 일자 출원인 특허국가

1 수중 덕트 터빈 2011.04.29(등)

클린 커런트 

리미티드 

파트너쉽(캐)

대한민국

2
공기 부양식 터빈 지지체를 

가지는 조류발전장치
2011.07.29(등) 포스코건설(주)

3
압력조절장치를 갖는 조류발

전용 터빈
2010.11.12(등) 포스코건설(주)

4
공기에 의해 기밀되는 발전기

를 가지는 조류 발전용 터빈
2010.11.12(등) 포스코건설(주)

5
능동 유향조절 다배열 수평축 

조류발전장치
2010.12.10(등)

인하대학교 

산학렵력단
6 조립식 헬리컬 터빈(2종류) 2009.11.24(등) 한국해양연구원

7
헬리컬터빈을 이용한 조류발

전기의 조립구조
2009.01.07(등) 한국전력공사

8 조립식 헬리컬 터빈 2008.03.12(등) 한국해양연구원

9
자동 피치 제어 기능을 가지

는 에어포일
2008.02.07(출) 로슨 데이비드(영)

10
조류발전용 가변블레이드 터

빈
2007.11.20(출) 황철현

11
헬리컬 터빈 발전시스템(동기

발전기형)
2007.11.1(등) 한국해양연구원

12
헬리컬 터빈 발전시스템(유도

발전기형)
2007.11.1(등) 한국해양연구원

[표-2] 국내에 출원 등록된 능동제어형 포함 조류발전 시스템 특허 현황

번호 발명 명칭 출원/등록 일자 출원인 출원/등록 국가

1
Bladeless Turbine and 

Power Generator
2010.03.23(출)

VEMARINE 

LIMITED
영국

2
Tidal stream energy device 

alignment control
2010.03.03(출)

ROLLS-ROYC

E PLC
영국

3
A rotary mount for a 

turbine
2009.12.08(출)

ROLLS-ROYC

E PLC
영국

4

Free-standing, immersible 

water turbine comprising 

an axial rotor

2009.01.10(출)

VOITH 

PATENT 

GMBH

덴마크

5

Mooring system for tidal 

stream and ocean current 

turbines

2008.05.20(출)

OVERBERG 

LIMITED, 

MACKIE, 

Graeme

영국

6
Automated control for 

detection of flow limitation
2008.05.09(출)

RESMED LTD. 

등
오스트레일리아

[표-3] 국내에 PCT 출원한 능동제어형 포함 조류발전 시스템 특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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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발명 명칭 출원/등록 일자 출원인 특허국가

1 부상식 조류발전장치 2009.09.21(출) 홍문표

대한민국

2 조류발전장치의 지지구조 2009.06.19(출) (주)레네테크

3
공기 부양식 터빈 지지체를 가

지는 조류발전장치
2011.07.29(등) 포스코건설(주)

6 조립식 헬리컬 터빈(2종류) 2009.11.24(등) 한국해양연구원

7
헬리컬터빈을 이용한 조류발전

기의 조립구조
2009.01.07(등) 한국전력공사

8 조립식 헬리컬 터빈 2008.03.12(등) 한국해양연구원

[표-4] 국내에 출원 등록된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특허 현황

번호 발명 명칭 출원/등록 일자 출원인 출원/등록 국가

1
System and method for 

fluid flow power generation
2010.02.16(출)

YEOMANS, 

Christopher
영국

2

An orientation device for 

water current power 

generating apparatus

2007.09.07(출)

TIDAL 

GENERATION 

LIMITED, 

VIGARS, Paul

영국

3

Guid apparatus for 

inducing downward flow of 

surface water

2007.08.24(출)
CHOI, 

Hosang
대한민국

4 Tidal energy system 2007.01.31(출)

SAAB AB, 

LANDBERG, 

Magnus

유럽연합

5

Floating apparatus for 

deploying in marine current 

for gaining energy

2005.11.17(출)

OVERBERG 

LIMITED, 

MACKIE, 

Graeme, 

Charles

영국

6
Apparatus for extracting 

power from a water current
2005.02.18(출)

TIDAL 

ENERGY 

BUSINESS 

LTD., GB, 

GRINSTED, 

Timothy, 

William, GB

영국

[표-5] 국내에 PCT 출원한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특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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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발명 명칭 출원/등록 일자 출원인 특허국가

1

조류발전기의 연직설치를 위한 

삼각 지지다리 구조의 기초구

조물 시공방법

2010.11.16(등)
석영환, 주식회사 

강동

대한민국

2 해상 구조물의 시공방법 2011.06.07(등) 한국해양연구원

3

지면설치부에서의 각도조절을 

통한 조류발전기의 연직설치가 

가능한 삼각 지지다리 구조의 

기초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

2010.11.09(등)
석영환, 주식회사 

강동

4
부유식 조류발전장치 및 그 

시공방법
2010.10.25(출) 한국해양연구원

5

방파제를 활용한 조류력 및 파

력발전 겸용 해상풍력 발전장

치

2009.11.18(등) 안익성

6 조류발전설비 보호시설 2007.09.20(등) 한국해양연구원

[표-6] 국내에 출원 등록된 조류발전 현장실증 관련 특허 현황

번호 발명 명칭 출원/등록 일자 출원인 출원/등록 국가

1

Reversible Turbine 

deployment system and 

apparatus, especially for 

reversible water current and 

tidal flows

2008.09.12(출)

ATLANTIS 

RESOURCES 

CORPORATIO

N PTE 

LIMITED

오스트레일리아

2
Mounting of offshore 

structures
2003.10.20(출)

THE 

ENGINEERING 

BUSINESS 

LIMITED

영국

3

Bi-direction hydroturbine 

assembly for tidal 

deployment

2000.05.24(출)
VAITHIER, 

Philippe
미국

[표-7] 국내에 PCT 출원한 조류발전 현장실증 관련 특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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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부지원정책 현황

① 관련법령, 정부 정책 및 담당기관

·에너지기본법

- 국가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기본법’을 제정(‘06.3)하고, ’국가에너지

위원회‘ 구성(’06.10) 등을 통해 에너지 위기극복과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총력 체제를 

마련

·기후변화대책위원회

- 기후변화대책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 

- 온실가스 감축 및 통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감축대책반으로 지식경제부를 지

정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 원칙(제39조)의 3항에서 친환경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개

발·생산·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 원칙 명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 신재생에너지 시장 촉진을 위해 2012년부터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공급의무화 제

도로 전환 

- 201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 지침’을 통해 결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

-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

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에 대한 항목을 마련

 

· 해양에너지 생산시설의 입지선정과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관계 법령

- 해양에너지 생산시설은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발전 플랜트와 같은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

관의 허가가 필요함

·조류발전을 포함한 해양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위한 시책마련과 시행은 국토해양부 장관 

소관

- 정부조직법 제37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

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ㆍ항만 및 간척, 육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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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해운ㆍ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원칙을 밝힘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에서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여기서 "해양자원"이라 함은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

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고 동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음

· 국가에너지위원회는 2008년 8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

지 보급률을 총 1차에너지 대비 11%(2006년 2.24%)로 확대하기로 함

·같은 해 12월 발표된 지식경제부의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

(2009~2030)에서도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동일하게 보급목표를 설정함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2030년 39,517GWh를 발전하여 총 발전

량 대비 7.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지식경제부의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년)에서는 2022년까지의 전원구성 및 발

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전체 발전설비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비율을 

2008년 2.7%에서 2022년 4.0%까지 늘려 발전량 점유율 2007년 1.1%에서 2022년 4.7%로 

확대할 계획임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7.4)는 국토해양부의 융합기술 R&D 역할에 대해 ‘해양산업, 자

원, 환경 등의 융합기술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함

- 동 위원회는 융합기술 R&D의 중점추진영역으로 ‘새로운 에너지자원 확보’ 영역을 

선정하였으며 2030과학기술예측 결과 중의 주요 융합기술에도 ‘미래에너지․환경기술’

을 포함시킴 

② 정부지원 정책사업 종류와 현황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 ’88년부터 국산 신기술 및 설비의 초기 시장 형성과 상용화된 기술 및 설비의 보급기

반 구축․활성화를 목표로 설비 설치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

·국토해양부 정책과제

- 2009년도 3대 핵심 정책과제 중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확충’의 일환으로 고부가가

치 신성장 동력 확충과 관련하여 고부가가치 신해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

표한 바 있으며, 고부가가치 신해양산업 중 해양에너지 개발 분야가 포함

· 국토해양부 R&D 과제와의 부합성

- 2010년도 10월 발표된 국토해양부의 『국토해양 R&D 발전전략』에서 향후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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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등 분야에 있어 미래핵심분야의 R&D인프라 육성 등의 방향으로 사업체계 재편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해양의 8개 사업 중 “해양청정에너지사업”에 조류가 포함되어 있

음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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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종합 결론

·기술 포트폴리오, 국내외 시장동향, 국내 인프라수준, 기술개발수준, 국제경쟁력 등을 종

합하여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SWOT 분석을 수행하였음

·일부 분야에 대한 약점과 위협이 있으나,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설계, 제작 및 운영경

험 확보, 풍부한 조류에너지 자원 그리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면, 능동제어

형 조류발전 기술은 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됨

S (강점) W (약점)

- 해양, 토목, 기계 및 전기 분야의 인적자원 

풍부

- 풍부한 조류 에너지 자원

- 해양구조물 설계 및 시공 기술 우수

-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설계, 건설 및 운영

경험 확보

- 핵심 엔지니어링 기술 기반 취약

- 능동제어 결합 위한 설계 기술 필요

- 수중 터빈 기술 기반 취약

- 수중 제어 전자시스템의 설치 경험 부족 

O (기회) T (위협)

-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여 사업화 가능성 

높음

- 조류에너지 개발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

- 탄소배출 규제 및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 대

한 불안감 확산

- 발전설비 및 지지구조물 제작 산업 활성화

-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강한 투

자 의지

- 영국 등 선진 국가의 독점적인 기술 개발

- 중국 등 경쟁 신흥국가의 관련 기술 급신장

- 해양공간 활용에 따른 이익집단 간의 마찰 

발생 가능성

- 해양환경과 관련된 문제 제기 가능성

- 경제성 확보 어려움

[표-8]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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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연구개발과제 및 대상기술의 중복성

(1) 연구개발과제의 중복방지를 위한 조사 및 검토결과

·조류발전 관련 부처별 연구과제 현황을 정리하여 아래의 표에 제시

·“와유기진동 이용 해양청정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 개발” 외에는 수평축과 수직축 발

전 방식에 대한 연구가 수행 

·산업계 주도의 “MW급 단지형 조류발전 시스템 개발”에서는 피치와 요 제어에 대한 

연구 포함하여 연구 수행 중 

·지식경제부 과제들은 핵심 모듈 개발과 실증 연구 및 인력양상 위주의 과제로 시행  

·전체 시스템 실용화 연구로는 “조류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이 수행된 바 있음 

·많은 과제가 터빈, 지지 구조물, 전력 시스템(동력 전달) 등으로 모듈화 되어 있음

·현재까지의 연구과제들은 수직축, 수평축 및 가동물체형 조류발전 방식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없이 각 발전방식을 선정하여 모듈별로 연구를 추진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음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예산 비 고

국토해양부
해양에너지실용화

기술개발
조류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 33(‘10)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고효율 부유식 조류발전시스템 개발 1.7(‘10)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전력)
조류발전 기술 4(‘10)

`` ``
조류발전용 터빈 통합설계용 표준화 S/W 

시스템 개발
3(‘10)

`` ``

와유기진동(Vortex-Induced Vibration) 

이용 해양청정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 

개발

4.3(‘10)

`` `` 300KW급 HAT 고정식 조류발전시스템 11(‘09)

`` ``

MW급  단지용 조류발전 시스템 개발

 -1세부) 조류발전 대용량 조류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시험

 -2세부) 조류발전용 터빈 블레이드 설계 

및 제작

 -3세부) 조류발전시스템 성능시험 및 평

가 기술 개발

 

29.5(‘10)

``
전력신재생인력양

성
멀티 HAT 조류발전 모듈 시스템 개발 0.8(‘10)

[표-9] 조류발전 관련 부처별 연구과제 현황 (단위 : 억원)

※ 예산 항목의 괄호 안 숫자는 특정년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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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과제의 차별화 방안

·수평축, 수직축, 가동 물체형 조류발전 방식에 대한 상세 비교분석과 아울러 경제성, 유

지보수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발전방식을 도출할 예

정임 

·각 조류발전 방식별 능동제어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구과제의 차별

화는 가능하고, 특히 복합발전 적용성 부분은 기존과제와 차별화됨

·유속 강화 장치를 포함한 능동 제어의 목적은 적용 유속 범위를 확장하여 실제 적용 범

위를 늘리고, 조류발전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임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등 기존 시설물 활용을 통한 실해역 실험을 통한 발전기의 

상세 분석 시행 

·시스템 결합 및 최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실해역 실증실험을 포함    

자. 타 산업 및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 해양에너지 건설비용 절감 및 효율 향상을 위한 복합발전

- 우리나라 연안의 경우 조류에너지 뿐만 아니라 풍력 및 파력 자원이 함께 존재하고 있

어, 조류발전과 연계한 조류-해상풍력 또는 조류-파력-해상풍력 등의 복합발전도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되어 발전시스템 설계 시 복합발전 연계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 특히 조류-해상풍력 복합발전의 경우 규칙적인 조류발전의 특성이 반영되어, 불규칙성

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해상풍력에 비하여 경제성이 낮은 조류발전을 

복합 개발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경제성 분석이 필요

· 해상 풍력 기술과 연계 협력 가능

- 현장실증실험을 통하여 검증된 수차, 발전기, 전력변환장치 등은 타 에너지 개발에 활용 

가능

- 해상 지지 구조물의 기술은 해상 풍력 하부 구조 설계/제작/시공/유지관리 측면에서 활

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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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가. 연구개발 최종 목표

(1) 최종목표

·유향, 유속 변화에 능동 대처하고 유속량 강화 제어 기법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용범위가 

넓은 조류 발전 시스템 개발·성능평가 및 표준모델 제시

- 유속 2m/s 이상 조건에서 발전출력 200kW 이상

- 발전효율 25% 이상

- 시설용량 대비 설비이용율 30% 이상

·시공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형 지지구조물 설계·시공기술 개발 및 표준모델 제시

·200kW 이상 능동제어형 조류발전기 설계․현장실증․성능제고를 통한 산업화 기반구축  

(2) 최종목표의 성격 및 설정근거

① 최종연구개발 성과물 

·조류발전 핵심 요소기술, 시제품 개발 및 신형식 경제적 시공공법 

② 최종목표 설정근거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현재 조류발전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단계에서 선진국 

등 관련 기관에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외부유출을 엄격히 금하고 있어 자료 수집의 한계, 

그리고 현단계의 기술수준 등을 감안하고, 조류발전 산업화 추진을 위하여 최종목표 설

정 근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조류발전 산업화 추진을 위하여 최종목표 선정은 적절함 

- 유향, 유속 변화에 능동 대처하고 유속량 강화 제어 기법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용범위

가 넓은 조류 발전 시스템 개발·성능평가 및 표준모델 제시는 조류발전 산업화에 필수

적이고,

- 또한, 조류발전의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시공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형 지지구조물 설

계·시공기술 개발 및 표준모델 제시 역시 필수적이며,

- 200kW 이상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시스템 실증실험 및 성능개선은 저유속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조류발전 시스템으로 조류발전 산업화를 위한 중요한 연구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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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량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평가기준

가중

치

(%)

달성치

최종목

표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

KS200)

터빈효율 목표 

달성

터빈효율 35% 이상

- 효율 계산방법

터빈효율 계산식

에 근거함

- 증빙자료

제3자기관 시험성

적서 

20 20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

KS200)

시스템효율 

목표 달성 

시스템효율 25% 이상

-효율 계산방법

시스템효율 계산

식에 근거함 

-증빙자료

제3자기관 시험성

적서

20 20

설비이용률 

목표(능동제어기

술) 달성

설비이용률 30% 이상

-설비이용률 계산

방법

설비이용률 계산

식에 근거함

-증빙자료

제3자기관 시험성

적서 

20 0

지지구조물 비용 

절감 목표 달성

비교 

지지구조물 

비용 

15% 이상 절감

-제작 및 설치비용 

비교방법

실 투입공사비 비

교 

-증빙자료

기존과 개발된 지

지구조물의 실 투

입공사비 산출서 

20 20

지지구조물 

연직도 목표 

달성

연직도 ±0.5도 이내

-연직도 측정방법

지지구조물에 부

착된 경사계 측정

치를 이용함

-증빙자료: 경사계 

측정치 

10 10

유지보수비 절감 

목표 달성 

비교 

유지보수비 
5% 이상 절감

-유지보수비 비교

방법

실 투입유지보수

비 비교

-증빙자료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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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평가기준

가중

치

(%)

달성치

기존과 개발된 유

지보수방식의 실 

투입비용 산출서 

1차년도

(2011년)

터빈특성분석 - 3종 터빈특성분석 
자료의 적정성 

60 100

지지구조물 

특성분석
-

지지구조물
특성분석 여부 자료의 

적정성
40 100

2차년도

(2012년)

실내실험 터빈 

효율 목표 달성
터빈 효율 30% 효율계산식* 70

100
[40%]

지지구조물 

개념설계
설계도면 - 설계도면 적정성 30

100

3차년도

(2013년)

실해역실험 터빈 

효율 목표 달성
터빈 효율 30% 효율계산식 30

100
[34.5%]

실해역실험 시스템 

효율 목표 달성
시스템 효율 20% 효율계산식 30

100
[28.5%]

현장모형실험 

시설구축
구축 여부 1개

모형실험장의 적절성 
현장 검증

10
100

[1개]
지지구조물
실시설계 및 

공사비절감

설계도면,

공사비
10% 절감

- 설계도면 적정성 
- 공사비 비교**** 30

100
[10%
이상]

4차년도

(2014년)

시스템 효율 목표 

달성
시스템 효율 25% 시험성적서 40

100
[35.26%]

조류발전/지지구조

물 설계
설계도면 1개 설계도면 제시 60

100
[1개]

5차년도

(2015년)

조류발전기 

제작설계 완료
설계 도면 1개

제작설계 도면의 
적정성

20
100

[1개]

전력변환기 제작 납품서 1개
제작완료 납품서의 

적정성
10

100
[1개]

발전기 제작 납품서 1개
제작완료 납품서의 

적정성
10

89
[1개]

블레이드 제작

process

inspection

보고서

1개
Process inspection
보고서의 적정성

10
100

[1개]

지지구조물 

제작설계 완료
설계 도면 1개

제작설계 도면의 
적정성

20
100

[1개]

지지구조물 제작 제작 공정율 1개 제작공정율 60%이상 30
50

[1개]

6차년도

(2016년)

블레이드 강도 

목표 달성
극한 강도

적용하중 

(설계하중 ×

safety factor)

시  파단 

방지(극한) 강도 

확보 

-강도 측정방법

공장시험을 통해 

블레이드 성능(강

도)평가 실시 (제3

자기관 실시)

-증빙자료

제3자기관 시험성

적서

30
87

[135.2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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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평가기준

가중

치

(%)

달성치

발전기(PMSG)

효율목표 달성
발전기 효율 80% 이상

-강도 측정방법

공장시험을 통해 

발전기(PMSG) 성

능(효율)평가 실시

(자체 실시)

-증빙자료: 자체평

가보고서

30 진행 중

지지구조물 

설치 완료
설치 여부 1기

-측정방법: 현장확

인

-증빙자료: 설치완

료 보고서

25
100

[1개]

지지구조물 

연직도 목표 

달성

연직도 ±0.5도 이내

-연직도 측정방법

지지구조물 실해

역 설치 후, 경사

계 계측 실시(경

사계 계측 결과와 

기준치와의 차이)

-증빙자료: 경사계 

측정치

15
100

[±0.15]

7차년도

(2017년)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

(KS200)

시스템 효율 

목표 달성

시스템 효율 25% 이상

-효율 계산방법

터빈효율 계산식

에 근거함

-증빙자료

제3자기관 시험성

적서

20 20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

(KS200)

터빈 효율 목표 

달성

터빈 효율 35% 이상

-효율 계산방법

시스템효율 계산

식에 근거함 

-증빙자료

제3자기관 시험성

적서

20 20

설비이용률(발

전량) 목표 

달성

설비이용률
30% 이상

(23MWh 이상)

-설비이용률 계산

방법

설비이용률 계산

식에 근거함

-증빙자료

제3자기관 시험성

적서 

20 0

지지구조물 비교 공사비 15% 이상 절감 -제작 및 설치비용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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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효율계산식

·터빈효율 계산식:  




 

 ∙ 
, 여기서 는 해수의 밀도, A 은 통수 단면적, V 는 계

측된 유속, T r 는 터빈생성토크, ω 는 터빈회전 각속도

·시스템효율 계산식:    , 여기서 는 계측된 전기출력 

** 시험성적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전문 기관에서 발급되는 시험성적

서 

·최종연차에 진행되며, 시스템효율 계산식의 모든 항목은 시험성적서에서 입증된 값을 사

용

*** 설비이용률 계산식

·설비이용률 = 특정기간 발전량/(시설용량* 특정기간의 총 시간)

·최종연차에 진행되며, 특정기간을 14.5일(예정)로 하고 기간 중 측정자료를 바탕으로 설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평가기준

가중

치

(%)

달성치

공사비

절감 목표 달성

비교방법

실 투입공사비 비

교 

-증빙자료

기존과 개발된 지

지구조물의 실 투

입공사비 산출서 

유지보수비 

절감 목표 달성

비교 

유지보수비 
5% 이상 절감

-유지보수비 비교

방법

실 투입유지보수

비 비교

-증빙자료

기존과 개발된 유

지보수방식의 실 

투입비용 산출서 

10 10

지지구조물 

연직도 목표 

달성

연직도 ±0.5도 이내

-연직도 측정방법

발전 이후 경사계 

측정치를 이용함

-증빙자료: 경사계 

측정치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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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용률을 산정할 예정임. 14.5일간 측정자료의 공정성은 외부기관을 통해 입증할 예정

이나, 선행사례 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연구관리기관과 협의

하여 진행

·특정기간 발전량 = 225kW (시설용량) * 14.5 일 * 24 시간 * .3 (설비이용률) = 23MWh

**** 지지구조물 공사비 설계가 비교분석

·기존 울돌목 시험 조류발전소의 자켓구조물 공사비 설계가와 케이슨 장착형 조류발전 지

지구조의 실해역 실증용 상세 설계를 통해 결정된 최종안의 구조물 제작 및 시공 공사비 

설계가를 비교 분석 

·3차년도에 상세 설계 시 공사비 설계가의 비교분석이 진행되며, 공사비 산정의 공정성은 

본 연구와 관련 없는 외부 설계사를 통해 검증할 예정이나, 선행사례 등이 없는 점을 감

안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연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지지구조물 실투입 공사비 비교분석

·기존 울돌목 시험 조류발전소의 자켓구조물 실투입 공사비와 케이슨 장착형 조류발전 지

지구조의 실해역 실증시 발생한 실투입 공사비를 비교 분석 

·6, 7차년도에 구조물 제작 및  시공시 실투입 공사비 비교분석이 진행되며, 공사비 비교

는 기존 울돌목 시험 조류 발전소 실투입 공사비는 민간 회사(현대건설)의 대외비 자료

이므로 상세 내역 제시는 불가능하고 공정별로 합산된 실투입 공사비를 제시하겠음. 실

투입 공사비 비교는 선행사례 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연구관

리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1회 유지보수 비용 비교 분석

·유지보수 비용은 구조물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고, 기존 울돌목 시험 조류발전소는 수

직축의 쟈켓구조물 방식이므로 착저식과는 유지보수 비용의 현격한 차이가 있음. 기존 

장죽수도 110kW 1회 유지 보수 비용과 케이슨 장착형 조류발전 지지구조의 1회 유지 보

수 비용을 공사비를 비교 분석

·7차년도에 실해역 성능 검증 및 유지보수 기간에 1회 유지 보수 비용의 비교 분석이 진

행되며, 기존 장죽수도 1회 유지 보수 비용은 조류발전기의 규격, 설치 수심 및 투입 장

비 등의 차이에 따라 케이슨 장착형 유지 보수 시스템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실

해역 유지보수장치 검증 실험을 수행함에 있어, 가이드 와이어 및 윈치를 이용한 유지보

수 장치를 장착하여 터빈 설치 및 해체를 했을 때의 공사 비용과 미장착하여 터빈 및 해

체시의 공사비용을 비교하여 1회 유지보수 비용을 분석 검증



- 44 -

다.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1) 1차년도(2011년)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조류발전기 핵심 요소인 

터빈 자료 분석 및 기초설

계

▪ 터빈 특성분석 및 형상설계

▪ 능동제어 기존시스템 특성 분석

▪ 동력전달계 기존자료 수집 및 비교 

평가

▪ CFD 해석과 lab 실험 모형 제작

▪ 3-level 컨버터 설계

▪ 너셀 형상/수밀 설계 기존자료 수집분

736,000

지지구조물 자료 분석

▪ 지지구조물 특성 분석

▪ 환경조건별 해저고정방식 검토

▪ 유지보수장치 방식 검토

308,000

 실해역 실험장 준비(1)
▪ Anti-corrosion & Anti-fouling

   (방부식/ 방부착) 표면처리
44,000

총괄 연구 ▪ 통합 연구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용 20,000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자료분석 및 기초설계

연구개발결과 요약 기술

조류발전기 

o 터빈 자료 분석 및 기초설계 

 ▪  수평축 터빈 자료 분석 및 기초설계 

  - 기존 설계 연구 경향과 개방형/덕트형 시스템 분석 

  - blade element moment theory 개발을 통한 기본형 설계 

  - 설계 검증용 CFD 해석과 실험 장치 및 모형 제작  

 ▪  수직축 터빈 자료 분석 및 기초설계 

  - 다리우스, 사보니우스, 하이브리드 연구 및 시스템 분석

  - 설계 방법 선정 및 기본형 제시

  - 설계 검증용 CFD 해석과 실험 장치 및 모형 제작 

 ▪  진동식 터빈 자료 분석 및 기초설계

  - 플랩운동과 와류유발 진동방식 기존연구 및 시스템 분석 

  - 설계 방법 선정 및 기본형 제시 

  - 설계 검증용 CFD 해석과 회전변환 방식 실험장치 개발 

 ▪  터빈용 재료 물성치 조사

o 능동제어 기존시스템 특성 분석

 ▪ 터빈별 pitch제어 시스템 조사 및 분석

  - 수평축의 경우 동적 시뮬레이션과 개념설계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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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직축의 경우 능동형 및 수동형 가변 pitch제어 조사

  - 가동물체의 경우 필수적인 pitch제어 시스템 제작 

 ▪ yaw 제어 시스템 조사 및 분석

  - 능동형, 수동형, 고정형에 대한 제어시스템 조사 및 분석 

  - yaw제어 관련 특허 및 관련기술 현황 조사

 ▪ 유동 제어 방식 조사 및 분석

  - 유동 강화 장치 방식 조사 및 분석 

  - 대칭형과 비대칭형의 CFD 수행과 결과 해석 

o 동력전달계 기존자료 수집 및 비교 평가  

 ▪ 직접 구동형과 증속기 채용형 별 기존자료 분석

 ▪ 기존 시스템의 동력전달계 적용 현황 조사

o 3 level-컨버터 설계  

 ▪ 발전기 제어용 전력변환장치 설계

 ▪ 발전기 제어용 전력변환장치의 모의실험 검증

지지구조물  

o 지지구조물 특성 분석

 ▪ 조류발전시스템 지지형태별 분석

  - 파일고정식/자중착저식/부유계류식 특성 검토

  - 각 형태별 개발 사례 조사 및 분석

 ▪ 조류발전시스템 형태별 개념설계

  - 지지구조물과 관련한 일반 설계 과정 검토

  - 지지형태별 지지구조물 종류의 개념 설계 순서 제시 

o 환경조건별 해저고정방식 검토

 ▪ 해저고정시스템 수심조건별 기초형식 검토

  - 저수심(30m), 중수심(30~60m), 대수심으로 구분하고 수심특성에 적절한 구조물 방식 제시 및 

특성 검토

 ▪ 해저고정시스템 지반조건별 기초형식 검토

  - 암반지반, 연약지반, 사질토지반 조건에 적절한 구조물 방식을 제시하고 특성 검토

 ▪ 해저구조물 적합재료 조사

  - 해양구조물용 강재, 콘크리트 재료의 국내 및 세계 시방 기준, 염해 방지대책 검토

  - 해양구조물용 강-콘크리트 합성구조를 제시하고, 구조적 특성 및 적용 사례 분석 

o 유지보수장치 방식 검토

 ▪ 유지보수기술 기존자료 분석

 ▪ 유지보수기술 개념 설계

 ▪ 조류발전 시공 모니터링 기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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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년도(2012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형상 설계 및 실해역 모형실험 준비

연구개발결과 요약 기술

조류발전기

 
o 터빈 최적 효율 설계 

 ▪ 수리실험 및 수치 실험 방법 체계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

원)
수행기관

터빈 개념, 형상 설계

▪ 수리 및 수치 실험을 통한 터빈 형식 

결정 

▪ 터빈 최적 효율 설계

▪ 능동제어시스템 개발/모형실험/성능평가

▪ 동력전달계 설계 및 성능평가

▪ lab 실험과 실해역 모형실험 모형 제작

▪ 3-level 컨버터 시제품 제작/발전실험/성능평

가(1)와 발전기 특성 분석

▪ 너셀 형상설계/모형실험, 주요부품 수밀 

구조 설계

1,387,000

지지구조물 설계 

▪ 조류발전시스템의 고정식 지지구조물 

개념설계

▪ 지지구조물 접합부 성능평가 및 설계

▪ 유지보수장치 설계 및 모델제작

▪ 회류수조를 이용한 지지구조물 실험

▪ 수중정밀 모니터링 시스템 개념 설계

400,000

실해역 실험장 준비(2)

▪ 해양특성 조사 기존 자료 분석

▪ 표면처리 방식 결정/적용

▪ 진동 등 계측시스템 기존자료 분석

110,000

총괄 연구 
▪ 인증 기반 구축(자문 진행)

▪ 통합 연구관리 시스템 기능 추가
20,000

실해역 실험장 

o 현장실증 준비 연구 

 ▪ 방부식 & 방부착 표면 패턴 제작 

 - 방전가공과 sandblast 공정 개발 후 방부착 특성 실험

총괄 

o 통합 연구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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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 수리 실험은 2원화하여 진행함 

  - 수치실험은 설계와 수리실험 결과 검증에 활용함  

 ▪ 수치실험 및 기존 자료를 통한 형식별 단일 후보 결정

  - 효율과 능동제어 기능 고려함 

 ▪ 터빈 성능 검증용 수리실험 

  - 최적화를 통한 터빈 설계 진행 

  - 개수로 및 예인수조 실험을 통해 터빈 성능 검증

 ▪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 터빈 복합 재료 타당성 관련 자문 진행 

  - 영구자석형 발전기 타당성 관련 자문 진행

 

o 능동제어시스템 개발/모형실험/성능평가

 ▪ 능동형 pitch제어시스템 개발/모형실험/성능평가

  -시뮬레이션을 통한 능동형 제어시스템의 성능평가

  -강인제어 기법을 적용한 제어시스템 설계/제작/검증

 ▪ 수평축의 경우 Rudder를 이용한 Yaw drive 설계

  - Rudder를 이용한 Yaw 제어시스템 설계/제작

 ▪ 수직축의 경우 덕트의 수중익을 이용한 yaw제어 장치 설계/제작

 ▪ 진동식의 경우 블레이드 회전과 나셀 형상을 이용한 제어시스템 설계 

 ▪ yaw 제어 모형실험 및 성능평가

  - 발전중 미세제어 모형시험 및 개념 검증

  - 180° yaw제어 모형시험 및 개념 검증

o 너셀 형상설계/모형실험, 주요부품 수밀 구조 설계

 ▪  너셀 형상설계/모형실험

  - 해수 이용 냉각 방식 선정 

  - 보강재 형태에 대한 모형 실험 및 CFD 해석 수행 

 ▪ 주요 부품 수밀구조설계 

  - 작동부 및 결합부에 적용한 수밀 구조 설계 

o 동력전달계 설계 및 성능평가

 ▪ 3차년도 실해역 모형시험 동력전달계 기본설계

  - 1/3 Scale 모형 축계 설계 및 증속기 선정

 ▪ 축계 및 증속기 성능평가방안

  - 증속기 제조사 또는 시험가능기관을 통한 성능평가 진행예정

  - 성능평가 항목 : RPM/Torque 별 입/출력변환 효율, 진동시험, 고유진동수 해석, 발열, 기타부하 등

o 3-level 컨버터 시제품 제작/발전실험/성능평가(1)와 발전기 특성 분석

 ▪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용 컨버터 설계 및 제작

  - 각종 제어 보드 설계 및 제작

  - NPC 컨버터 설계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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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리즘 개발용 소용량 full converter 시스템 제작

 ▪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제어 알고리즘 설계

  - 시뮬레이션 모델 구성

  - PMSG MPPT 제어 시뮬레이션

  - 울돌목 실측 데이터를 이용한 발전제어 시뮬레이션

 ▪ NPC-type 컨버터의 중성점 전위 평형을 위한 PWM 방법 개발

 ▪ Long cable 적용시 필터설계 방안 검토

o 실내 수리실험과 실해역 모형실험 모형 제작

 ▪ 2원화 실내 실험 분석

  - 다양한 개념 검증 실험과 발전 효율 실험이 가능함 

 ▪ 실해역 모형 개념 설계 

  - 실내 수리 실험 장치에서 3배 크기로 진행 

  - 규격, 사양, 그리고 제어방식 등으로 비교 평가함

  - 개념 설계안 제시

 ▪ 실해역 모형실험을 위한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추가 지지구조물 설계    

 ▪ 구조 설계 및 최적화 진행 계획 수립

지지구조물

 
o 고정식 조류발전시스템 지지구조물 개념설계

 ▪ 지지구조물 형태별 개념 설계(케이슨식, 파일고정식, 착저식)

 ▪ 구조적 거동 및 부재력 해석

 ▪ 개념설계 보고서 및 도면작성

o 지지구조물 접합부 성능평가 및 설계

 ▪ 지지구조물 부재별 특성 분석 및 안정성 평가

 ▪ 지지구조물 접합부 성능평가 부재 실험

o 유지보수장치 설계 및 모델제작

 ▪ 터빈 및 지지구조물 형태별 유지보수장치 조사

 ▪ 유지보수장치의 기본 설계 및 모델 제작

o 회류수조를 이용한 지지구조물 실험

 ▪ 유지보수장치를 장착한 지지구조물의 실험모델을 대상으로 회류수조 실험 수행

o 수중정밀 모니터링 시스템 개념 설계

 ▪ Sonar 기반 기술 개념 설계

 ▪ 저조도 영상 기술 확보 및 성능 평가

실해역실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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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양특성 조사 기존 자료 분석

 ▪ 울돌목 해역에 대한 기존 자료 조석 특성 분석

  - 외해에서 협수로로 방향으로 향하면서 M2분조의 진폭이 작아짐

  - 협수로의 진폭 강화는 협수로에서 운동에너지가 강화에 기인

 ▪ 울돌목 해역에 대한 기존 자료 조류 특성 분석

  - 창조시에는 진도대교 북서측의 정점인 A1의 유속이 타 정점에 비하여 크고, 낙조시에는 진도

대교 남동측의 정점 A2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진도대교 위치의 협수로가 병목현

상을 일으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임

o 표면처리 방식 결정/적용

 ▪ 친수/소수성 복합 하이브리드 표면 선정

  - DUV(Deep Ultraviolet light)를 이용 선택적 노광을 통한 하이브리드 패턴 제작

  - 친수/소수성 복합 패턴의 방 부착 효과가 탁월함을 확인

 ▪ 친수/소수성 복합 하이브리드 패턴 제작을 위한 장치 개발을 통한 대면적의 복합 패턴 제작이 

가능함을 확인

o 진동 등 계측시스템 기존자료 분석

 ▪ 장기 변형률 측정에 의한 거동 특성 분석

  -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구조물에 대한 장기 변형률 측정 및 분석

  - 연중 수온 및 변형률 측정 결과 분석

 ▪ 다중 물리량 계측에 의한 변위측정 방법 제안 및 수치 검증

  - 가속도와 경사 또는 가속도와 변형률 등 다중 물리량 계측을 통한 지지구조물 상부에서의 변

위 측정 방법 제안

  - 제안된 변위 측정 방법을 이용한 보와 재킷구조물에 대한 수치검증

 ▪ 모델기반 칼만필터를 이용한 피로추정

  - 부분 응답계측을 통하여 주요 지점의 피로추정을 위한 알고리즘에 대한 기초 연구

o SCADA 기획 연구

 ▪ 효과적인 능동제어를 위한 시스템 구성 도출

 ▪ 효과적인 능동제어를 위한 시스템 아키텍쳐 도출

 ▪ 능동제어를 위한 조류흐름, 발전상태, 기상 상태 등의 감시 항목 선별

 ▪ 구조물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동 방안 도출

 ▪ 기 운용중인 울돌목 시험 조류 발전소 통합 감시 시스템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총괄연구

o 연구관리 시스템

 ▪ 보안 강화

  - SSL 적용,  공인 인증서 등록

 ▪ SCADA 시스템과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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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년도(2013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상세설계 및 실해역 모형 실험 

  - Raw 데이터 처리 기능 추가

 ▪ ANSYS RST 읽는 기능

  - 절점과 요소형상 읽은 모듈 추가

o 인증 기반구축 자문

 ▪ 조류에너지 발전시스템에 대한 인증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 

   - 조류에너지 발전시스템 인증관련 국내외 동향

   -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 인증을 위한 자문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

원)
수행기관

터빈 상세 설계/성능평가

▪ 터빈 선정 및 기본형 기초 설계 

▪ 능동형 제어시스템 제작/성능평가

▪ 적정 발전기 선정 및 성능 평가

▪ 동력전달계 제작/성능평가 

▪ 3-level 컨버터 시제품 제작/발전실험/성

능평가(2)와 최종 시제품 제작(1)

▪ 너셀 성능평가, 조류발전기 수밀 체계 구축

▪ 실해역 모형 실험

1,872,000

지지구조물 예비 성능평가

▪ 지지구조물 구조 성능실험 및 평가

▪ 지구조 수리 모형실험 및 성능평가

▪ 유지보수장치 모형실험/성능평가

▪ 수중정밀 통합감시 S/W 개발

▪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실시설계

▪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실증 준비

1,860,000

 실해역 실험장 준비(3)

▪ 건전성 모니터링 및 진동계측시스템 개발

▪ 표면처리 패턴 기술 검증

▪ 정밀 조류예측 수치모형실험 & 현장 적지

선정

▪ 유지관리/보수체계 설계 반영(1)  

▪ 통합제어시스템/통합 SCADA 설계

969,000

총괄연구

▪ 인증 기반 구축(자문 진행)

▪ 연구관리시스템 최종 개발 완료

▪ 복합발전/단지 적용방안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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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결과 요약 기술

조류발전기

o 터빈 선정 및 기본형 기초 설계 

(1) 복합재 터빈의 설계 

 ▪ BEMT 프로그램을 이용한 터빈 블레이드의 형상 최적화

 ▪ 복합재 터빈 블레이드의 구조설계 및 구조해석 

(2) 상세설계 

 ▪ 구조해석과 최적 설계 진행 

 ▪ 재료 및 부품 선정  

(3) 실규모 시스템 1차 선정 

 ▪ 실내와 실해역 모형 실험 자료, 해석 자료, 그리고 기존 분석 자료를 통해 선정

(4) 실규모 시스템 상세 설계를 위한 기초 설계

o 능동형 제어시스템 제작/성능평가

(1) 능동형 pitch 제어장치 실해역 모형 성능 평가 

 ▪ 최적 제어기 설계 및 시뮬레이션, 회전속도 제어 실험

 ▪ 실해역 축소모델을 위한 피치제어용 모터·기어 선정, 구입, 설계

(2) yaw 제어 

 ▪ yaw 제어 시스템 최적설계

 ▪ 능동형 및 수동형 복합 제어 연구 

 ▪ 능동형 yaw제어시스템 실해역 모형실험/성능평가

o 동력전달계 제작/성능평가
 ▪ 동력전달계 제작 및 성능 평가

 ▪ 동력전달계 실해역 모형 실험

o 3-level 컨버터 시제품 제작/발전실험/성능평가(2)와 최종 시제품 제작(1)

 ▪ 발전기 제원 결정/주문 제작/성능평가 지원

 ▪ 20kW급 축소형 실해역 실증시험용 컨버터 설계 및 제작

 ▪ 축소형 모델 실해역 실험

 ▪ 최종 발전기(200kw급) 모델 기본 설계

o 너셀 성능평가, 조류발전기 수밀 체계 구축

 ▪ 구조 해석 및 최적 설계  

 ▪ 조립부와 작동부 수밀 설계

 ▪ 수밀성 시험을 통한 너셀 성능평가 

o 실해역 모형 실험

 ▪ 실험 장치 장착을 위한 울돌목 시험발전시설을 이용한 추가 구조물 설계 및 설치 

 ▪ 모형 설계/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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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송 및 진수 장치 설계 및 설치 

 ▪ 모형 실험 과정 중 효율, 진동, 항력 계측을 통한 시스템 평가    

지지구조물 

o 지지구조물 구조 성능실험 및 평가

 ▪ 지지구조 시공단계해석 및 성능분석

 ▪ 지지구조 최적 배근상세별 도출 및 추가 휨-전단 성능실험

 ▪ 지지구조 연결부 피로실험 및 사용성 평가

o 지지구조 수리 모형실험 및 성능평가

 ▪ 지지구조 형상별 수리특성 분석

 ▪ 지지구조 3차원 수리모형 제작 및 특성 실험

o 유지보수장치 모형실험 및 성능평가

 ▪ 지지구조 특성에 맞는 최적 유지보수장치 개발

 ▪ 유지보수장치 모형실험 및 성능평가

 ▪ 유지보수장치 실시설계

o 수중정밀 통합감시 S/W 개발

 ▪ Sonar 및 저조도 영상 설계 및 성능 평가

 ▪ 수중 정밀 통합감시 S/W 개발

o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실시설계

 ▪ 실해역 설계조건(파랑, 파고) 및 분석

 ▪ 실해역 환경조건(지반조건, 수심 등) 및 입지조건(제작장) 분석

 ▪ 지지구조 실시설계

 ▪ 실시설계 보고서 및 도면작성

 ▪ 개략 공사비 산출

o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실증 준비

 ▪ 현장개설계획 수립 및 협조

 ▪ 시공계획(초안) 작성

실해역 실험장

o 정밀 조류 예측 수치 모형 실험 & 현장 적지선정

 ▪ 실증실험 적지선정

 ▪ 실증실험 후보지를 대상으로 정밀 해수유동 수치모형 실험

o 통합제어시스템/통합SCADA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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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차년도(2014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실규모 조류발전기 설계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

원)
수행기관

추가 실해역 모형실험 및 

최종선정/터빈 설계

▪ 추가 실해역 모형실험 및 형식선정 

▪ 터빈, 전력변환기, PMSG발전기, 동력전

달계, 계통연계, 나셀, 능동제어기 설계 

및 제작 준비(부품 주문 및 발주 등)

3,200,000

(- 이월금 

1,000,000)

지지구조물 설계 및 시공

계획 수립

▪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최종 설계  및 시공계

획 수립

▪ 지지구조 수리모형실험 및 성능평가

 400,000

 ▪ SCADA 시스템 개발

 ▪ SCADA 시스템 현장설치 및 운용

 ▪ SCADA 시스템 하드웨어 구축

o 건전성 모니터링 및 진동계측시스템 개발

 ▪ 변위 기반 구조물 건전성 평가 기법 개발

 ▪ 모델 기반 칼만필터를 이용한 피로수명 추정

 ▪ 축소모형을 이용한 성능검증 실험

o 표면처리 패턴 기술 검증 

 ▪ UV조사 시간 조절용 포토리소그래피 장비의 개발  

 ▪ 하이브리드 코팅 신 재료 개발 및 성능 검증  

 ▪ 부착방법 개발 및 실해역 샘플 시험

총괄연구

o 연구관리시스템 최종 개발  

 ▪ 구조 해석 소프트웨어 Ansys rst(후처리 후 결과) 파일 처리

 ▪ SCADA 시스템과 연동

o 인증기반구축

 ▪ IEC TC-114 WG-15 및 RE Forum 등 인증관련 국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CFD 분석 결과 등에 대한 인증 가능성 검토

o 복합발전/단지 적용방안 검토

 ▪ 해양에너지 복합발전 구성 개념 

 ▪ 조류-풍력 복합발전과 에너지 저장시스템 기존 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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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장치 최종설계 및 통합하중 

해석

실해역실험장 위치 선정 

및 

실증 준비 (1)

▪ 조류관측체계 설계 및 구축 준비(센서 

구매 등)

▪ 유지관리/보수체계 설계

▪ 기전/계측/SCADA 시스템설계 및 제작 

준비

373,000

총괄연구
▪ 인증 기반 구축(자문 진행)

▪ 복합발전/단지 적용방안
40,000

연구개발결과 요약 기술

조류발전기

o 추가 실해역 모형실험 및 형식 최종 확정

 ▪ 추가 실해역 모형실험 수행 및 실험 자료 분석

  - sample수를 늘리고 통계처리기법으로 평균/편차 제시

  - 발전 실험  

  - 피치 및 요 제어 실험

 ▪ 과제 참여 및 해양에너지 관련 시공, 제작, 그리고 엔지니어링사를 초청한 기술품평회 개최

  - 설계/제작사 선정으로 연구 참여 유도, 그리고 참여기업 혹은 투자 가능성 타진

  - 외부자문으로 의견 수렴 

 ▪ 해석, 실험, 및 기존자료와 의견수렴을 통해 조류발전기 형식 최종 확정

o 터빈, 능동제어기, 동력전달계, 나셀, 전력변환기와 발전기, 계통연계 설계와 제작준비 (부품 주

문 및 발주 등)

 ▪ 정격제원 결정

 ▪ 터빈 블레이드 형상 설계는 개발 중인 설계S/W(BEMBO)를 업그레드하고 이를 통해 최적안을 선정

 ▪ 터빈 블레이드 재료/구조 설계

  - 복합재 후보 선정

  - 복합재 터빈 블레이드 적층구조 설계

  - 복합재 터빈 블레이드 구조해석

 ▪ 터빈 허브 (재료 포함) 구조 및 피치제어 메카니즘 설계

 ▪ 요제어 모듈 (러더, 제어기) 최종 설계

  - 실해역 환경 분석을 통한 요 제어용 유향/유속 필터 설계

  - 회전력 산정을 통한 러더 형상 설계

  - 모터 선정 및 제어 시스템 설계

 ▪ 나셀 재료 확정, 내·외부 설계

  - 수밀체계 구축 

 ▪ 동력전달계(직결방식 선정 시 기어박스 제외) 설계 

  - 축계 실험 및 축계 해석을 통한 동력 전달계 설계(처짐, 비틀림, 공진 회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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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kW급 전력변환기와 발전기 설계

  - 설치 공간과 위치를 반영하여 적합한 형식으로 설계

  - 전력 질 향상 연구와 MPPT(최대출력점 추적) 제어 방식 확정 

 ▪ 전체 시스템 모델링 및 해석 

  - 2/3차원 도면 작성과 조립성 확인 

  - Cavitation, Yaw-control 성능 및 기능성, 진동(구조적)문제 검토

지지구조물 설계 및 시공계획 수립 

o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최종 설계

 ▪ 지지력, 침하, 전도, 세굴해석 등 제반사항 검토

 ▪ 수치모형실험(설계파, 해수유동, 부유사) 결과 검증 및 보완

 ▪ 대상입지 정밀 수심측량 실시 후 조사결과 검토

o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시공계획 수립

 ▪ 시공단계별 안정검토(항만, 구조, 지반)

 ▪ 지지구조 타입별 비교안 시공계획 수립

 ▪ 공사비 및 유지보수비 산정

 ▪ 지지구조물 최종안 선정

o 지지구조 수리모형실험 및 성능평가

 ▪ 최종안 안정성 검토를 위한 2차원 수리모형실험 실시

 ▪ 수리모형실험 결과 분석 및 성능평가

o 유지보수장치 설계 및 지지구조물 통합하중 해석

 ▪ 실해역 유지보수장치 설계

 ▪ Tidal-Bladed를 이용한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통합하중 해석

o 수중정밀 통합감시 S/W 개발 및 실해역 테스트

 ▪ 수중정밀 통합감시 S/W 개발 완료

 ▪ GPS를 장착한 수중시공 모니터링 시스템 실해역 테스트

실해역실험장 위치 선정 및 실증 준비 (1)

o 조류관측체계 설계 및 구축준비 

 ▪ 조류관측 자료와 수치해석 결과 처리 및 분석 프로그램 활용  

 ▪ 현장실증 적지선정

 ▪ 실증 준비 (1)

  - 공유수면 사용허가 및 발전사업 허가(1)

o 유지관리/보수체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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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차년도(2015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실규모 조류발전기 제작 (제작설계 포함)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

원)
수행기관

터빈 제작/조립

▪ 전력변환기 제작

▪ 터빈 시스템 제작

▪ 터빈, 발전기, 동력전달계, 계통연계, 너

셀, 능동제어장치 조립 

651,000

(+이월금 

2,204,176)

지지구조물 설계/제작

▪ 현장개설 및 지지구조물 제작

▪ 지지구조물/ 해저고정시스템/ 유지보수 

장치 시스템 조립 

2,400,000

(+이월금

156,933)

실해역 실험장 실증준비(2)

▪ 조류관측체계 구축

▪ 유지관리/보수체계 수립

▪ 최적시공방안 도출

▪ 기전/계측/SCADA 시험검증

80,000

총괄연구
▪ 인증 기반 구축

▪ 복합발전/단지 적용방안
20,000

연구개발결과 요약 기술

 ▪ 방오 기술 검증 

  - 실해역 적용 후 방오 성능 검증

o 기전/계측/SCADA 시스템설계 및 제작 준비

 ▪ 통합SCADA 장비 설계 

  - 최적제어기법 개발

  - 추가 실해역 실험 수행 지원 

  - 요구사항, 수정사항 검토 및 반영 사항 확정 

  - 반영 사항 적용한 최종시스템 사양 및 시나리오 완성

  ▪ 기전/계측 시스템 설계 

  - 변전소 연결 포함한 기전 시스템(계통) 설계 

  - 상태모니터링을 포함한 계측 시스템 설계 

총괄연구

o 인증 기반 구축 

 ▪ 터빈 성능 평가 방식의 표준화 연구  

o 복합발전/단지 적용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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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발전기

o 제작 주체와 협력 모델 확정

 ▪ 전력변환기 제작 주체 선정

 ▪ 그 외 시스템 및 구성요소 제작 주체 선정

 ▪ 협력 모델 확정 및 적용

 ▪ 공정 관리 진행 

o  운전 조건 선정 및 주요 하중 산정

 ▪ 균일 유속 조건 하의 운전조건 선정

  - 발전 및 요 제어 운전상 조건 선정

 ▪ 이 외의 설계 고려된 극한 혹은 비상 운전 조건 선정

  - 운전 조건에 따른 코드 부여

 ▪ 안전계수 선정

 ▪ 하중 산정

  - 정상 및 극한 하중에 대한 힘과 모멘트 분석 후 산정

o KS200 핵심 부품 설계 및 제작

 ▪ 블레이드

  - glass epoxy 수지함침 후 수분 유입 차단 및 마모를 대비한 코팅재 적용

  - 공정 검사 체계화

  - 목형 제작 완료, 연차 종료 시점까지 몰드 제작 완료예정 

 ▪ 발전기 4월 제작 완료 예정 

  - 조건 별 발전기 성능 해석 수행

 ▪ 전력변환장치 4월 제작 완료 예정 

 ▪ 축 & 러더

  - 설계 요구 사항 반영 및 검증을 위한 해석 수행 검토 후 제작도면 완료

 ▪ 피치 & 요(YAW) 제어부

  - 설계 요구 사항 반영 및 기구·통신부 구성하여 설계에 적용

 ▪ 안전 운용을 위한 PLC 제어 설계 완료 

 ▪ 허브, 나셀, 요 구조부 

- 설계 요구 사항 반영 및 검증을 위한 해석 수행 검토 후 제작도면 완료

o 현장실험과 수밀체계 

 ▪ SCADA 시나리오 검증용 현장 실험

  - 정조 시 180도 회전 자동화 검증

  - 낙조 및 창조 방향 대응 검증

  - 최종 SCADA의 블록다이어그램 작성 완료

 ▪ 수밀 체계 구축

  - 각 격실 별 수밀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구축

  - 각 격실 별 수밀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Diagram 작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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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구조물

o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보완설계 

 ▪ 100년 빈도 파고/주기 적용 구조물 최적설계

  - 조류·조석 관측치와 실험치 비교 수행

  - 설계파랑 수치모형 실험

 ▪ 지지력, 침하, 전도, 세굴해석 등 제반사항 검토

 ▪ 지지구조물 최종 안정성 검토

  - 최종안 표준 단면도에 따른 단위중량, 내부마찰각 및 활동 및 전도에 대한 안정검토 수행

o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시공계획

 ▪ 지지구조물 실해역 운반, 진수, 설치해석 및 검증

  - 공사기간 및 작업가능 기간산정

 ▪ 지지구조물 최종 시공계획 수립

  - 시공계획 공정표 수립

  - 장비 및 인원투입 계획 수립

  - 상세계획 수립  

o 현장개설 및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제작(1)

 ▪ 조류발전 용도로 바지선 개조

 ▪ 실해역 실증용 현장개설

 ▪ 지지구조물 제작장 개설 및 운용

 ▪ 지지구조물 제작

o 지지구조물 유지보수장치 시스템 제작(1)

 ▪ 최종 수리실험을 통한 가이드와이어 윈치용량 산정 및 안정성 검토

 ▪ 유지보수 계획 및 시스템 운영(안) 수립

 ▪ 유지보수장치 제작 및 시스템 운영기술 지원

 ▪ 유지보수장치 및 하부구조시스템 평가

o 시공안정성 통합감시 S/W 장비제작 및 운용

 ▪ 시공모니터링 시스템 제작 및 시스템 운영기술지원

 ▪ 시공모니터링 시스템 장착

실해역 실험장 실증준비 (2)

o 조류관측체계 구축

 ▪ 조류관측 위치 선정

 ▪ 조류관측 항목 선정

 ▪ 조류관측 장비 선정 및 SCADA 시스템 연계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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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차년도(2016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200kW급 조류발전 시스템 제작완료 및 현장설치(I)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

원)
수행기관

조류발전기 제작완료
▪ 제작 완료 및 공장시험

▪ 통합제어시스템 성능향상
1,000,000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지지구조물 현장설치
▪ 지지구조시스템 제작 완료

▪ 지지구조물 현장설치 
6,000,000 현대건설

실해역실험장 구축

▪ 인허가 획득 

▪ 기전 및 계측시스템/원격감시제어시스

템/ 통합SCADA 구축 

960,000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총괄연구
▪ 복합발전/단지 적용방안

▪ 인증 기반 구축 자문
32,000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 조류관측 장비 설치 방법 선정

 ▪ 조류관측 장비 설치위치 선정 및 설치 계획 수립

 ▪ 조류관측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

o SCADA / CMS / SHM 연계방안 수립

 ▪ 연계 시 필수 고려 사항 제시

 ▪ 시나리오(설정, 예측) 별 기능 개선 

 ▪ 향후 고려 사항 제시

o 진동 등 계측시스템 자료분석 및 성능평가

 ▪ 해양구조물의 입력하중 추정(1): 수치해석 수행 및 분석

 ▪ 해양구조물의 입력하중 추정(2): 수리실험 수행 및 분석

 ▪ 해양구조물의 손상 추정: 수치해석 수행 및 분석

o KS200 실증실험을 위한 인허가

 ▪ 인허가 목록 조사 및 작성, 2차 협의

총괄연구

o 인증 기반 구축

 ▪ 터빈 성능 평가 보고서 범위, 내용, 형식 등 세부사항 수립

 ▪ TEC의 연간 에너지 생산량 계산법 제시

o 복합발전/단지 적용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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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조류발전기

o 제작 완료 및 공장시험

 ▪ 로터, 나셀, 발전기, 동력전달계, 제어기 등 제작·조립·단위시험 

  - 수중 전기결합 보조 장치 개발 및 적용

   · 육상 및 수중 전기적 결합 성능 평가

  - 비상 대응 체계 구축·단위시험 

 ▪ 공장 통합시험 

o 통합제어시스템 성능향상 

 ▪ (20kW 시스템을 이용한) KS200 제어시스템 성능향상 후 적용  

지지구조물

o 제작 완료 

 ▪ 지지구조시스템 공정 및 예산관리 계획 수립

  - 월별 공정계획표 작성

  - 월별 예산집행계획표 작성

 ▪ 지지구조물 제작 완료

  - 거푸집 제작

  - 철근조립

  - 거푸집 설치 및 동바리설치

  - 콘크리트 타설

  - 양생

 ▪ 해저고정시스템 제작 완료

  - 조류발전 바지선 지지용 앵커 주문 및 제작

  - 암반용 앵커 시험테스트

 ▪ 유지보수장치시스템 제작 완료

  - 가이드와이어 요구 윈치 용량 제시

  - 유속별 유지보수 가능 조건 제시

 ▪ 수중모니터링시스템 제작 완료

  - 지지구조시스템 모니터링용 시스템 장착

  - 조류발전 바지선 모니터링 시스템 작창

 ▪ 조류발전 바지선 개조 및 제작 완료 

o 지지구조물 현장설치 

 ▪ 지지구조물 및 해저고정시스템 설치 완료 

   - 시공 전 육상테스트 및 해상 시험시공 검토

   - 기존 조류발전소 쟈켓 레그를 이용한 최적 시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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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차년도(2017년~2020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 현장설치 및 성능평가/표준모델 도출

   - 수중 콘크리트 타설 시, 유실 및 품질관리 방안 검토

   - 지지구조물 설치 완료 및 수중콘크리트 타설 완료

 ▪ 수중모니터링시스템 바지선에 설치 완료

 ▪ 지지구조물 현장설치 상태 확인 

  - 지지구조물 연직도 계측

실해역실험장

o 실해역 실증실험을 위한 관련 인허가 획득 (I) 및 시공계획 수립

 ▪ 공유수면점사용 허가(해역이용협의 포함)

 ▪ 시공계획 수립

o 기전 및 계측시스템/원격감시제어시스템/통합SCADA 구축  

 ▪ 기전 및 계측시스템 구축 

 ▪ 상태 및 건전성 감시시스템 구축

 ▪ 통합SCADA 장비 구축 및 시험 수행  

  - 통합제어기법 적용 

  - 육상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한 작동 평가

총괄연구

o 인증 기반 구축 

 ▪ KS200용 유속/유향 자료처리 기준 수립 

o 복합발전/단지 적용방안 검토

 ▪ 조류발전 실증단지 구축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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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

원)
수행기관

조류발전기 성능평가/

표준모델 도출 

▪ 조류발전기 육상시험 완료

▪ 조류발전기 현장설치/실해역 성능평가

▪ 표준모델 도출 

1,201,000 KIOST

지지구조물 성능평가(2)/

실험지원(2)/표준모델 도출

▪ 지지구조물 실해역 성능평가(2)/실해역 실험

장 구축 지원(2)/표준모델 도출
632,000 현대건설

실험장 및 산업화기반구축

▪ 실해역 실증실험을 위한 관련 인허가 획득 

(II)

▪ 기전 및 계측시스템/원격감시제어시스템/통

합SCADA 현장설치&운용 

▪현장실증 실험 및 성능 개선방안 도출

▪ 경제성/경쟁력 확보방안 제시

349,000 KIOST

총괄연구
▪ 인증 기반 구축 자문 진행

▪ 복합발전/단지 적용방안
40,000 KIOST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조류발전기

o 조류발전기 육상시험 완료

 ▪조립된 상태에서 통합 전계장 신호 및 제어 시험과 시나리오 시험 완료 

 ▪펌프 작동을 포함하는 기밀/수밀 시험 완료 

 ▪시험 설비 재구성을 통한 다이나모 시험 완료  

 ▪육상 시험에서 신뢰성을 확인 후 현장 설치할 예정임

o 조류발전기 현장설치/실해역 성능평가

 ▪ 현장 설치

  - `20년 11월 예정이었으나 공정지연으로 인해 12월 시행

 ▪ 설치 후 성능평가는 해상 시운전을 포함한 기능 위주의 단위 요소별 성능평가 실시 

 ▪ 설치 이후 목표 성능 위주의 실험과 평가 진행 

 ▪ 조류발전기의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의 참관 실험 수행

o 표준모델 도출

 ▪ 발전 시 유속 처리 기준 확정  

 ▪ 자체기술 확보, 부품조달, 기술 도입 등으로 분류하여 표준화 기준을 마련

 ▪ 유지보수장치 실해역 성능평가 및 개선연구(공동연구)

  - 유지보수장치 이용시의 실해역 유지보수 비용 산출

  - 유지보수장치 회수

지지구조물

o 조류발전 지지구조시스템 실해역 성능평가(2)

 ▪ 지지구조시스템 실해역 성능평가

  - 기존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시추자료 및 탄성파 측정자료 분석

  - 지진발생 여부 검토 및 하부 구조 내진 안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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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구조시스템 안정성(활동 및 전도) 검토 및 평가

  - 지지구조시스템 연직도 검토 및 평가

  - 지지구조물 진동 및 피로해석 검토

  - 지지구조물 하부기초 안정성 검토 결과 제시 

 ▪ 지지구조 시스템 실투입 공사비 분석

  - 기존 조류발전소 공사비 대비 실투입 공사비 분석

  - 직접착저형 케이슨 설계 공사비 및 실투입 공사비 비교(저판형케이슨, FD형 케이슨, 원형케이슨)

 ▪ 수중모니터링시스템 실해역 성능평가

  - 수중모니터링시스템 가시거리 검토

  - 영상처리시스템 성능평가

o 조류발전 지지구조시스템 표준모델 도출

 ▪ 조류발전 지지구조시스템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작성

o 조류발전 지지구조시스템 개선연구

 ▪ 지지구조시스템 모니터링 및 개선연구

  - 지지구조시스템 제작 및 시공방법 개선안 도출

 ▪ 유지보수장치 실해역 성능평가 및 개선연구(공동연구)

  - 유지보수장치 미 이용시의 실해역 유지보수 비용 산출 및 비교 검증

  - 유지보수장치 재설치 개선안 도출

실험장 및 산업화기반 구축

o 실해역 실증실험을 위한  실험장 설치 및 관련 인허가 획득 (II)

 ▪ 조류발전기 및 계통 설치

 ▪ 발전사업 허가

o 기전 및 계측시스템/원격감시제어시스템/통합SCADA 현장설치 및 운용

 ▪ 통합SCADA 장비 현장설치 및 운영 

 ▪ 통합제어기법 실해역 환경에서의 안정화

 ▪ 상태감시 시스템(CMS) 현장설치 및 운영

 - 상태감시 알고리즘 적용 및 자료분석을 통한 발전설비 상태 감시

 ▪ 구조물 건전성 감시 시스템(SHMS) 현장설치 및 운영

 - 기초구조물-타워-나셀 구조 진동 계측 및 자료 분석

 - 기초구조물-타워-나셀 구조 건전성 감시 

o 현장실증 실험 및 성능 개선방안 도출

 ▪ 최적제어기법 및 유지관리보수 체계 도출

 ▪ 방오 기술 실해역 평가

o 경제성/경쟁력 확보방안 제시 

 ▪ 공개된 기존 시스템이나 구조물이 있는 경우 비교 

 ▪ 타 신재생에너지원, 해상풍력 등의 비용과 비교

o 실험장 추후 활용안 도출 

총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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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증 기반 구축 완료 

o 복합발전/단지 적용방안 최종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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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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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0kW급 조류발전기 설계 및 제작

(1) 터빈 설계 및 제작 

① 운전조건 선정

·수평축, 수직축, 그리고 진동식 터빈의 실해역 모형실험을 통해 검증

·실규모 크기 대비 1/25~1/15 실내실험을 진행하고, 선정된 모형에 대해서는 1/5 실해역 

축소모형 실험을 진행하여 발전량, 상태, 하중조건 등을 수치해석과 비교하여 산정함 (상

세 설계 내역 및 주요 사항은 별지참조)

터빈 형식 터빈 크기
시스템 총 

무게
동력전달방식 비고

수평축 직경 2.4 m 3,300 kg

베벨기어를 이

용한 축 전달 

방식

3개의 블레이드

로 구성

수직축
직경 0.7 m

높이 1.42 m
3,000 kg

축 직결 전달 

방식

3개의 블레이드

가 단일 터빈으

로 구성된 2단 

터빈 구조 

진동식
스팬 (span)  1.8 m

코드 (chord) 0.6 m
4,500 kg

기어와 링크를 

이용한 축 전달 

방식

앞전과 뒷전으

로 구성된 쌍

(dual) 구조

[표-10] 수평축, 수직축, 진동식 터빈의 실해역 실험 전경

[그림 38] 수평축, 수직축, 진동식 터빈의 실해역 실험 전경

·실험 진행 방법

- 통계 분석을 위해 10분 이상의 시간동안 데이터를 얻어, 조건 별 반복 비교를 실시(국

제 조류발전 IEC-TS 62600-200 규격 권고 사항)

- 유속의 경우 수평축은 1~2.1 m/s, 수직축 1~3.5 m/s, 진동식 1~3.5 m/s 범위 내 수행

- SCADA와 CMS 서버는 한국표준연구원의 시간 정보를 기준으로 동기화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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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효율 측정 방식

- 조류발전기의 시스템 효율은 아래와 같이 측정하며, 유체 밀도는 해수 평균 1025 kg/m3

을 사용
- 터빈 시스템 효율 (Cp) = 발전기를 통한 발전량 / 0.5 X 유체 밀도 X 입사면적 X (유

속)3

- 터빈의 입사 면적은 터빈 방식에 따라 [표 11]와 같이 결정됨

터빈 작동 방식 유효 입사면적 (m2) 비고

수평축 4.52

수직축 1.01
2단으로 결합된 터빈 

전체의 면적임

진동식 1.08

암(arm) 각에 따라 투

영 (project) 입사 면적

은 상이함

[표-11] 터빈 작동 방식에 따른 유체 유효 입사면적 비교

·실해역 실험에 의한 핵심 성능분석 실시 (상세 내용은 별지 참조)

[그림 38] 수평축(좌), 수직축(중간), 진동식(우) 터빈의 주속비(TSR)에 따른 시스템 효율 

분포 

 

- [그림 38]와 같이 3차년도에 이은 실해역 후속 실험에서도 성능평가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남

- 수평축은 터빈 효율 40.5 %에서 전력변환장치 변환 효율 92%, 터빈 베벨 기어를 통한 

효율 90 %를 고려하여 계산 시 최종 시스템 효율 33.5%임

- 수직축은 효율 19% 로 측정됨(동력전달계는 1:1 직결 방식으로서 피치·요 제어에 의한 

에너지 소모 없음) 

- 진동식은 시스템 효율 22%로 측정됨(동력 전달계의 클러치 기어와 링크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주요한 요인임)

- 수직축은 크기효과에 의해 낮게 나온 측면이 있으며, 상기 사항을 모두 고려시 시스템 

효율 관점에서는 수평축 터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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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유속

- KS200 조류발전시스템에 적용하는 정격유속은 2.3 m/s 으로 규정

·정격 용량

-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전력변환장치 입력단(발전기 출력단)을 기준으로 250kW임

- 해수의 밀도: 1.025 g/㎤

- 시스템의 출력계수: 36%

- 로터의 회전면적: 113.1㎡

·운용 조건 및 안전계수

- 발전 운전

- 초기운전: 유속 1 m/s 미만에서 시스템 정지

- 정상운전: 유속 1 m/s ~ 2.3 m/s(정격운전조건)에서는 최적 피치각으로 운전하며, 유속 

2.3 m/s ~ 3.5 m/s에서는 피치각을 조절하여 정격용량으로 운전

- 극한운전: 유속 3.5 m/s ~ 4.4 m/s(설계유속)에서는 피치각을 조절하여 정격용량으로 운

전

- 비상정지: 유속 4.4 m/s(설계유속)를 초과하면 페더링(feathering) 상태로 피치각을 조절

하여 시스템 정지

·요 제어운전

- 정상운전: 발전 운전 조건에서 미세 요제어 후 정상운전

- 180도 요 회전 정상운전 : 유속 1.25 m/s 미만에서 러더 각 제어로 요 회전

- 180도 요 회전 극한운전 : 유속 1.25 m/s 이상에서 러더 각 제어로 요 회전

·안전계수

- 초기 및 정상운전 조건에서는 안전계수: 2.5

- 극한 및 비상정지 조건에서는 안전계수: 1.2

② 주요 하중산정

·최적 형상 설계

- 구조 강화를 위해 익형은 NACA 63-424 선정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 기술)

- BEMBO를 적용하여, 직경 12m 수차터빈을 위한 길이 5m의 블레이드 형상을 결정

- 블레이드 형상은 공동화현상을 고려해서 TSR 4.5에서 최대 출력계수를 가지도록 결정

- 블레이드 루트 부분의 코드길이와 비틀림각도의 크기가 비현실적으로 커지므로, 이를 

수정하여 최종 형상을 아래와 같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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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무차원 코드 분포(좌)와 비틀림각 및 유효 받음각 분포(우)

- 최종 결정된 블레이드 형상을 가지는 터빈의 출력계수는 TSR 4.5에서 49%임 

[그림 40] 최적화된 블레이드의 출력계수(좌)와 BEMT에서 사용한 힘 및 각도 

정의(우)

     

·유속 별 피치각 결정

- 설계 유속은 2.3m/s이고, 설계된 터빈은 TSR=4.5에서 최대 출력계수를 발생

- 이때 터빈의 회전속도를 계산하면,   


로부터, 16.7 RPM임

- 유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터빈의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터빈의 출력을 일정

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블레이드의 피치각을 조절

- 피치각은 최적 형상을 가지는 블레이드가 허브 구조에 장착된 경우, 블레이드의 장착각

도를 변경하여 전체 블레이드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도를 의미함

- 아래에 피치각의 정의를 도시하였고, 다양한 피치각에 대한 출력계수 곡선을 도시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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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피치각의 정의와 다양한 피치각에 대한 출력계수 곡선

- 다음은 다양한 유속에 대하여, 동일한 회전속도를 가지는 TSR을 계산하여 정리한 표임

유속 (m/s) TSR 회전속도 (RPM)

2.3 4.50 16.47

2.5 4.14 16.48

3.0 3.45 16.47

3.5 2.96 16.49

4.0 2.59 16.48

4.5 2.30 16.47

[표-12] 서로 다른 유속에 대하여

터빈의 회전속도가 일정한 경우의 TSR

- 따라서 각각의 유속과 TSR에서 터빈의 출력이 모두 동일할 수 있는 피치각도를 결정함 

- 아래 그림에서 유속이 2.3m/s, 피치각이 0도인 경우의 출력곡선에서 TSR이 4.5일 때의 

정격출력이 347.81W임을 알 수 있음

- 유속이 2.5m/s일 때 피치각을 증가하는 경우의 출력곡선을 그린 후, TSR이 4.14일 때, 

즉 회전수가 일정할 때의 출력이 정격출력인 347.81W와 동일한 경우의 피치각을 찾음

- 아래 그림에서 유속 2.5m/s에서의 피치각은 약 7도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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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유속 2.5m/s에서 TSR=4.14에서 

정격 출력을 발생하는 피치각 찾는 방법

- 동일한 방법으로, 유속이 3.0, 3.5, 4.0m/s인 경우, TSR이 각각 3.45, 2.96, 2.59일 때, 정

격출력을 발생하는 피치각을 산출

- 아래는 상기의 방법으로 예측한 피치각을 정리한 표임

V (m/s) Pitch angle (deg) C
p

Power (kW)

2.3 0 0.4956 347.81

2.5 7 0.3824 343.67

3.0 14 0.2251 346.21

3.5 19 0.1413 342.68

4.0 23 0.0972 364.90

4.5 30 0.0082 35.18

[표-13] 각 유속에 따른 피치각, 출력계수 및 출력

·복합재 적용을 위한 익형의 선택

- 익형은 아래 표와 같이 수차 터빈에 많이 사용하는 익형 중에서 선택함

[표-14] 다양한 익형

[참고자료] F. Bertagnolio, N. Sorense, J. Johansen, P. Fuglsang, Wind 

Turbine Airfoil Catalogue, Riso National Laboratory, Denmark, 

Augus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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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익형의 최대 높이가 24%로서, 아래 그림과 같이 NACA 63-813이 비하여 

상대적으로 두껍고, 양항비 (Cl/Cd)가 우수한 NACA 63-424를 적용함

[그림 43] NACA 63-424 익형의 단면 및 형상

     

- 아래 표는 동일 외피두께 (15mm)를 가지고, 동일한 코드길이 (1.1315m)를 가지는 두 익

형의 플랩 방향 및 래그 방향의 2차 관성모멘트 ( ,)를 비교한 것임 

Max. height (mm)   (10-5 m4)   (10-5 m4)

NACA 

63-813
147 7.240 274.700

NACA 

63-424
272 26.715 329.620

Ratio 1.85 3.795 1.20

[표-15] 2차 관성모멘트의 비교

- NACA 63-424를 사용하는 경우, 두 주축에 대한 2차 단면 관성모멘트가 커서, 수차 블

레이드의 두께를 줄이면서도 최대 응력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블레이드가 발생하는 힘 및 모멘트 

- 위의 도표에서 정리한 경우에 대하여, BEMBO를 이용하여 블레이드가 발생하는 힘과 

모멘트를  산출함

- 각 힘에 대한 정의는 아래의 좌측 그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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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블레이드 힘과 모멘트의 정의(좌)와 힘과 모멘트 분포 (우, 조건 

V=2.3m/s, TSR=4.5)

     

- 위의 우측 그림은 유속이 2.3m/s, TSR=4.5인 경우에 블레이드의 각 요소가 발생하는 수

평력(dFX), 수직력(dFZ), 피칭 모멘트(dMP)를 도시한 것임

- 이와 같이, 각 경우에 대하여, 블레이드의 각 요소가 발생하는 수평력, 수직력 및 피칭 

모멘트를 구하고, 아래 수식과 같이 더하게 되면, 블레이드가 발생하는 총 수평력, 수직

력 및 피칭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음

- 또한, 각 요소가 발생하는 수평력 및 수직력과 각 요소의 위치를 곱하면, 블레이드 루트 

부분에 작용하는 플랩방향 및 래그 방향의 모멘트(MF, ML)를 아래 수식과 같이 구할 

수 있음

- 아래 표는 이와 같이 계산한 각 유속(V, m/s)에서의 블레이드 루트 부분에 작용하는 힘

과 모멘트를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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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m/s) Pitch (deg) FX (N) FZ (N) MP (Nm) MF (Nm) ML (Nm)

2.3 0 -20,148.988  82,541.709  -6,400.637  330,060.840  68,190.637  

2.5 7 -20,553.153  61,202.720  -6,248.304  236,302.991  67,637.529  

3.0 14 -22,786.271  47,141.108  -6,579.894  167,724.109  68,783.042  

3.5 19 -25,412.349  40,340.524  -7,157.463  131,007.697  70,079.712  

4.0 23 -29,108.134  37,535.636  -7,900.280  111,757.609  74,419.553  

4.5 30 -15,053.957  9,572.636  -8,034.242  -5,261.390  15,132.621  

[표-16] 블레이드 한 개에 발생하는 힘 및 모멘트

·블레이드 박스 구조 설계 및 복합재 후보 선정

- 블레이드는 끝단 익형 단면을 기준으로, 앞스파는 12% 코드에 위치하고, 뒤스파는 55% 

코드에 위치하여, 평행하게 비틀린 두 스파의 거리를 최대한 띄움

[그림 45] 최종 블레이드 형상의 CAD 모델

- 아래 그림은 블레이드 루트쪽에서 팁쪽으로 본 경우로서, 블레이드 축을 기준으로 두 

스파의 거리는 블레이드 팀에서부터 루트까지 일정하게 약 171mm임

[그림 46] 비틀어진 블레이드의 스파 위치

- 블레이드의 앞, 뒤 스파 및 상, 하 외피가 구성하는 박스 구조가 블레이드의 하중을 모

두 감당한다고 가정하고, 복합재 블레이드의 두께 분포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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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재 블레이드는 글래스/에폭시 복합재로 제작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대부분 일방

향 복합재 층(unidirectional composite layer)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하여, 블레이드 루트

부터 끝단까지의 대략적인 두께 분포를 결정함

- 이를 위하여, 먼저 블레이드의 박스 구조를 보 (beam)으로 가정하고, 플랩 방향의 굽힘

모멘트가 발생하는 축 응력을 보 이론으로 계산함

[그림 47] 모델한 블레이드(좌)와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플랩 굽힘모멘트(우)

 

- 위 그림에서의 FBz는 앞서 블레이드의 힘을 구할 때 얻은 블레이드의 z축 방향의 전단

력이고, 반력 모멘트와 힘은 아래 식으로 계산함

,  

- 따라서, 플랩 굽힘모멘트는 x축에 대한 모멘트이므로, 아래 식으로 계산 가능하고, 그 

분포는 위의 우측 그림과 같음

- 각 블레이드의 길이 방향 위치에서 아래와 같은 박스 구조의 두께 분포를 가지는 경우

로 설계하였음

[그림 48] 보 이론으로 결정한 박스 구조의 적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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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 분포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Location
Number of layer Thickness(mm)

DB UD DB+UD

0-10% 11 50 32.33

10-20% 11 45 29.68

20-30% 11 40 27.03

30-40% 10 35 23.85

40-50% 9 30 20.67

50-65% 8 20 14.84

65-80% 7 15 11.66

80-100% 7 10 9.01

[표-17] 박스 구조의 두께 분포

- 블레이드가 각 위치에서 비틀림각을 가지므로, 두 스파와 상하 외피가 구성하는 박스 

구조도 축방향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비들림각 ()를 가짐

- 비틀림 각은 앞서 형상설계 단계에서 결정한 비틀림각과 동일한 분포를 가짐

- 이 경우 각 축 방향의 단면 2차 관성 모멘트는 아래의 수식으로 구할 수 있음

[그림 49] 비틀린 박스 구조(좌)와 단면 2차관성 모멘트 수식(우)

- 아래 그림은 위의 표에서와 같이 선정한 두께 분포를 가지는 경우, 1-2축에 대한 2차관

성모멘트와 x, z 축에 대한 2차관성모멘트의 분포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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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1-2축에 대한 2차관성모멘트 분포(좌)와 x, z축에 대한 2차관성모멘트 분포(우)

- 각 블레이드 위치(y)에서의 플랩방향 모멘트를 알 수 있으므로, 이때 그 단면에서 a 또

는 b점 의 좌표 ( )에서  축방향 응력을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함 

- 아래 그림은 위의 수식으로 점 a와 b에서 계산한 축응력 분포로서, 최대응력이 루트와 

50%R 부분에서 약 180 MPa 임을 알 수 있음

[그림 51] 플랩 굽힘모멘트에 의한 축응력 

분포

- 적층구조의 결정에 사용한 강도는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유리섬유 일방향 복합재 

(unidirectional, S14EU970, Saetex GmbH & Co. KG)와 이방향 복합재 (Biaxial or Double 

bias, S32EX010, Saetex GmbH & Co. KG)의 강도를 기준으로 함

- 유리섬유 복합재료의 강도는 IMA 물성치 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함

- 이 보고서에 없는 강도는 ANSYS에서 제공하는 물성치 자료 중, 탄성계수가 IMA 물성치 

보고서에 제시된 탄성계수와 유사한 재료의 강도를 원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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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Epoxy UD(1) Glass/Epoxy DB(2)

σ1
ut 863.6 MPa 151.2 MPa

σ1
uc -763.1 MPa -151.2 MPa

σ2
ut 46.1 MPa 151.2 MPa

σ2
uc -157.5 MPa -151.2 MPa

σ12
u 43.7 MPa 45.9 MPa

σ23
u 22.8 MPa(3) 23.0 MPa(3)

[표-18] 적층 구조 결정에 사용한 강도

(1) UD = uni-directional layer, (2) DB = double bias

(3) 가정된 값 (대체로 σ23
u는 σ12

u의 약 50% 수준임)

- 물성치 자료로부터, UD의 섬유방향 강도(σ1ut)가 약 864MPa이므로, 최대응력인 

180MPa의 약 4.8배이지만, DB의 강도는 약 151MPa로서, 최대응력의 약 84%에 수준임 

- 따라서 맨 바깥 층을 45도 DB로 하는 경우, 파손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블레

이드의 박스 구조에 앞전과 뒷전 구조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블레이드 길이 방향의 응력

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실제 제작에서, UD를 맨 바깥층에 두는 경우에는 섬유의 이탈의 우려가 있어서, 45도 

DB를 맨 바깥층에 적층하므로,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맨 바깥층의 DB 응력을 조사할 

필요 있음

- 만일 유한요소해석에서 유리섬유 DB층의 안전률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탄소섬유 DB로 

교체해야 함

- 전단응력은 블레이드의 주로 피칭 모멘트에 의해 발생함

- 아래 좌측 그림은 블레이드의 피칭모멘트 분포로서, 블레이드 축이 25% 코드에 놓이므

로, 비틀림 모멘트는 크게 발생하지 않음

- 전단응력은 아래 수식으로 계산하여, 아래의 우측 그림에 도시함

- 여기서 A 는 각 블레이드 위치에서 박스구조의 단면적, ti 는 두께임

- 아래 우측의 그림에서와 같이, 전단응력은 위의 물성치 도표에 명시된 전단강도 (σ23u)

의 15% 수준에 머물러 안전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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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피칭 모멘트 분포(좌)와 전단응력 분포(우) 

 

·복합재 터빈 블레이드 적층구조 설계

- 이와 같은 박스 구조의 적층 구조를 바탕으로, 박스 구조의 앞부분인 앞전 구조와 뒷부

분인 뒷전 구조의 적층구조도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선정함

- 앞전과 뒷전 구조는 주로 힘을 감당하는 주구조가 아니므로, 박스구조에 적용한 적층수

의 1/2~2/3 수준으로 설계함

[그림 53] 앞전 및 뒷전 구조의 적층 구조

- 아래 표는 이를 정리한 것임 

Location
Number of layer Thickness(mm)

DB UD DB+UD

0-10% 8 35 22.79

10-20% 8 30 20.14

20-35% 7 25 16.96

35-50% 6 20 13.78

50-65% 5 15 10.6

65-80% 4 15 10.07

80-100% 4 10 7.42

[표-19] 앞전 및 뒷전 구조의 적층 구조 두께 분포

·복합재 터빈 블레이드 구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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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결정한 적층 구조를 바탕으로, 블레이드 전체의 유한요소 모델을 작성함

- 터빈 블레이드가 정상 작동하는 조건 중에서, 블레이드 한 개가 발생하는 힘 중, 최대 

하중 값으로 선택하고, 각 하중의 축 방향 분포하중을 해당 부위에 인가함

- 아래 표에서 음영 처리한 것이 이들 최대 하중에 속함

V (m/s) Pitch (deg) FX (N) FZ (N) MP (N-m) MF (N-m) ML (N-m)

2.3 0 -20,148.988  82,541.709  -6,400.637  330,060.840  68,190.637  

2.5 7 -20,553.153  61,202.720  -6,248.304  236,302.991  67,637.529  

3.0 14 -22,786.271  47,141.108  -6,579.894  167,724.109  68,783.042  

3.5 19 -25,412.349  40,340.524  -7,157.463  131,007.697  70,079.712  

4.0 23 -29,108.134  37,535.636  -7,900.280  111,757.609  74,419.553  

[표-20] 블레이드 한 개가 발생하는 최대 힘 및 모멘트 (Fz가 추력에 해당)

- 탄성계수는 앞서와 같이, IMA 물성치 보고서의 유리섬유 복합재료에 대한 자료를 사용

하였고, 이 자료에 없는 탄성계수는 ANSYS에서 제공하는 물성치 자료 중, E1과 E2가 

IMA 물성치 보고서의 탄성계수와 유사한 재료의 자료를 원용하였음

Glass/Epoxy UD Glass/Epoxy DB

E1 41.779 GPa 14.393 GPa

E2 14.548 GPa 14.393 GPa

G12 3.3841 GPa 3.6594 GPa

ν12 0.3 0.05

[표-21] 해석에 사용한 물성치: 탄성계수

- 하중은 각 해당 부위의 축에 RBE를 설정하고 여기에 하중을 부가함 

- 경계조건으로는 블레이드 앞뒤 스파가 허브 구조와 고정되는 부분을 고정단으로 하여, 

이 부분의 절점 자유도를 구속함

·터빈 하중

- 한 개의 블레이드가 발생하는 힘을 구한 후, 이 힘으로 인하여 터빈 전체에서 발생하는 

힘을 계산함

- 터빈에 유입되는 유속이 일정한 경우에는, 터빈의 블레이드가 대칭적으로 설치되어 있

으므로, 터빈의 축력과 토크를 제외하고 모두 0이 됨

- 하지만, 일반적으로 터빈 하부와 상부의 유속이 다소 다르므로, 이로 인하여 터빈 전체

에는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 힘을 계산하여야 터빈에 설치할 베어링

을 선정할 수 있음

- 여기서는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터빈 중앙에는 유속이 V, 상부 유속은 1.1V, 하부 유

속은 0.9V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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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우측에서와 같이 터빈 좌표계를 정의하는 경우, 세 개의 블레이드를 가지는 터빈

이 발생하는 힘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음(여기서 원심력은 무시함)

- 위식에서 MXN은 최대 크기만 계산한 수식이고, FXN은 추력으로서 그 크기만 아래 표

에 정리함.

- 위식에서 블레이드의 원심력 (FBy)는 무시하였고, FBx는 앞서 기술한 도표에서 FX에 해

당되고, 그림에서 도시되지 않은 FBz는 지면 밖으로 나오는 방향의 힘으로서, 앞서의 

도표에서 FZ에 해당됨

- 아래 좌측 그림은 유속이 2.3m/s, 피치각이 0도일 때, FZN를 위의 첫 번째 수식으로 얻

은 것으로서, 세 개의 블레이드가 360도 회전하는 동안 최대 약 2,000N이고, 주기적으로 

변동함을 보여 줌.

- 아래 우측 그림은 유속이 2.3m/s, 피치각이 0도일 때, MZN를 위의 세 번째 수식으로 얻

은 것으로서, 세 개의 블레이드가 360도 회전하는 동안 최대 약 ±3,417Nm이고, 주기적

으로 변동함을 보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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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힘과 모멘트의 주기적 변동 (유속 2.3m/s, 피치각 0도 경우): (좌) FZN, (우) MZN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도표의 6가지 경우에 대하여 각 힘과 유속 성분의 최대값을 아

래의 표에 정리함

단

위
긴급정지조건 극한운용조건 일반 운용조건

유속 m/s 4.5 4.0 3.5 3.0 2.5 2.3

MZN Nm ±545 ±1,1178
±13,65

3

±17,36

4

±24,46

4

±34,17

0

MYN Nm -2,105 4,3190 52,403 67,089 94,521 132,024

FXN N 28,718 112,607 121,022 142,423 183,608 247,565

FYN N -6,022 -11,643 -10,165 -9,115 -8,221 -8,060

FZN N ±1,559 ±3,013 ±2,631 ±2,359 ±2,128 ±2,086

Fr(원심력

)
N 3,164 3,164 3,164 3,164 3,164 3,164

[표-22] 유속 조건에서의 최대 터빈 하중 및 모멘트

- 원심력과 부력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블레이드 끝단 방향으로의 힘은 아래 좌측과 같은 

경우에 최대로 발생하며, 이 힘은 (원심력) - (중력) + (부력)임

- 우측의 경우에는 끝단 방향의 힘이 -(원심력) - (중력) + (부력)임

- 블레이드 체적이 약 0.5645 m3이고, 블레이드 무게가 약 500 kgf인 경우, 원심력은 16.5 

RPM을 기준으로 약 3200 N, 부력은 약 5,700 N이므로, 최대 끝단 방향 힘은 약 3,900 

N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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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원심력, 중력 및 부력에 의한 블레이드 끝단 방향 힘

  

·CFD 모델링 및 해석

- 터빈해석(전체시스템 해석)을 하기 전 단계로, 로터해석을 수행하여 BEMBO 해석결과와 

비교함

- 유속 2.3m/s 에서 영역크기와 경계조건을 아래와 같이 적용

[그림 56] 로터 해석 경계조건

- 해의 수렴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이 격자개수를 증가시키며 여러 케이스를 만

들어 각 케이스에 대한 출력계수를 비교함

- 약 32만개의 격자개수를 가지는 <Case 4>에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해당모델

로 해석진행

Case (격자개수) Cp

Case 1 (8,725,635 

개)
0.402

Case 2 (10,670,890 
개) 0.422

Case 3 (18,969,008 0.436

[표-23] 격자개수 별 Cp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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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림은 TSR에 따른 로터의 출력계수(Cp) 그래프로서, FLUENT와 BEMBO 결과를 

비교함.

- FLUENT로 계산된 최대출력계수는 TSR 5.5에서 약 0.460이며, BEMBO의 경우는 TSR 5

에서 0.4995임

- 전반적으로 두 그래프 경향은 유사하며 FLUENT로 계산된 출력계수가 더 낮은 경향이 

있고 최대출력계수가 발생하는 TSR은 더 큰 편인 것을 확인

[그림 57] 상용 프로그램 (Fluent)와 BEMBO를 이용한 해석 값의 효율 비교

·터빈 시스템 해석

- 로터해석을 토대로 해석영역을 터빈전체로 확장하여 터빈해석 실시

- 유체가 유입되는 각도에 따라 총 3가지 해석 케이스가 있음

- 각 케이스의 도메인 크기와 공통되는 경계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유속은 2.3m/s, TSR은  

5.5 임(로터해석에서 최대출력계수가 나온 TSR로 해석수행)

개)
Case 4 (31,802,744 
개) 0.460

Case 5 (66,610,718 
개)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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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터빈 해석 경계 조건

- 아래 그림은 터빈해석의 케이스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으로, <Case I>은 유체가 터빈 길

이방향으로 유입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경우이고 <Case II>는 유체가 10˚의 각도로 유

입되는 경우, <Case III>는 유체가 15˚의 각도로 유입되는 경우임

[그림 59] 유체 유입 각도 별 분류

- 각 케이스의 평균 격자개수는 약 33백만개이며 로터해석모델의 격자를 참고하였음

- 아래 표는 각 케이스에 대한 터빈의 출력계수를 정리한 표로서, 유체의 유입각도가 15

˚일 때 효율 약 4%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 유체 유입각이 커질수록 효율 감소

- <Case 1>의 경우 출력계수가 0.415로 로터만 고려한 경우(Cp=0.460)에 비해 효율이 낮은 

편인데 이는 고려된 영역에 따른 차이, 격자에 기인한 차이인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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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유체 

유입각)
Cp

Difference 

rate(%)

Case 1 (0˚) 0.415 ·

Case 2 (10˚) 0.408 1.69 

Case 3 (15˚) 0.397 4.34

[표-24] 유체 유입각에 따른 효율

- 전터빈설계 시 중요한 힘인 추력(Fx)과 로터회전방향 토크(Mx)를 산출함. 토크(Mx)는 아

래 그림의 점 O와 B에 대해 각각 계산됨

[그림 60] 터빈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작용점

-

- 아래 표는 각 케이스 별 터빈에 작용하는 Fx와 Mx를 정리한 것으로, 유체 유입각도가 

커질수록 Fx, Mx 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고 Mx가 줄어듦으로 인해 효율이 떨어지게 

됨

Fx (N)
Mx at O 

(N·m)

Mx at B 

(N·m)

Case I  256,486 120,935 120,935

Case II 251,137 111,676 111,676

Case III 245,506 104,318 104,265

[표-25] 터빈에 작용하는 항력과 모멘트 (Fx가 추력에 해당됨)

- 아래 그림은 각 케이스별 해석될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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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I Case II Case III

[그림 61] 각 케이스별 터빈 해설 결과

Case I Case II Case III

[그림 62] 각 케이스별 블레이드 해석 결과

Case I Case II Case III

[그림 63] 각 케이스별 러더 해석 결과

- 터빈 하부와 상부 유속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유속조건만 변경하여 터빈해석을 수행함

- 아래의 그림과 같이 유속 프로파일은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며 터빈 중앙에는 유속이 V, 

상부 유속은 1.1V, 하부 유속은 0.9V로 가정함. (V =2.3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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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유속 분포 조건

- 위의 조건으로 FLUENT로 수행한 결과 터빈 출력계수는 0.417이 나왔으며 로터의 추력

(Fx)과 로터회전방향 토크(Mx)는 각각 243,070 N, 135,986 N·m 로 계산됨

- BEOMBO로 계산된 추력은 247,565 N으로 FLUENT 결과와 거의 비슷한 수치임

·요제어 모듈(러더, 제어기) 최종 설계를 위한 조류 분석

- 창조시 유향 분석

1) 아래 그림은 조류발전시험장의 정격 유속에서 창조시 유향 데이터임

2) 유향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바뀌며 변화는 시점에서 최고, 최저값 발생

[그림 65] 창조 유향 Raw Data

3) Low Pass Filter를 적용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고 유향 변화는 약 15분주기를 가

지고 있음

4) 아래 그림에 표시된 두 부분을 확대하여 분석한 결과 filter 적용시 창조 평균유향에 

대해 변화량은 3도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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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창조 유향 데이터-LPF 적용

- 낙조시 유향 분석

1) 아래 그림은 조류발전시험장의 정격 유속에서 낙조시 유향 데이터임

2) 유향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확대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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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낙조 유향 Raw Data

3) 아래 표는 낙조시 임의로 선택된 연속하는 데이터로 6case, 10의 연속 데이터임

4) Raw 데이터의 경우 순간적으로 10도 이상 변화는 구간이 지속 적으로 나타남

5) 낙조시 데이터 변화는 취득시 발생하는 화이트 노이즈로 판단됨

6) 순간적으로 변화는 값과 화이트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Low Pass Filter(LPF)를 적

용하였으며 아래 그림은 LPF를 적용한 데이터임

[그림 68] 낙조 유향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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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핵심부품 설계 및 제작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설계 및 제작

-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에 적용될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의 설계요구 조건을 다음 표

와 같이 설정

정격회전수 rpm 16 [rpm]

정격 전압 (선간전압) V 575 [V]

정격 전압 (상전압) V 332 [V]

발전기 외경 m 2.4 [m] 이하

정격 출력 kW 250 [kW]

효 율 % 83 [%] 이상

[표-26]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의 설계 요구조건

- 발전기의 형식은 직접구동방식이고 반경방향 자속을 가지는 표면부착형 영구자석형 동

기발전기이며 내전형 구조임

- 프레임을 포함한 전체 외경은 2.4m 이하의 조건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전기의 주요치수

는 다음 표와 같음

Items Unit Value

Number of Pole - 272
Number of Slot - 84

Stator O/D mm 2140
Stator I/D mm 1950
Rotor O/D mm 1942.2
Rotor I/D mm 1858.2

Magnet height mm 12
Stack length mm 691

Skew 1Pitch

Materilas

Stator 

core

S14(0.5T

)

Rotor core
S14(0.5T

)
Magnet Nd42SH

[표-27] 설계된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의 주요치수

- 발전기 권선 pitch는 3으로 선정하였으며, 회전자 철심은 S10c, 고정자 철심은 

S14(0.35t), 영구자석은 Nd42SH 재질을 사용

- 사용된 고정자 철심의 B-H곡선, 영구자석의 B-H곡선은 다음 그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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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사용된 고정자 철심과 영구자석의 B-H 곡선

- 고정자 치에서 최대자속밀도는 1.7T, 회전자 철심에서 최대자속밀도는 1.4T 이하가 되

도록 기본 설계 수행하였으며, 자속선도와 자속밀도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고 고정자 치와 회전자 철심에서의 최대 자속밀도가 기본설계 요구조건을 만

족함을 알 수 있으며, 고정자 철심 Pole shoe부분에서의 자속밀도는 1.9T로 나타남

-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의 공극자속밀도는 약 0.92T로 기본 설계하였으며, 유한요소 해석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이 기본설계 요구조건을 만족함

[그림 70] 자속선도와 자속밀도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 결과

- 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발전기 전압 해석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으며 좌측 그림은 정격속

도 16rpm에서 발전기 무부하 전압인 역기전력 파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측 그림은 동

일 속도에서 발전기 부하시 출력전압 파형을 보여주고 있음

- 발전기 부하는 정격전류를 흘려주기 위한 저항을 부하 측에 설치하여 해석하였고 발전

기의 선간전압 실효값은 약 600V로 요구조건인 575V 이상을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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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발전기 전압 해석결과

- 발전기 손실 해석을 위한 권선의 상저항, 점적율 및 손실과 효율 해석결과를 다음 표 

및 그림과 같이 나타내었고 기본설계에 의한 효율은 90.2%로 계산되었으며, 유한요소 

해석에 의한 효율은 90.25%로 계산되었음

- 본 효율값은 해석값으로, 발전기의 제작 후 운전시 실제 측정효율은 수 %정도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요구조건인 83% 이상은 만족할 것으로 예상됨

Items Unit Value

효율 % 90.25
회전자 철손 kW 0.230
고정자 철손 kW 4.832
동손 kW 24.632
상저항 20℃(80℃) Ω 0.0863(0.1058)
점적율 % 61.9

[표-28] 발전기 손실 해석 결과

[그림 72] 발전기 손실해석 모델

- 발전기의 기본설계 후 1차 전자계 특성해석 결과, 코깅토크가 다음의 좌측그림과 같이 

높게 나타남

- 코깅토크는 발전기의 기동시 부하로 작용하므로, 코깅토크 감소가 필요하므로 고정자 

철심을 Skew형상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를 모델링에 반영하여 2차 전자계 특성해석을 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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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코깅토크 곡선은 다음의 우측그림과 같고 1차 해석시 코깅토크(peak to 

peak)는 최대 15,905kNm였으며, 설계개선 후 2차 해석시 코깅토크는 0.192kNm로 상당

한 저감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음

[그림 73] 발전기 코깅 토크 해석 결과

- 다음 그림에 상기와 같은 설계 과정을 통해 최종 설계된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의 최종 

제작도면을 나타내었음

[그림 74]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최종 제작 도면

- 다음 그림에서는 200kW급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의 3D 도면을 나타내었음

[그림 75] 200kW급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3D 모델

- 다음 그림에서는 발전기의 제작 공정 및 최종 제작 완료된 발전기의 사진을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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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발전기 제작 공정 및 최종 제작 사진

- 제작된 발전기에 대해 조류 발전기 설치 전 내전압, 절연저항 및 상 저항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측정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세한 결과는 다음 그림에 나

타내었음

[그림 77] 발전기의 내전압, 절연저항 및 상 저항 측정 결과

·전력변환장치 설계 및 제작

- 조류 발전용 전력변환장치는 최대 20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back to 

back 형태로 설계하였으며, 계통연계형 컨버터의 경우 3 레벨 NPC 형태를 갖고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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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용 컨버터의 경우 2 레벨 형태의 컨버터로 설계 하였고 상세한 설계 요구 조건은 

다음 표와 같이 설정함

설계 명세 조건 비고
계통측 컨버터 구조 3 Level NPC

발전기측 컨버터 구조 2 Level
계통 입력 전압 575[VRMS] 계통 선간전압
DC Link 전압 1200[VDC]

정격 용량 250[kVA]
정격 전류 254[ARMS]

스위칭 주파수 10[kHz]
계통측 필터 구조 L-C-L

발전기측 필터 구조 L-C-R 케이블 길이 100m 적용

SCADA 연결 방법 Ethernet TCP mode

[표-29] 전력변환장치 설계요구 조건

- 전력변환장치의 상세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으며, 3 레벨 NPC 형태의 계통연계형 인버

터의 경우 Vincotech 사의 70-W424NIA800SH-M800F 3 레벨 구조의 IGBT 모듈을 사용

하였고 발전기 제어용 2 레벨 컨버터의 경우 SEMIKRON 사의 SEMix604GB17E4s IGBT를 

적용함 

[그림 78] 전력변환장치 구조 및 사용 소자

- 전력변환장치의 전기적 단선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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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전력변환장치 전기적 단선도

- 계통연계형 인버터의 경우 전력계통과의 연계시 전력 품질을 고려하여 LCL 형태의 필

터를 구성하였으며, 발전기 제어용 인버터의 경우에는 발전기와 전력변환장치간 거리를 

고려하여 발전기 단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써지 저감을 위한 LCR 필터를 적용하였고 

필터의 구성도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80] 적용된 필터 구조

- 필터에 적용되는 L, C 및 R의 값은 자체적으로 구성한 필터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하였으며, 다음 그림에 필터 설계를 위한 엑셀 프로그램 및 설계 결과를 나타내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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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필터 설계 프로그램

[그림 82] 필터 설계 결과

- 전력변환장치의 제어를 위한 DSP 제어기는 TI 사의 TMS320F28335 프로세서를 적용하

여 설계 하였으며, 전력변환장치 제어에 필요한 디지털 입출력, 아나로그 입출력 및 각

종 통신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SCADA와의 통신을 위한 Ethernet 포트를 장착하고 

있고 설계 도면을 다음 그림에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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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DSP 제어기 설계 도면

- 전력변환장치의 용량이 200kW 정도로 실제 스위칭 동작시에 큰 레벨의 노이즈가 발생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DSP 제어기의 PWM 신호 출력을 실제 IGBT의 Gate Driver로 

전달하기 위해 광 케이블을 이용하여 노이즈 영향없이 PWM 신호를 전달하고자 하였으

며, 이를 위한 광 인터페이스 회로의 설계 도면을 다음 그림에 나타내었음 

[그림 84] PWM 신호 전달을 위한 광 인터페이스 회로 설계 도면

- 설계된 DSP 보드의 3D 도면과 각 커넥터에 대한 입출력 신호는 다음 그림과 같이 구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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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DSP 제어기 3D 도면 및 입출력 신호

- 다음 그림에서는 DSP 제어기, 광 인터페이스 보드 그리고 외부 회로에 대한 연결 구성

도를 나타내었음

[그림 86] 제어보드 및 인터페이스 보드 연결 구성도

- 다음 그림에서는 제작 완료된 DSP 제어보드와 광 인터페이스 보드의 사진을 나타내었

음

[그림 87] 제작된 DSP 보드 및 광 인터페이스 보드 사진

- 상기와 같은 전력변환장치 구조 및 제어 보드들을 적용하여 전력변환장치 판넬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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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다음 그림에 설계된 전력변환장치 판넬의 제작 도면을 나타냄

[그림 88] 전력변환장치 판넬 제작 도면

- 다음 그림에서는 최종적으로 제작된 전력변환장치의 사진을 나타내었음

[그림 89] 최종 제작된 전력변환장치 사진

- 제작된 전력변환장치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스위칭 동작과 속도 검출 테스트를 수행하였

으며, 모두 이상없이 동작함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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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0] 전력변환장치 기본 동작 시험 결과

·요제어 모듈(러더, 제어기) 최종 설계를 위한 모형실험 결과

- 조류 발전시험장의 경우 조류의 방향이 위 그림과 같이 흐르며 Passive 구동시 조류 방

향에 의해 둔각(블레이드가 시험장 방향)으로 항상 회전함

[그림 91] 180도 회전 시퀀스

- Passive 제어시 아래 [그림 92] (a)와 같이 Yaw error가 작아짐에 따라 러더에 받음 각

이 작아져 회전후 약 20도 오차가 있음

- Active 제어시 [그림 93] (b)와 같이 오차 3도이네로 제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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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낙조-창조회전 시험 (a) Passive

  

[그림 93] 낙조-창조회전 시험 (b) Active

·요제어 모듈(러더, 제어기) 최종 설계를 위한 Yaw 제어력 유동해석

- 해석조건은 US모델 대비 5배 size-up하였고, 유속, 1m/s로 하였고 러더는 0도에 고정 

Yaw각도를 회전하여 모멘트를 구함

[그림 94] Yaw Moment 해석 조건

- 러더 개별 해석을 진행하였고, 해석 조건은 US모델 대비 5배 사이즈 업하였고, 유속, 

1m/s 유향 90도로 하여 해석하였음

- 해석결과 전후면 압력차는 약 90Pa로 러더 축에 걸리는 토크는 약 4kN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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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Rudder Torque

- 해석 결과를 기준으로 러더 구동 모터 선정은 아래와 같음

[그림 96] KS-200 Rudder 모터

·동력전달계 설계를 위한 US 모델 축계 모델링

- D=2.4m, TSR=5.0, Flow Speed=3.2m/s 로부터 RPM=127, Torque=2393N-m 발생

- 축계 재질은 SUS304 (Yield Strength=240MPa)



- 105 -

Parameter Value
블레이드 직경 2.4m

TSR 5.0
Flow Speed 3.2m/s

RPM 127
Torque 2393Nm

제질 SUS304(Yield Strength : 240MPa)
블리이드 질량 125kg

축계 자중 59.7kg (Shaft + Bearing 3EA)

[표-30] US 모델 해석 변수

[그림 97] US 모델 축계 모델링

·동력전달계 설계를 위한 US 모델 블레이드 질량에 의한 처짐 해석

- 블레이드부 질량을 가정한 해석결과 1단 베어링 부근에서 6.2MPa의 최대응력 발생

- SUS304의 항복강도인 240MPa에 대해 38.7의 안전율이 확보됨

- 블레이드부 질량에 의한 변위(처짐)은 최대 0.02mm 임

[그림 98] US 모델 블레이드 질량에 의한 처짐

·동력전달계 설계를 위한 US 모델 블레이드 회전토크에 의한 비틀림 해석

- 블레이드 하중과 블레이드 회전에 의한 토크를 함께 가정

- 최대유속을 3.2m/s로 가정, 이때의 발생토크인 2393N-m를 축계 끝단에 인가

- 베어링 지지부는 Frictionless Support, 발전기 연결부분은 Fixed Support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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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 US 모델 회전 토크에 의한 축계 해석조건

- 블레이드 토크를 가정한 해석결과 최대 0.042MPa의 응력이 발생함

- 재료의 항복강도인 240MPa 에 대해 5,700의 안전율이 확보됨

- 토크에 의한 변위(비틀림)은 최대 0.00045mm임

·동력전달계 설계를 위한 KS 200 축계 모델링

- D=12m, TSR=5.0, Flow Speed=2m/s 로부터 RPM=15.9, Torque=117kN-m 발생

- 발전기 사양으로부터 추정한 최대 토크는 164kN-m이고 발전기 사양으로부터 토크가 더 

크므로 발전기 토크를 채택하여 해석

- 축계 재질은 SUS304 (Yield Strength=240MPa)

Parameter Value
블레이드 직경 12m

TSR 5.0
Flow Speed 2m/s

RPM 15.9
Torque 164kNm

제질 SUS304(Yield Strength : 240MPa)

블리이드 질량
15,300kg(스케일 모형으로부터 53배 

추정)
축계 자중 6,226kg(모델링으로부터 계산)

[표-31] KS 200 해석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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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0] KS 200 축계 모델링

·동력전달계 설계를 위한 KS 200 블레이드 질량에 의한 처짐 해석

- 블레이드부 질량을 가정한 해석결과 1단 베어링 부근에서 6.8MPa의 최대응력 발생

- SUS304의 항복강도인 240MPa에 대해 35.3의 안전율이 확보됨

- 블레이드부 질량에 의한 변위(처짐)은 최대 0.045mm (축 부분에서는 0.025mm)

[그림 101] KS 200 블레이드 질량에 의한 처짐

·동력전달계 설계를 위한 KS 200 블레이드 회전토크에 의한 비틀림 해석

- 블레이드 하중과 블레이드 회전에 의한 토크 부하를 함께 주었으며, 토크는 발전기 정

격 토크인 164kNm적용

- 베어링 지지부는 Frictionless Support, 발전기 연결부분은 Fixed Support로 가정하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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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회전 토크에 의한 축계 해석조건

- 해석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블레이드 토크를 가정한 해석결과 발전기 연결부에서 최대 

35.8MPa 의 응력이 발생함

- 재료의 항복강도인 240MPa에 대해 6.7의 안전율이 확보됨

- 토크에 의한 변위(비틀림)은 블레이드 연결부에서 발생하며 최대 1.77mm 임

[그림 103] 블레이드 회전토크에 의한 해석 결과

·동력전달계 설계를 위한 KS 200 축계 고유진동수 해석

- 블레이드 회전수 15.9RPM으로부터 계산된 frequency는 0.265Hz이고 critical frequency 

range는 0.199 ~ 0.331Hz(±25% 구간)임

- 1~6차 모드 고유진동수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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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1~6차 모드 고유진동수 해서 결과

- 블레이드 회전수와 축계의 고유진동수가 충분히 이격되어 있으므로 공진 위험성은 없음

[그림 105] 축계 고유진동수 해석결과

④ 실험시나리오 수립

·시나리오 시험 절차서는 실내 및 실외 축소모형 실험을 기반으로 작성됨

·상세 내용은 별책부록 참조

⑤ 수밀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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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밀 부위별 중요사항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단계화 함

-  단계 1) 구동 및 동력계 부위 수밀

-  단계 2) 격벽을 이용한 격실 간 수밀

-  단계 3) 중공축 수밀

-  단계 4) 수밀 케이스를 이용한 해수 유입 차단

-  단계 5) 가압

수밀 부위 내용 비고

단계 1 구동 및 동력계 부위

- 베어링 리테이너의 다량 삽입

- O-ring이 결합된 더블 (트리

플) 방식의 리데나 결합

단계 2 격실 

- 나셀 1, 나셀 2, 나셀 3, 나셀 

4, 타워상부 간 격벽을 이용하여 

격실의 분리

단계 3 중공축
- 중공축 내부 중간 마디마다 

소형 리데나 결합

- 축 진동 방지를 위

해 적합한 베어링 

소재 사용 고려

단계 4
전장장비

(센서, 분전반 등)

- 수밀케이스를 이용하여 침수

방지

- 방부식 소재 사용

- 비금속성 소재 사

용

- 바닥면에서 10 cm 

이상 위치하도록 

설치

단계 5 가압

- 질소 혹은 공기를 가압하여 

침수 방지 (격실 내 압력 유

지) 

- 필요에 따라 소형 컴

프레셔 사용 고려 가

능

[표-32] 수밀 단계 

- 유사시 상황을 대비하여 침수에 따른 등급 규정 

-  등급 1) 주요한 부품이 파손되어 터빈 구동 불능 상태에 도달한 기준 상태

-  등급 2) 침수가 진행되고 있으나, 터빈은 제어 가능한 기준 상태

-  등급 3) 부분 침수 되었으나, 터빈 구동에는 문제가 없는 기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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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유사 시 발생 

가능한 상황
해당 위치 혹은 부품

발생 시 대처 방안 

예상

등급1 터빈 제어
작동 불능 시 터빈

제어 불가

- 리미트 스위치

- 모터 드라이버

- 발전기 엔코더

- 발전기 송수신장치

- DAQ (상태모니터링)

- 유압 장치 (HPU)

- 슬립링

- 모터

즉시 육상 예인

등급2 동력 전달

- 제어에 관련된 부

품의 부분 침수 가

능

- 구동 축 마모 증

가

- 중공축

- 허브

침수 여부에 따라 

차후 예인

등급3 그 외 기타

- 무게 증가 (러더 

내부에 물이 차는 

경우 등등)

- 전장부품의 부식

- 습도 증가에 따른 

합선 발생 가능성

- 로드셀

- 러더

상황에 따라 의논 

후 결정

[표-33] 수밀 등급

·누수 감지 기능과 펌프 기능과의 연계가 필요

- 터빈 나셀과 하부가 연결되는 타워 상부 내, 유로를 만들어 유입된 해수를 펌프를 통해 

강제 배출.  

·비상 상황 산정

- 발생 상황 대비 손상 예상 범위를 나열하고, 이를 통해 확인 및 수행 사항을 정립할 수 

있음

-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 SCADA에서 확인 및 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설계 수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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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발생 상황 손상 예상 범위 확인 및 수행 사항

허브 전체 누수 감지
- 제어 모터 손

실
- 블레이드 파손

- 지속적으로 경보가 울릴 시, 발전중
지 및 80도 페더링(feathering) 후 
피치 제어 전원을 종료.

발전기 앞단
격실 전체 누수 감지

- DAQ 파손
- 센서 파손
- 전원 장치 파

손

- 피치 제어와 발전 모두 종료.
- 타워 상부 배수 펌프 동작.
- 실험 조건 대비 적은 누수량일 경우 

발전 진행. 

발전기 뒷단 
격실 전체 누수 감지

- 토크 센서 파
손

- 모터 파손

- 러더 제어 종료 및 모터 전원 차단.
- 실험 조건 대비 적은 누수량일 경우 

발전 진행.
- 많은 누수량일 경우 러더각 0도 정

렬 후, 차단. 

타워 상부 누수량 
감지

- 자세관성센서
파손

- DAQ 파손
- 위치 감지센서 

파손

- 수위 레벨이 50 % 이상 오를 경우 
발전 중지.

- 수위 레벨이 10, 20, 30 % 경우 펌
프의 출력을 조절하여 강제 배출.

[표-34] 수밀 요약 및 체계

[그림 106] KS200에 적용 될 수밀 감시 블록 다이어그램

- 수밀 상황에 대해 각 센서는 초당 10회씩 관측

- 센서의 종류는 누수 검출 센서와 수위 검출 센서 두 종류로 구성함.

- 누수 검출 센서는 나셀의 표면에, 수위 검출 센서는 타워 상부 해수가 모여지는 부위에 

위치함.  

(2) 지지구조물 설계 및 제작

① 지지구조물 설계 및 보완

·지지구조물 설계

- 조류발전 시스템 및 지지구조 실증 기본 및 실시설계

- 첨부1 참고 (조류발전 시스템 및 지지구조 실증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보고서)

·지지구조물 보완설계1 (해수유동 수치모형)

- 해수유동 수치모형실험은 울돌목 조류발전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 해역의 조류특성

을 파악하고, 조류발전시설 건설시 필요한 설계유속을 산출하여 설계의 기초자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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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류발전시설 설치예정지인 울돌목은 진도와 해남사이의 명랑수도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명랑수도 남쪽과 서쪽의 고조시각 차이에 따른 수위차가 발생하여 강한 유속이 

나타나는 지역임. 또한 해저지형은 퇴적층이 없는 암반지역으로 되어있음.

- 실험은 EFDC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4대분조를 포함한 20개 분조를 이용하여 수행

하였고, 각 분조별 Nodal factor 와 Equilibrium argument 를 고려하여 실제 공사시점의 

해수유동을 예측하고자 하였음

[그림 107] 조석관측점

정 점 관측기간 경 도 위 도 기 타

T1
2010 

04/08~05/09
126° 14′ 57.60″ 34° 35′ 36.24″

T3
2010 

04/08~05/09
126° 18′ 27.99″ 34° 34′ 18.96″ 검증점

T5
2010 

04/08~05/09
126° 22′ 48.18″ 34° 32′ 07.26″

[표-35] 조석관측 정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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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 모델검증에 사용한 관측정점

정 점 관측기간 경 도 위 도 기 타

A1
2010 

06/07~06/22
126° 18′ 13.13″ 34° 34′ 19.55″ 조류검증

A2
2010 

06/07~06/22
126° 18′ 21.42″ 34° 34′ 12.75″ 〃

A3
2010 

07/06~07/22
126° 18′ 29.18″ 34° 34′ 05.43″ 〃

B1
2013 

10/11~11/16
126° 18′ 36.74″ 34° 33′ 57.19″ 〃

T3
2010 

04/08~05/09
126° 18′ 27.99″ 34° 34′ 18.96″ 조위검증

[표-36] 모델검증에 사용한 정점의 관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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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점 관측치(1분,2분) 관측치(10분평균) 실험치
실험치 -

관측치(10분평균)

A1
창조시 4.67 m/s 4.35 m/s 4.30 m/s -0.05 m/s
낙조시 3.10 m/s 3.01 m/s 3.22 m/s +0.21 m/s

A2
창조시 3.78 m/s 3.58 m/s 3.26 m/s -0.32 m/s
낙조시 4.80 m/s 4.74 m/s 4.40 m/s -0.34 m/s

A3
창조시 3.53 m/s 3.18 m/s 2.76 m/s -0.42 m/s
낙조시 4.57 m/s 4.35 m/s 3.51 m/s -0.84 m/s

B1
창조시 3.03 m/s 2.79 m/s 2.73 m/s -0.06 m/s
낙조시 2.52 m/s 2.40 m/s 2.73 m/s +0.33 m/s

[표-37] 정점별 관측치와 실험치 비교결과

- 사업지역 주변의 조류는 창조시 벽파진에서 우수영 방향으로 흐르며, 낙조시에는 이와 

반대로 우수영에서 벽파진 방향으로 흐름

- 해석 결과 사업지역 주변 창·낙조류 특성은 진도대교 인근 및 북측은 창조류가 우세하

며, 시험발전소 및 진도대교 남측은 낙조류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협수로의 특성상 진도대교 부근에서 가장 강한 유속이 나타나며, 진도대교 부근의 

일부 해역에서는 돌출지형에 의한 와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9] 최강 창‧낙조류 벡터도(광역)

·지지구조물 보완설계2 (설계파랑 수치모형)

- SWAN 모형을 이용하여 파랑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조류발전소 설치예정지의 

상세한 파랑변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광역 50m, 상세역 20m의 조밀한 정방격자를 

형성하였으며,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한 해도 및 울돌목 전면 해상의 과거 수심측량

자료와 금회 수행한 수심측량자료를 비교ㆍ검토하여 파랑 수치모형실험을 위한 수심자

료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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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향 파 고(m) 주 기(sec)
N 0.9 4.0
E 0.4 2.2

ESE 0.5 2.9
SE 0.8 3.3

SSE 0.7 3.1
S 0.8 3.1
W 0.7 4.3

WNW 0.9 4.2
NW 1.0 4.3

NNW 1.5 4.6

[표-38] 설계파 산정결과

[그림 110] 광역 NW 등파고선도 및 벡터도

 

[그림 111] 광역 NNW 등파고선도 및 벡터도

파 향 울돌목 전면 벽파항 전면
파 고(m) 주 기(sec) 파 고(m) 주 기(sec)

N 0.5 3.4 0.5 2.2
E 0.2 1.4 0.3 2.2

ESE 0.2 1.6 0.4 2.5
SE 0.3 2.2 0.6 3.1

SSE 0.4 2.2 0.7 3.4
S 0.4 2.2 0.7 3.4
W 0.2 2.4 0.2 1.8

WNW 0.4 2.9 0.3 2.0
NW 0.7 3.6 0.5 2.5

NNW 0.8 3.9 0.6 2.5

[표-39] 가동시 파랑 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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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광역 NW 등파고선도 및 벡터도

 

[그림 113] 광역 NNW 등파고선도 및 벡터도

·지지구조물 보완설계3 (기초지반/활동/전도 검토)

- 국내의 케이슨식 방파제 설계에서 사석마운드 상부에 설치되는 케이슨의 경우 사석마운

드 윗면의 허용지반반력 500kN/㎡을 적용하며, 제체폭이 큰 방파제의 경우 최대 600kN/

㎡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본 과업 평상시 사석마운드 허용지반반력 500kN/㎡을 적

용

- 케이슨의 저면반력은 다음식에 의해 산정함

 ≤ 


의 경우 사다리꼴 반력분포

  

 
 ,   

 


  


의 경우 삼각형 반력분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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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우(toe)에서의 반력의 특성값(kN/㎡)
 : 힐(heel)에서의 반력의 특성값(kN/㎡)
 : 케이슨 기준선방향 단위길이당의 연직합력(kN/m)
 : 케이슨 기준선방향 단위길이당의 수평합력(kN/m)
 : 전합력의 편심량(m)
 : 저부의 폭(m)

′ :   


 경우의 저면반력의 작용폭(m)

 : 연직합력에 의한 A점(제체 후미하단) 주위의 모멘트(kN․m/m)
 : 수평합력에 의한 A점(제체 후미하단) 주위의 모멘트(kN․m/m)

- 지지구조물의 활동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중력식 방파제의 직립부 안정성 검토에 따르

는 방법을 이용함

- 안전율()은 국내설계기준(평상시 1.2) 보다 높은 영국설계기준(British Standard)의 1.75

를 시공시와 운영시 모두에 적용하였음. 이것은 조류발전 지지구조물의 국내의 적용사

례가 없고 안정성 검토시 산정하지 못한 안정성 저하 요인을 고려하여 해외의 높은 기

준을 적용

- 활동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다음 식에 의하여 수행함

 ≤

 

 : 직립부의 활동에 대한 안전율
 : 직립부와 기초부의 마찰계수

 : 직립부의 중량(kN/m)
 : 직립부에 작용하는 부력(kN/m)
 : 직립부에 작용하는 연직외력(kN/m)
 : 직립부에 작용하는 수평외력(kN/m)

- 여기서 연직방향 외력()은 양압력을 나타내며, 수평방향 외력()은 조류력과 파력의 

합력으로 산정하였음

- 마찰계수()는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수록된 정지마찰계수를 참고하여 적용함

- 제1안 마운드기초 FD형 케이슨의 경우 콘크리트와 사석마운드의 마찰계수 0.6을 시공

시, 운영시 모두에 적용하였음

- 지지구조물의 전도에 대한 검토는 중력식 방파제의 직립부 안정성 검토에 따르는 방법

을 이용함. 안전율()은 국내설계기준(평상시 1.2) 보다 높은 영국설계기준(British 

Standard)의 1.5를 시공시와 운영시 모두에 적용하였음

- 전도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다음 식에 의하여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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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직립부의 전도에 대한 안전율

 :
직립부의 중력의 작용점으로부터 직립부 제체의 후미하단(전도지지점)까지의 
거리(m)

 :
직립부에 작용하는 부력 작용점으로부터 직립부 제체 후미하단 까지의 거리
(m)

 :
직립부에 작용하는 양압력 작용점으로부터 직립부 제체 후미하단 까지의 거
리(m)

 : 수평외력에 의한 직립부의 후미하단 주위의 회전모멘트(kN․m/m)

- 직접착저형 케이슨은 저판이 없는 형태로 셀룰러 블록과 유사한 형태로 볼 수도 있으

며, 저판이 없는 셀룰러 블록의 전도 검토시 속채움 중량을 제외하고 속채움에 의한 벽

면마찰력에 의한 저항모멘트를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함

- 그러나 직접착저형의 경우 바닥에 수중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케이슨 벽체 및 바닥과 부

착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전도시 속채움 사석이 빠져나가는 셀룰러 블록과는 달리 케이

슨과 일체화된 거동으로 파악하여 전도 안전율을 산정함

·지지구조물 보완설계4 (최종안 안정성 검토

- 최종안 표준단면도

[그림 114] 최종안 표준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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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최종안 타워상세도

- 검토결과

구  분
수상 

단위중량
(kN/㎥)

수중 
단위중량
(kN/㎥)

포화 
단위중량
(kN/㎥)

내부마찰각
(Ψ)

비  고

철근 CON’C 24.00 14.00 24.00 -
무근 CON’C 22.60 12.60 22.60 -
수중 CON’C 21.60 11.60 21.60 -

모래 18.00 10.00 20.00 30°
사석 18.00 10.00 20.00 40°

피복석 26.00 16.00 - 40°
해수 10.30 - - -
강재 77.00 67.00 77.00 -

[표-40] 재료의 단위중량 및 내부마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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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Pv

(kN)
Ph

(kN)
Mr

(kN·m)
Mo

(kN·m)
비  고

연직력 236.92 1,540.01
부  력 -102.84 -668.47

외력(수평력) 12.79 57.80
외력(연직력) -0.07 -0.56

소  계 134.02 12.79 870.98 57.80

구  분 산정결과 안전율 판  정 비  고

연직력 5.24 1.75 O.K 마찰계수 0.5
부  력 15.07 1.50 O.K

② 시공계획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지지구조시스템 거치 시공계획서

·첨부2 참고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시공계획서)

③ 현장개설 및 지지구조물 제작

·현장개설

- 현장명 :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지지구조시스템 실증시설

- 기간 : 2015년 12월 14일 ~ 2017년 5월 30일

- 현장 조직도

현장소장

고 광 오

공무팀장 공사팀장 공무 & 자재

천 종 우 이 영 기 박 창 범

공사과장

정 세 민

[표-41] 현대건설(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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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최 천 동

공사관리 공무 & 안전관리 품질관리

박 은 일 김 완 주 정 태 훈

[표-42] 창일개발(협력사)

- 첨부3 참고 (현장개설 착공품의서)

·지지구조물 제작

[그림 116] 지지구조물 제작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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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장비명 작업 내용 규 격 수 량

제작장 조성
펌프카 콘크리트 타설 32 M 1

믹서트럭 콘크리트 운반 6.0m3 6
합 계

제 작

크레인
타워, 들고리 설치

가시설 제작, 가시설 설치 
등

100TON 6

지게차 자재운반 및 하역 7TON 20
펌프카 콘크리트 타설 32.0 M 3

믹서트럭 콘크리트 운반 6.0m3 21
합 계

[표-43] 제작 장비 투입현황

단 계 직 책 업무 내용 인 원 비 고

제 작
총반장 현장작업 총관리 1
철근공 철근 조립 6
목공 거푸집 조립 및 타설 6

합 계 13
총 합 계 13

[표-44] 제작 인원 투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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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날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인
원

목공 4 10 4 4 6 6 6 5 6 9 9

철근공 6 6

장
비

펌프카(
h) 4

지게차(
h) 2 2 5 1 2

크레인(
h) 7

2016년 8월

날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인
원

목공 8 9 8 9 9 8 8 8 8 8 8 8 6 7
3 3 3 4 6 6 6 8

철근공 1 7 7 6 3 4 4

장
비

펌프카(
h)

4 8

지게차(
h)

1 1 1 5 2 1
3 1 1 2 2

크레인(
h)

4
6 6

2016년 9월

날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인
원

목공 2 5 3

철근공

장
비

펌프카(
h)

지게차(
h)

크레인(
h) 8

[표-45] 제작 인원 및 장비 일일 투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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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장비명 작업 내용 규 격 수 량

인양 및 선적

해상크레인 케이슨 인양 선적 800TON 1
다목적 바지 케이슨 적재 7,000P급 1

예인선
해상크레인, 

다목적바지용
3,200HP
1,300HP

2

지게차 작업 서비스용 7TON 1
하이드로크레인 차단매트 설치용 50TON 1

이동
(여수~벽파)

다목적 바지 케이슨 운송 7,000P급 1
예인선 다목적바지용 4,500HP 1

이동 및 셋팅
(벽파~울돌목)

다목적 바지 케이슨 운송 7,000P급 1

예인선 다목적 바지용
4,500HP급
2,800HP급
1,300HP급

3

해상거치

다목적 바지 케이슨 설치 7,000P급 1
해상크레인 거치작업 서비스 150TON 1

예인선
다목적 바지, 
해상크레인용

1,300HP 1

수중콘크리트
타설

바지선 펌프카 및 레미콘 선적용 3,000P급 1
펌프카 콘크리트 타설용 36M 1

믹스트럭 콘크리트 타설용 6M3 18
전체공정 통선 1

[표-46] 설치 장비 투입현황

단 계 직 책 업무 내용 인 원 비 고

거치작업
총 반장 현장작업 총 관리 1
도비공 해상 도비 5
잠수부 잠수 작업 4 보조 포함

다목적바지 선 장 장비 총관리 1

해상크레인
기 사 장비 총관리 및 크레인 운전 1

기관장 장비 관리 및 기관업무 1

예인선
(현장 

예인선)

선장 장비 총관리 및 운전 1

기관장 장비 관리 및 기관업무 1

기타선원 선원업무 1

합 계 16

[표-47] 설치 인원 투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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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날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인
원

도비공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잠수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장
비

다목적
바지선 1 1 1 1 1 1 1 1 1 1 1
해상

크레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예인선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바지선

믹스트
럭

2016년 10월

날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인
원

도비공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잠수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4 4 4 4 4 4 1 1 1

장
비

다목적
바지선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해상
크레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예인선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바지선 1 1 1 1
믹스트

럭 1 1

[표-48] 설치 인원 및 장비 일일 투입현황

- 지지구조물 제작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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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지지구조물 일반도

- 제작장 선정 : 여수시 낙포동 1308번지 주변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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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제작장 위치

④ 유지보수장치 제작

·유지보수 개요 및 절차

- 유지보수 장치는 터빈 및 하부구조 형태와 전체적인 회수 및 설치 절차를 고려하여 설

계되어야 하며, 그 중 리프팅 방식은 수직 이송 방식, 부력을 이용한 방식과 더불어 신

뢰성 높은 유지보수 방법으로 Hammerfest, Atlantis, Voith Hydro, Verdant Power 등 다

수 조류발전장치에 사용되고 있음.

- 모든 시스템을 수면아래에 위치시켜 심미적 오염이 없고, 전도 모멘트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해상장비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방식임.

- 가이드와이어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하부타워와 바지선 사이에 연결되어 터빈이 가이드와

이어를 따라 인양되며, 유체력에 의한 터빈의 동적 거동을 억제하고 흐름방향 추력에 

대한 복원력을 발생시킴으로써 별도의 제어장치 없이 정확하게 목표지점에 인양 가능

함.

- 당해연도에는 유지보수장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spread bar를 포함한 2-point 리프팅 

시스템을 설계하였고, 최종 설계된 터빈 및 지지구조물의 형상과 비중을 모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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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가이드와이어 설치과정

[그림 120] 가이드와이어를 이용한 유지보수 절차

연차 실험모형 리프팅 방법 형상 비중

5차년도 1-point 리프팅 최종설계 전 형상
가변적

(1.1 ~ 1.7)

6차년도
(당해연도)

2-point 리프팅
(Spread bar 

추가)

최종설계 형상 
반영

1.4

[표-49] 당해연도 유지보수 실험 보완내용

·수리실험모형 설계 및 실험방법

- 최종설계된 형상을 반영하여 1/30 스케일로 기하학적 상사를 만족시켜 실험모형을 설계

하였고, 터빈 직경은 0.4m, 허브중심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37m임.

- 케이슨 비중 2.4, 타워 비중 2.8, 터빈 및 너셀의 비중 1.4 등 비중을 실제모델과 일치시

켜 각 파트의 중량을 산정하였고 총 14.22kgf 무게로 실험모형이 제작됨.

- 터빈 및 너셀 구조물은 2기의 오버헤드 크레인으로 인양되며 너셀의 후크 포인트(hook 

point)를 고려하여 spread bar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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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슨 타워 터빈 및 너셀 하부구조물 전체 모델

[표-50] 수리실험모형 설계

파트 비중 중량
실 스케일 모델 스케일 실 스케일 모델 스케일

케이슨 2.4 258 tonf 9.14 kgf
타워 2.8 51 tonf 1.85 kgf

터빈 및 너셀 1.4 81 tonf 3.23 kgf
전체 - 390 tonf 14.22 kgf

축소비 1/30

[표-51] 실험모형 제원

- 터빈의 안정적인 설치는 바지선과 하부타워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좌우되므로 아래 

그림과 같이 바지선의 위치를 가이드와이어의 페어리드(fairlead)로 정의하고 하부타워의 

위치는 요잉축(yaw axis)로 정의함.

- 두 지점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수평방향 이격거리인 오프셋이 정의되며 상류유속과 

가이드와이어의 장력에 따라 최적 오프셋을 도출함. 

- 실해역에서의 설치 한계유속 2.5m/s를 고려하여 상류유속을 0.5m/s~2.5m/s 범위에서 

0.5m/s 단위로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하였고, 가이드와이어의 장력 또한 바지선의 동적 

거동을 고려하여 5tonf~20tonf 범위까지 실험을 수행함.

- 터빈에서 발생하는 추력, 자중, 가이드와이어의 장력의 비를 맞출 수 있는 프루드 상사

를 통해 터빈 구조물의 수중거동을 모사하였고, 유속, 가이드와이어의 장력별로 안정적

인 설치가 가능한 최적 오프셋을 도출함. 

- 가이드와이어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장력이 없는 조건에서의 유속별 오프셋 또한 측

정하였으며 실험케이스를 아래 표에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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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실험 주요변수 및 실험모형 셋업

실 스케일 모델 스케일
가이드와이어 텐션 상류유속 가이드와이어 텐션 상류유속

0 tonf 0.5m/s~2.5m/s 0 kgf 0.1m/s~0.5m/s
5 tonf 0.5m/s~2.5m/s 0.2 kgf 0.1m/s~0.5m/s
10 tonf 0.5m/s~2.5m/s 0.4 kgf 0.1m/s~0.5m/s
15 tonf 0.5m/s~2.5m/s 0.6 kgf 0.1m/s~0.5m/s
20 tonf 0.5m/s~2.5m/s 0.8 kgf 0.1m/s~0.5m/s

[표-52] 실험조건

·유속별 유지보수 가능조건

- 다양한 유속과 가이드와이어 장력에 따른 오프셋을 측정하여 아래와 같이 설치 환경별 

최적 오프셋을 도출함.

-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터빈의 추력과 구조물에 작용하는 항력이 증가하고 구조물의 변

위를 보상하기 위한 최적 오프셋 또한 증가하며, 가이드와이어의 장력이 증가하면 터빈

구조물에 요구되는 오프셋이 전체적으로 감소함.

- 가이드와이어가 없는 경우 유속 2.5m/s기준 4.7m의 오프셋이 발생했으며 가이드와이어

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오프셋만큼 바지선과 하부타워를 이격시켜 놓으면 목표지점

에 접근 가능하나, 유동장의 난류와 터빈 후단 와류에 의해 안정적인 설치가 어려움.

- 유속 2.5m/s, 장력15tonf 케이스를 기준으로 가이드와이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최적 

오프셋이 61% 감소하였고 구조물의 동적거동이 저감되는 등 가이드와이어의 효용성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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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유속
오프셋

0 tonf 5 tonf 10 tonf 15 tonf 20 tonf
0.5 m/s 0.4 m 0.4 m 0.0 m 0.0 m 0.0 m
1.0 m/s 0.7 m 0.5 m 0.2 m 0.0 m 0.0 m
1.5 m/s 1.8 m 1.4 m 1.1 m 0.5 m 0.4 m
2.0 m/s 3.6 m 2.5 m 1.8 m 1.2 m 0.9 m
2.5 m/s 5.5 m 4.0 m 2.5 m 2.1 m 1.6 m

[표-53] 가이드와이어 장력별 유속에 대한 최적 오프셋

[그림 122] 가이드와이어 장력 및 유속에 대한 최적 오프셋 변화

·가이드와이어 요구 윈치용량

- 10tonf 이상의 장력과 1m/s 이하 유속조건에서는 최적 오프셋에 큰 변화가 없었고 공통

적으로 0.2m 미만의 오프셋만 요구됨.

- 파랑에 의한 바지선의 동적 거동에 의해 가이드와이어의 장력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가

이드와이어용 윈치의 요구용량을 15tonf로 제안하며, 안정적인 작업을 위해 1.0m/s 이하

의 유속에서 설치 할 것을 권장함.

- 가이드와이어 윈치용량을 15tonf로 선정하면, 와이어 장력이 일시적으로 10tonf까지 감

소하더라도 오프셋이 0.2m 이하로 발생함으로써 안정적인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며 권장하는 조건에서의 가이드와이어 슬링각과 최적 오프셋을 아래 표에 정리함.

- 아래 그림과 같이 와이어 장력 15tonf 조건에서 유속 1.5m/s부터 가이드와이어의 슬링

각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되기 시작하며, 1.0m/s 이하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거동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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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
와이어 장력 

10 tonf 15 tonf 20 tonf
슬링각 오프셋 슬링각 오프셋 슬링각 오프셋

0.5 m/s 0.0 ° 0.0 m 0.0 ° 0.0 m 0.0 ° 0.0 m
1.0 m/s 0.5 ° 0.2 m 0.0 ° 0.0 m 0.0 ° 0.0 m
1.5 m/s 3.0 ° 1.1 m 1.5 ° 0.5 m 1.0 ° 0.4 m
2.0 m/s 5.0 ° 1.8 m 3.5 ° 1.2 m 2.5 ° 0.9 m
2.5 m/s 7.0 ° 2.5 m 6.0 ° 2.1 m 4.5 ° 1.6 m

[표-54] 터빈의 유속별 슬링각 및 오프셋 

∞=0.5m/s ∞=1.0m/s ∞=1.5m/s ∞=2.0m/s ∞=2.5m/s

[그림 123] 15tonf 장력에 대한 유속별 슬링각 변화

·유지보수장치 제작

- 다목적바지선에 가이드와이어용 윈치를 아래 그림과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 페어리드를 

통해 너셀 방향으로 와이어가 연결 가능하도록 제작함.

[그림 124] 가이드와이어용 윈치 설치위치

·수중모니터링시스템 제작 완료

- Window OS 운영환경 S/W 설계 및 개발

- Camera 영상 분할 기능

- GIS 영상표시 및 S/W 적용

- 영상 저장, 재생 기능 적용

- 저장 영상 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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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구조시스템 모니터링용 시스템 장착

[그림 125] 수중 시공 통합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 수중카메라의 수평/수직 화각 및 선상에서의 차량 이동성등을 고려하여 바지선 측방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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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발전 바지선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

[그림 126] 바지선 CCTV 및 패널 설치

 

⑤ 시공안정성 검토 : 인하대학교 수행 (부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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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해역 실험장 실증준비

① 조류관측 위치, 항목, 장비 선정

·조류관측체계 구축

- 목적: 조류발전 시 유속/유향 자료를 SCADA 시스템에 제공하여 조류발전시스템 제어 

및 발전효율평가에 사용

-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

[그림 127] 조류관측제계 구축 흐름도

·조류관측 위치 선정

-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와의 이격 거리: 67 m

- 선정위치 유속 : 1개월 관측자료 기준 최강창조 3.8 m/s, 최강낙조 4.2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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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8]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실증실험 해역의 수심 및 구조물 

설치위치

·조류관측 항목 선정

- SCADA 시스템에 제공하는 자료는 창･낙조 각 시기에 조류발전 장치에 수직으로 입사

하는 1) 조류발전 수차 구간의 유속/유향(조류발전시스템 제어) 및 2) 수심평균 유속/유

향(발전효율평가)의 2가지 종류를 제공

- 고려사항

  ∘ 조류발전 시 창/낙조 모두 발전

  ∘ 조류발전을 위한 조류는 조류발전 수차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흐름 이용

  ∘ 발전효율 평가를 위한 수심평균 유속 필요

[그림 129] 조류관측체계 자료 흐름도

- 조류관측 항목

  ∘ 조류발전 수차 영역에 수직 입사하는 영역평균 조류(국제 조류발전 IEC-TS 62600-200 

규격 권고 사항)

  ∘ 조류발전 수차에 수직 입사하는 수심평균 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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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관측 장비 선정 및 SCADA 시스템 연계 테스트

- 관측장비 선정

  ∘ 조류관측 항목을 고려하여 층별 조류관측이 가능한 ADCP 계열 장비인 Teledyne RDI

(미)의 WHS ADCP 300 kHz와 Nortek(노)의  Signature ADCP 500 kHz를 비교 및 검토

  ∘ 도입 비용, 성능 및 실증실험 시 요구조건 등을 고려하여 Signature ADCP 500kHz로 

최종 선정

- 관측장비/SCADA시스템 연계 테스트

  ∘ 실험실에서 기존에 타 연구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Signature ADCP와 SCADA시스

템의 연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장비와 시스템 간의 정보교환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

비교 항목
Signature ADCP 
500kHz(Nortek)

WHS ADCP 300kHz(RDI)

 Profile Range 106 m 70 m
Velocity 

Resolution
± 0.1 cm/s ± 0.1 cm/s

Velocity Range ± 5.0 m/s ± 5.0 m/s

Minimum Cell Size 0.5 m 1.0 m
All Raw data 

Record
○ ×

Multi-Tasking 
Observation

○
(Average, Burst, Wave)

×

기타

2014년 이후 개발되어 최신 
기술 적용

전층과 수차영역의 조류를 동시 
관측 가능

상대적으로 비용 저렴
VECTOR와 비슷한 I/O 형태로 

SCADA와 연계 용이
다수의 유럽 조류에너지 

연구팀에서 운영 중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 성능 
검증

전층 조류관측 가능

최종 선정 ○ ×

[표-55] 조류관측 장비 비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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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0] Signature ADCP 500kHz

·조류관측 장비 설치 방법 선정

- 해저지형, 발전구조물 설계 결과 및 발전시스템 제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렬형 

관측형식을 조류관측 형식으로 선정

※ 조류발전 장치를 기준으로 조류관측 위치에 따라 관측형식 구분

  ∘ 직렬형: 조류관측 장비와 수차를 조류흐름과 일직선으로 배치

  ∘ 병렬형: 조류관측 장비와 수차를 조류흐름과 수직으로 배치

[그림 131] 조류관측 형식(좌: 직렬형, 우: 병렬형)

- 조류발전 장치와 조류관측 장비의 이격 거리는 수차 직경(DE)의 2배로 설정(국제 조류

발전 IEC-TS 62600-200 규격 권고 사항)

- 장비 설치 및 SCADA 연결



- 140 -

  ∘ 조류관측 장비는 별도의 프레임을 제작하여 설치

  ∘ 관측장비와 SCADA 시스템의 연결은 1) 관측장비-조류발전 구조물 구간은 수중케이블

(TCP/IP)을 이용하며, 2) 조류발전 구조물-SCADA 구간은 광케이블을 이용

[그림 132] 조류관측 장비 설치 계획도(출처: IEC-TS 62600-200)

② SCADA 및 CMS 구성

·통합 SCADA 시스템 및 

- SCADA 시스템은 조류발전기 및 각종 하부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계측하는 장치서버, 

장치서버가 획득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및 라우팅을 수행하는 제어서버 그리고 획득

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사용자 클라이언트로 구성

[그림 133] 통합 SCADA 시스템 기본 개념도

- CMS는 구조물 및 발전기의 건정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구조물 및 발전기에 부착된 각종 

센서로부터 상태정보를 획득하는 센서계측기와 연동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저장 및 

SCADA 시스템으로 전송함

- SCADA 시스템은 CMS와 연동하여 각종 상태정보를 획득하여 시각화하고, 제어에 사용하

도록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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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SCADA 및 CMS 동작 흐름도

[그림 135] SCADA 시스템 및 CMS 통신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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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200kW급 조류발전 시스템 조립 및 평가

(1) 조류발전 시스템 조립 및 시험

① 공장시험

·설치 후 발전기 및 전력변환장치 상태 확인

- 공장시험을 위한 설치 후 발전기의 파라메터 및 절연을 재 측적하였으며, 측정 결과 제

작시에 측정한 값과 유사하게 측정되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측정시 사진을 다음 

그림에 나타내었음

[그림 136] 공장설치 후 발전기 파라메터 및 절연측정 사진

- 공장설치 후 발전기를 구동하여 무부하 역기전력을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는 설계 및 

해석 결과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었고, 측정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다음 그림에 나타

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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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7] 발전기 역기전력 테스트 결과

- 공장설치 후 전력변환장치 구동시 다음 그림과 같이 발전기의 절연파괴 현상으로 인해 

전력변환장치의 소손이 발생하였음

[그림 138] 전력변환장치 구동시 발전기 절연파괴 현상 확인

- 원인 분석결과 220V 전원의 불안정 및 공장내 접지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해 전원구조 및 접지 상황을 수정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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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9] 전원 및 접지 문제 확인 및 수정 내용

·다이나모메터 이용한 부하실험

- 발전기 부하 시험을 위해 다음 그림과 같은 다이나모를 설치하였으며, 제작된 전력변환

장치를 이용하여 발전기를 구동하여 부하 시험을 수행하였음

[그림 140] 부하시험을 위한 다이나모메터

- 부하 시험 결과 200kW 출력에서 발전기의 효율은 약 83.79%로 측정 되었으며, 다음 그

림에서 속도 및 출력에 따른 발전기의 효율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음

[그림 141] 발전기 부하시험 결과

- 공장에 설치된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해 (재)경남테크노파크의 입회아래 과전압, 부족전

압, 주파수 상승, 주파수 하강, 정전 후 재투입 방지, 고조파 측정, 최대 변환 효율 및 

EURO 효율에 대해 시험을 수행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으며, 발급된 시험 성적서의 

내요을 다음 그림에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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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조류발전시스템 시험성적서

[그림 143] 조류발전기 시험 장비 및 시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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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4] 조류발전기 과전압 시험 결과

[그림 145] 조류발전기 부족전압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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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6] 조류발전기 주파수 상승 시험 결과

[그림 147] 조류발전기 주파수 하강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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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8] 조류발전기 정전 후 재투입 방지 시험 

결과

[그림 149] 조류발전기 고조파 측정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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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0] 조류발전기 최대 변환 효율 및 EURO 

효율 시험 결과 및 시험 사진

·축 설계요구 조건

- 블레이드 발생 외력 산정

- 1) 추력 및 토크가 최대로 발생하는 유속 2.3m/s 일 때의 운전조건을 가정

- 2) 해석으로부터 축방향 추력 247.625kN, 축방향 토크 206.349 kN-m를 얻었으며 이를 

축계에 작용하는 외력으로 적용

2.3m/s 2.5m/s 3m/s 3.5m/s 4m/s 4.5m/s 최대값
Fxn (N) 247,625 183,608 141,423 121,022 112,607 28,718 247,625
Fyn (N) 16,727 17,051 18,841 20,946 23,909 12,643 23,909
Fzn (N) 8,788 8,875 9,355 9,919 10,713 7,694 10,713
Mxn (N) 204,572 202,913 206,349 194,952 192,518 45,398 206,349
Myn (N) 273,917 196,108 139,194 108,723 92,748 4,366 273,917
Mzn (N) 70,895 50,756 36,026 28,140 24,005 1,130 70,895

[표-56] 블레이드 발생 외력 데이터

- 블레이드 자중 및 부력 산정

- 1) 축계와 블레이드의 자중은 3D 모델링으로부터 계산된 값을 사용

- 2) 블레이드 및 허브에 작용하는 부력 고려

- 축계 공진 우려 주파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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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터빈 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진 주파수로부터 ±25% 마진을 갖는 공진 회피 구

간 필요

- 2) 터빈 회전수 16RPM으로부터 계산된 주파수는 0.267Hz이며, 이로부터 요구되는 공진 

회피 구간은 0.2~0.334Hz

- 3) 터빈 회전수와 블레이드 날개 수의 곱으로 발생하는 48RPM 가진으로부터 계산된 주

파수는 0.8Hz이며 이로부터 요구되는 공진 회피 구간은 0.6~1.0Hz

- 유지보수 편의성

- 1) 유지보수 편의를 위해 주축을 2개의 부품으로 분할, 커플링으로 연결

- 내부식성 및 내구성

- 1) 해수와 접하는 블레이드측 축계는 내부식성이 뛰어난 재질이 요구됨

- 2) 수밀 구역 내에 위치하는 발전기측 축계는 기본적인 내부식성이 확보되어야 함

- 3) 내부식성과 축계 제작비용을 고려하여 주축의 전/후 재질을 상이하게 적용

- 안전율

- 1) 외력 및 자중, 부력 등을 종합한 하중으로부터 2.5 이상의 안전계수가 확보될 수 있

도록 설계

- 2) 유사한 시스템인 풍력발전의 축계 설계에는 안전계수 1.3을 적용하나 연구 단계인 

조류발전은 상업화된 풍력에 비해 설계 및 운용에 관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보다 높은 안전계수를 적용함

·축 설계

- 2D 도면 기반으로 상용 설계툴인 SolidWorks를 이용, 모델링 파일 작성

- 축계 재료로 선정된 2종의 스테인리스 강 물성치를 각각 적용

- 1) 블레이드측 축계 : A182 304L

- 2) 발전기측 축계 : SS400

- 모델링 및 재료의 물성치로부터 계산된 자중은 다음과 같음

- 1) 축계 : 10.5ton, 블레이드 및 허브 자중 8.57ton

- 모델링으로부터 계산된 블레이드 및 허브의 부력은 다음과 같음

- 1) 블레이드 및 허브 부력 : 5.35ton (해당 부품의 부피 5.22m3, 해수 밀도 1,030kg/m3)

- 해석에는 수밀부 씰과 베어링은 생략함

- 축계의 도면 초안은 다음과 같음

[그림 151] 축계 도면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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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검증을 위한 해석

- 1) 설계요구조건에서 정의된 최대 추력과 토크, 모델링에서 계산된 자중 및 부력을 각

각 인가

- 2) 경계조건

・공통사항 : 별도 언급이 없는 부분은 모두 bonded 조건으로 해석

・베어링 부 : 베어링 지지부는 베어링 구속 조건 상태로 해석

・씰링 부 : 씰링부는 모델링 및 해석 생략

・볼트 결합 부(플랜지 결합 부) : 볼트 결합 부는 용접된 조건으로 해석

- 3)요소생성

・사면체 요소, 122,520개

・요소 최대크기는 70mm

・aspect ratio는 3.0 이하

[그림 152] 유한요소 모델

- 4) 부품의 물성치는 다음과 같음

재질의 물성치
인장강도
(kg/㎠)

항복응력
(kg/㎠)

비고

A 182F 304L(STS304L) 4,850 1,700
SF 540 A 5,400 2,450

[표-57] 부품 물성치

- 5) 구조해석 결과

・해석결과 발생되는 최대 응력은 주축에서 492.1kg/cm2, 커플링에서 569.7kg/cm2, 키에서 

735kg/cm2였으며 각각의 안전율은 3.45, 2.98, 3.33임



- 152 -

구 분
최대발생응력

(kg/㎠)
허용응력
(kg/㎠)

안전률
조합응력

(메인 축, A 182F 304L )
492.1 1,700 3.45

조합응력
(커플링, A 182F 304L )

569.7 1,700 2.98
조합응력

(키, SF 540 A)
735.0 2,450 3.33

[표-58] 구조해석 결과

[그림 153] 주축 구조해석 결과

[그림 154] 커플링 구조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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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5] 키 구조해석 결과

- 6) 진동해석 결과

・동일한 구속조건을 사용하여 축계의 1~5차 고유진동수를 분석함

・조류발전장치 회전수의 1배, 3배에서의 공진 여부를 확인. 공진 우려시 질량을 추가하거

나 강성을 보강하는 등의 공진 회피 방안 고려

・해석결과 터빈 회전수와 주축의 고유진동수가 충분히 이격되어있으므로 공진 위험성이 

없음을 확인

구 분
Freq. 
(Hz)

회전수 1배
(16RPM)

회전수 3배
(48RPM)

Mode 1 39.2 14,700% 4,900%
Mode 2 132.8 49,800% 16,600%
Mode 3 133.9 50,210% 16,740%
Mode 4 161.1 60,420% 20,140%
Mode 5 313.5 117,550% 39,180%

[표-59] 진동해석 결과

・1~5차 각 모드별 형상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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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6] 모드별 진동해석 결과

·축 제작

- 제작도면의 처짐, 비틀림 구조해석 결과 안전율 2.98로 목표 안전율 2.5이상을 확보하였

으므로 6차년도에 실제 축계 부품 제작을 진행할 예정

- 축계 내부식성과 제작비용 및 유지보수 편의를 위해 2부분으로 분할된 설계를 반영하여 

블레이드측에 A182F304L, 발전기측에 STS304L 재질을 적용할 예정

·러더 설계요구 조건

- Yaw 제어를 위한 필요 모멘트는 상부 조류발전기 무게, 베어링, 수밀장치에 의해 산정 

되며, 1/5 스케일 모델 시험 및 계산 결과 약 40kNm의 모멘트요구 됨

- Yaw 제어를 위한 제어력은 러더에서 발생되며, 유동해석을 통해 러더를 설계 함

- 러더의 구성은 상부 러더는 Active 러더를 적용하였고, 하부의 러더는 조류발전기 하부 

타워에 의해 유속 손실을 고려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Passive 러더를 적용

- 러더 축의 위치는 러더의 공력 중심점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계하여 러더 제어 모터의 

부하를 최소화 하도록 설계

·러더 설계

- 러더의 기본형상 설계는 유동해석을 통해 Yaw 제어 모멘트를 만족하도록 설계

- Active 러더와 Passive 러더의 비는 1.2/1 비율로 설계, 러더의 제작 도면은 아래 그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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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7] Active/Passive 러더 상세 설계

[그림 158] 러더 축 위치

- 러더 축의 경우 러더 앞단으로부터 1,126mm에 위치하도록 하여 러더 모터에 걸리는 부

하를 최소화함

[그림 159] 러더 축 설계

- 러더 하중은 약 750kg, 러더 축계 하중은 약 300kg으로 하중 지지를 위해 ①번축 상단/

하단에 Tapered Bearing을 적용하였고, ③번축은 사각형상으로 제작하여 러더와 체결, 

②축은 기어박스와 연결됨



- 156 -

·러더 제작

- Active/Passive 러더의 구조는 플레이트로 내부 뼈대를 구성 후 절곡을 통해 외부 형상

을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함

- 러더 재질 STS630로 하였으며, 상부 러더 하중는 약 750kg으로 예상

- 6차년도 EK중공업에서 제작

·요제어부 설계요구 조건

- 러더 제어를 위한 구동부의 경우 러더-토크센서-기어-모터로 구성되며, 러더 제어를 통

해 조류발전기 요제어를 하여 유향과 일치시킴

- Yaw 제어를 위해 위치 인식을 위한 센서가 구성되어야 하며, 절대 위치 출력 형태의 

센서와 초기 위치 설정을 위한 IMU 센서의 장착이 요구됨

- 유동해석 KS200의 러더 축에 걸리는 하중을 산정하였으며, 러더축에 걸리는 하중은 유

속 2.1m/s에 AOA 20°일 때 655.76Nm이상의 정격 토크가 요구됨

- 1/5 스케일 시험결과 낙조->창조 혹은 창조->낙조시 180도 회전에서 Active 제어를 통

해 충분히 제어됨을 확인 하였고, 1/5 스케일 모델을 기본으로 KS200 제어시스템 구성

·요제어부 설계

- Yaw 제어를 위한 러더 구동부의 설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러더-토크센서-기어박스-모

터로 구성 되었으며 

- 러더 구동부는 위 그림과 같이 설계 되었으며 Active 러더를 구동하기 위해 서보모터를 

적용하였고, 러더축에 걸리는 하중측정을 위한 토크센서 설치함

- 서보 모터와 드라이버의 경우 지멘스사의 30kW급 모터, 드라이버를 선정 하였고, 기어

의 경우 본피글로리사의 55:1 기어 박스를 적용하였으며 상세 사양은 아래 표와 같음

[그림 160] 러더 구동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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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ENSE Synchronous motors for SINAMICS S120
1PH8137-4EF02-2AA1-ZU60

Rated speed 1500 rpm
Shaft heigh 132
Rated power 30.6 kW
Rated torque 195 Nm
Rated current 60 A
Rated voltage 356 V

Rated Frequency 50 Hz
Max. Operating speed 2700 rpm

Max Speed 4500 rpm
Option Holding Brake (1 phase AC 230V 50/60Hz)

Encoder Absolute encoder 2048 ppr

[표-60] 러더 제어용 모터 상세 사양

Bonfiglioli Gearbox
A90 3 UH100 F1A 55.0 P180 B3

Gear ratio 55.0
Rated output torque 14000 Nm
Rated input power 41 kW

[표-61] 러더 모터용 기어박스 상세 사양

- Yaw 제어를 위한 시스템 구성은 위 그림과 같이 하였으며, 모터 제어를 위한 모터 드

라이버, 드라이버 및 브레이크 제어용 PLC 그리고 Yaw 제어 알고리즘을 탑재한 pc와 

센서(유향, 유속, Yaw Angle)로 구성됨

- Yaw Angle측정을 위한 센서는 XSens와 BCB 센서를 사용하였으며, 센서 상세 스펙은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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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 Yaw제어부 구성

[그림 162] BCB 센서

[그림 163] IMU Sensor(MTI-300)

·요제어부 제작

- 서보모터 및 모터 드라이버(악세사리 포함)와 기어박스는 모두 발주가 완료되었으며 현

재 납품대기 중(Stocked Date 16.03.31)

·축 재질 변경

- EPC업체의 요청 사항 중 메인축을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작했을 경우 가공성, 용접성, 

조립성 등이 불리함에 따라 메인축의 재질을 일괄 SMC440으로 설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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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    목 당  초 변  경  비 고

1 Material of Main Shaft(Nacelle)
A668Gr.D+A182F304L 

or A182F304L
KS SCM 

440

2
Material of Main 
Shaft(Generator)

A668Gr.D+A182F304L 
or A182F304L

KS SCM 
440

[표-62] 재질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강도
축 강도 : 
240[MPa]

축 강도 : 
415[MPa]

당초 재질보다 변경된 재질은 물리적 강도 
특성이 우수함

2. 부식성 부식에 취약함
내부식성 
뛰어남

부식에 대한 우려에 해수 노출 구간, 해수 
노출 제외 구간으로 나누어 오버레이, 도장 
처리함
(1) 해수 노출 구간
  - STS316L 재질 or 세라믹 재질로 
Overlay
(2) 해수 노출 제외 구간
  - 표면처리 : Sa 2 1/2
  - 도장
   1st : Modified epoxy 125um X 2 = 
250um
   2st : Viny1 modified epoxy tie coat 
50um
   3st : Anti-fouling 100um X 2 = 
200um

[표-63] 축 재질 특성

[그림 164] 오버레이 구간

- 메인 축의 아래와 같이 제작하였고, 제작된 축 지수 검사 기록서는 아래 그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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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5] 메인 축

[그림 166] 러더 치수 검사 기록서

·러더 제작

- KS 200의 요제어시스템의 조류발전기 말단에 설치된 수동축 하부 러더와 능동축인 상

부 러더로 구성됨

[그림 167] KS 200 전체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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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축 하부러더의 경우 제작 완료되어 아래 그림과 같이 용접을 통해 넛셀에 고정하였음

[그림 168] 하부 러더

- 능동축 러더의 경우 제작된 러더를 확인한 결과 아래 제작 사진과 같이 NACA0012 형

상이 아닌 임의의 형상으로 제작 되어진 것을 확인함

[그림 169] 러더 형상

- 러더 제작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작된 러더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설계

한 러더와 비교 검토하였음

- 아래 그림중 붉은색으로된 러더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설계한 도면이며, 검

정색으로 표현된 러더는 BSR에서 제작한 러더임

- 러더 사이즈 및 형상 비교를 위해 두 러더를 겹쳐서 확인해본 결과 높이 방향의 길이만 

일치하고, 다른 부분의 길이는 Rudder UP 부분은 28.48mm, Rudder Down 부분은 

23.8mm 크게 제작되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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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러더 형상 또한 NACA0012가 아닌 임의의 형상으로 제작되어 재제작하기로 함

[그림 170] 설계 제작 모델 비교

-  새로 제작될 러더의 경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3D스캐너를 이용한 형상 및 

치수 검사할 예정임

·러더 제어부 제작

- 능동축 러더의 구동부의 경우 지멘스사의 30.6kW급 서보모터와 Bonfiglioli사의 55:1기어

박스를 적용하여 제작

SIMENSE Synchronous motors for SINAMICS S120
1PH8137-4EF02-2AA1-ZU60

Rated speed 1500 rpm
Shaft heigh 132
Rated power 30.6 kW
Rated torque 195 Nm
Rated current 60 A
Rated voltage 356 V

Rated Frequency 50 Hz
Max. Operating speed 2700 rpm

Max Speed 4500 rpm
Option Holding Brake (1 phase AC 230V 50/60Hz)

Encoder Absolute encoder 2048 ppr

[표-64] 러더 제어용 모터 상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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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figlioli Gearbox
A90 3 UH100 F1A 55.0 P180 B3

Gear ratio 55.0
Rated output torque 14000 Nm
Rated input power 41 kW

[표-65] 러더 모터용 기어박스 상세 사양

- 능동축 러더의 구동용 모터는 아래 그림과 같이 넛셀 선미부에 설치됨

[그림 171] 러더 제어용 모터 설치

- 아래 그림과 같이 러더 구동 모터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아래 그림의 축연결부에 러더

를 부착하여 구동

[그림 172] 러더 구동 테스트(0도 -> 45도 -> -90도)

(2) 지지구조물 현장설치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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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작완료 및 점검

·지지구조물 제작

- 버림 콘크리트 타설

: 바닥상태가 콘크리트로 되어있어 지지력시험 불필요

: 바닥 레벨차이로 버림콘크리트 타설진행 (레벨링 작업)

버림상단 레벨표기 와이어메쉬 설치

버림 콘크리트 타설 버림 콘크리트 양생(비닐+양생포)

[그림 173] 버림콘크리트 타설 (2016.07.21. ~ 07.22)

- 기초 콘크리트 타설

: 철근 및 거푸집, 하부Tower 자재검수

: 철근조립 및 거푸집설치, 하부Tower 설치

: 검측 후 콘크리트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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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거푸집설치 기둥부 철근조립

하부 Tower 설치 벽체부 거푸집설치

사면부 거푸집설치 케이블드럼 앵커설치

기초 거푸집완료 기초 콘크리트타설

[그림 174] 기초철근 및 거푸집설치, 콘크리트 타설 (2016.07.26. ~ 08.08)

- 벽체 및 Slab 콘크리트 타설

: 벽체철근 및 거푸집설치

: 검측 후 콘크리트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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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잭구간 거푸집설치 사면부 거푸집설치

유압잭구간 철근조립 수중콘크리트용 가시설 접합 홀 설치

벽체 및  Slab 검측 거푸집설치 완료

벽체 및 Slab 콘크리트 타설 지지구조물 완료

[그림 175] 벽체 및 Slab 철근 및 거푸집설치, 콘크리트타설 (2016.08.09. ~ 08.15)

·지지구조물 점검

- 철근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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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6] 철근 품질검사 성적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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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7] 철근 품질검사 성적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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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8] 철근 품질검사 성적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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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Sample 채취 철근 Sample 채취

철근 Sample 채취 철근 Sample 채취

[그림 179] 품질 시험 전 철근 Sample 사진

- 콘크리트 압출강도 시험결과 (28일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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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0] 기초콘크리트 시험성적서



- 172 -

[그림 181] 벽체 및 Slab 시험성적서

- 주요제작품 구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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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송

·지지구조물 인양

- 해상크레인(800톤급)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인양

- 인양 속구품은 케이슨의 자체중량을 감안하여 사용

- 인양 시 들고리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인양

[그림 182] 800Ton Crane 제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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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3] 800Ton Crane 지지구조물 인양도

조금구 인양 조금구 지지구조물과 체결

[그림 184] 지지구조물 조금구 체결 (2016.09.21.)

- 다목적바지선 일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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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5] 다목적바지선 평면도

[그림 186] 다목적바지선 측면도

- 다목적바지선 제작공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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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조/대조 조립 중조/대조 조립

중조/대조 조립 대조 제작

크레인 철골대 조립 선체 도장작업

크레인 탑재 다목적바지선 진수

[그림 187] 다목적바지선 제작 (2016.04.10.~ 08.10)

·지지구조물 선적

- 기중기선의 앵커링 상태 및 크레인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

- 리프팅 디바이스와 와이어로프의 체결상태를 점검

- 지지구조물을 인양하여 다목적바지선에 선적

- 선적 시 지지구조물 사이즈에 맞게 다목적바지 DECK에 폐타이어를 배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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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구조물과 다목적 바지의 충돌에 따른 손상을 방지

- 선적 시 지지구조물 하부에 접근하는 인원이 없도록 주의

- 지지구조물 선적 이후에는 케이슨의 거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

1. 제작장에서 지지구조물 인양 2. 인양상태에서 다목적바지선 접근

3. 인양상태에서 다목적바지선 접근 4. 지지구조물 선적

지지구조물 인양 지지구조물 선적

[그림 188] 지지구조물 인양 및 선적 (2016.09.21.)

·다목적바지선 예인

- 다목적 바지선 이동전 항로상의 기상상태(파랑, 바람, 조류 등)를 확인  하여 정온한 시

기에 이동

- 항행 경로는 사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이동간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케이슨이 선적된 다목적 바지선은 제작장에서 진도 벽파항 입구까지 예인선을 이용하여 

계획된 항로를 따라 이동

- 예인선의 교대근무를 통한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선박충돌, 양식장시설 훼손 등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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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황에 대비

- 항해중이라도 수시로 기상을 체크하여 위험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항해중 기상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기상상황을 체크

- 벽파항 입구부터 현장까지는 Z-P Type의 예인선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접근

[그림 189] 다목적 바지선 이동경로

 
- 다목적 바지선 예상 선속 : 약 4.5Knot

- 이동시간 : 약 30시간

③ 현장설치 및 평가

·다목적바지선 & 해상크레인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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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0] 진도 울돌목 작업 바지선 해상계류도

- 다목전 바지선 해상 Setting 작업 전 작업원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

- 울돌목 현장에 도착한 다목적 바지선을 작업 위치에 Setting

- 기 투묘된 해상 Anchor Wire와 다목적 바지선의 Winch Wire를 연결

- 연결용 Shackle은 안전율을 고려하여 사용

- SETTING이 완료된 상태에서 조류의 강도에 따라 전,후진 조작

- 대기장소에서 거치장소로의 이동을 예행연습을 통하여 숙달

육상 메인 Anchor 설치 해상 Anchor 설치

[그림 191] 육.해상 계류 Anchor 설치 (2016.08.11. ~ 09.29)

·지지구조물 거치 전 검토사항

- 기상상태를 점검(파랑, 바람, 안개, 조류속, 강우 등)한 후 정온하고 청명한 시기에 거치

작업을 시작

- 거치 작업 전에 전 작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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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 작업 전에 전 작업원을 대상으로 해상 상황, 작업 순서를 숙지

- 잠수사의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 징후가 있는 잠수사는 작업에서 제외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구난전문 잠수사 대기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의료진 대기

- 잠수사의 작업시간은 관련규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 거치 가능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전에 Time Schedule를 작성하여 거치 작업에 실수

가 없도록 관리

- GPS 측량을 통하여 사전 계획되었던 위치에 정확하게 거치

- 지지구조물 거치 후에는 유압잭을 이용하여 타워의 연직도를 확보

- 지지구조물, 리프팅디바이스, 타설용 가시설, 기타 구조물과 잠수사간의 충돌사고가 발

생되지 않도록 작업간 안전관리에 철저

- 수면으로 노출되는 가시설 상부에 주야간 범용 시인장치를 설치하여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에 주의

- 작업간 조류속이 1.0m/s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1단계 조치로서 전 작업원을 철수 시키

고, 1.5m/s이상으로 빨라질 경우 2단계 조치로서 해상장비를 안전지역으로 피항

·지지구조물 거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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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2] 지지구조물 거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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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3] 지지구조물 거치 Time Schedule

- 실제 작업시간 및 내용 (2016.10.24.)

10:00 ~ 10:18 – 다목적바지선 거치지점 이동

10:18 ~ 11:45 – 거치지점에서 대기 (유속체크)

11:45 ~ 12:15 – 지지구조물 인양 및 하강, 바닥까지 안착

12:15 ~ 12:45 – 지지구조물 경사확인 (-0.15도 이하 체크)

12:45 ~ 12:55 – 조금구 샤클해체 및 스펀지 밀착상태 확인

12:55 ~ 13:11 – 조금구 인양완료

13:11 ~ 13:45 – 다목적바지선 회항완료

·지지구조물 거치 측량 및 결과

- 본 측량은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지지구조시스템 실증공사 현장의 원형케이슨 위치 유도

측량 및 원형케이슨 위치 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공사에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원형케이슨 
위치측량

위치 유도 측량 1기 GPS 및 토탈스테이션
위치 확인 측량 1기 GPS

[표-66] 측량의 범위

- 측량 기간 : 2016년 10월22일 ~ 10월24일 (외업:3일, 내업: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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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 비 명 제 조 사
수 
량

비    고

GPS

R6
Trimble(미

국)
3Set

R7
Trimble(미

국)
1Set

토탈스테이션 5503
Trimble(미

국)
2Set

해상구조물
위치관리 
시스템

- 컴퓨터(노트북)
- 해상구조물 유도 프로그램

- 무선통신 시스템
1식

도면제작
- 컴퓨터

- Auto Cad2007
- Ds_nav. Ds_cad

1식

[표-67] 사용 장비

- 측량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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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기준점 확인측량 및 위치유도측량 계획수립

답  사
국가기준점 파악
해도 및 관련서지 상 과업해역 특성확인
조사해역 장애물 및 시설물 점검

선  점
원형케이슨 위치유도에 시통 원활한 곳 선점
망실우려가 없는 곳 선점

매  설 못으로 단단히 고정

측  량 위치유도 측량 해상구조물 설치위치 유도

계  산 자료계산 확인 측량 네트워크 RTK 이용

검  토 계산 검토

도 면 화 CAD를 이용한 도면화 작업

보고서 작성 도면 작성 및 보고서 작성

- 국가기준점 확인 측량

: 본 과업구역의 기준점 사용은 통합기준점 U화원22를 사용하여 위치확인 및 GPS위치 

보정

: 통합기준점은 세계측지계(GRS80)으로 되어있고 아래와 같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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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X 좌표 Y 좌표 비    고
U화원22 219,522.411 136,005.461 보정 전

GPS 219,522.408 136,005.440 보정 후

전        경 

[표-68] 국가기준점 확인 측량

[그림 194] 다목적바지선 크레인 G.P.S 설치위치

- Overhead Crane에 G.P.S를 설치하여 정확한 위치로 이동

- 그림과 같이 노트북화면을 확인하면서 크레인기사와 무전으로 위치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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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5] 지지구조물 설치완료 위치도

설계 좌표 현황 좌표 설계 - 현황
X Y X Y Z(DL) X Y

3,828,173.388 253,265.812 3,828,172.736 253,265.189 -19.905 0.652 0.623

[표-69] 지지구조물 설계대비 현황표

[그림 196] 지지구조물 거치 경사계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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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0] 지지구조물 거치 경사계 결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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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계 3일 측정 최종결과 : 0.12도 미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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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NO.
Boit

용 량

대
기
중
온
도

구조물 위치값 각도 변환
계측기.1 계측기.2 계측기.3 계측기.2 계측기.3

x y x y x y x y x y

10-26 9:40 262 12.11
18.4

8
257
9.73

252
4.33

242
4.33

250
6.76

277
5.68

264
4.60

-0.0
3

-0.1
1

-0.0
3

-0.10

[표-71] 계측 최종값 정리표

·지지구조물 수중거치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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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안전교육실시 작업 전 안전교육실시

수중 거치장소 근접대기 수중 거치장소 이동완료 후 거치

수중거치 중간상태 수중거치 완료상태

[그림 197] 지지구조물 수중거치 (2016.10.24.)

·수중콘크리트 타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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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8] 바지선 계류도

- 펌프카 및 믹서트럭 운반용 바지선의 규모는 해상 운반간 너울 등에 의한 장비 낙수사

고 발생을 방지하고, 펌프카 타설시 믹서트럭의 바지선 갑판 상 이동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 계획

- 바지선의 해상운반은 제트펠라선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반

- 콘크리트 출하부터 해상이동까지의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일 타설 가능한 차량대수를 결

정

- 콘크리트 타설시 오염물질이 해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시공

- 콘크리트 타설 후 잠수부를 투입하여 결과를 확인

- 콘크리트 타설 후 타워의 연직도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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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9] 수중콘크리트 1일차 Time Schedule

- 실제 작업시간 및 내용 (2016.10.25.)

12:00 ~ 12:40 – 다목적바지선 타설지점 이동

12:55 ~ 13:35 – 레미콘 운반바지선과 다목적바지선 접안

13:35 ~ 14:57 – 레미콘 6대(36㎥) 타설완료

14:57 ~ 15:08 – 레미콘 운반바지선 회항준비 및 다목적바지선 회항

15:08 ~ 15:55 – 레미콘 운반바지선 벽파항 도착

15:55 ~ 15:58 – 레미콘차량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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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0] 수중콘크리트 2일차 Time Schedule

- 실제 작업시간 및 내용 (2016.10.27.)

10:45 ~ 11:15 – 수중콘크리트용 가시설 와이어체결(수정작업)

15:00 ~ 15:43 – 레미콘 운반바지선과 다목적바지선 접안

15:43 ~ 16:30 – 조류로 인한 작업대기

16:30 ~ 17:15 – 레미콘 6대(36㎥) 타설완료

17:15 ~ 17:25 – 레미콘 운반바지선 회항준비 및 다목적바지선 회항

17:25 ~ 18:10 – 레미콘 운반바지선 벽파항 도착

18:10 ~ 18:15 – 레미콘차량 철수

-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28일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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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1] 1차 수중콘크리트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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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2] 2차 수중콘크리트 타설

- 수중콘크리트 타설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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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 전 안전교육 실시 펌프카,레미콘 선적(벽파항)

레미콘 운반 바지선이동
수중콘크리트용 가시설과 펌프카 

호스체결

수중콘크리트 타설전경 타설완료 후 호스해체

[그림 203] 수중콘크리트 타설 (2016.10.25. ~ 10.27.)

(3) 실해역실험장 구축

① 인허가 획득

·KS200 설치공사 및 실해역 실증실험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획득 완료

- 허가 기관 : 진도군

- 2014. 12. 1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관련 1차 협의

- 2016. 04. 25.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서 제출

- 2016. 06. 27.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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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시 간이해역이용 협의서 첨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증 획득 완료

- 승인 기관 : 진도군

- 2016. 10. 13.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 2016. 12. 14.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증 획득

  ※ KS200 설치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

·전기사업허가증(조류발전) 획득

- 허가 기관 : 진도군

- 2016. 11. 14. 전기사업허가 승인신청서 제출

- 2017. 08. 18. 전기사업허가증 획득

·KS200 설치공사 통보 및 통항선박 안전관리 협조 요청

- 발송일 : 2016. 10. 21. / 2020. 01. 17. / 2020. 12. 07. / 2020. 12. 18.

- 관계 기관 : 

  ∘ 공사통보 : 국립해양조사원

  ∘ 안전관리 협조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경비안전서, 해상교통관

제센터 및 씨월드고속훼리(진도-제주 여객선)

[그림 204]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좌) 및 실시계획 승인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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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5] 발전사업허가 공문(좌) 및 허가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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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6] 울돌목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건설공사 알림-국립해양조사원(좌) 및 통항선박 안전관리 

협조 요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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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측,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통합SCADA 구축

·계측시스템 구축 

- KS200 내 계측 목적에 따라 해당 위치에 각종 센서 설치

- 설치된 각종 센서는 계측장치(DAQ, Data Acquisition),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또는 독립적으로 연결

[그림 207] KS200 내부 센서 위치

번호 계측치 센서 종류

1 조류발전기 허브 온도 

온습도계

2 조류발전기 허브 상대습도 

3 조류발전기 나셀2 온도 

4 조류발전기 나셀2 구역 상대습도 

5 조류발전기 나셀3 온도 

6 조류발전기 나셀3 상대습도 

7 조류발전기 기울기 X
경사계

8 조류발전기 기울기 Y

[표-72] 계측장치(DA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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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계측치 센서 종류

1
조류발전기 내 X축 진동(발전기 

위치1)

가속도계2
조류발전기 내 Y축 진동(발전기 

위치2)

3
조류발전기 내 Z축 진동(발전기 

위치3)
4 메인 축 토크(텔레메트리) 토크센서(무선)
5 메인 축 토크(아날로그 동관) 토크센서
6 메인축 회전속도 (LM 13)

RPM 센서
7 메인축 회전속도 (LM 13)
8 러더 토크 계측 토크센서

[표-73] 계측장치(DAQ-B)

[그림 208] 경사계 [그림 209] 온습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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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가속도 센서 [그림 211] 무선 토크센서

[그림 212] RPM 센서 [그림 213] 러더 토크센서

번호 계측치 센서 종류
1 상부 타워 nodding force 측정 (진도대교 방향)

스트레인게이지

2 상부 타워 nodding force 측정 (벽파 방향)
3 상부 타워 유속 입사 방향 (낙조기준)

4
상부 타워 유속 입사 수직 방향 (낙조기준- 

오른쪽방향)
5 상부 타워 유속 입사 방향 (창조기준)

6
상부 타워 유속 입사 수직 방향 (창조기준- 

오른쪽방향)

[표-74] 계측장치(DAQ-C)

 

[그림 214] 스트레인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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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계측치 추가사항
1 나셀 내부 압력 측정 내부 압력 센서
2 나셀 외부 압력 측정 외부 압력 센서
3 발전기(PMSG) 권선온도(R상)

권선온도 센서4 발전기(PMSG) 권선온도(S상)
5 발전기(PMSG) 권선온도(T상)
6 조류발전기 나셀2 수밀

누액 센서
7 조류발전기 나셀3/4 수밀
8 조류발전기 허브 수위

수위 센서
9 조류발전기 터빈상부 수위

[표-75] PLC 연결 센서

[그림 215] 내부 압력 센서 [그림 216] 외부 압력 센서

[그림 217] 권선온도 센서 [그림 218] 누액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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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수위 센서

번호 계측치 센서 종류

1 타워 기울기 X

경사계
2 타워 기울기 Y

3 타워 지지구조물 기울기 X

4 타워 지지구조물 기울기 Y

[표-76] 계측장치(DAQ-D)

[그림 220] 타워 기울기 센서 [그림 221] 타워 지지구조물 기술기 센서

번호 계측치 센서 종류
1 조류발전기 YAW 각도 BPS(Barcode Positioning 

System, 각도센서)
2 조류발전기 YAW 각도

3 조류발전기 나셀4
AHRS 센서

4 조류발전기 상부타워

[표-77] 독립형 계측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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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바코드 리더기(BPS)

 

[그림 223] BPS 바코드

[그림 224] 자세방위센서(AHRS)

·KS200 상태 감시 시스템 구축

- 계측장치 및 PLC IP 정책 수립 및 적용

ü 원격으로 상태 감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IP 기반인 계측장치 및 PLC에 IP 주소를 할

당하고, TCP/IP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데이터통신 수행

장치 IP 주소 포트 통신방식
DAQ-A 192.168.1.10 5001

TCP/IPDAQ-B 192.168.1.11 5001
DAQ-C 192.168.1.12 5001

PLC 192.168.1.21 502 Modbus TCP/IP

- 계측장치(DAQ) 연결 및 데이터 획득

ü 각 계측장치에 할당된 IP 주소를 통하여 TCP/IP 통신을 수행하고, 연결된 통신을 통

하여 계측장치에 연결된 센서 데이터 획득

ü 획득한 센서 데이터는 장치별로 100Hz로 파일화되어 저장

- PLC 연결 및 데이터 획득

ü PLC는 Modbus TCP/IP 통신을 이용하여 통합 SCADA 시스템으로 센서 데이터들을 

전송

ü 획득한 센서 데이터들은 파일화되어 저장

- 독립형 센서 통신규격 설정

ü 시리얼 통신 기반의 독립형 센서들에 대하여 센서별 통신규격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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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상태 감시를 위해 IP 기반의 시리얼 통신방식을 광통신 방식으로 변환하여 데이터 

송·수신 

장치
Baud 
Rate

Data Bits Stop Bits
Parity 
Bits

통신방식

BPS-1 38400 1 1 N
시리얼통신

RS-422
BPS-2 38400 1 1 N

AHRS-1 115200 1 1 N
AHRS-2 115200 1 1 N

장치 IP 주소 포트 통신방식
Serial->Optical Fiber 

Media Converter
192.168.1.40 60950 TCP/IP

장치 모델 : MOXA NPort 6450 (with 4Port Serial Connector)
Port1=AHRS-1
Port2=AHRS-2
Port3=BPS-1
Port4=BPS-2

- 독립형 센서 연결 및 데이터 획득

ü 시리얼-광변환 통신장치에 할당된 IP 주소를 통하여 TCP/IP 통신 수행

ü 시리얼-광변환 통신장치에 연결된 센서 데이터 획득

ü 획득한 센서 데이터는 장치별로 100Hz로 파일화하여 저장

[그림 225] CMS를 통한 계측장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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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계측장치로부터 센서 데이터 계측

[그림 227] 계측 데이터 저장

- 상태감시 S/W(CMS)와 통합 SCADA 간의 연동

ü CMS를 통하여 획득한 센서 데이터들을 통합 SCADA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모니터링 

수행

<CMS와 통합 SCADA 간의 연동>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 조류발전기 설치 후 해저케이블을 자켓구조물로 인양하여 전기 및 통신 선로를 옥외 전

기함에 연결하고 광케이블은 별도의 광분배함을 제작하여 연결

- 해저케이블 연결을 완료 후 자켓구조물 내부로 통신선로를 연장하여 자켓구조물 내부에 

시운전에 필요한 통신망을 구축

- 구축된 통신 선로를 이용하여 조류발전기, 자켓구조물 및 육상관제실간의 원격감시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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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구축 완료함

[그림 228] 해저 광케이블 인입 및 옥외 단자함(FD) 설치

[그림 229] 자켓구조물 내 광케이블 인입 및 내부 통신망 구축

·발전제어 시나리오 완성

- 통합 SCADA 시스템 및 CMS 시나리오에 의하여 전력변환장치 및 피치제어기와 실유속

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함 

- 유속의 변화에 따라 제어 모드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제어모드 변경 시, 통신 이상 및 메모리 누적문제에 대해 해결이 필요했음. 특히 통신 

이상으로 인한 제어모드 변경 불능을 방지하기 위해 송수신 신호(ACK)를 도입함

- 모드는 유속 조건에 따라 총 4개로 나누어짐



- 226 -

[그림 230] 구간별 제어를 위한 유속 구간 설정

구간 모드
     M0

        M1
        M2

      M3

[표-78] 유속조건에 의한 모드 정의

·반영 사항을 적용한 최종시스템 사양 및 시나리오 완성

- 구간 제어를 위해서는 cut-in, cut-out 속도가 정해져야 함

- 실해역 축소 모형실험에서는 정격유속 2.1 m/s에서 cut-in 속도는 1.0 m/s, cut-out은 3.2 

m/s로 설계하였음

- 유속을 감지하여 각 모드 간 변경 시 터빈의 작동을 구현하였음

[그림 231] 통합 SCADA 시스템 제어 알고리즘 구현

- 기존 발전제어 시나리오에 발전 자동 제어에 180도 회전 추가

- 조류 전류 시, 터빈의 180도 회전의 자동화

- 터빈의 방향과 조류의 방향에 대해서 차이 값을 통해 요 에러 값을 분석 수행함

- 요 에러와 SCADA 유속 조건이 일치 시, 러더를 이용한 180도 회전 실시함



- 227 -

[그림 232] 180도 자동 회전 제어 평가: 낙조에서 창조(좌), 창조에서 낙조(우)

- 180도 회전 실험 및 결과

[그림 233] 180도 자동 회전 제어 평가: 낙조에서 창조

[그림 234] 180도 자동 회전 제어 평가: 창조에서 낙조

·낙조와 창조 방향에 대한 터빈 회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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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속 1.0 m/s 이상에서 각 경우에 대해 10회씩 수행함.

- 요 에러 오차 범위 10 도 이내로 회전이 구현됨.

- 회전 후, SCADA에서 터빈 진단을 위한 브레이크 on/off를 추가함.

- 각 모듈과 간섭 없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함.

- 각 모듈별 상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log)파일 추가

- 로그 파일을 통하여 CMS에서 구현하지 못한 제어 오류를 감지할 수 있음.

·SCADA 시나리오 검증을 통한 블록 다이어그램(block diagram) 작성

- 상기 내용을 통해 KS200에 적용할 수 있는 발전, 180도 회전, 정지 과정을 수립함.

- 차후 각 절체 구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함. 

[그림 235] KS200에 적용 될 SCADA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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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 현장 설치 및 시운전

(1) 조류발전 시스템 이송 및 현장설치

① 현장이송·설치 및 침수사고

·조류예보를 통한 지지구조물 및 조류발전기 설치 가능일자 산정

- KS200 설치지점의 조류관측 자료(2015. 4. 13. ~ 5. 14.)의 조화분석을 통해 37개의 분조

를 추출하고, 이 분조를 합성하여 특정 기간의 유속 및 유향을 1분 간격으로 예측

  ∘ 조류예측 기간 : 2016. 9. 1. ~ 2017. 6. 30.

- 조류예보 검증

  ∘ 2015년 관측자료와 비교 및 검증한 결과 유속의 단주기 변동은 재현하지 못하나 평균 

유속은 유사하게 재현

  ∘ 관측기간 동안의 전류 발생 횟수는 123회 였음

    ⁃ 전체 전류 대비 55%(68회)에서 10분 이하의 오차 발생

    ⁃ 전체 전류 대비 22%(27회)에서 20분 이상의 오차 발생

    ⁃ 전체 전류 대비 23%(28회)에서 예보치와 관측치의 전류 발생 시간 일치

  ∘ KS200 설치지점에서 국립해양조사원의 명량수도 예보(진도대교) 및 수치실험 예측치 

보다 정확하게 예보함

[그림 236] KS200 설치지점의 조류예측 검증 결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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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KS200 설치지점의 조류예측 검증 결과(2)

[그림 238] KS200 설치지점의 조류예측 검증 결과(3)

- 지지구조물 및 조류발전기 설치 가능일 산정

  ∘ KS200 1차 설치 예정 기간인 2016년 9월 ~ 12월 중 해상작업이 가능한 시간 도출

    ※ 10월 24일 ~ 25일, 11월 8일 ~ 9일을 지지구조물 및 조류발전기 1차 설치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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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구조물의 경우 계획대로 제작되어 2016년 10월 24일 설치 완료

  ∘ 조류발전기의 경우 조류발전기 제작 지연으로 2020년 1 ~ 2월(2차 설치), 11 ~ 12월(3, 

4차 설치)의 설치 가능일 산정 및 적용

 

작업가능 시간
(2016)

작업일 의
수심평균 유속 

(cm/s)
유속별 작업가능 시간 (분)

전류시 조위

평균 최대 50cm/s이하 100cm/s이하 150cm/s이하

10월

09일 10:00~12:50 130 194 50 100 170 저조

10일 10:50~14:30 117 201 50 110 220 저조

11일
07:00~10:10

122 223
70 150 220 고조

12:30~15:50 50 110 230 저조

24일 11:10~14:00 145 224 60 100 200 저조

25일
07:00~09:30

142 226
40 90 150 고조

12:30~15:30 40 110 210 저조

26일
08:40~10:40

160 238
30 70 120 고조

14:10~16:40 40 80 150 저조

11월

07일 09:50~12:10 153 224 40 90 140 저조

08일 10:40~13:30 142 219 40 100 200 저조

09일 12:00~14:50 140 233 50 100 200 저조

22일 10:50~13:30 150 236 50 100 190 저조

23일 12:00~15:00 142 225 50 110 210 저조

24일
08:10~10:10

152 235
30 70 120 고조

13:30~16:10 40 100 190 저조

12월

07일 10:30~12:40 172 269 40 80 130 저조

08일 11:30~14:00 160 256 40 90 130 저조

09일
07:00~09:30

157 257
50 90 150 고조

12:40~15:20 50 90 190 저조

22일 11:20~14:20 145 233 50 110 210 저조

23일
07:10~09:40

141 227
30 80 150 고조

12:30~15:40 50 110 220 저조

24일
08:40~10:40

147 241
30 70 120 고조

14:00~16:40 40 90 160 저조

  ※ 작업 가능시간 7:00 ~ 18:00, 작업 한계유속 : 해상장비 1.5m/s, 잠수사 0.5m/s

[표-79] 지지구조물 및 조류발전기 설치 가능일 사정 결과(2016. 1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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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가능 시간
(2020)

수심평균 
유속 

(cm/s)
유속별 작업가능 시간 (분) 전류시 

조위
평균 최대 50cm/s이하 100cm/s이하 150cm/s이하

10월

21
08:30 ~ 09:50

218 364
25 51 81 저조

15:03 ~ 16:45 31 65 103 고조

22
09:01 ~ 10:38

193 325
31 63 98 저조

15:39 ~ 17:46 38 79 128 고조

23
09:33 ~ 11:37

168 274
38 79 125 저조

16:22 ~ 18:56 45 94 155 고조
24 10:09 ~ 13:00 142 221 51 105 172 저조

25
04:34 ~ 08:57

123 202
64 145 264 고조

10:58 ~ 14:52 67 142 235 저조

26
07:00 ~ 10:16

129 209
48 106 197 고조

12:21 ~ 16:12 67 140 232 저조

27
09:02 ~ 11:07

154 237
36 76 126 고조

14:25 ~ 17:08 45 97 164 저조

28
10:13 ~ 11:48

183 265
29 61 96 고조

15:56 ~ 17:52 35 73 117 저조
29 11:05 ~ 12:26 207 295 26 52 82 고조
30 11:46 ~ 13:01 220 313 24 49 76 고조

11월

3
07:11 ~ 08:32

210 334
25 52 82 저조

11:34 ~ 15:16 32 65 103 고조

4
07:36 ~ 09:03

198 320
27 57 88 저조

14:03 ~ 15:54 34 71 112 고조

5
08:02 ~ 09:40

184 302
30 63 99 저조

14:38 ~ 16:40 37 77 123 고조

6
08:31 ~ 10:25

167 281
35 70 115 저조

15:19 ~ 17:34 42 85 136 고조

7
09:05 ~ 11:21

154 250
39 83 137 고조

16:08 ~ 18:36 45 94 149 저조

8
09:51 ~ 12:29

145 219
45 95 159 저조

17:05 ~ 19:42 48 100 158 고조

9
05:13 ~ 8:28

137 226
56 117 196 고조

10:56 ~ 13:52 49 103 177 저조

10
06:35 ~ 9:40

141 245
58 118 186 고조

12:21 ~ 15:13 50 105 173 저조

11
07:57 ~ 10:32

159 267
48 98 156 고조

13:50 ~ 16:16 45 92 147 저조
  ※ 작업 가능시간 7:00 ~ 18:00, 작업 한계유속 : 해상장비 1.5m/s, 잠수사 0.5m/s

[표-80] 조류발전기 설치 가능일 사정 결과(2020. 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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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가능 시간
(2020)

수심평균 
유속 

(cm/s)
유속별 작업가능 시간 (분) 전류시 

조위
평균 최대 50cm/s이하 100cm/s이하 150cm/s이하

2020 12

6
09:06 ~ 10:55

180 294
32 68 109 저조

15:59 ~ 17:50 34 71 111 고조
22:12 ~ 00:09 34 71 117 저조

7
09:51 ~ 11:55

175 280
36 77 124 저조

16:46 ~ 18:45 36 76 119 고조
23:00 ~ 01:09 36 78 129 저조

8

05:03 ~ 07:33

165 265

44 92 150 고조
10:45 ~ 13:05 41 87 140 저조
17:38 ~ 19:47 40 81 129 고조
23:58 ~ 02:15 37 81 137 저조

9
06:12 ~ 08:49

156 256
48 99 157 고조

11:50 ~ 14:25 45 96 155 저조
18:36 ~ 20:53 42 87 137 고조

10

01:06 ~ 03:21

158 261

38 81 135 저조
07:27 ~ 09:55 44 93 148 고조
13:12 ~ 15:44 44 94 152 저조
19:41 ~ 21:59 40 86 138 고조

11

02:17 ~ 04:18

173 264

36 75 121 저조
08:51 ~ 10:51 35 74 120 고조
14:48 ~ 16:49 36 75 121 저조
20:57 ~ 22:58 34 72 121 고조

21

03:43 ~ 06:41

157 252

54 111 178 고조
09:41 ~ 12:12 44 94 151 저조
16:28 ~ 19:02 45 95 154 고조
22:56 ~ 01:30 43 91 154 저조

22

04:41 ~ 07:57 142 228 58 122 196 고조
10:28 ~ 13:36 142 228 56 117 188 저조
17:12 ~ 20:10 142 228 50 109 178 고조
23:44 ~ 02:36 132 217 48 104 172 저조

23
05:51 ~ 09:06

132 217
51 114 195 고조

11:25 ~ 14:54 65 134 209 저조
17:57 ~ 21:16 54 120 199 고조

24

00:36 ~ 03:31

132 228

52 109 175 저조
07:12 ~ 10:06 43 95 174 고조
12:32 ~ 16:01 61 131 209 저조
18:42 ~ 22:15 54 125 213 고조

25

01:30 ~ 04:17

139 245

51 106 167 저조
08:37 ~ 10:58 37 80 141 고조
13:50 ~ 16:58 50 110 188 저조
19:26 ~ 23:03 50 122 217 고조

26

02:24 ~ 04:59

148 257

47 98 155 저조
09:44 ~ 11:43 32 70 119 고조
15:13 ~ 17:48 42 90 155 저조
20:09 ~ 23:44 45 108 215 고조

  ※ 작업 한계유속 : 해상장비 1.5m/s, 잠수사 0.5m/s

[표-81] 조류발전기 설치 가능일 사정 결과(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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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케이블 안전성 검토

- 해저면 케이블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한 안전성 검토

  ∘ 설치 수심 : 30m(실제 수심 20m)

  ∘ 해저 케이블에 작용하는 수압

    ⁃  ×  ×       

  ∘ 케이블에 작용하는 압력

    ⁃  ×  ×  ×   

  ∘ 작용 수압에 대한 안전성 검증(crush test) 결과

    ⁃ 이번에 선택한 케이블은 다른 케이블에 비해 내압성이 강한 제품으로 압력에 취약

한 다른 케이블의 경우 400까지 문제가 없었으므로 이번에 적용한 해저 케이블

은 작용수압에 대해 안전함

- 케이블의 허용장력(외장철선의 장력)

  ∘  ×  ×  ×  ×       

- 유속별 케이블 장력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

  ∘ 케이블 1m당 발생 장력

   

- 유속별 발생 장력 및 케이블 자체 장력에 대한 안전성 계산(3m 간격 고정 기준)

  ∘ 유속 4m/s 시 안전율 2.62 확보

   

- 유속별 케이블 고정 앵커 안전성 계산(3m 간격 고정 기준)

  ∘ 유속 4m/s에서 앵커인발력은 안전율 4.02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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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설치 시 풀링 장력에 대한 안전성 검토

  ∘ 케이블 설치 시 바지선위에 케이블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부이를 띄어 설치하므로 케

이블 자중에 의한 장력은 발생되나 자기 자중에 의한 장력이 외장철선의 허용 장력보

다 작으므로 케이블에 스트레스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감겨진 케이블은 

바지선 위에서 풀링힘에 의해 자연스럽게 풀어지므로 인위적 장력은 미발생

  ∘ 단, 케이블에 장력은 wire grip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거나 외장철선을 이용하고, 도체

에는 직접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케이블 설치 시 자중에 의한 장력 계산

  ∘ 케이블 설치 시 부이가 부착되어 해상에 계류하는 부분의 장력은 3m 단위로 부이가 

지지하지만 부이가 제거되어 해저까지 설치 중인 부분은 케이블 자중에 의한 장력이 

작용. 이에 이 부분에 대한 자중 및 유속에 의한 케이블 안전성 검토

  ∘ 안전율 3.4 확보

    ⁃    ×      ×   

    ⁃       

      여기에서,  : 유속에 따른 케이블 1m 당 발생 장력(잠수사 작업 기준 유속은 

0.5m/s이나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1.0m/s 기준의 장력 적용)

                : 해저 케이블의 자중

                 : 케이블 길이(수직 거리가 최대 24.2m이나 여유를 고력하여 30m 적용)

[그림 239] 해저 케이블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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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박계획 수립

- 조류발전기를 전, 후, 좌, 우, 4 방향에서 고정하고, 조류발전기의 주 고박과 보조 고박

을 실시하여 운송물이 움직임이 없도록 안정되게 고정

- 고박 종류 및 수량은 주 고박장치 6개소, 보조 고박장치 4개소 이상을 설치

- 바지선에 조류발전기를 고박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량 만큼의 러그를 만들고 러그를 고

정 할 수 있도록 용접을 수행하며, 용접은 러그가 단단히 고정되도록 사전 현장 작업 

수행

- 용접된 러그에 턴 버클을 체결하여 조류발전기를 고정

- 운송은 가대를 포함하므로 주 고박시(붉은색) 조류발전기에 직접 용접 및 부착은 하지 

않으나 필요시 보조 고박(파란색)은 가접 등을 통하여 고정 보조장치를 설치 가능

        

[그림 240] 조류발전기 고박 계획도(붉은색: 주 고박, 파란색: 보조 고박)

·운송계획 수립

- EK중공업에서 조류발전기(가대 포함)와 부속설비를 고박 및 선적하고 벽파항으로 운송

- 운송물품 : 조류발전기 1식(케이블 및 정션박스 및 부속기가재)

  ※ 중량 약 100톤(가대포함)

- 운송은 예인선과 바지선으로 수행하며 필요시 보조선을 사용

- 운송 전에는 고박이 확실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운송간 기상악화 및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피항 경로 등을 확인

-  이동경로 및 피항지:

  ∘ 인근 피항지(여수항, 삼천포항, 나로도항, 녹동신항)으로 피항, 재출항 여부 및 추후 

일정계획은 3일 이상의 기상 상황을 파악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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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예인선 바지선 크레인
명칭 MPR-911127 BSB-969313 MPB-070072
제원 750hp, 35ton 2100p 413ton
길이 22.01m 46.08m 38.42m
너비 4.30m 15.00m 20.00m
깊이 2.00m 3.00m 3.00m

[표-82] 예인선 및 바지선, 크레인 제원

[그림 241] 조류발전기 고박 계획도(붉은색: 주 고박, 파란색: 보조 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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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조류발전기 운송 사진

·조류발전기 설치계획 수립(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직결 방식)

- 공사개요

  ∘ 위치 :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에서 약 70m 이격된 해역

           (34°33′56.65036″N, 120°18′38.16145″)

  ∘ 수심 : DL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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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조류발전기 설치공사 위치도

[그림 244] KS200 설치 해역의 해저 지형도

- 설치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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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해저
케이블

Uraduct 내경 106mm, 1세트: 2m m 70
Uraduct 내경 106mm, 1세트: 2m m 25
반원형 
보호관

SUS316, R≥820mm 개 2

간격 양측 
2.0m

SUS316, Φ24×0.25m H 개 20

유속계 
케이블

Uraduct 내경 15mm, 1세트: 2m m 60
간격 10.0m SUS316, Φ19×0.25m H 개 8

조류 
발전기

로터규격 블레이드 회전반경 6m 개 3

규격
Φ2.37m x Φ1.77m x 16.51m 

L
개 1

중량 육상 톤 81
수중 톤 23

해저케이블

케이블 길이 J/Box ~ 기존 조류 발전소 m 92
케이블 사양 0.6/1kV 케이블 - -

중량 92m(단위중량: 18kg/m) 톤 1.65
PHC 콘크리트 파일 포설 600 Ø 10m 개 8
PHC 콘크리트 파일 포설 450 Ø 10m 개 4

유속계

유속계 사양 signature 500 개 2

케이블 길이 낙조용 m 32
창조용 m 32

케이블 사양 18AWG2C + 2C x 2 Pairs - -
조류방향

설치
사전연결

(wet 
mate)

통신용 커넥터 13개소 사전 연결 후 설치로 
개선

식 1
사전 
연결

Hang-off 
system

타워 인입부 1개소 개 1

- 전체공정 흐름도

  

순서 공종 업무내용 참조

1 사전작업

현장조사 및 잠수조사

앵커홀 작업 및 앵커볼트 설치

해저케이블 지지용 와이어 점검 기존 설치 확인

주작업 바지고정용 앵커 설치

2 선적 및 운송
케이블 및 조류발전기 선적, 수밀시험 EK중공업 

케이블 및 조류발전기 이송 및 거치 울돌목(벽파항)

3 해저케이블 작업 케이블 설치 및 고정 확인 기 설치분

4 조류발전기 설치 작업 조류발전기 설치 작업

5 준공 준공검사(통전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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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투입계획

  ∘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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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장비명 규격 단위 투입계획 비고

앵커설치

보조예인선 1000 hp 척 1 Anchor 작업용 공용사용
예인선 1000 hp 척 1 Anchor 작업용 공용사용
선외기 300hp 척 1 거치용 공용사용, 8인승

발전기
5.75.100k

W
대 3 잠수사 공기공급용 압축기 구동

잠수장비 - 식 2 잠수사 2팀 운영용
수중착암기 - 대 2 앵커 홀 작업용
통신장비 - 식 2 잠수사와 선단 통신용
소모품 - 식 1

운반
주작업선박 1000 hP 척 1 선적항(고성) → 목포 운반

예인선 1000 hp 척 1 선단예인
크레인 150 ton 대 1 조류발전기 외 자재 선적

거치

예인선 1000 hp 척 1 Anchor 작업용
보조선박 500 hp 척 1 Anchor 작업용
선외기 300 hp 척 1 인원 및 부수자재 수송, 7인승

잠수장비 - - - 해저케이블 설치와 공용사용

케이블 
지지대 
설치

다목적바지
선

2000P 척 1 운반용 공용사용

예인선 1000 hp 척 1 Anchor 작업용공용사용
보조선박 500 hp 척 1 Anchor 작업용공용사용
선외기 300 hp 척 1 거치용 공용사용, 8인승

발전기
5.75.100k

W
대 3 잠수사 공기공급용 압축기 구동

잠수장비 - 식 2 잠수사 2팀 운영용
촬영장비 - 식 1 해저케이블 설치 상태점검
통신장비 - 식 1 잠수사와 선단 통신용

부이 - 식 1 해저케이블 포설 및 위치확인
소모품 - 식 1

설치
(발전기 및 

케이블)

다목적바지
선

2000P 척 1 운반용 공용사용

예인선 1000 hp 척 1 Anchor 작업용공용사용
보조선박 500 hp 척 1 Anchor 작업용공용사용
선외기 300 hp 척 1 거치용 공용사용, 8인승

발전기
5.75.100k

W
대 2 잠수사 공기공급용 압축기 구동

잠수장비 - 식 2 잠수사 2팀 운영용
촬영장비 - 식 1 발전기 설치 상태점검
통신장비 - 식 1 잠수사와 선단 통신용

부이 - 식 1 발전기 설치 위치확인
소모품 -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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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투입계획

  ∘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구분 직종 단위
투입계

획
비고

앵커설치

작업반장 명 1 작업총괄
안전관리 명 1 안전관리 업무
잠수사 명 4 2팀(잠수사 2인 1조) 운영

잠수보조 명 2 잠수사 업무지원
특별인부 명 2 업무지원

운반

작업반장 명 1 운반작업 총괄
안전관리 명 1 안전관리 업무
비계공 명 2 바지선에 조류발전기 고정

특별인부 명 2 운반중 고정상태 확인 및 점검

거치

작업반장 명 1 거치작업 총괄
잠수반장 명 1 잠수작업 종괄
잠수사 명 6 3팀(잠수사 2인 1조) 운영

잠수보조 명 2 잠수사 업무지원
비계공 명 2 바지선에서 특별인부 관리

특별인부 명 2 바지선에서 거치작업 지원

케이블 
지지대 
설치

작업반장 명 1 작업총괄
안전관리 명 1 안전관리 업무
잠수사 명 8 4팀(잠수사 2인 1조) 운영

잠수보조 명 2 잠수사 업무지원
특별인부 명 2 업무지원
보통인부 명 10 보호공 취부업무

발전기 
설치

(케이블)

작업반장 명 1 작업총괄
안전관리 명 1 안전관리 업무
잠수사 명 8 4팀(잠수사 2인 1조) 운영
비계공 명 2 발전기(케이블) 설치업무

특별인부 명 2 발전기(케이블) 설치업무 지원

- 주요장비 제원

  ∘ 크레인 바지선 : 조류발전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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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규격 크레인 사양 규격
제원 (P) 2,500 P 인양능력 200 톤

사이즈
81m x 26m x 

17.6m
권양속도 2m/min

[표-83] 크레인 바지선 제원표

[그림 245] 크레인 바지선 전경

  ∘ 예인선 및 작업선박 : 크레인 바지선 이동 및 조류발전기 설치 보조

예인선(1300 hp) 보조 예인선(1300 hp)

동력 : 2500 hp
규격 : 29.0 x 8.0 x 3.8
총톤수 : 230 ton

동력 : 1300 hp
규격 : 25.17 x 6.5 x 2.7
총톤수 : 66 ton

잠수 작업선(500 hp) 선외기(300 hp)

동력 : 500 hp
규격 : 18.06 x 4.18 x 2.20
총톤수 : 38 ton

동력 : 300 hp
규격 : 10.0 x 2.0 x 1.0
총톤수 : 5 ton

[표-84] 예인선 및 작업선박 전경 및 제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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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작업

  ∘ 해저케이블 고정용 PHC파일 및 φ100 체인, 해저케이블 보호관, 크레인 바지선 고정

용 앵커 사전 설치

    ⁃ 해저케이블 설치 전 해저케이블 고정을 위한 앵커홀, 앵커볼트 및 지지용 와이어, 

반원형 보호관설치 작업 수행

    ⁃ 보조예인선 및 잠수작업선을 이용하여 앵커홀 작업 및 발전기 지지구조물을 워터젯

트로 청소 수행

    ⁃ 리볼빙 크레인 200t을 이용하여 장애물 제거(바위, 피복)

    ⁃ 앵커홀 작업 완료 후 앵커볼트(재질 SUS316, 메인케이블용: M24, 유속계용: M19) 설

치와 동시에 해저케이블 지지용 와이어(SUS316, ∅25)를 설치

    ⁃ 보조예인선 및 잠수작업선을 이용하여 잠수팀이 주작업선박 고정용 Anchor를 좌표

에 맞게 설치

[그림 246] 해저 케이블 배치 및 설치도(빨강실선: 기존 해저케이블 노선, 녹색점선: 

변경 해저케이블 노선)

- 크레인 바지선 거치

  ∘ 크레인 바지선 거치전 잠수사가 기 설치된 앵커에 부표를 설치하여 위치를 확인

    ※ 육상 앵커는 육안으로 확인하여 작업하며, 수중앵커는 잠수사를 이용하여 위치 확

인 후 설치

  ∘ 주작업선박을 예인선(1300 hp)을 이용하여 이동 후 앵커설치용 예인선(1000 hp)을 이

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정조 시간 전에 다목적 바지선을 앵커에 고정

  ∘ 주작업선박 고정 후 조류발전기 및 해저케이블 설치를 위한 사전준비작업(비상발전기 

설치, 공기압축기 설치, 리프팅와이어 점검, 해저케이블 포설준비 등)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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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앵커 위치 및 크레인 바지선 설치 순서도

- 조류발전기 및 해저케이블 설치

  ∘ 조류발전기와 해저케이블을 슬립링 박스에 직접 연결하여 설치

  ∘ 설치순서 : ①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직결)를 지지구조물과 결합, ②해저케이블 육상

부 울돌목 조류발전구조물(자켓구조물)에 고정, ③해저케이블을 기 설치된 

PHC파일 및 체인에 고정

[그림 248] 자켓구조물 구간의 해저케이블 상세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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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설치 개념도

·현장이송․설치 및 침수사고

- 이송․설치․침수사고 경과 및 주요내용

  ∘ 2019. 11. 29. : 조류발전기 최종 조립 및 이송 준비 완료

  ∘ 2019. 11. 5. ~ 2020. 1. 17. : 조류발전기 및 해저케이블 설치 사전 작업 수행

    ⁃ 지지구조물(KS200)-자켓구조물(울돌목 조류발전구조물) 구간에 해저케이블 설치 가

이드라인 설치

    ⁃ 지지구조물 상태 점검 치 오손생물 제거

    ⁃ 해저케이블 고정용 PHC파일 및 φ100 체인 설치

    ⁃ 해저케이블 보호용 덕트 부착

[그림 250] 조류발전기 및 해저케이블 설치 사전 작업 전경

  ∘ 2019. 11. 30. ~ 12. 4. : 조류발전기 이송(EK중공업[경남 고성] ⇒ 벽파항[전남 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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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조류발전기 운송 준비(상) 및 운송 전경(하)

  ∘ 2020. 1. 19. : 해저케이블 및 수중 전계장품 1차 설치 및 침수

    ⁃ (원인) 수중전계장 가거치 시 무리한 힘을 가해 수중 정션박스(수중전계장 분배장치) 

해저케이블 고정단의 수밀 파손, 이에 따른 정션박스 하부 충진재 파손으로 단계별 

침수 진행

[그림 252] 해저케이블 및 수중전계장품 설치 및 침수 전경

  ∘ 2020. 1. 20. ~ 1. 21. : 해저케이블 및 수중전계장품 전체 회수

  ∘ 2020. 2. 4. : 조류발전기 수밀시험 수행 및 침수

    ⁃ (원인) 조류발전기 해치, 케이블 U자 배관 프렌지, 외부 연결 케이블 수밀 부위의 설

계(비스알) 및 제작(EK중공업) 오류 등으로 인한 부분 파손 및 단차로 인해 침수 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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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 조류발전기 수밀시험 전경

[그림 254] 조류발전기 침수 현황도

  ∘ 2020. 2. 19. : 조류발전기 누수 부위 현장복구 완료
  ∘ 2020. 2. 20. : 해저케이블 복구 완료 

  ∘ 2020. 2. 21. : 동기발전기 1차 건전성 시험(벽파항, 절연불량)

  ∘ 2020. 3. 4. : 동기발전기 2차 건전성 시험(벽파항, 절연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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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5] 영구자석형 발전기 제조사(윈파워텍) 현장 점검 보고서

  ∘ 2020. 4. 7. : 조류발전기 복구를 위한 제작사 이송 완료(벽파항 ⇒ EK중공업)

  ∘ 2020. 4. 10. : 조류발전기 세척, 건조 및 3차 건전성 시험(EK중공업, 절연불량)

  ∘ 2020. 6. 1. ~ 6. 13. : 조류발전기 분해

  ∘ 2020. 6. 14. ~ 6. 18. : 동기발전기 상태 확인 및 복구방향 결정

  ∘ 2020. 6. 14. ~ 9. 18. : 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연결 방안 확인 및 개조 검토

  ∘ 2020. 6. 22. ~ 6. 28. : 조류발전기 외부 지그 제작

  ∘ 2020. 6. 28. : 내부 전계장 결선 확인 및 배선 분해

  ∘ 2020. 6. 30. : UPS 화재 발생 확인(UPS 교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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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7. 7. : 동기발전기 제작 업체 현장 진단 수행

  ∘ 2020. 7. 9. : 조류발전기 복구방안 재검토 / 동기발전기 신규제작 발주

  ∘ 2020. 7. 16. : 전계장 복구방안 협의

  ∘ 2020. 7. 17. ~ 10. 8. : 조류발전기 조요 자재 재제작 및 복구

  ∘ 2020. 10. 9. : 해저케이블 보호 수중설치물 및 지지구조물 상태 점검

  ∘ 2020. 10. 17. : UPS 제작 및 설치 완료

  ∘ 2020. 10. 19. ~ 10. 24. : 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직결 작업

  ∘ 2020. 9. 1. ~ 10. 22. : 동기발전기 제작 및 이송

[그림 256] 동기발전기 제작 및 이송 후 전경

  ∘ 2020. 10. 12. ~ 10. 16. : 블레이드 파손, 점검, 분해

    ⁃ KS200 침수 복구의 일환으로 피치의 서보모터 및 서보드라이브 작동상태 확인 중 

조류발전기를 지지하고 있던 슬링바에 부딪혀 블레이드 3개중 1개 파손 발생

    ⁃ 작동 시험으로 파손된 블레이드를 확인 중 다른 블레이드 1개 역시 작은 파손 부위

가 확인됨(보관 시 파손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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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링바

[그림 257] 블레이드 파손부위 사진

  ∘ 2020. 10. 19. ~ 10. 27. : 블레이드 복구

[그림 258] 블레이드 복구 후 사진

  ∘ 2020. 10. 23. ~ 11. 2. : 조류발전기 조립

  ∘ 2020. 10. 24. ~ 10. 25. : 조류 관측장비 프레임 설치

  ∘ 2020. 11. 2. ~ 11. 4. : 전계장 연결 및 시험

  ∘ 2020. 12. 3. ~ 12. 4. : 수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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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9] 수밀시험 전경

  ∘ 2020. 12. 4. ~ 12. 6. : 조류발전기 이송(EK중공업[경남 고성] ⇒ 벽파항[전남 진도])

  ∘ 2020. 12. 7. : 해저케이블 외피손상 점검 및 보수, ADCP 케이블 및 통신상태 최종 점

검, 조류발전장치 이송(벽파항 ⇒ 울돌목 조류발전기지), UPS 충전(조류

발전기지에서 380V 육전 공급)

  ∘ 2020. 12. 8. : 전계장 통신 점검, 요/러더 브레이크 자동제어 확인, 해수펌프 작동여부 

점검, UPS 정전 테스트, 피치모터 영점 점검 완료

    ⁃ 조류발전기 2차 설치 시도(18:20 ~ 19:00)

      ※ 바지선 앵커 파손, 지지구조물 표시부이 위치 이동 등의 사유로 설치 실패

  ∘ 2020. 12. 9. : 바지선 앵커 복구 및 지지구조물 표시부이 재고정

  ∘ 2020. 12. 10. : 
    ⁃ 조류발전기 3차 설치 시도(7:30 ~ 10:35)

      ※ 바지선 2번 앵커 구속으로 설치 실패

    ⁃ 앵커 위치 재조정 (앵커 4번 => 해남 방향)

    ⁃ 조류발전기 나셀2 후미 하부 에어포켓 타공

    ⁃ 조류발전기 전,후면 견인 로프 장착

    ⁃ 조류발전기 해저케이블 레이스 포인트 추가 (2 => 4개)

    ⁃ 조류발전장치 4차 설치 시도(20:30 ~ 21:40)

      ※ 조류발전기와 지지구조물이 90%이상 도킹되었으나 발전기의 심한 경사각으로 

인해 완전 도킹 실패

      ※ 조류발전기 경사각 발생 원인: 너셀 2, 3의 에어포켓, 빠른 유속(조류발전기 입

수 시간이 늦음)

  ∘ 2020. 12. 11. :
    ⁃ 조류발전기 4차 설치 시도(10:0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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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와 동일하게 조류발전기와 지지구조물이 90%이상 도킹되었으나 발전기의 경

사각으로 인해 완전 도킹 실패(에어포켓 타공으로 조류발전기 후미의 부력을 감

소하여 발전기의 경사각 완화 하여 설치 시도)

      ※ 조류발전기 회수 중 요 회전 제어용 구동러더 유실

[그림 260] 조류발전기 설치 전경

 
[그림 261] 구동러더 유실 후 전경

  ∘ 2020. 12. 11. ~ 12. 19. : 조류발전기 이송(울돌목 조류발전기지 ⇒ 벽파항), 구동러더 

수중수색․인양․복구, 조류발전기 후미 하중 추가 및 경사도 

완화

  ∘ 2020. 12. 20. : 조류발전기 이송(벽파항 ⇒ 울돌목 조류발전기지)

  ∘ 2020. 12. 21. ~ 12. 23. : 조류발전기 설치 준비

  ∘ 2020. 12. 24. : 조류발전기 및 해저케이블 설치 완료 및 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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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 조류발전기 설치 및 해저케이블 자켓 거치

[그림 263] 해저케이블 전력계통 및 광케이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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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4] SCADA 시스템 통신 연결 및 발전 시운전 준비

  ∘ 2020. 12. 25. : 시운정 중 요 배수펌프 동작 신호 확인

  ∘ 2020. 12. 26. : 발전기 내부 해수 유입 확인(내부 CCTV), 육상전원 차단 및 SCADA, 

모니터링 종료, 잠수부 수중 점검(요 회전 추정)

    ⁃ (원인) 조류발전기 및 해저케이블 인양 점검 분석 결과, 

      ü 요(Yaw) 브레이크를 작동한 상태로 설치하였으나 강한 조류가 조류발전기 하부 

러더에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브레이크의 밀림이 발생하여 요의 떨림 발생

      ü 또한, 역방향으로 유입되는 조류로 인해 조류발전기와 페더링 상태의 블레이드에 

일시적인 양력이 발생 

      ü 이로 인해 요와 발전기 사이의 요 회전 베어링 결합부의 상하부가 약 30mm 정

도 이격되었고, 이 부분으로 해수가 발전기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

[그림 265] 조류발전기 해수 침수 및 해수펌프 동작

  ∘ 2020. 12. 27. : 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인양 및 점검

    ⁃ (수중점검) 수중 점검 결과 요(Yaw)가 약 200〫 이상 회전 확인

    ⁃ (인양점검) 조류발전기를 인양하여 바지선에 거치 후 육안으로 외관상태 확인 결과 

요와 발전기 사이의 요(Yaw) 회전 베어링 결합부의 상하부가 약 30mm 정도 이격됨

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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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6] 조류발전기 침수 상태 확인, 배수 및 회수

[그림 267] 회수 후 조류발전기-요 상하부 이격 확인

[그림 268] 조류발전기 인양 후 바지선 거치

  ∘ 2020. 12. 28. : 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건정성 검사 및 내부 전계장 확인

    ⁃ (내부 전계장) <나셀1>의 HPU 유압 시스템, 광·이더넷 및 ADCP 통신 접속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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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펌프 제어함 침수

                 <나셀3>의 PLC, 블레이드 피치 및 러더 인버터 드라이버 판넬 하부, 이

더넷 스위칭허브 침수, 조류발전기 RPM 엔코더 고정축 파손

                 <발전기> 권선 1/3 이상 침수 추정

    ⁃ (발전기/해저케이블 건전성) 조류발전기 권선 및 해저케이블 건전성 시험결과 0~20 

㏁ 절연 불량으로 확인 (완성검사시 절연값 100 ~ 1000 ㏁/고성 EK중공업)

[그림 269] 조류발전기 권선 및 해저케이블 건전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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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0] 조류발전기 내부 전계장 및 현황 사진

(2) 조류발전 시스템 시운전

① 시운전 및 평가

·통합 SCADA 시스템 구축 및 발전 시운전 준비

- 조류발전시스템 시운전을 위하여 통합 SCADA 시스템 현장 설치하고, 조류발전시스템 

감시/제어를 위한 환경을 구축

[그림 271] SCADA 시스템 및 발전시스템 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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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2] SCADA시스템 현장 설치 및 조류발전시스템 감시/제어

[그림 273] SCADA 시스템과 전력변환장치 연동

- 조류발전기 설치 후 해저케이블을 자켓구조물로 인양하여 전기 및 통신 선로를 옥외 전

기함에 연결하고 광케이블은 별도의 광분배함을 제작하여 연결

- 해저케이블 연결을 완료 후 자켓구조물 내부로 통신선로를 연장하여 자켓구조물 내부에 

시운전에 필요한 통신망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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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4] 해저 광케이블 인입 및 옥외 단자함(FD) 설치

[그림 275] 자켓구조물 내 광케이블 인입 및 내부 통신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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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조류발전 표준모델 개발 및 복합발전 단지 적용 방안 도출

(1)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 기반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 시스템 개발

① 블레이드 형상 최적설계 프로그램 적용

·본 과제에서 개발한 BEMT 기반의 블레이드 익형 최적설계 프로그램인 BEMBO(Blade 

Element Momentum for Blade Optimizer)을 이용하여 1MW급 조류발전시스템 로터 블레

이드 기본 설계 수행

[그림 276] BEMBO 입력화면 [그림 277] BEMBO로 설계된 블레이드 형상

② Tidal Bladed 초기 입력값 적용 및 초기설계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 기본 제원(specification)을 이용하여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 

시스템 초기 제원을 결정

·이러한 초기 제원을 이용하여 Tidal Bladed에 의한 통합하중해석을 수행하고, 통합하중해

석 결과를 이용하여 초기 설계하중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허브, 나셀 및 지지구

조물 등의 초기 제원 결정 및 설계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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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8] Tidal bladed의 주요 계산항목

③ 저속 회전 조건에서의 영구자석형 발전기 개발 경험 적용

·15RPM 미만의 저속 회전 조건에서의 200kW급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개발 경험 및 성

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저속 회전 조건에서의 1MW급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개발 착

수 및 상세설계 완료

·특히 690V 저압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개발 중 조류발전 실해역 시험장 구축 과제에서 

해저케이블 사양을 6.6kV 고압으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690V 동기발전기 설계를 3.3kV 

동기발전기 설계로 변경하고, 200kW급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개발 시 적용한 설계 프

로세스를 적용함으로써 설계 기간을 단축

[그림 279] 발전기 초기 외형형상 [그림 280] 회전자와 고정자의 유한요소 모델

④ 조류발전시스템 운영 시나리오 적용

·1MW급 조류발전시스템 제어 및 운영 시나리오 결정 시 200kW급에 적용된 제어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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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안전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링 네트워크 방식을 적용

(2)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 설치 경험 기반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 시스템 

주요 형식 개선

① 일체시공 방식 고려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바 있는 100kW급 이상 수평축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한 분리 설

치 시공(지지구조물 설치 후 조류발전기를 설치)을 통하여, 높은 탁도 및 짧은 정조시간 

등을 가진 국내 해상환경에서는 기초구조물과 조류발전기를 분리 시공하는 것이 매우 어

려움을 확인(높은 탁도로 인하여 잠수사 및 영상을 이용한 확인이 매우 어렵고, 짧은 정

조시간 내에 시공을 할 수 있는 해상크레인 등의 사용이 매우 제한적임)

·따라서 프랑스 조류발전시스템인 Sabella 등과 같이 조류발전기와 기초구조물을 일체 시

공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을 확인

[그림 281] 일체 시공 중인 Sabella 조류발전시스템(출처: Sab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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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2] 지지구조물 설치 후 조류발전기 설치(출처: Atlantis)

② 조류발전기와 지지구조물을 일체화하여 시공하기 위해서는 강재 중력식 기초가 유

리함을 확인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에 적용된 콘크리트 중력식 기초의 경우 재료비는 강재에 비하

여 작지만, 제작장 확보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며, 특히 육상 중량이 강재 중력식 

기초에 비하여 과도함에 따라 일체 시공 시 대용량 해상크레인 사용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하여 설치시공비가 증가(예를 들어, 수중중량 100톤 확보 시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 육

상중량이 171톤이나, 강제 기초의 경우 육상중량이 115톤임) 

·따라서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 시스템 개발 과제 1차년도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다중

격벽식 중공형 수중기초 대신 2차년도(2020년)에는 강재 중력식 기초로 변경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③ 철저한 수밀시험 수행 필요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의 경우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전남 진도군 벽파항과 경남 

고성군 제작장 인근 해역에서 단계별로 수심을 달리해 가며 수밀시험을 수행한 바 있으

나, 이는 정수압 상태에서의 수밀시험만을 수행한 것임

·실제 (1) 로터 블레이드가 회전하는 경우의 허브-나셀 간 수밀과 (2) 유속에 의하여 블레

이드가 항력을 받아 변형이 발생할 때 허브-블레이드 결합부위에서의 수밀성능 등을 충

분히 검토하지 못함

·따라서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 시스템의 경우에는 수밀시험을 육상에서도 보다 철저히 

하고 해상에서도 이러한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단계를 추가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확

인

·실제 KS200의 경우 요잉 시 요 베어링의 성능을 육상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실해역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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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였으나, 실해역 운전 중 요잉이 발생하고, 요잉 시 수밀성능이 저감되어 누수가 발

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수밀시험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예기

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

- 요잉에 필요한 토크를 육상에서는 기계적으로 가할 수 없음. 이를 위한 토크 재하 비용 

부족

④ 가변요 방식 대신 고정요 방식 채택

·외국 선진 제조사에서 개발한 Atlantis AR1500, Andritz Hydro Hammerfest Mk1의 경우 

가변요(variable yaw)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200kW급 시스템의 경우에도 가변요 방식으

로 설계, 제작한 바 있음. 

·이와 같이 가변요를 채택하는 경우, 요 회전부의 직경이 커 수밀성능 확보가 매우 어려

우며, 또한 전력케이블 연결 시 슬립링(slip ring)을 적용하거나 풍력터빈에서와 같이 loop 

cable을 적용해야 함. 슬립링을 적용하는 경우 수밀성능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 누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loop cable의 경우 케이블 감김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음.

·따라서 현재 개발 중인 1MW급 시스템의 경우, 기존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과 달리 고

정요(fixed yaw) 방식을 적용함

·고정요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전력/통신케이블 연결이 용이하고, 요구동부를 제거할 수 

있어 비용을 줄이고, 수밀에 따른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또한 1MW급 조류발전시스템 설치 예정 해역인 장죽수도의 경우 창조류와 낙조류 사이

의 방향이 거의 180도로 후류식(downstream) 방식과 상류식(upstream) 방식을 적용하여 

블레이드를 180도 회전시킴으로써 요제어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효율을 가질 수 있음

[그림 283] 고정요 방식의 조류발전시스템

(출처: reNEWS.biz, Nova Innovation)

[그림 284] 고정요 방식의 조류발전시스템

(출처: openocean.fr, Sabella)

⑤ 전자방식의 피치제어 대신 유압방식의 피치제어 고려

·현재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의 피치제어를 위하여 전자방식의 모터를 이용한 피치드라

이버를 적용하고 있으나 외국 선진 제조사와 풍력터빈의 경우에도 유압방식의 피치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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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적임

·일부 외국 선진 제조사에서도 모터 방식을 고려하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앞선 기술이라

고 사료되지만, 이를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어려움(허브 내 피치모터 설치로 인한 허브 

수밀, 고신뢰성 엔코더 등의 채택 필요)이 있어 1MW급 조류발전시스템 보완설계 시 유

압방식의 피치제어를 추가 고려할 예정임

[그림 285] 유압식 피치제어 

(출처:windpowerengineering.com) [그림 286] 유압식 피치제어(출처: Atlantis)

[그림 287] 모터방식의 피치제어(KS200) [그림 288] 피치모터 설치 장면(KS200)

⑥ 나셀 설계 시 해치부의 확장

·현재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의 경우 수밀성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나셀 해치부

를 상대적으로 작게 설계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나셀 내부 설비 교체 시 나셀을 분해하

거나 혹은 추가 설치가 매우 어려웠음

·따라서 1MW급 조류발전시스템 보완설계 시에는 해치부를 넓게 하거나 혹은 나셀 후방

부를 개폐 가능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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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9] KS200의 해치부 [그림 290] Andritz Hydro Hammerfest Mk1의 

해치부 (출처: Andritz Hydro)

(3) 발전단지 개발 계획 등 향후 조류발전 기획 수립

① 10MW급 조류발전단지 개발 기획

·10MW급 조류발전 실증단지 개발을 통한 해양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신산업 창출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기획연구를 수행(2018)

·본 기획과제 수행 시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이때 200kW급 조류

발전시스템 개발 과정을 통하여 조사 및 적용된 설계비용, 부품 구입 및 제작비용, 해저

케이블 구입 및 설치 비용 등을 조정하여 적용한 바 있음

·10MW급 조류발전 실증단지 개략공사비 및 설치 운영 비용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규격 수량 공사비(단위: 억원)

주기기 제작비 1MW 조류발전기 10기 444

하부구조물 제작 및 운반 Tripod Jacket 10기 47

조류발전 구조물 설치 조류발전기 + 하부구조물 10기 147

기타 해상공사
장비 동원 철수비 및  

항사용료 등
1식 10

계통연계 공사비 22.9kV 해저케이블 8.5km 166

부대공사 및 기타 비용 1식 380

총 공사비 956

건설단가 95.6억원/MW

[표-85] 10MW급 조류발전 실증단지 개략공사비 산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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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억원)

사업기간 내 사업기간 이후
소계

(1단계) 설계 (2단계) 제작 및 설치 상용운전

CAPEX - 928 - 928

OPEX - - 631 631

R&D 90 - 90

합계 1,649

[표-86] 조류발전 실증단지 개발 설치 운영 비용

·10MW급 조류발전 실증단지 운영을 통한 전력생산판매 수익 도출 결과 시 사용한 적용

값과 근거는 다음과 같으며, 수익을 차감한 전체 소요 비용은 다음 표와 같음

항목 기준값 근거

기준년도 2018 　

할인율 4.50% 기재부, `17년 사회적 할인율 5.5% → 4.5%

(1안)

기본 

가정값

시간대별 

SMP
75.73원/kWh 전력거래소 기준, 2016년 평균 기준

REC 단가 134,211원/REC 전력거래소, 2016년 평균 기준

거래물량(RE

C)
2.0REC 공급인증서 가중치

(2안)

적용변

수

시간대별 

SMP
81.74~127.71원/kWh

한국전기연구원 REC 가중치 연구 

기준(‘18.03)

REC 단가
97,930~26,460원/RE

C

한국전기연구원 REC 가중치 연구 

기준(‘18.03)

[표-87] 전력생산판매 수익 도출을 위한 주요 항목별 적용값과 근거

구분

(단위:억원)

1안 2안

소요비용 현재가치 소요비용 현재가치

case 1 546.9 520.4 825.5 687.3 

case 2 474.5 476.5 781.0 660.2 

case 3 305.7 374.2 677.2 596.9 

[표-88] 전력생산판매 수익을 차감한 전체 소요 비용

·편익으로는 조류발전을 통한 발전 편익과 CO2 감축 편익을 고려하였으며, 경제성은 

REC 단가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분석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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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안(단위: 억원)

비고
설비이용률 

30%

설비이용률 

33%

설비이용률 

40%

비용  520 477 374 현재가치  기준(2020~2033년)

편익 I 334.8 368.3 446.4
시장 진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2026~2033년)

편익 II 460.5 506.5 613.9 CO2 감축  효과(2026~2045년)

총 편익 795.3 874.8 1,060.3 편익 I + 편익 II

B/C 1.53 1.84 2.83 총 편익 / 비용

[표-89] REC 단가(134,211원/REC 적용, 2016년 기준) 시 경제성 분석 결과

구분

2안(단위: 억 원)

비고
설비이용률 

30%

설비이용률 

33%

설비이용률 

40%

비용 687 660 597 
현재가치  

기준(2020~2033년)

편익 I 209.0 229.9 278.6

시장 진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2026~2033년)

편익 II 460.5 506.5 613.9
CO2 감축  

효과(2026~2045년)

총 편익 669.4 736.4 892.6 편익 I + 편익 II

B/C 0.97 1.12 1.50 총 편익 / 비용

[표-90] REC 단가(SMP 및 REC 가중치에 따른 값 적용, (조기선, 2018)) 시 경제성 분석 결과

·총 기간은 2017~2024이고 발전사 주도의 대규모 사업으로 기획함  

·사업개요: 조류발전 상용화 조기 정착을 위해 10MW급 실증단지 구축 및 운영 

- 사업화는 FS&EIA è EPC è OM의 단계로 진행됨

- 10MW급 조류발전 실증단지 2-1단계(준비단계) : '17∼'20(4년), 24억원

- 10MW급 조류발전 실증단지 2-2단계(구축단계) : '21∼'24(4년), 1,500억원

- 10MW급 조류발전 실증단지 2-3단계(운영단계) : '25년 이후

 
·세부방안: 발전사 주도로 제작사, 건설사, 연구기관 등 Supply Chain을 구성하여 추진

- (Supply Chain 구성) 발전사 주도로 설계사, 제작사, 건설사 등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

웨어 전문기업으로 Supply Chain을 구성, 역할 분담과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분업화, 전

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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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 관련규정 보완 정비, 인허가 협력 및 인프라(도로, 항만 등) 지원과 전문연

구기관을 통한 R&D 지원으로 진입 장벽과 기술 장벽 제거 및 기술 기반 제공

Ÿ 국가예비타당성조사 심의 지원

- (지자체 지원) 인허가 협력과 주민수용성 향상 지원

·추진전략: 발전사가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 설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위험요소 분담 

및 실현가능성 제고

- (단계별 추진) 본 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

Ÿ (과제 2-1-1) 기획 연구 ; 정부+발전사 공동 수행

Ÿ (과제 2-1-2) 타당성조사 ; 정부+발전사 공동 수행

Ÿ (과제 2-1-3) 환경영향평가 ; 발전사 주관, 정부 지원 

Ÿ (과제 2-2-1) 단지 설계 ; 발전사 주관, 정부 지원 

Ÿ (과제 2-2-2) 단지 구축 ; 발전사 주관, 정부 지원 

Ÿ (과제 2-3-1) 운영 관리 ; 발전사 주관

Ÿ (과제 2-3-2) 유지 보수 ; 발전사 주관, 정부 지원 

Ÿ (과제 2-2-2) 사후 환경영향평가 ; 발전사 주관, 정부 지원 

- (SPC 설립 추진)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되는 2019년경 발전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특수목적법인(가칭 한국조류발전주식회사)을 설립

Ÿ 한국해상풍력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로 추진

- (SPC에 의한 사업추진) 2-2단계 사업부터 독립법인에 의한 사업 추진으로 실현가능성 

제고 및 위험요소 분담 가능. 

·추진일정: 준비/구축/운영의 3단계로 추진

- (2-1 준비단계)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을 검증

Ÿ 외국 조류발전기를 도입하더라도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의 준비단계

는 필수적으로 요구됨  

Ÿ (과제 2-1-1) 2017년 기획 연구

Ÿ (과제 2-1-2) 2018∼2019년 타당성조사

Ÿ (과제 2-1-3) 2019∼2020년 환경영향평가

- (2-2 구축단계) 단지 실시설계, 제작/현장설치 및 시운전

Ÿ 조류발전기 제작 능력(제작사 생산라인의 단기간 확장은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작/

조립/시험/인도/현장설치를 순차적으로 실시  

Ÿ 제작/조립된 조류발전기 시험에 실해역 시험장 최대한 활용  

Ÿ (과제 2-2-1) 2021년 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Ÿ (과제 2-2-2) 2022∼2024년 조류발전단지 구축

- (2-3 운영단계) 2025년 이후 단지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Ÿ (과제 2-3-1) 조류발전단지 운영 관리

Ÿ (과제 2-3-2) 조류발전단지 유지 보수

Ÿ (과제 2-3-3) 조류발전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 (세계시장 진출) 국외 대규모 조류발전단지 개발 사업에 프로젝트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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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특히 향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동남아시아와 남미의 대규모 조류발전단지 개발 

사업에 프로젝트 수출경쟁력 확보. 건설시장 뿐 아니라 관리운영/유지보수 시장도 

점유 가능

Ÿ 조류발전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외국과의 경쟁력 확보로 해양에너지 주권 

확대

·기타사항: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사항 고려 필요

- 본 사업은 발전사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R&D 분야에 대해 지원  

Ÿ (발전사의 역할) 발전사(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으로 추진  

Ÿ (정부의 역할) 정책적, 행정적 지원 및 R&D 분야 지원 

Ÿ (1+1 형태로 추진) 발전사는 개발 사업 형태로 사업을 독자 추진하며, 정부는 R&D 

형태로 정책적, 행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여, 사업목표의 조기달성에 협력 기여

Ÿ (MOU 체결 추진) 실현가능성 제고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발전사(특수목적

법인), 해당 지자체,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2단계 MOU 체결 필요

·예상 적지와 배치 

- 예상 적지는 장죽수도이며, 1MW 조류발전시스템 10기 배치를 계획

[그림 291] 10MW급 조류발전단지 설치 위치 및 개념도

② MW급 부유식 조류발전시스템 개발 기획

·2020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간의 공동기획연구를 통하여 

MW급 부유식 조류발전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

·본 기획과제에서도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 개발 시 적용된 주요 제원 및 비용 등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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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설계를 수행하고,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함

·기획과제의 비전 및 목표는 “1MW급 부유식 조류발전시스템 설계기술 개발을 통한 해

양에너지 분야 신산업 창출”이며, 이를 위하여 MW급 부유식 조류발전시스템 아이디어

를 도출하고 연구개발 로드맵을 작성함

·기술개발 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 설계 및 제작, 설치 시 

노하우를 적용

[그림 292] MW급 부유식 조류발전시스템 

운용 개념도(안)

[그림 293] MW급 부유식 조류발전시스템 

운용 수중 개념도(안)

[그림 294] MW급 부유식 조류발전시스템 

유지보수 개념도(안)

[그림 295] MW급 부유식 조류발전시스템 

단지 배치 수중개념도(안)

③ 해양에너지 복합발전

·해양에너지 복합발전 시, 아래 그림과 같이 조류, 조력, 파력 발전을 기본 에너지로 발전

을 수행하고,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원을 추가적인 발전 시

설로 계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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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6] 해양에너지 복합 발전의 구성 개념 

·조류 에너지-해상풍력 복합발전

- 국내외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상풍력과 조류에너지를 연계한 복합

발전의 시도가 이루어짐

- 국내에서 해상풍력-조류 복합발전 기술개발(‘16~’20년, 정부출연 435억, 민간 365억)

에 대한 연구를 계획 중임

- 구조물(모노파일식, 잔교식, 중력식)을 이용한 복합발전시스템은 기존 개별 발전으로 인

한 공사비의 대폭 절감(30%) 가능함.

- 다음 그림은 국외(Modec社)에서 개발된 조류-풍력 복합발전 시스템으로 수직축을 기본

으로 하고 있음

[그림 297] 국외(Modec社)에서 개발된 조류-풍력 복합발

전 시스템

·에너지 저장을 통한 전력효율 극대화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정보를 교환하여 에너지 효율

을 최적화하는 Smart grid의 핵심 요소이며, 해양에너지 복합 발전 경제성 향상을 위해 

결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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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8] 풍력발전 연계 CAES 및 Micro-CAES 개념도

자. 조류발전 기술표준화 및 인증체계 수립 동향

(1)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한 인증 관련 국내외 현황

① 국내외 기술동향

·국내에서는 현재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한 인증 기반이 구축되어져 있지 않음

·국외에서는 조류발전시스템을 비롯하여 여러 해양에너지 발전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평가 

시스템(Conformity Assessment System, CA System) 구축에 대하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e)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그림 299] IEC 조직체계와 IECRE(IEC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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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IECRE가 신설되기 전까지 IEC에서 운영하고 있는 CA 시스템으로 IECEE, IECEX, 

IECQ 등 세 개의 시스템이 있었음

·해양에너지 분야는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IEC/TC114 WG15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2014

년 풍력발전, 태양광 등과 함께 IECRE(IEC Renewable Energy)를 구성하여 IEC 

CAB(Conformity Assessment Board)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로써 IECRE는 IEC 산하의 네 

번째 CA시스템으로 조직됨.

- IEC/TC114 WG15은 미국, 캐나다, 영국,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일본, 한국 등 8개국이 

참여, 20여 인증기관, CA 전문기관, IEC CO(Central Office) 등이 참여하여, 풍력(TC88)

과 태양광(TC82)와 연계하여 IECRE를 제안

[그림 300] TC114 WG15과 IECRE 시스템 구성

·IECRE의 구조는 다음과 같고, 해양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은 TC114 SC(Subcommittee)에서 

다루고 있음.

[그림 301] IECRE 구조



- 277 -

·IECRE는 재생에너지 적용에 사용되는 설비의 표준 인증을 위한 시스템임

- 태양광(TC82, TC117), 풍력(TC88), 연료전지(TC105), 해양에너지(TC114), EES(TC120)을 

포함하고 있음

- IECRE 회원국은 중국, 인도, 일본, 한국, UAE, 미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이며, 산하에 RECB(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Bodies), REIBs(Renewable Energy Inspection Bodies), RETLs(Renewable Energy Test 

Laboratories) 등으로 구성

·IECRE 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위원회(OMC, Operational Management Committee)로 

ME-OMC를 비롯하여 PC-OMC, WE-OMC가 있으며, ME-OME는 해양에너지 분야의 운영

관리위원회로 의장은 TC114 의장을 맡고 있는 미국 Verdant Power의 Jonathan Colby가 

맡고 있음

- 현재 ME-OMC 회원국은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총 5개국이며, RETL과 

RECB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 중임

·현재 인증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WG 360에서 시험보고서(OD 300), 적합성 문서(OD 310) 

등을 바탕으로 ISO/IEC 17025에 적합한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 시험기관인 ME 

RETL을 설립하고자 하고 있음

·현재 해양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인증체계는 풍력 인증체계에 사용되고 있는 기준을 활용

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단기적으로, 인증기관(CB) 및 시험기관(TL)에 대한 신청 및 평가를 수행하고, 이때 (1) 

시험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준으로 IEC TS 62600-30, 100, 102, 200를 적용, (2) 적합성 

문서로는 IEC TS62600-2, -10 적용하며, (3) 블레이드, 증속기, 발전기 등 부품인증

(Component Certification)을 위해서 풍력분야 기준을 적용

- 장기적으로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 절차를 마련할 계획임

·한편 국내에서는 IECRE에는 가입을 하고 있으나 IECRE ME-OMC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

음. 

·그러나 향후 조류발전 실해역 시험장 및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에 대한 운영노하우가 

쌓이고 시험기술을 완성한 후에는 RETL(Renewable Energy Testing Laboratory)로 신청

을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따라서 RETL 신청 시점에 IECRE ME-OMC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RECB(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Body)의 경우, 향후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으로 추진 예정인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과제 등을 통하여 해양에너지에 대한 KS 규

격이 제정된 후 RECB도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국내에

서도 해양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인증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② 국내 신재생에너지 인증 및 보급 담당기관의 의견

·재생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인증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업무협의를 통하

여 해양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기술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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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신재생에너지 개발 R&D 최종목표 및 REC의 관계) 신재생에너지 개발 R&D의 최종 목

표와 관련하여, REC는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궁극적으로는 Grid 

Parity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

- REC는 탄소저감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항구

적인 지원이 아님.

-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시점) 공단의 경우 표준화 및 인증체계는 R&D를 통하여 개

발된 기술에 대한 성능 검증 후,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제도권으로 들어오

게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

- 실증 R&D > 시범보급 > 보급확대의 단계이며, 인증체계는 보급확대 시 갖춰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IECRE 및 상호인증) 한국은 IECRE 회원국이며, 풍력, 태양광의 경우 OMC 회원으로 가

입한 상황이나, 이러한 회원가입만으로 상호인증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상호

인증은 매우 까다로운 검토가 필요

- (KS 인증체계와 REC 발급간의 관계) REC만 있고, 관련 KS 인증체계가 없는 경우(조류

발전, IGCC 등),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REC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즉, REC 발

급 시 반드시 KS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KS 표준 외 기타 표준 활용)  표준 역시, 기관표준, 단체표준,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의 

단계가 있으므로, 우선 KIOST 또는 KRISO의 기관표준을 만들고, 이후 신재생에너지협회 

등의 단체표준으로 제정한 후, 국가표준으로 제정, 이를 근거로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것

이 바람직함.

- (표준관리 및 COSD) 표준관리 및 보급촉진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역할이며, 이와 관련하

여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Co-operating for Standards Development)로 KIOST 등 연구

소가 지정될 수 있음

- 국가에너지정책에 해양에너지를 반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며, 향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이를 위하여 발전 잠재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등이 필요.

- (정부출연금 R&D 사업 성과와 REC) 정부출연금으로 수행된 R&D사업 성과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REC를 국가가 REC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확실하지 않음.

- (산업화와 인증체계) 산업이 없는 상태에서 표준 및 인증체계 구축은 국고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임.

(2) 해양에너지 기술표준화

① IEC TC114

·IEC TC114 주요 기술표준화 관련 기술 동향 

·2019년 5월 기준 IEC TC114 발간 문서는 다음과 같이 총 10종이 있음

- IEC TS 62600-1:2011 - Part 1: Terminology

- IEC TS 62600-2:2016 - Part 2: Design requirements for marine energy systems

- IEC TS 62600-10:2015 - Part 10: Assessment of mooring system for marin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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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ters (MECs)

- IEC TS 62600-30:2018 - Part 30: Electrical power quality requirements

- IEC TS 62600-100:2012 - Part 100: Electricity producing wave energy converters - 

Power performance assessment

- IEC TS 62600-101:2015 - Part 101: Wave energy resource assessment and 

characterization

- IEC TS 62600-102:2016 - Part 102: Wave energy converter power performance 

assessment at a second location using measured assessment data

- IEC TS 62600-103:2018 - Part 103: Guidelines for the early stage development of 

wave energy converters - Best practices and recommended procedures for the testing 

of pre-prototype devices

- IEC TS 62600-200:2013 - Part 200: Electricity producing tidal energy converters - 

Power performance assessment

- IEC TS 62600-201:2015 - Part 201: Tidal energy resource assessment and 

characterization

·2019년 다음의 4종의 신규 TS가 재정 발간됨

- IEC TS 62600-20:2019 - Part 20: Design and analysis of an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OTEC) plant - General guidance

- IEC TS 62600-40:2019 - Part 40: Acoustic characterization of marine energy converters

- IEC TS 62600-300:2019 - Part 300: Electricity producing river energy converters - 

Power performance assessment

- IEC TS 62600-301:2019 - Part 301: River energy resource assessment

·또한 2019년 다음의 2종의 신규 TS가 개정 및 추가 발간됨

- IEC TS 62600-1:2011/AMD1:2019 Amendment 1 - Part 1: Terminology

- IEC TS 62600-2:2019 - Part 2: Marine energy systems - Design requirements

·TS62600-200:Ed2.0 개정판 발행 시 일본에서 추진 중인 해류발전(ocean current energy 

converter)에 관한 내용 포함

·국제적으로 해양에너지 기술표준화와 관련된 연구사업이 추진 중임

- 유럽에서의 기술표준화 관련 연구사업으로 H2020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MET-Certified, 

WECANet, Marinerg-i, OPERA 등이 있음

- 덴마크는 DS/S-614를 통하여 TC114 기술표준화 활동 수행

- 중국은 매년 해양에너지 관련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TS 62600-30, 103 2

편의 IEC TC114 기준에 대한 자국 내 부합화 활동 착수

- 아일랜드는 기술표준화와 관련하여 OPERA H2020 프로젝트 및 Interreg 프로젝트 진행

·현재 진행 중인 기술표준화 작업을 다음과 같이 정리

- TS62600-1:Ed2.0 개정 작업 중

- PT62600-3 Measurement of mechanical loads 연내 CD 검토 및 DTS 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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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62600-4 Establishing qualification of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량적 평

가)와 관련하여, CD를 2019년 6월까지, DTS를 2019년 11월까지 완료하여, 2020년 1월에 

승인, 2020년 4월에 재정 발행 목표

- AHG 10 Power Quality for MEC (전력품질)의 경우, TS62600-30 Ed. 1 발표 후 피드백

을 받아 검토하며 이때 H2020 프로젝트, OPERA WP5, Mutriku OWC 결과를 반영할 예

정

- PT62600-40 Acoustic characteristics of MEC (수중음향)과 관련하여, DTS를 2019년 3월 

완료 후, 2년간 AHG 운영 예정

- AHG9 : Physical model test (수리모형실험)의 경우 TRL1~TRL6 단계의 시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 중 MT로 전환, 2022년까지 안정화 예정

- PT62600-202 Scale testing of tidal stream energy systems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한 축소

모형 실험)의 경우, CD를 2019년 7월, DTS를 2020년에 발표 예정

·2019년 기준 TC114 활동 전체를 아래와 같이 요약(2020년의 경우 COVID19로 인하여 

IEC TC114 총회 취소)

- 2011년에서 2018년 동안 총 10개의 TS가 발표

- 7개의 TS가 현재 활동 중, 2개의 PT가 CD1에 근접

- 7개의 MT(Ed. 2)가 활동 중

- 3개의 AHG가 활동 중

- 주요 대상 : AEP, 불확실성, 난류, 파도-조류의 간섭 등

- 모든 그룹에서 Case study를 반영하는 것을 권장

- 62600-1 Ed. 2를 2019년 하반기에 완료 예정

- MT-10, -100, -101, -200, -201는 CD가 2019년 하반기에서 2020년 초반에 완료 예정

② 유럽의 조류발전 기술표준화 동향

·조류발전시스템에 관련된 기술표준 혹은 설계지침으로 BV, DNV-GL, 그리고 유럽해양에

너지센터(EMEC)에서 제시한 내용이 있음

- Bureau Veritas, BV (프랑스 선급):

NI631-R00-Certification scheme for marin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NI603 R01-Current and tidal turbines

- DNV-GL (노르웨이-독일 선급):

DNV-SE-163-Certification of tidal turbines and arrays

DNVGL-ST-0164 – Tidal turbines
- European Marine Energy Centre, EMEC (영국, 유럽해양에너지센터)

EMEC에서 조류발전 시스템에 적용하는 기준서의 종류

(3) 결론

·국내에서는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한 인증 관련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국외에서는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하여 IEC TS 62600 기준을 준용하여 인증을 받은 사례

가 보고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국내에서는 한국선급에서 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1)부품인증, (2) 형식인증, (3)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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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재료연구소 풍력핵심기술연

구센터에서 풍력터빈 출력 및 하중 평가와 블레이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선급에서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양수산부 R&D 사업으로 구축 중인 조류에너지 실해역 시험장의 경우 시험기관(RETL)

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외에서는 EMEC(European Marine Energy Center), AMEC(Asian Marine Energy Center) 

등이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한 현장실증 및 관련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RETL

을 신청 준비 중인 상황

- EMEC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를 한국 내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검토가 필요(수온, 탁도 등 해양특성과 통항선박, 주변 양식장 등 주

변 상황 등이 EMEC 시험장 조건과 상이함)

(4) IEC TS62600-200에 의한 조류발전시스템의 성능 평가

① 터빈 성능 평가 보고서 형식

·현재 조류발전터빈의 발전성능평가와 관련하여 IEC/TS 62600-200에 관련 내용이 제시되

어 있으며 이 내용을 중심으로 조류발전터빈 성능 평가보고서의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

이 정리함

·IEC 자료에서 제시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TEC(Tidal Energy Converter, 조류발전터빈) 보고서 

- 평가 대상 TEC에 관한 상세 사항

Ÿ TEC 제조사, 종류(type), 제품번호(serial number), 생산연도

Ÿ 조류에너지를 얻는 조류발전 기술 상세

Ÿ TEC의 규격 및 크기

Ÿ 투영된 에너지 획득 면적(projected capture area), 

Ÿ 지지구조물 기초/플랫폼/계류 시스템

Ÿ 바닥고정형 장비와 해저 또는 부유식 장비와 해수면과의 거리 등

Ÿ 장비의 등가지름(equivalent diameter)

Ÿ 에너지 추출 평면의 위치(location of the energy extraction plane)

Ÿ 제어시스템 설명(장비와 소프트웨어의 버전)

- TEC 정격발전량과 운영 시 파라미터(operational parameters) 

Ÿ TEC의 정격발전량

Ÿ 정격 유속

Ÿ 등가 지름

Ÿ 발전 시작 유속 (cut-in 유속)

Ÿ 유속이 감소할 경우의 발전 종료 유속 (low cut-out 유속)

Ÿ 발전 가능 최고 유속 (cut-out 유속)

Ÿ 회전속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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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 실증해역 보고서 

- TEC 실증해역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Ÿ 수로측량(hydrographical)/항해(navigational) 도표

Ÿ TEC 위치[위도, 경도 또는 UTM(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in WGS84(World 

Geodetic System 1984, 세계측지계) 로 표현]; 계류된 장비에 대해 정조, 밀물, 썰물 

때의 TEC의 대표 위치와 watch circle의 삽화/실험을 하는 동안의 TEC가 고정되어 

있는 위치 

Ÿ TEC(고정된 장비)가 고정되어 있는 위치 또는 부유식 장치의 앵커위치를 표현한 삽

화

Ÿ 진북(Truth North)에 대한 TEC방향의 각도(고정된 장비에 대해 사용을 하는 곳에서)

Ÿ 전기케이블의 위치와 길이(만약 사용한다면)

Ÿ 해안선 정보

Ÿ 참고자료를 포함하여, MLW, MHW, LAT, HAT를 이용한 수심과 조석 범위 

Ÿ 주변의 조석게이지(tidal gauge)또는 환경 감시소(environmental monitoring stations)

-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이나 장비에 가까이 있는 사회기반시설

Ÿ 조류에너지평가 시 흐름을 측정한 장소 정의

- 특별한 특징을 정확히 정의를 하여 5.2절에서 기술된 조사(survey)에 상응하는 

bathymetry를 보고(reporting)

Ÿ 8.9절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삽화를 포함한 유속계의 위치를 보고

Ÿ 수직 치수와 해저의 위로 중앙지점 그리고 에너지 추출 평면에서 current profiler 

bins를 보고

Ÿ 조류타원도와 5.3절과 9.6절(그림8을 참조)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주요흐름방향을 보

고

Ÿ 5.4절(그림9를 참조)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TEC와 그 기초가 있는 실험 위치의 단면

적을 도표와 함께 보고

Ÿ 5.5절에서 토의되었던 장비의 성능 또는 작동 기간에 영향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

는 외부적 제약들을 보고

Ÿ 9.1.2항에서 토의되었던 계산에 사용될 수 있는 해수 밀도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의 

변화를 보고

Ÿ 8.9.3항에서 기술되었듯이 파랑의 상태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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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electrical grid)과 부하(load)

- 전압, 주파수, 허용오차(permitted tolerances) 등 그리드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 실증 기

간 동안 출력전력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리드 상태도 제시

- 전력망에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장비 등의 경우에는 전기적 부하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되어져야 하며, 사용하는 위치에서 배터리, 충전제어기, 시스템에서 

전기를 소모하는데 사용되는 부하에 대한 사양을 보고.

·실험 장치

- 센서, DAQ, 유속계, 동력인출장치를 포함한 모든 실험 장비에 대해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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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모델번호, 일반 설명서

- 보정 문서 또는 증명서, 또한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절차를 준수한다는 문서

- 유속계　설정 

- DAQ end-to-end 실험의 방법 및 결과

·측정 절차

-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측정절차를 기술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 

Ÿ 데이터를 받을 때의 시간(UTC ± T hours), 절차의 단계들, 실험 조건, 샘플링 주기

-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일지(a log book)

·측정 데이터의 표현 

- 밀물 및 썰물 때 각각의 계측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상세하게 제시

- 각각의 그래프에서, 실험기간 동안 각 계측점에서의 기록된 평균 유속()에 따른 기

록된 평균에너지(), 최대값과 최소값, 표준편차

- 유속의 수직분포, RMS 값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밀물과 썰물 때의 자료에 대하여 각각 

제시

- 그림 10은 평균 출력의 산포도(scatter plot)의 한 예를, 표1은 그림 11의 예제 그래프에

서 제시한 것과 같이 수직 유속분포를, 표 2에서는 허브 높이에서의 RMS 변동 유속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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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곡선의 표현

- 밀물과 썰물 때의 자료 세트를 각각 자세하게 표로 제공

Ÿ bin 번호

Ÿ bin 유속 범위

Ÿ bin 평균유속 ()

Ÿ bin 기록된 TEC평균 출력에너지 ()

Ÿ 선택된 bin에서의 지속시간과 각각의 bin에서 자료세트의 번호

- 평균유효전력 vs 유속 그래프

Ÿ 밀물과 썰물 각각의 자료 세트를 포함하고, 기록된 TEC의 평균 유효전력 () vs. 

조류 평균유속()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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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밀물과 썰물 각각의 자료 세트를 포함하고, 표준 불확실성 bar를 포함한 기록된 

TEC의 평균 유효전력 () vs. 조류 평균유속()의 그래프

Ÿ 표에서 보간된 계측점은 반드시 bin 번호 다음에 “INT"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하고 

해당되는 표에서의 열과 그래프로 그려진 점들은 반드시 다른 색으로 표현해야 함 

(표 3 참조)

Ÿ 그림 12,13,14는 요구되는 그래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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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 전체 효율(TEC overall efficiency)

TEC 전체 효율()은 반드시 밀물과 썰물 각각의 자료 세트에서 테이블과 그래프 형태로 제시. 보간된 출력곡
선 계측점을 이용하여 계산된 값은 표에서 bin 번호 다음에 “INT"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하고, 해당되는 표의 열과 
그래프에 표시된 점은 반드시 다른 색을 이용하여 표현(표 4, 그림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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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EC의 연간 에너지 생산량 계산법

·TEC 이용률(availability)은 최소 1년 이상의 자료로부터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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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적으로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함. 평가기간은 연속적여야 하고 그 기간 동안 한번 또는 

그 이상 공백은 허용되지 않음

·TEC의 연간 에너지 생산량 (TEC AEP)

- 단위가 kWh인 연평균 에너지 생산량은 특정 위치에서 연평균 조류 에너지 자원 자료와 

각각의 출력곡선을 결합하여 구할 수 있음

- 출력곡선은 조류발전 장치에서 얻은 밀물과 썰물 때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음

- 조류자원평가(tidal resource assessment)에서 속도 분포(또는 exceedance curve)와 는 

1년동안의 평균유속을 계산할 수 있는 수직유속정보가 필요

- TEC의 연간에너지생산량은 다음과 같이 구함

1

·외삽법(Extrapolation)

- TEC AEP을 구하는 동안 데이터의 외삽법은 오직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가능

Ÿ 정격유속보다 빠른 모든 유속에서 일정하게 발전하는 특성(power characteristic)을 

가진 터빈의 경우, 측정된 최고 유속보다 높고 cut-out 유속까지의 모든 유속에서의 

에너지 곡선은 일정한 값을 사용할 수 있음

Ÿ 정격유속이 된 후에 출력이 떨어지는 터빈의 경우에는 측정된 최고 유속보다 빠르

고 cut-off 유속까지의 모든 유속에서 계측이 필요

Ÿ 에너지 곡선이 측정된 최대 에너지값 이상으로 증가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외삽 가

능

Ÿ 측정된 최대 유속을 넘은 에너지 곡선의 형태는 빠짐없이 보고되어져야 하며, 모든 

외삽된 자료는 반드시 측정된 자료와 구별되어야 함

·측정 AEP(AEP-measured)와 예상 AEP(AEP-predicted)

- TEC AEP는 측정 AEP값과 예상 AEP의 두가지 형태로 제시하여야 함. 만약 측정된 에

너지곡선이 정격유속까지의 자료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정격유속까지의 최대 측정된 유

속으로부터 얻은 에너지곡선은 예측하여 구할 수 있음

- 측정된 출력곡선에서 측정된 가장 높은 유속과 cut-out 유속 사이의 모든 유속에 외삽

법을 사용하여 결정된 에너지값과 측정된 에너지곡선에서 가장 낮은 유속 아래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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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들을 에너지를 0으로 가정한 측정된 전력 곡선으로 예상 AEP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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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구분 내용

최종목표

ㅇ 유향, 유속 변화에 능동 대처하고 유속량 강화 제어 기법을 통한 효율적

이고 적용범위가 넓은 조류 발전 시스템 개발·성능평가 및 표준모델* 

제시

    - 유속 2m/s 이상 조건에서 발전출력 200kW 이상

    - 발전효율 25% 이상

    - 시설용량 대비 설비이용율 30% 이상

ㅇ 시공과 유지․보수비용 절감형 지지구조물 설계·시공기술 개발 및 표준모

델 제시

ㅇ 200kW 이상 능동제어형 조류발전기 설계․현장실증․성능제고를 통한 산업화 

기반구축

최종목표 

달성도

ㅇ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KS200) 터빈효율 목표 달성

- (다이나모 시험을 통한) 동력전달계 효율 89.5% 달성

- 1/5 모델 스케일 실험에서 시스템 효율 35.2% 달성

- 역 추산을 통해 터빈 자체 효율은 35.4%로 평가됨

ㅇ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KS200) 시스템효율 목표 달성 

- (1/5 축소모형 실해역 실험을 통한) 35.2% 달성

ㅇ 설비이용률 목표 달성 (능동제어기술)

-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 (KS200) 설계, 제작, 육상시운전, 수밀시험, 설

치 완료 이후 해상성능 시운전 과정에서 침수로 인해 부득이하게 KS200

을 회수함에 따라 설비이용율 목표 미달성

ㅇ지지구조물 공사비 절감 목표 달성 

- (1/5 축소모형 실해역 실험을 통한) 35.2% 달성

ㅇ지지구조물 연직도 목표 달성 

- 0.12도 미만

ㅇ유지보수비 절감 목표 달성

- 당초 목표의 50% 달성

관련 분야 

기여도

· 표준모델로 개발되는 정격용량 1MW 및 10MW, 복합발전단지 등에 활용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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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 설치 경험 기반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 시스템 주요 형식 개

선에 활용 예정

① 저속 회전 조건에서의 영구자석형 발전기 개발 경험 적용

·15RPM 미만의 저속 회전 조건에서의 200kW급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개발 경험 및 성

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저속 회전 조건에서의 1MW급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개발 착

수 및 상세설계 완료

·특히 690V 저압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개발 중 조류발전 실해역 시험장 구축 과제에서 

해저케이블 사양을 6.6kV 고압으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690V 동기발전기 설계를 3.3kV 

동기발전기 설계로 변경하고, 200kW급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개발 시 적용한 설계 프

로세스를 적용함으로써 설계 기간을 단축

② 조류발전시스템 운영 시나리오 적용

·1MW급 조류발전시스템 제어 및 운영 시나리오 결정 시 200kW급에 적용된 제어 및 운

영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안전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링 네트워크 방식을 적용

③ 일체시공 방식 고려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바 있는 100kW급 이상 수평축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한 분리 설

치 시공(지지구조물 설치 후 조류발전기를 설치)을 통하여, 높은 탁도 및 짧은 정조시간 

등을 가진 국내 해상환경에서는 기초구조물과 조류발전기를 분리 시공하는 것이 매우 어

려움을 확인(높은 탁도로 인하여 잠수사 및 영상을 이용한 확인이 매우 어렵고, 짧은 정

조시간 내에 시공을 할 수 있는 해상크레인 등의 사용이 매우 제한적임)

·따라서 프랑스 조류발전시스템인 Sabella 등과 같이 조류발전기와 기초구조물을 일체 시

공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을 확인

④ 조류발전기와 지지구조물을 일체화하여 시공하기 위해서는 강재 중력식 기초가 유

리함을 확인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에 적용된 콘크리트 중력식 기초의 경우 재료비는 강재에 비하

여 작지만, 제작장 확보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며, 특히 육상 중량이 강재 중력식 

기초에 비하여 과도함에 따라 일체 시공 시 대용량 해상크레인 사용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하여 설치시공비가 증가(예를 들어, 수중중량 100톤 확보 시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 육

상중량이 171톤이나, 강제 기초의 경우 육상중량이 115톤임) 

·따라서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 시스템 개발 과제 1차년도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다중

격벽식 중공형 수중기초 대신 2차년도(2020년)에는 강재 중력식 기초로 변경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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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철저한 수밀설계 및 수밀시험 수행 필요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의 경우 수밀을 위하여 1단 O-Ring을 적용하였으나, 1MW급 시

스템에서는 수밀성능 향상을 위하여 O-Ring과 Quad-Ring을 2단으로 적용하여 수밀설계

를 수행하였음

·한편 시스템 전체에서 누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정요(fixed yaw) 방식을 채택함

으로써 러더 부분과 요구동부를 제거함으로써 누수 발생 지점의 수를 최소화하였음

·또한 200kW급 시스템의 경우 육상 기밀시험을 미수행하였으나, 1MW급 시스템의 경우 

육상에서 2기압 이상의 기밀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함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의 경우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전남 진도군 벽파항과 경남 

고성군 제작장 인근 해역에서 단계별로 수심을 달리해 가며 수밀시험을 수행한 바 있으

나, 이는 정수압 상태에서의 수밀시험만을 수행한 것임

·실제 (1) 로터 블레이드가 회전하는 경우의 허브-나셀 간 수밀과 (2) 유속에 의하여 블레

이드가 항력을 받아 변형이 발생할 때 허브-블레이드 결합부위에서의 수밀성능 등을 충

분히 검토하지 못함

·따라서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 시스템의 경우에는 수밀시험을 육상에서도 보다 철저히 

하고 해상에서도 이러한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단계를 추가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확

인

·실제 KS200의 경우 요잉 시 요 베어링의 성능을 육상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실해역에 설

치하였으나, 실해역 운전 중 요잉이 발생하고, 요잉 시 수밀성능이 저감되어 누수가 발

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수밀시험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예기

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

- 요잉에 필요한 토크를 육상에서는 기계적으로 가할 수 없음. 이를 위한 토크 재하 비용 

부족

⑥ 가변요 방식 대신 고정요 방식 채택

·외국 선진 제조사에서 개발한 Atlantis AR1500, Andritz Hydro Hammerfest Mk1의 경우 

가변요(variable yaw)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200kW급 시스템의 경우에도 가변요 방식으

로 설계, 제작한 바 있음. 

·이와 같이 가변요를 채택하는 경우, 요 회전부의 직경이 커 수밀성능 확보가 매우 어려

우며, 또한 전력케이블 연결 시 슬립링(slip ring)을 적용하거나 풍력터빈에서와 같이 loop 

cable을 적용해야 함. 슬립링을 적용하는 경우 수밀성능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 누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loop cable의 경우 케이블 감김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음.

·따라서 현재 개발 중인 1MW급 시스템의 경우, 기존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과 달리 고

정요(fixed yaw) 방식을 적용함

·고정요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전력/통신케이블 연결이 용이하고, 요구동부를 제거할 수 

있어 비용을 줄이고, 수밀에 따른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또한 1MW급 조류발전시스템 설치 예정 해역인 장죽수도의 경우 창조류와 낙조류 사이

의 방향이 거의 180도로 후류식(downstream) 방식과 상류식(upstream) 방식을 적용하여 

블레이드를 180도 회전시킴으로써 요제어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효율을 가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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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전자방식의 피치제어 대신 유압방식의 피치제어 고려

·현재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의 피치제어를 위하여 전자방식의 모터를 이용한 피치드라

이버를 적용하고 있으나 외국 선진 제조사와 풍력터빈의 경우에도 유압방식의 피치제어

가 일반적임

·일부 외국 선진 제조사에서도 모터 방식을 고려하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앞선 기술이라

고 사료되지만, 이를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어려움(허브 내 피치모터 설치로 인한 허브 

수밀, 고신뢰성 엔코더 등의 채택 필요)이 있어 1MW급 조류발전시스템 보완설계 시 유

압방식의 피치제어를 추가 고려할 예정임

⑧ 나셀 설계 시 해치부의 확장

·현재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의 경우 수밀성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나셀 해치부

를 상대적으로 작게 설계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나셀 내부 설비 교체 시 나셀을 분해하

거나 혹은 추가 설치가 매우 어려웠음

·따라서 1MW급 조류발전시스템 보완설계 시에는 해치부를 넓게 하거나 혹은 나셀 후방

부를 개폐 가능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

⑨ 링-네트워크를 적용한 네트워크 Redundancy 확보

·200kW급 조류발전 제어시스템과 달리 1MW급 시스템의 경우 링-네트워크 통신을 구축

하여 메인제어기와 서브제어기를 연결

·각각의 연결 제어기 중 하나의 제어기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링 네트워크로 구축된 다

른 제어기가 기능을 수행하는 다중제어 구조로 설계방식을 채택하여 임의 지점에서 오류

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Multi Redundancy를 확보

·



- 295 -

6.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

결정 사유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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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장비명 갯수 제조사 제조국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ADCP)
3 Nortek No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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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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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순번 실적명 내용

1 BEBMO 개발 및 기술이전

· 블레이드를 설계할 수 있는 전용 

소프트웨어

·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기술이전 완료

2 1/5 스케일모델 효율 인증 
· 직경 2.4 m, 용량 20kW 축소모형 제작

· 실해역 시험을 통해 공인시험성적서 획득

3
Full 스케일 모델 다이나모 

인증

· 직경 12 m, 용량 200kW 풀스케일 

제작(KS200)

· 육상 다이나모 시험을 통해 공인시험성적서 

획득

4 방오도료 개발
· 양친매성 방오도료 개발

· 특허 2건 등록 및 기술사업화 추진 시도

5 SCI(E)논문 게재 · SCI 및 SCIE 논문 게재

6 기술품평회 개최
· 발전사 공기업 및 관련 업체들 초빙을 통한 

기술 품평회 개최(2015)

7 SW 등록 · SCADA 및 CMS 프로그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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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유향, 유속 변화에 능동 대처하고 유속량 강화 제어 기법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용범위가 
넓은 조류 발전 시스템 개발·성능평가 및 표준모델 제시

- 유속 2m/s 이상 조건에서 발전출력 200kW 이상
- 발전효율 25% 이상
- 시설용량 대비 설비이용율 30% 이상
◦ 시공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형 지지구조물 설계·시공기술 개발 및 표준모델 제시
◦ 200kW 이상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시스템 설계․현장실증․성능제고를 통한 산업화 기반구축

〈국문요약문〉

연구개발 목표

◦ 유향, 유속 변화에 능동 대처하고 유속량 강화 제어 기법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용범위가 넓은 조류 발전 시스템 개발·성능평가 및 표준모델 제시

- 유속 2m/s 이상 조건에서 발전출력 200kW 이상

- 발전효율 25% 이상

- 시설용량 대비 설비이용율 30% 이상

◦ 시공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형 지지구조물 설계·시공기술 개발 및 표준모델 

제시

◦ 200kW 이상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시스템 설계․현장실증․성능제고를 통한 산업

화 기반구축

연구개발 내용

 o 조류발전기 

  - 대표적 3가지 형식의 조류조류발전기 분석, 실험, 해석, 자문을 통한 최종 시

스템 확정

  - 유향, 유속 변화에 능동 대처하여 설비이용률을 높이는 능동제어 시스템 개

발/실험/평가

  - 유속량 강화 제어 기법 개발 및 적용가능성 평가

  - 효율적이고 유향, 유속 변화를 허용하여 적용범위가 넓은 조류발전기 표준모



델제시

 o 지지구조물 

  - 경제적인 시공과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지구조물 개발/실험/평가/표준모델 제

시 

  - 전용 유지관리 장치와 시공방법 개발 

 o 실해역 실험 및 산업화 기반구축 

  - 실해역 실증장 구축 및 조류발전기/지지구조물 실증실험/평가    

  - 인증 기반 구축 및 복합발전/단지화 방안 연구

연구개발성과

  - 블레이드 설계해석 툴 개발 및 기술이전(BEMBO)

  - 방오도료 개발

  - KS200 설계

  - 실해역 축소모형 시험을 통한 시스템 효율 35.2% 달성

  - 지지구조물 개발 및 설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o 기술적 측면

  - 세가지 형태 조류발전기 설계 방법론 정립 및 형태별 적합한 제어 방식 제시

  - 효율적이고 넓은 발전유속 범위를 갖는 능동 제어형 조류발전시스템 일관기

술 정립 및 확보로 관련 산업의 기술적 기반 강화

  -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설계기술 개발은 대형 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기술 

제고에 기여

 o 경제 산업적 측면 

  - 무공해 자연에너지 획득기술 실용화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기후변화 분야 적

극 대처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토대 마련

  - 조류발전 입지와 개발 가능량 확대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

여

  -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사단가를 낮출 수 있는 지지구조물 설계 및 시공기술은 

조류발전시스템의 전반적인 단가를 낮춰 경쟁력 확보 가능

핵심어(5개 이내) 조류발전 능동제어 지지구조물 현장실증



〈Summary〉

Purpose

◦ Development, validation and standard model suggestion of an efficient and 

wide scope applicable tidal current generator through actively dealing with 

variations of flow speed and direction as well as controlling flow amounts

- larger than 200kW power in large than 2m/s flow speed 

- higher than 25% system efficiency

- higher than 30% capacity factor 

◦ Development of substructure design and construction techniques with low 

cost of construction as well as maintenance, and suggestion of a standard 

model 

◦ Design, assembly, testbed valid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active-controlled tidal current generator over 200kW and substructure 

Contents

o Tidal current power generator

  - Determination of single candidate in each famous 3 type tidal current 

generator through data analysis, real experiments, numerical analysis, and 

consultation 

  - Development/experiment/validation of active-controlled systems for improving 

capacity factor  through actively dealing with variations of flow speed and 

direction 

  - Development/evaluation of flow amounts controlling systems 

  - Standard model suggestion of an efficient and wide scope applicable tidal 

current generator 

 o Substructure

  - Development/experiment/validation of substructure with low cost of 

construction as well as maintenance, and suggestion of a standard model

  - Development of a customized maintenance equipment and construction 

technique 

 o Testbed demonstration and base set-up for commercialization 

  - Testbed construction and experiment/validation of tidal current 

generator/substructure

  - Base set-up of certification and study on complex/array power generating 

method  

Development

Results

 - Development of the blade design analysis tool and technology transfer(BEMBO)

- Development of anti-fouling paint

 - Engineering design for the KS200

 - Achieve 35.2% system efficiency through outdoor scaled model test 

 -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of supporting structures

Expected

Contribution

 o Technical aspects

  - Establishment of design methodologies of three type tidal current generators 



and suggestion of proper active controller for each type generator

  - Establishment and acquisition of total solutions of an efficient and wide scope 

applicable tidal current generator with active controllers, and improvement of 

base of related industry

  - Elevation of technical level through developing the design method of large 

ocean substructure and plant

 o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 Base set-up of sustainable nation growth by coping climate change, and the 

elevation of nation competitiveness through commercializing power 

generation of nature energy with no pollution 

  - Direct contribution of new industry and job positions by widening the area 

for tidal current generation 

  - Elevation of technical competitiveness by lessening cost of substructure 

through design and construction techniques of substructure with low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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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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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가. 연구개발 최종 목표

(1) 최종목표

·유향, 유속 변화에 능동 대처하고 유속량 강화 제어 기법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용범위가 

넓은 조류 발전 시스템 개발·성능평가 및 표준모델 제시

- 유속 2m/s 이상 조건에서 발전출력 200kW 이상

- 발전효율 25% 이상

- 시설용량 대비 설비이용율 30% 이상

·시공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형 지지구조물 설계·시공기술 개발 및 표준모델 제시\

·200kW 이상 능동제어형 조류발전기 설계․현장실증․성능제고를 통한 산업화 기반구축  

(2) 최종목표의 성격 및 설정근거

① 최종연구개발 성과물 

·조류발전 핵심 요소기술, 시제품 개발 및 신형식 경제적 시공공법 

② 최종목표 설정근거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현재 조류발전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단계에서 선진국 

등 관련 기관에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외부유출을 엄격히 금하고 있어 자료 수집의 한계, 

그리고 현단계의 기술수준 등을 감안하고, 조류발전 산업화 추진을 위하여 최종목표 설

정 근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조류발전 산업화 추진을 위하여 최종목표 선정은 적절함 

- 유향, 유속 변화에 능동 대처하고 유속량 강화 제어 기법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용범위

가 넓은 조류 발전 시스템 개발·성능평가 및 표준모델 제시는 조류발전 산업화에 필수

적이고,

- 또한, 조류발전의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시공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형 지지구조물 설

계·시공기술 개발 및 표준모델 제시 역시 필수적이며,

- 200kW 이상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시스템 실증실험 및 성능개선은 저유속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조류발전 시스템으로 조류발전 산업화를 위한 중요한 연구목표임지지구

조물 연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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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류발전시스템 설계, 검증, 제작 및 평가 연구 실적

가. 1차년도 

(1) 수차 자료 분석 및 기초 설계

① 수평축 수차·자료 분석 및 기초설계

·기존 연구 경향과 시스템 분석

- 터빈 블레이드 설계 연구 경향

·초기에는 해석적인 방법인 BEMT(blade element momentum theory)가 주로 사용됨  

·최근 컴퓨터의 성능 향상에 기인하여 수치적인 방법인 전산유체해석(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기법을 통한 정밀한 해석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음 

·또한, 축소 모형을 통한 수리실험 연구도 수치방법의 검증과 터빈 성능 해석을 위해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음  

·최근의 연구는 위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통합적인 분석을 통한 연구와 다중 터빈의 

간섭 효과를 해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기존 시스템의 정격 유속 등 가동 조건과 규격 정보

·50KW이상 실해역에서 실증된 시스템 기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표 1]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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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품명
정격유속

(m/s)

cut-in 
speed
(m/s)

RPM D(m) Rotor Power(KW)

Marine 
Current 
Turbines

SeeGen 2.5 0.7 14.3 16 2 1600

OpenHydro Opencenter 2.5 0.7 12 10 1 200
Verdant 
Power

Gen4 RITE 2.5 0.8 35 5 1 56
Gen5 2.5 1 40 5 3 168

Tocardo BV Tocard 200 2~4 0.4~0.8 22~44 9.2-4.6 1 87~174
Tocard 500 2~3.5 0.7 0~23 8.4 1 90~500

Atlantis 
Resources 

Corporation
AK-1000 2.6 - 8~20 18 2 1000

Rolls-Royde DeepGen 2.7 1 18 1 1000
UEK

 Underwater 
Electric Kite

4.12 - - - 2 1030
Lunar RTT2000 3.1 1 - 19.5 1 2000
SMD Tidel 2.3 0.7 - 8 2 1000

Hammerfest 
strom

HS1000 2.7 1.8 - 21 1 1000
Voith Hydro HyTide1000 3 - - 16 1 1000
Tidal Energy 

LTD
deltastream 3 - - 15 1 1200

[표 1] 조류발전 정격유속 등 가동 조건과 규격 정보

·정격유속은 2-4.12m/s, 자기기동속도(cut-in speed)는 0.4-1.8m/s에 속해 있음

·분당 회전수(RPM)는 44 미만이고, 규격이 클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음 

·단일 로터 직경은 5-21m 범위에 있으며 직경과 로터 개수는 출력과 효율에 따라 결정

됨

·가동 조건 및 규격들에 대한 대략적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임  

- 개방형 수평축 터빈의 코드(C), 블레이드(R)와 허브 반경(r) 간의 관계 

·수평축은 다수의 터빈이 개방형으로 개발되고 있음 [Khan, 2009]

·[그림 1]의 시스템들에 대해 공개된 자료와 측정에 의한 수치를 이용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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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방형 수평축 시스템

[그림 2] 블레이드 반경 대비 코드 길이와 허브 반경 비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은 대부분 20~40%에, r/R은 10~20%에 분포하고 있음 

·형상 설계에 필요한 초기 조건 및 검증에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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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트형 터빈 기존 시스템 분석

·50KW이상 실해역 설치된 시스템을 위주로 블레이드 개수 등의 정보를 [표 2] 나열함

회사 제품명 혹은 과제명 터빈 수 블레이드수 출력 (kW)
clean current race rock project 1 4 65

minesto Deep green 1 10 500
lunar energy Rotech tidal turbine 1 7 1000
open hydro open center 1 12 250

UEK system
 Underwater Electric 

Kite
2 6 1030

[표 2] 덕트형 터빈 기존 시스템 규격 조건

·블레이드 개수는 4개 이상이며 250kW 이상의 시스템의 경우는 6개 이상으로 다수 블

레이드를 채택하는 것이 큰 특징임(초기 설계 방향 설정 시 활용 가능)

·형상설계 연구 

- Blade element-Momentum Theory (BEMT) 기반 프로그램 개발

·수차 블레이드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검증함 

·참고문헌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음으로써 프로그램을 검증함

·프로그램의 검증은 참고문헌 [Batten, 2007]에 제시된 결과를 사용

 

[그림 3] 블레이드의 한 부분에 작용하는 힘

·최종 계산된 출력계수(Cp)와 비교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결과가 [그림 4]와 

같이 참고문헌의 계산 결과보다 측정치에 더 근접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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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EMT 프로그램의 검증

- BEMT 기반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험 수조의 수리모형 블레이드 설계

·[그림 3]과 같은 블레이드 및 힘 정의를 사용하고, 아래의 설계 조건에 대하여, 블레이

드 피치 및 코드 설계함 (익형은 참고문헌 [Batten 2007]에 제시된 것을 사용)

반경 R = 0.15 m

유속 V = 0.5 m/s

블레이드 수 B = 2

·각 블레이드 요소에서 최고의 Cp를 갖도록 각 요소의 코드 길이를 변경한 결과, 코드 

분포가 [그림 5]의 좌측의 점들과 같고, 점들의 추세선을 선형으로 하여 Cp를 다시 계

산한 결과, [그림 5]의 우측과 같이 나타남 

[그림 5] 최대 Cp를 갖는 블레이드의 코드 분포 (좌) 및 Cp (우)

·이를 [표 3]에서와 같이 비교해보면, 설계한 블레이드의 Cp가 참고문헌에서 제시된 Cp

보다 약 5%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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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d Cp Difference (%)

참고문헌 0.41 ---

Optimal (점) 0.43 +4.8

Optimal (선형) 0.43 +4.8

[표 3] BEMT로 계산된 Cp 비교

·이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최적 Cp가 발생하는 회전수는 약 191 RPM임

·이를 참고문헌과 비교하면 아래 [표 4]와 같음

R (m) B λ V (m/s) Ω (RPM) 참고자료
0.25 3 1.0 191.0 [Jo, 2012]
0.40 3 6 1.73 247.8 [Batten, 2007]
0.15 2 6 0.5 191.0 Present

[표 4] BEMT로 계산된 Cp 비교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블레이드의 각 섹션을 도시하면 아래 [그림 6]과 같음 

[그림 6] 설계된 블레이드의 단면

·이 블레이드의 3차원 형상은 [그림 7]과 같음 



- 8 -

[그림 7] 설계된 블레이드의 형상

- BEMT를 이용하여 설계한 수차의 Cp 및 출력 계산

·피치 각도와 블레이드 끝단 속도비(Tip Speed Ratio, TSR)가 출력에 미치는 영향을 Cp

를 산출함으로써 조사하였음

ü [그림 8]은 다양한 피치 각도와 끝단 속도비에서의 출력 계수를 비교한 것으로서, 

ü TSR이 작은 경우(유입류 속도가 큰 경우)에는 Cp가 일정하게 변하지만, TSR이  큰 

경우에는 허브 장착 각도가 커질수록 급격히 출력 계수 Cp가 작아지고, 

ü 장착 각도가 20도인 경우, 최대 Cp를 발생하는 TSR의 범위가 높고, 최대 Cp는 0.4

를 상회함

[그림 8] 피치 각도 변화에 따른 출력 계수 

- BEMT를 이용하여 설계한 수차의 Cq 및 토크 계산

·피치 각도와 블레이드 끝단 속도비가 토크에 미치는 영향을 Cq를 산출함으로써 조사

하였음

·[그림 9]는 끝단 속도비와 허브에서의 피치 각도를 변화 시키면서 산출한 토크 계수 

Cq로서, 

ü 장착각도가 18도일 때 토크 계수는 TRS가 4 부근에서 최대값 0.09를 가지고, 

ü 큰 장착각도에서는 최대 토크 계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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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피치 각도 변화에 따른 토크 계수

- 앞의 출력 및 토크 결과 그래프를 통해 산출된 블레이드 모형을 검증하고 피치각 조절

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음

- BEMT를 이용한 실규모의 기본형 수차 설계 

·정격유속 2m/s, 정격출력 200kW, 효율 25%의 기준에 맞게 개념 설계를 진행함

·위 조건의 경우 단면적은 195m2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전체 직경은 15.7m이 됨

ü 전체 반경과 허브 반경은 BEMT의 초기 조건을 사용함

ü 20% r/R을 기준으로 BEMT 수행 결과 블레이드 2개의 경우 33%의 C/R, 3개의 경우 

22% C/R로 [그림 2]의 기존 시스템 분석 범위 안에 분포함

ü 이는 기본 형태로서 [그림 10에 도식하였고 앞의 조건들에 따라 형상 변경이 가능

함

[그림 10] 블레이드 기본형 캐드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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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유체해석 

- 해석 방법론 

·상용 전산유체해석 소프트웨어인 FLUENT를 활용하여 3차원 비정상 해석을 수행함

·난류 모델은 shear stress transport(SST)   - 유동 박리(flow separation)와 표면 마

찰력을 더 정확하게 근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Castelli, 2012] 크게 유동박리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Consul, 2008]임 - 를 이용함   

·TSR과 부하 부여 해석 방식 채택함 

·각 문제에 대한 시간 간격과 격자 수렴성을 검증한 후에 진행함 

·BEMT에서 제공할 수 없는 3차원 영향과 함께 정밀한 결과를 제공하나, 3차원 해석을 

위하여 많은 시간이 요구됨

- 검증 진행

·실험 결과와 비교: Batten[2007]의 실험 규격에 맞추어 문제를 구성함      

ü 유속은 3m/s이며 직경은 80cm인 블레이드 세 개를 가지는 터빈을 사용함

ü 터빈 주위에 sliding mesh를 구성하여 회전 시 발생되는 격자 변형을 최소화함 ([그림 

11)

[그림 11] 해석 영역 

  

- TSR 부여 해석 

ü TSR을 5, 6, 7, 그리고 8로 변화하면서 해석 수행함 

ü [그림 12]는 TSR 7에서의 해석 후 결과를 압력과 속도 분포로 도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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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TSR 7에서의 압력과 속도 분포도 

    

- 부하 부여 해석 

·초기는 무부하로 해석 진행함   

·무부하 조건에서 수렴 후 부하를 16, 20 N·m 등으로 늘리면서 해석을 수행함 

·주어진 부하 조건에서 수렴된 결과는 [그림 13]에 도식화함

[그림 13] 부하 부여 해석 결과 

·수평축 터빈의 경우 수렴 후 회전 속도와 토크에 변동성은 미비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부하 부여 해석의 수렴 후 결과는 TSR 고정해석과 유사하므로 자기기동 속도

(cut-in speed) 예측 정도에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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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실험 결과와 비교

·실험 결과와의 비교 

ü BEMT, 실험, 그리고 (TSR이 주어진 경우) CFD 결과가 비슷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음 

ü 부하 부여 해석 시 결과는 다소 높은 끝단 속도비에서 최고 출력이 발생함 : 부하 

부여 해석의 경우 조건 설정 변경 등에 대한 영향 파악이 필요

- 기본형 수차에 대한 CFD 해석

·[그림 10]의 블레이드 모형이 이용되었으며 BEMT 결과와 유사함 

[그림 15] 기본형 수차의 효율 결과

·실험 모형 제작

- 실험 장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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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지지대에 터빈이 고정된 형태 제작(모노파일 단일 터빈 고정 방식과 유사함)

·기존 프레임을 활용하고 터빈의 성능 검토를 목적으로 시도함

·자료 습득 및 처리 시스템 구축함

·터빈은 쾌속 조형(Rapid Prototyping)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재질은 폴리카본네

이트(Polycarbonate)을 사용하였음

·터빈 직경은 30cm이며, 블레이드 형상은 BEMT를 이용하였음

[그림 16] 설치 전경(좌) 자료 습득 및 처리 시스템(우)

- 실험 결과 

·유속 0.67m/s에서 수행, TSR 5.5에서 최대 효율 30%를 얻음

·CFD 해석 결과와 비교함 

ü CFD 해석은 TSR 부여하면서 해석 진행함 

ü CFD 해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최고 효율 대비 TSR이 우측으로 이동함  

[그림 17] 수리실험과 CFD 결과 비교 

·BEMT 해석 결과와 최대 효율이 10% 이상 차이가 나지만, 최대 효율의 나오는 TS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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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영역(5-8)에 속함

·CFD 해석 및 BEMT 결과와 수리모형 실험과의 차이점 분석과 해결 방안

ü 모형 수차 블레이드와 회전축과의 거리가 가까움 

ü [그림 14]와 [그림 15]의 결과는 BEMT와 유사하므로, 모형의 크기가 작아서 발생되

는 차이로 판단됨    

·회전축과의 거리를 늘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2차 실험 장치 제작

[그림 18] L형 2차 실험장치 

·Scale factor 영향은 넓은 단면 수조를 이용한 추가실험을 통해 판단할 예정임 

·적정 수차 형상

- 기초 설계는 기존 시스템 분석 자료와 BEMT를 이용하여 진행함 

- 설계 검증과 상세 설계는 수리 모형 실험과 CFD해석을 이용함 

- 기존의 시스템 분석을 통한 적정 형상은 다음과 같음

·개방형 터빈의 경우는 블레이드 개수는 2~3, 코드 길이 대비 블레이드가 긴 형태 

·덕트형 터빈의 경우는 블레이크 개수가 다수인 형태

- 끝단 형상 등 세부 설계는 기본형태가 확정된 후에 진행할 예정

② 수직축 수차·자료 분석 및 기초설계

·기존 연구 경향과 시스템 분석

- 수직축은 크게 다리우스, 사보니우스, 하이브리드 형태의 터빈이 주로 이용됨 

·다리우스 수차 

- 단면 형상 최적화 연구  

·Carrigan[2012] 등의 연구 등에서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였음

ü 최적화 형상의 기존 단면 형상과 크게 차이가 없고, 효율 향상 정도도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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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최적 형상과 Cp 향상 결과 [Carrigan, 2012]

·캠버 형상 구현을 통한 자기기동속도를 향상하는 연구들이 진행됨 [beri, 2011]  

·아래와 같은 캠버 형상을 이용할 경우, cut-in speed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으나 최고 

효율은 낮아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그림 20]  NACA0018의 변형된 형상

·한국해양연구원[2011]에서 다양한 단면 형상 연구가 진행되었음 

ü NACA 계열의 7개의 대칭 단면(12,14,16,18,20,22,24)과 2개의 비대칭단면(1520, 4520) 

사용 

ü NACA0020의 경우에 가장 높은 효율을 얻었으나, 차이는 1% 정도에 불과함

ü 비대칭 형상보다는 대칭 형상이 효율 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최적화 기법을 통해 

약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블레이드 개수 

·Caselli[2012]와 한국해양연구원[2011]에서 수행됨 

·블레이드 개수가 늘어나면 변동성은 감소하나, 효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솔리디티(Solidity) 변화 

·Consul[2009]과 한국해양연구원[2011] 등에서 수행됨 

·솔리디티가 커질수록 최고 효율을 얻는 TSR이 작아지게 되며 효율 차이도 발생

·RPM과 정격유속 등 조류 발전 가동 조건을 고려한 설계가 요구되는 요소임 

- 직경 결정 

·한국해양연구원[2011]에 의하면 구조적인 안정성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직경을 크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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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권장됨

- 피치 제어

·Hwang [2009]과 Schonborn[2007] 등의 연구에서 제안됨 

·위치에 따라 블레이드 힘의 변동성을 최소하기 위해 사인 함수로 피치 각도를 조절함

·항력의 차이는 별로 없이 효율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 

[그림 21] 피치각도 조절 방식과 성능향상 [Schonborn, 2007]

- 기존 시스템 분석 

·공개된 항목을 [표 .5]에 나타내었음( -는 정보 없음을 나타냄) 

· 200kW 이상은 모두 덕트가 있는 형태로 개발, 직경 대비 높이비(H/D)는 1-2.5 정도임, 

RPM은 40이하로 HAT와 비슷한 수준이고, Blade 개수는 3-5가 대부분임 

·단면 정보는 KOBOLD의 NACA0018 외에는 없음  

회사명 제품명 H/D 단면
블레이드 

개수
덕트 형태

로터 
직경(개수)

유속 출력
끝단 

속도비
RPM

tidal energy pty DH venturi 1.4 - 4 비대칭 10m(1) 2m/s 200KW - -
Blue energy 1.1 - 4 대칭 10m(1)  2m/s 180KW 5.5m/s 11.5
Canoe pass 1.1 - 5 대칭 - - - - -

GmbH
Atlantisstro

m
2.5 - 5 자연 8m 2m/s 200KW

Ponte di 
Archimedes 

KOBOLD 0.75
NACA00

18
3 없음 - - - - -

Ocean 
Renewable 

Power
TidGen 2.2 - 3 없음 2.6(4개) 3m/s 140KW n/i 40

[표 5] 수직축 기존 시스템 분석



- 17 -

[그림 22] 기존시스템 형식

·사보니우스 수차 

- Menet [2004]의 연구에서 제시한 대로 사보니우스는 다른 터빈에 비해 낮은 TSR()에서 

최고 효율이 얻어지며 다른 터빈에 비해 효율이 낮음

[그림 23] 터빈별 효율 곡선

- 기본 형태는 [그림 24]와 같고 대부분 2-3개의 블레이드를 가짐 

·유동에 의해 힘을 받는 Advancing blade와 returning blade로 나누어짐

·Returning blade는 회전방향에 역행하는 힘이 발생함으로 전반적인 효율이 낮아짐 

·따라서 returning blade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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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사보니우스 터빈의 기본 형태

- 다단 효과와 밸브 영향 [Saha, 2008] 

·1~3단, 2~3 블레이드 조합에 대한 풍동 실험을 진행한 결과 2단 2블레이드 조합이 우

수한 성능을 지님

·수동 밸브를 통해 뒤 블레이드의 위치에서 밸브를 열어 역행하는 힘을 최소화 함

- 가이더에 의한 뒤 블레이드 효과 감쇠 [Mohamed, 2010]

·평판과 곡면 형태 가이더를 최적화 기법을 통해 얻어냄 

·기존 사보니우스에서 30% 정도 향상을 통해 40%에 근접한 효율을 얻어냄 

[그림 25] 사보니우스 가이더의 최적형상 

[Mohamed, 2010]

- 기존 시스템 분석 

·사보니우스의 경우 50kW 이상 시스템은 2개 정도에 불과하며, 관련 정보는 [표 6] 에 

나열하였고, 해당 시스템은 [그림 26]에 제시

회사 시스템명 H/D 단면
블레이드개

수
덕트 유속

출력(kW
)

가이더 단 
Neptune 

Renewable 
Energy

Neptune 1.18 반원 14
비대칭 
덕트

3m/s 250 유 1

Sea Power Exim 0.65 반원 3 없음 - 48-72 무 6

[표 6] 사보니우스 기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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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더가 있는 형태(Neptune)나 다단 구조(Exim)로 개발되어 있음

·Neptune의 경우는 반원 크기를 줄이고 팁 부분에 배치하였고 여러 개의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등 기존 터빈과는 형상이 많이 다름

·직경 대비 높이비(H/D)는 0.6-1.2 사이에 있음 

[그림 26] 사보니우스 기존 시스템 형식

·하이브리드 방식  

- 소형 풍력 발전기에서는 사보니우스와 다리우스의 결합식 터빈이 사용됨 

- Wakui[2005] 등이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그림 27]과 같이 다리우스에 의한 효과가 대부

분이라 추가적인 이득이 적음 

[그림 27] 하이브리드 방식의 성능 (좌측: 토크 계수, 우측: 출력 계수)

- 다리우스를 두 겹으로 하는 방식 [한국해양연구원, 2011]

·한 겹의 다리우스에 비해 효율이 떨어짐으로 반경 방향으로 여러 겹을 두는 것은 권장

사항이 아님

- 50kW 이상의 규모로 개발된 수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형상 설계 연구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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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설계 방법 분석 및 선정 

·수평축과는 달리 BEMT에 기초한 방법은 신뢰성이 낮아 사용 빈도가 낮음

·2차원과 3차원 설계요소로 구분하여 설계를 진행함 

ü 2차원 설계요소 : 직경, 코드 길이, 솔리디티(solidity), 개수, 단면 형상, 반경 반향 

배치 등

ü 3차원 설계요소 : 높이, (나선형 블레이드의) 비틀림 각도, 다단 형상  

·2차원 설계요소에 대해 CFD 해석을 통해 결정함

·3차원 모형은 CFD 해석과 수리모형 실험 연구로 성능 검증과 최적 설계를 진행함 

- 설계 변수간 trade-off 고려한 형상 설계 

·파라메트릭 해석에 의한 형상 설계 시 설계변수가 trade-off는 고려되어야 함 

·나선형 블레이드의 경우는 [그림 28]과 같고 그림의 aspect ratio은 높이/직경이며, 

hellical pitch은 경사각, 그리고 Blade Wrap은 100%는 나선형 블레이드가 간극 없이 연

결되는 경우를 뜻함

·3차원 설계요소인 경사각은 클수록, 즉 직선 블레이드가 될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반면 

변동성이 커지는 단점도 가지고 있음 

[그림 28] 나선형 블레이드 터빈의 설계변수의 tradeoff[Niblick 

2012] 

- 본 연구의 목적 유속, 효율, 그리고 출력에 맞게 기본형을 추출함 

·위의 방법 설계 방법으로 얻어진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터빈 형상을 이용함 

·터빈을 개수를 변경하면서 기본형을 구성함

·단일 터빈의 경우 HxD는 21.02 x 9.29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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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단일 

터빈 기본형 

캐드 모델

·이중 터빈의 경우 HxD가 14.9x6.58m로 총 길이는 29.8m에 해당되어 수평으로 눕히는 

형태가 가능함

·

  
[그림 30] 이중 터빈 기본형 캐드 모델

·사중 터빈의 경우 HxD가 10.51x4.64m로 총 길이는 42.04m에 해당되어 수평으로 눕히

는 형태가 가능함. 이는 기존 시스템 TidGen와 유사한 형태가 됨 

[그림 31] 사중 터빈 기본형 캐드 모델

- 사보니우스 수차의 경우는 가이더가 있는 형태에 대해 기본형 추출 연구 진행 중임

·전산유체해석-

·다리우스 수차 

-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모형에 대한 TSR을 적용하여 2차원 해석을 진행함 

·3m/s 유속에서 최고 효율 53%로 실제 모형보다 10% 정도 높게 나옴 

·다수의 연구 논문에서도 2차원 결과가 3차원 결과보다 크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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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차원 모형의 압력 분포와 효율 그래프

- 동일한 2차원 모형에 부하를 적용하여 해석을 진행함 

·3m/s 유속 등 위와 같은 조건에서 진행함 

·부하를 조절하면서 TSR을 2와 4사이에 있도록 함 

·TSR 부여 해석의 결과와 대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음 

[그림 33] 2차원 모형의 압력 분포와 효율 그래프

·TSR 부여 해석과 다르게, [그림 34에서 RPM 그래프에서 변동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수직축 터빈의 변동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척도를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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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부하 부여 해석 결과

- 자기기동속도를 산정을 위한 무부하 해석 진행 

·유동 속도가 증가하면서 수렴되는 RPM이 커지고 수렴 시간도 단축됨 

·부하가 없기 때문에 낮은 속도에서도 발전은 가능하지만, 이는 이상적인 조건임. 

·실제 시스템에서는 마찰이나, 동력전달계 관성력 등이 존재함으로 자기기동속도 판단

을 위해서는 임의의 부하값이 필요함 

·임의의 부하값에서 터빈 간의 자기기동속도 차이를 통해 비교 연구가 가능함   

[그림 35] 유동 속도별 수렴 RPM 

- TSR 부여 3차원 해석 검증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터빈 모형인 나선형 블레이드(helical blade)를 사용해서 해석 수행 

·3m/s 유속에 높이 7.2m, 직경 2.9m이고 TSR 1.935에서 압력 분포는 [그림 36]에 도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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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나선형 

블레이드를 이용한 

다리우스 터빈들의 

압력분포 

·나선형 블레이드의 경우는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의 터빈 효율 40%와 유사

- 3차원 부하 부여 해석 

·시험조류발전소의 나선형 블레이드 모형에 대해 부하를 조절하면서 해석 진행 

·최대 효율이 42%로 나왔으며 STAR-CCM+결과[한국해양연구원, 2011]와도 유사

·[그림 38]의 수렴 후 분당회전수는 [그림 34]에 비해 변동성이 크게 적어 나선형 블레

이드 터빈의 장점을 보여줌.   

         
[그림 37] 부하 고정해석 결과(파란색선은 FLUENT 

결과, 주황색 점은 STAR-CCM+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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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나선형 터빈의 부하 부여 해석 시 시간별 

토크와 분당회전수 결과

- 피치각 제어 해석 

·유속 3m/s 조건에서 TSR 부여하여 2차원 CFD 해석을 진행하였음 

·참고 문헌[Schonborn, 2007]와 같이 단면은 NACA0020, 코드 길이는 0.44m 그리고 반경 

길이는 1.44m의 터빈 이용함  

·[그림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바깥쪽에 정적 메쉬가 있으며 그리고 큰 원은 슬

라이딩 메쉬이며 주어진 RPM에 따라 회전함

·큰 원안에 블레이드에 부착되는 작은 원들도 슬라이딩 메쉬이며, 피치각 입력에 의해 

회전함 

·회전은 주어지는 각 크기에 회전각에 따른 코사인 함수로 다음과 같이 주어짐

cos여기서 는피치각크기이고는터빈의회전각임

[그림 39] 피치각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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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각 크기는 2, 5, 그리고 10으로 변화하면서 비정상 해석을 수행하였고 세 가지 경

우에 대한 최대값을 추출하여 [표 7]에 제시함. TSR이 클수록 적은 피치각에서 최대값

이 도출

·각 TSR에 따라 100% 이상의 효율 향상이 있었고, 고정 피치의 최대 효율이 나오는 

TSR에서는 4% 정도의 효율향상을 가져옴

·효율 향상 정도와 피치 제어 시스템의 제작, 운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채택여부를 결

정할 필요가 있음

·사보니우스 수차 

- 두 블레이드에 가이더를 가지는 경우에 대한 비정상 해석 수행

·사보니우스 터빈의 경우는 주로 이용되는 난류 모델은 이며 이를 이용함 

·속도는 2m/s이며, 블레이드 반경은 4m로 실 규모의 모형에 적용함 

·사보니우스 터빈 주위는 슬라이딩 메쉬 이용, 가이더 유무에 따라 비정상 해석 수행 

·[그림 40]에서 보는 바처럼 가이더가 없는 경우는 뒤 블레이드 위치에 강한 압력장이 

생성되어 회전을 방해하지만, 가이더가 있는 경우는 이런 강한 압력장이 없어 효율향

상에 도움을 줌. 이를 통해 효율은 17%에서 34% 증가함 

[그림 40] 사보니우스 격자 모형과 가이더 유무에 따른 압력 분포

    

·실험 장치와 모형 

- 실험을 위한 시스템의 개념도는 [그림 41] (a)에 있으며 작동부(A), 계측부(B), 그리고 자

료 습득 및 처리부(C)로 나누어져 있음

TSR
Cp of fixed 
pitch angle

 Max. Cp of 
pitch 

control

% of 
improvemen

t

Amplitude of angle (degree)

2 5 10

1 0.119 0.27 130% 0.19 0.23 0.27
1.5 0.403 0.48 19% 0.46 0.48 0.47
2 0.537 0.56 4% 0.56 0.53 0.50

2.5 0.485 0.53 10% 0.53 - -
3 0.401 0.47 17% 0.47 - -
4 0.104 0.29 175% 0.29 - -

[표 7] 피치각도 제어 시 최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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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실제 이미지는 [그림 41] (a)에 있으며, 자료 처리를 위한 S/W도 개발

[그림 41] 실험장치

- 실험 모형

·금속재 모형을 대신할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쾌속 조형 블레이드와 금속재 회전축을 

가지는 복합재 모형을 제작하였고, 금속재 모형과의 비교 실험 진행 중임

·적정 수차 형상

- 다리우스형은 나선형 블레이드나 피치 제어 기능을 장착한 터빈들이 유리할 것으로 판

단됨

·능동 피치 제어 방식은 복잡성 증가 및 추가에너지 소모가 요구되나 효율 향상 및 변

동성 감소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함

- 사보니우스형은 가이더가 있는 방식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시스템 분석과 문헌 조사 결과 개방형보다는 덕트형이 유리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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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동물체형 수차 분석 및 기초설계  

- 가동물체형 수차로는 와류 유발 진동과 플랩 운동을 이용한 수차로 크게 구분됨

- [그림 42]와 같이 플랩 운동은 능동 피치제어에 의해 발생되어 추가에너지가 요구되나, 

더 큰 양력이 생성되어 발전에 유리한 면이 있음

[그림 42] 와류 유발 진동과 플랩 운동

·기존 연구 방향과 기존수차 분석

- 기존 연구 방향  

·와류 유발 진동 방식은 실린더의 개수의 증가나 힘의 전달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 

·플랩 운동 방식 연구는 대부분 추진기에 맞추어 이루어짐  

ü 발전에 사용되는 운동조건은 추진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대

부분임

ü 플래퍼(flapper)의 배치에 따른 간섭효과 연구를 통해 최적 배치를 제안한 연구도 

진행됨

 
- 기존 시스템 분석

·100kW이상으로 개발된 플랩 운동을 이용한 시스템은 3개가 있음 (표 8)

·L(암 길이)/C(코드 길이)는 2.8-3.5에 있으며, S(스팬 길이)/C는 6-9.5사이에 존재함

·운동 조건에 대한 공개된 자료는 없음 

회사 시스템 단면 출력(kw)
유속(m/s

)
블레이드수 L/C S/C

ITpower stingray
naca001

5
117.5 2 1 3 6

Pulse 
tidal

pulse stream 
100

100 2 5 7

pscd 1200 1200 4 2.8 9.5

[표 8] 플랩 운동 방식의 기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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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플랩 운동 방식 시스템 형식

·[그림 43]의 PSCD 1200은 2013년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와류 유발 진동 방식은 Vortex hydro energy사에서 제작한 사례는 있으나 출력이 3KW

에 불과함. 따라서, 플랩 방식에 대해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함  

·

·형상설계 

- 설계 진행 방식 

·BEMT 연구는 추진기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고 발전기 운동에 대해서는 개발 중임. 

따라서 수직축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함

·코드 길이, 플랩 암의 길이 등 주요 설계 인자를 기존 시스템 분석과 2차원 CFD 해석

을 통해 결정함

·피치각, 주파수 등의 운동조건에 따른 영향을 수리 모형 실험과 CFD 해석을 통해 조

정함 

·추출된 형상에 대한 3차원 CFD 해석과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검증 및 설계

- 기본형 설계

·200kW, 2m/s, 그리고 25% 효율 조건에 맞는 통수 면적을 가지는 시스템 설계

·통수 면적 195m2를 가지며 [표 8]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S=20, C=3.3, L(arm)=11

·이 때 상하 운동의 크기는 9.8m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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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플랩운동 

방식의 기본형 캐드 

모델 

·CFD 해석 

- Kinsey[2012] 연구에서 사용된 형상과 운동조건을 적용하여 CFD 해석으로 검증

·단면은 NACA0015, 코드 길이는 0.24m, 스팬 길이는 1.68m, 상하운동 크기는 코드길이, 

그리고 피치각 크기는 75도로 주어짐

·피치 운동과 상하 운동과는 9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음

·2m/s 유속에서 레이놀드 수는 500,000이며 주파수는 0.14의 운동 조건을 이용함 

[그림 45] 양력과 항력 계수  

·[그림 45]의 결과처럼 양력과 항력계수가 잘 일치하고 있으며 계산된 효율은 34%임

- 실규모 조건에 맞게 크기를 조절하여 해석 진행 

·코드 길이 3.75m로 하고 형상과 조건은 그대로 사용

·2m/s 유속에서 해석을 수행하였고 최대 피치각일 때 해석 결과를 [그림 46]에 도식함

·효율은 40%로 전체 크기가 커지면 효율에 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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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최대 피치에서 유속, 압력 분포와 와류 결과

 
·실험 장치 

- 실험 장치 구성도 

·[그림 47]과 같이 작동부, 센서부, 그리고 자료 처리부로 나뉘어져 있음 

·물속에 잠긴 날개의 피치를 제어장치로 변경하여 날개가 상하 운동을 하게하고, 이 상

하 운동을 풀리와 벨트를 이용하여 일방향 회전 운동으로 바꾸고, 토크와 RPM을 측정

 
[그림 47] 가동물체형 수차 실험 장치(좌: 

작동부와 센서부, 우: 자료처리부 )

- 일방향 동력전달 장치의 설계 및 구현

·[그림 42]와 같이 날개가 유입류에 의하여 상하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 가동물체의 상

하 왕복 운동을 일방향 회전운동으로 변환하여 동력을 전달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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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일방향 동력전달장치의 설계 개념

·클러치를 포함하여 단방향 회전하는 기어 조합을 개발(그림 48)하였고, 여기서 클러치

는 한방향의 힘만 전달하는 역할을 함

·기어 조합 구조는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이에 대한 특허 출원)  

·적정 수차 형상

- 기본형에서 플랩 암의 길이, 스팬 길이, 그리고 코드 길이에 대해서 파라미터 해석 진행 

- 최적인 운동조건을 CFD 해석과 실험을 통해서 추출함 

- 3차원 모형이 결정되면 3차원 CFD 해석과 모형실험을 통해 검증 및 설계

④ 재료 특성 조사 

·일반적인 수차 구조재료로, 블레이드는 복합재료가 허브구조는 금속재료가 주로 사용됨 

·복합재료 사용 이유

- 조류발전용 블레이드는 풍력 발전용 블레이드에 비해 큰 하중을 견디어 내야하 

- 무게 대비 강성비가 높고 피로파괴 특성이 우수함 

- 금속을 사용한 경우보다 부식 문제가 덜 심각하여 과 설계 방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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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료 적용 사례 

- PulseTidal사

·길이 35m 평판 구조로 강화 목적의 박스 스파는 탄소/에폭시 복합재료가, 스킨은 유리

/에폭시/PVC 샌드위치 구조로 복합재료 사용됨 

- MCT사 SeaGen 시스템 

·8m 길이의 피치 제어 블레이드로, 탄소-유리 섬유 강화 복합재료 적용 

- Ocean Renewable Power사의 TGU 시스템 

·주축과 디스크는 탄소/유리섬유/에폭시 복합재료가, 블레이드는 E-유리/비닐에스터로 

제작됨 

[그림 49] PulseTidal사(좌), MCT사(우상), ORP사의 수차 시스템  

·기존자료를 조사하여 수차에 사용하는 복합재료의 물성치 조사

- 가격 대비 성능을 고려하여 수차 블레이드에는 유리섬유 강화 복합재료를 주로 사용함 

-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미국)의 자료 [Bir, 2011]

·[그림 50]는 참고자료 [Bir, 2011]에서 사용한 수차 구조의 단면을 도시한 것으로서, 각 

부위의 구조 구성을 표시하고 있음 

[그림 50] 수차 단면 구조 사례

 

·[표 9]는 참고문헌 [Bir, 2011]에서 제시한 각 재료의 물성치를 정리한 도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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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수차 물성치 사례(NREL)

 

- University of Tennessee의 자료 [Pierson, 2009] 

·[표 10]은 참고문헌[Pierson, 2009]에서 제시한 각 재료의 물성치임

[표 10] 수차 물성치 사례(University of Tennessee)

 
- IFREMER Materials & Structures Group의 자료 (Boisseau)

·[표 11] 및 [표 12]는 위 참고문헌에서 제시한 각 재료의 물성치임

Fiber
Density(g/cm2

)
Tensile Modulus 

(GPa)
Tensile Strength 

(MPa)
E-glass 2.57 78-80 2000-2500

AdvantexT
M

2.62 81-83 2200-2600

HiPer-texT
M

2.55 89-91 3050-3400

[표 11] 수차 물성치 사례 (Fiber) (FREMER Materials & Structures Group)

Density
(g/cm2)

Tensile 
Modulus

(GPa)

Tensile 
Strength

(MPa)

Failure 
stain
(%)

Tg

1.05-1.1
5

3.2 75 7 85oC

[표 12] 수차 물성치 사례 (Resin) (FREMER Materials & Structure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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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는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유리섬유 복합재료의 물성치를 웹사이트와 자료를 

통하여 조사하여 정리한 것임. 

SamWo
o

(UD) 

SK Chemical 
(UD: UGN120) 

SamWoo 
(UD 

Mat:0/90) 

SK Chemical 
(Fabric: 
GEP132) 

HGF 
(Fabric: 
HG181) 

E1  (GPa) 46.0 39.3 47 25.5 24 
E2 (GPa) 12.6 - - - 24 

G12  
(GPa) 

- - - 4.5 

ν12 - - - - 0.15 
Xt (MPa) 989/50 1,100 978 347 341 
Xc (MPa) -769 - -769 - - 
ρ (kg/m3) - 2,033 - - - 

t (mm) 0.3~0.8* 0.12 - 0.13 - 

[표 13]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유리섬유 복합재료의 물성치

- 수차 블레이드를 제외한 허브 및 연결 구조에는 부식 방지를 위하여, [표 14]의 Nickel 

Aluminum Bronze 합금 (NAB)을 주로 사용함. 

·자료는 참고문헌(Matweb)에서 제시한 자료를 참고로 함.

Properties Values 
Modulus of Elasticity, 

E 
125 GPa at temperature 20.0 °C 

Shear Modulus 44.0 GPa 
Poisson’s Ratio 0.328 
Ultimate Tensile 

Strength
766 MPa at temperature 20.0 °C 

Yield Tensile Strength
370 MPa at strain 0.500 %, temperature 

20.0 °C 
Elongation at Break 21.0 % at temperature 20.0 °C 

Fatigue Strength 255 MPa at number of cycles 1.00e+8 

[표 14] Nickel Aluminum Bronze 합금의 물성치[Mat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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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능동제어 기존시스템 특성 분석 

·능동제어로는 피치, 요, 그리고 유동제어로 나눌 수 있음 

·피치와 요 제어 연구는 주로 수평축 터빈에 대해서 진행되었음

·유동제어 방식 중 덕트는 수평축과 수직축에 적용사례가 있고, 수직축이 사례가 더 많음

구 분 모델명 타 입 피치제어 요 제어

Lunar RTT2000 수평축덕트타입 피치제어 Fixed

MCT SeaGen 수평축트윈터빈 피치제어 Fixed

Open Hydro OCT 수평축덕트타입 피치고정 Fixed

SMD Hydro-vision Tidel 수평축트윈터빈 피치고정 Passive

UEK UEK 수평죽보조터빈 피치고정 Fixed

Verdant RITE GEN5 수평축터빈 피치고정 Passive 

Atlantis AK1000 수평축트윈터빈 피치고정 Fixed

Hammer-fest 
Strom

HS1000 수평축 터빈 피치제어 Fixed

Tidal Generation 
Ltd

DeepGen 수평축 터빈 피치제어
Active(Thruste

r)

Tidal Stream Ltd Triton 시리즈 수평축멀티터빈 피치제어 Passive

Tidal Energy Ltd Delta Stream 수평축 터빈 피치고정
Active(Hydraul

ic)

Voith Hydro HyTide 1000 수평축 터빈 피치고정 Fixed

Swan Turbine Cygnet 수평축 터빈 피치고정 Passive

Torcard BV T200, T500 수평축 피치고정 Fixed

[표 15] 수평축 터빈의 제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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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치 제어 

·수평축 수차

- 현재 능동제어가 적용되어진 수평축 조류발전 수차의 경우 실제 설치되어 구동을 하고 

있는 것은 MCT사의 SeaGen과 SeaFlow가 대표적임

[그림 51] MCT 사의 SeaGen (좌)과 SeaFlow (우)

- 두 수차 모두 Variable speed와 Variable Pitch 수차로 정격 유속(rated speed) 이하에서

는 수차의 토크를 제어하여 각 유속에 따른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도록 하며, 정격 유속 

이상에서는 피치 제어를 통해 수차의 정격 출력(rated power)를 유지시킴. 또한 조류의 

방향이 180도 바뀌는 것을 고려하여, [그림 52]과  같이 피치각 또한 180도 회전이 가능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음

[그림 52] SeaGen의 역피치 제어 [Fraenkel, 2009]

·능동제어 전략

- 수차의 제어방법은 로터의 회전속도 변화와 피치각의 변화에 따라 Fixed speed – F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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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ch, Fixed speed – Variable pitch, Variable speed – Fixed pitch, Variable speed – 
Variable pitch로 나뉨 

- 최근 대부분의 풍력 터빈에는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는 Variable speed – Variable pitch 
제어를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음

- [그림 53]과 같이 정격 속도( )이하에서는 피치각을 고정시키고 발전기의 토크를 변화

시켜 해당 피치각에서의 최대 출력계수( )를 유지하도록 하는 TSR(Tip speed ratio) 

제어를 하고, 정격 속도 이상에서는 정격 속도에서의 토크를 고정시킨 채 피치각을 변

화시켜 정격 출력( )를 유지하는 피치 제어를 사용함

·고정 TSR 제어

[그림 54] 정격 속도 이하에서의 수차의 출력 특성 [Yuhendri, 2011]

- 정격 속도 이하에서는 발전기의 토크를 제어하여 유속에 따른 발전기의 회전 속도를 변

화시켜(Variable speed) TSR을 유지시킴. 블레이드의 피치각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54]의 우측 그림과 같이 정격 속도 이하에서는 출력 계수가 최대로 유지됨. 따라

[그림 53] Torque vs. Rotational speed(좌) 및 풍속에 따른 터빈 출력 및 출력계수 (우) [Bianchi]



- 39 -

서 출력은 각 유속에 서의 최대값을 따라 그려지게 됨 

·피치 제어

[그림 55] 정격 속도 이상에서의 풍속, 피치각, 회전속도에 따른 출력계수의 변화 [Al-bahadly, 

2011]

- 정격 속도 이상에서는 로터의 피치각을 제어하여(Variable pitch) 발전기의 회전 속도를 

유지시켜 유속이 증가하여도 수차가 출력이 정격 출력을 유지함. 발전기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발전기의 토크를 정격 속도에서의 토크로 유지함. 이에 따

른 출력계수와 TSR의 변화 양상은 [그림 55]와 같이 나타남

·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그림 56] 동적 운동 모델

- 수평형 조류발전의 경우 풍력발전의 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 이론 및 제어기술을 그

대로 적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수차의 동적 모델링 또한 적용이 가능함 

- [그림 56]은 수차의 로터로부터 발전기까지의 구조를 간략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블레이

드나 타워의 영향은 배제된 수차 성능 해석에만 유효한 모델임. [그림 56]로부터 수차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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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Description unit
 Inertia of three blades, hub and low speed shaft 

 Inertia of generator 

 Damping of low speed shaft 

 Damping of high speed shaft 

 Torsional stiffness of drive train axis 

 Torsional damping of drive train axis 

 Gear ratio -
 Generator reaction torque 

 Fluid dynamic torque 

 Generator speed 

 Rotor speed 

 Pitch angle  

 Fluid speed 

[표 16] 동적 모델 파라메터 [Nam, 2011]

- 실제 정격 속도 이상에서 수차의 피치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격 속도에서의 발

전기 토크와 회전속도를 구하여야 함. 다음의 출력계수식을 이용하여 초기 피치각을 

0°로 가정하였을 때 최대 출력계수와 TSR은 각각 0.4110, 7.94임.

     
  

  




 

 

[그림 57] TSR에 따른 출력계수 그래프

- 따라서 정격 속도에서의 발전기 토크와 회전 속도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하여 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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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3  = 794098.92임

  


  




  



  





 

[표 17] 동적 모델에 필요한 파라메터의 값 [Nam, 2011]

- 정격속도에서의 수차 출력 시뮬레이션의 파라메터의 값들은 [표 17]과 같이 풍력 발전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7.94,  = 0.4110,   = 11.8m/s, =2.3423  = 7940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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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시뮬레이션 결과( = 794098.92)

- 이론적으로 정상상태에 이르렀을 때 수차에서 구해지는 출력은 다음 식에 따라 1.86MW

가 나와야 함. 

  

- 하지만 수차의 각가속도가 바로 0으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이 1.6%의 정상상태오

차를 가지고 약 1.89MW에 수렴함. 이는 회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수차의 토크가 정

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의 값을 바꾼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7.94,  = 0.4110,   = 11.8m/s, =2.3423    = 812098

- [그림 59]에 따라 수차의 각속도는 2.3433으로, 출력은 1.9MW로 수렴함. 위의 출력식에 

의하면 이론적으로 정상상태에 이르렀을 대 수차에서 구해지는 출력은 1.9MW가 나와야 

함. 즉 시뮬레이션에 의해 나온 출력값과 이론적으로 계산되어진 출력값이 일치하는 것

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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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시뮬레이션 결과( = 81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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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모형실험 용 수평형 수차의 고정 및 가변 피치 허브 설계

- [그림 60]에 도시한 허브 설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Main hub: 캡 (cap)과 베이스 (base)로 구성 (dimension: 50×50 mm)

[그림 60] Main hub and blade assembly

·가변 피치 허브 방식 I

ü 베벨 기어를 이용하여 피치 각도 변경 가능 (그림 61)

ü 블레이드 수는 2개 또는 4개가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 (그림 62)

[그림 61 베벨 기어를 통한 피치 각도 제어

[그림 62] 2개 블레이드가 결합된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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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피치 허브 방식 II

ü [그림 63]과 같이, Crank와 rocker를 장착하여 모터 회전력으로 축의 선형운동 기구 

방식 채용

ü 2 또는 4개 블레이드 장착 가능하도록 설계 (그림 64)

[그림 63] 슬라이드의 선형운동에 의해 피치 각도 

제어

[그림 64] 조립 형상

·수직축 수차

- 대부분의 블레이드는 고정식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성능향상을 위해 가변 피치 블레이

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음

- 현재 테스트되고 있거나 시험가동 중인 수직축 수차의 제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음

- 유압형

·[그림 65]의 유압형은 여러 개의 유압시스템을 하나의 탱크에 연결시켜 하나의 피치각

을 변화 시키면서 쌓이거나 사용한 에너지를 되도록 보존함으로써 피치각의 제어에 사

용되는 에너지를 최소화 시키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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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현재 피치각을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할 때 1번의 유압은 줄어들 것이지만 

2번의 유압은 그대로이거나 증가해야 함. 1번의 유압시스템에서 나온 Gas는 2번의 유

압 시스템에 쓰이거나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탱크에 저장됨

[그림 65] 유압형 피치 제어 시스템 [Nam, 2011]

- 서보모터형

·각각의 피치에 서보모터를 달아서 제어하거나 [그림 66]과 같이 하나의 서보모터를 이

용하여 전체의 피치각을 동시에 제어하는 방법임

[그림 66] 서보 모터형 피치 제어 시스템 [Hwang, 2006]

- 스토퍼형

·[그림 67] (a)와 같이 특정 각까지에 스토퍼를 설치하여 그 각 이상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수동형 가변 피치를 쓸 때 사용함

·직접적으로 피치각을 제어할 수는 없지만 수동적 가변 피치에 의해 낮은 유속에서도 

가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그림 67] (b)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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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스토퍼 형 피치 제어 시스템 [Hantoro, 2011]

Cyclic 피치 제어

·헬리콥터의 스와시 플레이트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여 각각 블레이드의 Pitch 각을 제

어함. [그림 68]는 이러한 방식의 사례임

[그림 68] 스와시 플레이트를 사용한 피치 제어 시스템 

[Schonborn, 2007]

·가동물체형 수차

- 가동 물체형 수차 중 플랩형 수차는 능동 피치 제어를 통해 발전을 하는 시스템으로 필

수적으로 제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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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랩형 수차 장치에 맞게 피치 제어시스템 개발 및 제작함

- 상하 운동을 하는 플래핑형 수차의 모델의 제어시스템 구성은 [그림 69]와 같음

- 제어보드에는 날개가 부착된 arm의 각도에 따라서 스텝모터를 구동시켜주는 제어출력을 

계산하고 신호를 생성하며, 이 값에 따라 스텝모터가 구동하여 플래핑 동작을 하게 됨

- 이때의 arm 각 및 pitch 각은 실시간으로 측정되며 제어됨. 구동되는 제어 모드에 따라

서 각각의 gain을 다이얼을 통해서 바꿀 수 있음

[그림 69] 제어시스템 구성도(상)와 실제 구성된 제어시스템 (하)

② 요 제어

·요 제어는 주로 수평축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덕트형 수차에도 필요한 기능임

- 기존 제어시스템 비교 분석

·수평축 조류발전 장치의 Yaw 제어 필요성

ü 조류발전 장치의 발전 효율 향상

§ Upwind 방식의 수평축 조류발전기의 경우 유체의 유입각에 대한 전기적 출력(P)은 



- 49 -

 




∙ cos 

  임

§ 여기서, 는 유체의 밀도[kg/㎥],  은 로터(rotor) 반경[m], 는 유속[m/s], 는 
회전날개의 피치각[deg], 는 로터의 회전속도[r/s], 는 끝단속도비(tip speed 

ratio), 는 요 오차(Yaw Error], 그리고 는 터빈의 출력계수(power 
coefficient) 

§ 는 조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회수율을 의미하며,  끝단속도비(tip speed 
ratio)와 회전날개의 피치각[deg]의 함수로 표현되는 비선형 함수임.

[그림 70] Yaw Error에 따른 출력 저하

§  조류의 경우 유속뿐만 아니라 방향 역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 즉 Yaw Error
()가 발생하게 되는데, 위 식에서 Yaw Error()가 최소(0)가 될 때 터빈의 최대 출
력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조류발전기의 최대 출력을 얻기 위해 Yaw Error()의 제어가 필요함 

ü 조류발전장치 수명 증가

§ Yaw Error() 발생 시 터빈 블레이드에 가해지는 불균일 부하로 인하여 기기에 진
동과 피로하중이 증가함

§ 블레이드와 허브, 샤프트에 주기적임 휨 응력이 발생하여 부품 수명 단축의 직접적
인 원인이 됨으로 Yaw Error() 제어가 필요함 

·수평축 조류발전장치의 Yaw제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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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수평축 조류발전 장치 Yaw 

제어 구조

- 능동형(Active Yaw control system)

·유향 센서를 통해 유체의 유향을 파악하여 터빈 방향을 자체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변경 

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최상으로 유지

·유향센서, 유속센서, 요베어링, 요드라이브, 요브레이크,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됨

·주로 upstream 방향으로 설계됨

·고비용으로 현재까지의 개발품 중에는 대용량의 조류발전 장치에 적용하였으며 적용 

사례는 적음

·제어 방식으로 Hydraulic Yaw 방식과 Thruster 방식이 있음

- 수동형(Passive Yaw control system)

·풍향계와 같이 터빈을 향해 들어오는 유향을 변화에 따라 터빈의 방향이 변경됨

·너셀/타워 간에 베어링을 이용한 연결구조에 댐퍼를 이용하는 방식 또는 부유식 구조

를 가짐

·주로 downstream 방향으로 설계됨

·능동형에 비해 단순구조이며, 저비용으로 다수의 적용사례가 있음

- 고정형(Fixed Yaw control system)

·너셀과 타워를 고정시켜 조류의 방향에 관계없이 발전하는 방식

·너셀/타워 간 고정식으로 발전효율이 낮고 기계적 피로하중의 발생 여지가 있음

·가장 단순한 구조이며 저비용으로 다수의 적용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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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형 Yaw 제어 방식
(Active Yaw control 

System)

수동형 Yaw 제어 방식
(Passive Yaw control 

system)

고정형 Yaw 제어 방식
(Fixed Yaw control 

system)
제어시스템을 통한 Yaw 

제어
유향에 따라 Yaw 제어 Yaw 제어 불가

upstream 방향 설계 downstream 방향 설계 upstream 방향 설계
고비용 저비용 저비용

복잡한 구조 단순한 구조 가장 단순한 구조 
고용량 발전 이용 저용량, 고용량 발전 이용 저용량, 고용량 발전 이용
적용사례가 적음 적용사례가 적음 다수의 적용사례가 있음

Hydraulic/Thruster 
방식적용

베어링/부유식 방식 적용 너셀, 파일 고정방식 적용

[표 18] Yaw 제어 시스템 비교

·능동형(Active) Yaw제어 방식

- Hydraulic Yaw 방식

·서보모터(유압/AC 등)를 사용해 Yaw 방향 변경

·너셀의 크기에 따라 1~2개 모터 사용

·베어링, yaw 드라이브, yaw 브레이크 부의 방수설계 필요

·1.2MW 급의 대형모델에 적용

·적용모델 : Tidal Energy Ltd社의 Delta Stream

[그림 72] Hydraulic Yaw

- Side Thruster 방식

·너셀 측면에 추력발생장치(Thruster)를 배치하여 방향전환에 활용 

·너셀 - 타워에는 베어링 및 yaw 브레이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1MW 급의 대형모델에 적용

·적용모델 : Tidal Generation社의 DeepGen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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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Thruster Yaw

·수동형(Passive) Yaw제어 방식

- 베어링 방식

·너셀 - 타워 간 베어링으로 연결되어 유향에 따라 방향전환

·210kW ~ 1MW 급의 다양한 사이즈 모델에 적용가능

·방수 설계 적용부위 최소화

·Cable Twist 방지장치 필요

·적용모델 : Verdant Power 社의 RITE GEN, Swan Turbine社 제품 

[그림 74] 수동형 베어링 방식

- 부유식 방식

·너셀에 부유장치를 부착하여 유향에 따라 방향전환

·500kW급에 적용

·방수 설계 적용부위 최소화. 수중 구조물 설치 최소화

·1기당 차지하는 해역이 넓어 설치 밀도 낮음

·적용모델 : SMD Hydrovision社의 Tidel 시리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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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수동형 부유식 방식

           

·고정형(Fixed) Yaw제어 방식

- 고정형 방식

·너셀 - 타워가 고정되어 있어 유향에 따른 방향전환 불가능

·방수설계 적용부 최소화, 가동부 감소로 운용 신뢰성 증가 및 저비용 설계

·  250kW ~ 1.2MW급의 다양한 사이즈에 적용가능

·  덕트 방식의 터빈은 모두 고정형임

·  적용모델 : Atlantis Resources Corp. 社의 AK 시리즈 등

[그림 76] 고정형 Yaw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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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제조사별 개발 현황

·총 14개 조류발전 장치 제조사 중 고정형(Fixed Type)이 8개, 수동형(Passive Type)이 4

개, 능동형(Active Type)이 2개로 조사됨

NO.
Passive Type
제조사/모델

Active Type
제조사/모델

1 Verdant/RITE GEN5
Tidal Generation 

Ltd/DeepGen

2 Tidal Stream Ltd/Triton
Tidal Energy Ltd/Delta 

Stream
3 Swan Turbine/Cygnet

4 SMD Hydro-vision/TidEL

[표 19] Yaw 제어 조류발전 장치 비교

- 기술수준과 제조 및 발전단가 측면에서 고정형이 수동형, 능동형 보다는 현시점에서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기술 개발을 통한 제조단가 하락 시 능동형 발전

장치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됨

- 수동형(Passive Type) 모델의 특징

·Verdant 社 

▸ RITE GEN5

▪ 210kW급 개발
▪ 베어링 타입 수동형 요제어 시스템 적용
▪ 기계적, 전기적, 수력학적 우수한 성능
▪ 계통연계 가능
▪ 수동 요제어 시스템을 적용 전체 방향 운전
▪ 무인 자동 운전

·Swan Turbine 社



- 55 -

▸ Cygnet

▪ 1.0MW, 1.8MW급 개발
▪ 베어링 타입 수동형 요제어 시스템 적용
▪ 해수면 구조물 불필요
▪ 계통연계 가능
▪ 수동 요제어 시스템을 적용 다른 방향의 조류
에도 운전
▪ 2014년 상용모델 개발 계획중 

· Tidal StreamLtd 社

▸ Triton

▪ 10MW급 개발
▪ 부유식 타입 수동형 요제어 시스템 적용
▪ 유지보수가 용이
▪ 개발 및 설치 비용이 저렴
▪ 거친 환경에서 안정적인 운전

·SMD hydrovision 社

▸ TidEL

▪ 500kW, 1MW급 개발
▪ 부유식 타입 수동형 요제어 시스템 적용
▪ 유지보수가 용이
▪ downstream 방식으로 조류의 흐름을 통해 방
향 전환
▪ 해양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설치 가능 

- 능동형(Active Type) 모델의 특징

·Tidal Generation Ltd 社

▸ DeepGen

▪ 500kW급 prototype, 1MW급 상용 모델 개발
▪ Thruster 방식 능동형 요제어 시스템 적용
▪ 설치 깊이 : 30~80m
▪ 유지보수 기간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
▪ 축방향 흐름에 대해 피치 및 요제어를 통해   
최대 효율 전력생산

·Tidal Energy Ltd 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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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ta Stream

▪ 1.2MW급 모델 개발
▪ Hydraulic 방식 능동형 요제어 시스템 적용
▪ 제작 비용이 저렴 하고 유지보수 용이
▪ 해저면에 기초 작업이 필요 없음
▪ 해양환경의 영향이 작음

 
·기존 Yaw 제어시스템 비교분석 결과

- 능동형 Yaw제어 방식은 일부 소수의 모델에만 적용됨

·현재 해외 기술 적용은 1MW급 이상의 대형, 고효율 모델 2개에만 적용됨 

·유향의 변화량 조사를 통해 설치 해역의 특성에 따라 Yaw 제어 방식의 적용 검토가 

필요함

- 수동형 Yaw제어 방식은 다수의 모델에 적용됨

·조사 제조사 중 4개의 모델에서 Passive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용량에서 대용량 

모두 적용 중

·베어링 방식의 수동형 Yaw 제어는 케이블 꼬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부유식 수동형 Yaw 제어는 유향에 따른 방향 제어와 수중 공사비 면의 이점이 있으나 

1기당 차지하는 해역이 넓어 설치밀도가 낮음

- 고정형 Yaw제어 방식은 가장 많은 모델에 적용됨

·조사 대상 중 8개의 모델에서 Fixed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용량에서 대용량 모두 

적용 중

·방수 설계부 및 가동부 감소로 운용 신뢰성 증가와 유지 보수비용 절감 효과

·Yaw Error에 의한 발전효율 감소가 발생하며, 블레이드 및 축계의 피로하중으로 인한 

부품 수명 저하 방지 대책이 필요 함

③ Yaw 제어 관련 특허 및 관련 기술 현황

·연도별/국가별 출원 동향

      

년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특허건

수
12 19 33 13 30 19 44 29 38 27 264

[표 20] 연도별 출원 동향(2002년~현재까지

      

http://www.tidalenergyltd.com/cms/wp-content/uploads/2011/07/DeltaStream.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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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럽 일본 한국 미국 국제 총합계

특허건수 28 12 7 201 16 264

[표 21] 국가별 출원 동향(2002년~현재까지)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유럽 0 2 3 0 5 3 3 3 5 4 28
일본 0 1 0 0 1 1 2 4 2 1 12
한국 2 3 1 0 0 0 1 0 0 0 7
미국 10 13 27 13 22 15 33 22 25 21 201
국제 0 0 2 0 2 0 5 0 6 1 16

총합계 12 19 33 13 30 19 44 29 38 27 264

[표 22] 국가별/연도별 출원 동향(2002년~현재까지)   

- Yaw control 및 Tubine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특허 출원 동향을 보면 전체 264건으로 

평균 26.4건의 출원이 이루어졌음

- 국가별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표와 같이 미국이 201건에 78.21%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

며, 유럽, 일본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Turbine의 Yaw제어와 관련한 한국의 특허출원은 최근까지 없으며, 기술의 해외 의존도

가 높음을 상대적으로 판단 할 수 있음

- 미국, 유럽, 일본은 비교적 꾸준한 특허출원을 보임

·기술 분류별 출원 동향

구 분 풍력발전 제어기술 비행기 유체기계 조선분야
유 럽 27 2 1 0 0
일 본 10 0 0 0 0
한 국 7 0 0 0 0
미 국 95 48 30 14 10
국 제 15 0 1 1 1

[표 23] 기술 분류별 출원 동향(2002년~현재까지)

- 특허 출원 집중 분야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특허분류(IPC)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풍력발전 분야로 전체 기술의 57.64%를 차지하고 있음.

- 조류 발전을 포함한 유체기계 분야의 Yaw Control 부분 특허는 5.88%로 아직까지 기술

개발 및 특허출원이 미미함

- 미국은 Yaw Control 부분의 특허를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적용 특허를 출연 함 

- 유럽과 일본은 꾸준한 특허출원 중이나 미국에 비해 출원건수는 미미함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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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출원 신장률 및 출원인수-출원수 분석 결과

- 출원신장률은 2004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후, 2006년 이후부터는 꾸준한 특허 출원 빈

도를 보이고 있음

- 출원인수 대비 출원수 분석에서 볼 때, 매년 Yaw Control에 대한 특허 출원인과 출원수

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연구 과제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됨

·결론

- 국내의 조류발전 분야의 Yaw Control 관련 특허출원은 없으며 관련 기술인 풍력 및 기

타 기술 분야의 Yaw 제어시스템 관련 특허 출원도 미미한 수준임

- Yaw 제어 시스템 중 특히 풍력 및 조류발전기의 관련 기술은 선진국으로부터 전량 수

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산업의 개발기간지연 및 가격경쟁력 약화 문제 발생

- 설계/제작 및 시험평가기술의 배타성으로 Out sourcing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관련기술

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독자모델 개발이 절실함

- 조류발전의 능동제어 Yaw Control System 개발에 있어서 독자적 기술의 특허출원전략 

수립이 필요함

④ 유동 제어 

·수차 유속강화장치 기존 연구결과 분석

- 유속강화장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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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칭형 비대칭형

형태
∘ 조류의 유입/유출구의 모양이 같은 

형태
∘ 조류의 유입/유출구의 모양이 다른 

형태

특징

∘ 왕복성 조류가 우세한 지역에 적합
∘ 대형 조류발전 시스템 또는 

조류발전 클러스터에 적합

∘ 조류의 방향이 한 방향이거나 Yaw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류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에 적합
∘ 소형 조류발전 시스템의 

단위기(일체형)에 적합

[그림 78] Openhydro, UK
[그림 79] UEK turbine, 

CA

   

          - 유속강화장치 선정 실험을 위한 주요 변수 : Diffuser area ratio, Back pressure 

velocity ratio, Diffuser augmentation, Diffuser angle, Length of brim

          - 유속강화장치 적용 전후의 유속을 비교한 결과 유속강화장치를 적용한 경우 유속 

및 발전효율이 증가하였음

[그림 80] 유속강화장치 적용 전후의 RPM 대비 

수차효율 비교 [Brian Kirke, 2005]

 
·유속강화장치 선정

- 여러 형태의 선행 실험을 검토한 결과 아르헨티나의 Ponta[2008]의 실험에서 적용한 유

속강화장치 형태를 참고하여 최적 유속강화장치의 선정을 위한 2차원 CFD 수치모형 실

험을 진행함0

- 대칭형과 비대칭형에 대한 비교실험을 통하여 유속강화장치 종류를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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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속강화 장치의 종류를 선택 시 조류발전 시스템의 종류, 규모 및 배치를 함께 고려함

[그림 81] 유속강화장치 형태별 유속강화 정도 비교 [Ponta, 2008]

   

- 유속강화장치 적용 수치모형 실험 결과 ([그림 81] 두 번째 형상 이용)

- 비대칭형이 대칭형에 비해 유속강화 효과가 크게 나타남

- 대칭형의 경우 약 1.4 ∼ 1.45배의 유속 강화효과가 나타남

- 비대칭형의 경우 약 1.8 ∼ 1.85배의 유속 강화효과가 나타남

- 비대칭형의 경우 Yaw 제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2기 이상의 조류발전 시스템으로 

구성된 조류발전 클러스터에 비대칭형을 적용하기 어려움

- 유속강화장치 내부의 폭을 증가하는 경우에도 유속 강화의 효과는 차이가 없음  

[그림 82] 대칭형과 비대칭형의 속도 분포 

·사보니우스 터빈의 가이더 형태도 유동제어 장치에 포함되며 덕트와 결합된 형태도 있음

·지지구조체이나 지반에 고정되는 대형 유동제어 방식의 경우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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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력전달계 기존자료 수집 및 비교 평가

① 동력전달계 분석

·동력전달계 종류

- 동력전달계는 크게 직접 구동형과 증속기 채용형(간접 구동형)으로 구분되며 증속기 채

용형은 고정증속비 및 가변증속비로 다시 분류함

- 고정증속비 방식은 Simple type, Compound type, Coupled type, Differential type으로 나

뉘며, 가변증속비 방식은 유체커플링, 방식정유압장치로 분류됨

[그림 83] 동력전달계 종류

·직접구동형

- 직접구동형은 증속기 없이 로터에서 동력으로 직접 발전기와 연결되는 시스템임

- 장점 및 단점

·증속기의 제거로 인해 효율이 증가하며, 신뢰성이 향상됨

·제작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나셀부의 총 중량이 감소됨

·고가이며 발전기의 중량이 증가하며, 계통 연결을 위해 AC/DC 변환이 필요함

·증속기 채용형(간접 구동형)

- 높은 회전수를 가진 유도 발전기와 낮은 회전수인 로터 사이를 기어로 연결하여 발전하

는 시스템임

- 장점 및 단점

·발전기의 경제성이 우수하며 직접적으로 계통의 연계가 가능함

·정속회전으로 고품질의 전기가 생산됨

·유도발전기 효율이 낮으며, 높은 소음이 발생함

·증속기의 유지 보수 및 신뢰성에 문제가 자주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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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증속기 채용형 구조

- 고속증속비 타입

·고정증속비는 시스템 구성이 단순화며, 기어의 효율은 기계적인 효율에만 영향을 받아 

비교적 높은 효율을 가짐

·입력속도에 따른 출력 속도가 변화되며, 동적 힘이 그대로 발전기로 전달되는 단점이 

있음

Simple type (컨벤션타입)
ü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선기어 입력, 캐리어 출력, 링기어 고정의 형태로 구성됨

ü 1단 또는 2단의 유성기어와 1단의 헬리컬 기어의 복합 구조 캐리어에 의해 구동되

며, 링기어는 하우징에 고정되고 선기어에 의해 동력이 전달됨

Compound type(복합 유성기어열)
ü 2단 설계 시, 한 개의 유성기어의 축에 크기가 다른 2개의 유성기어가 연결된 형태

임

ü 구성방법에 따라 다양한 기어 비를 가지는 장점이 있으며 헬리컬 기어열의 유무에 

따라 기어비의 차이가 있으므로 링기어는 하우징에 고정되지 않음

Coupled type(커플드 유성기어열)
ü 링기어를 공유한 두 개 이상의 유성 기어가 서로 인접하여 배열된 형태로 산업용 

기어박스 설계 시 많이 사용함

ü 링기어는 하우징에 고정되지 않으며, 각 단에 대해서 하중분해 효과 있으며, 유성기

어의 개수에 따라 기어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Differential type(디프렌설형 유성기어열)
ü 2개의 입력을 가지며 고정 요소가 없고, 2개의 입력 속도에 따라 출력 속도조절이 

가능함

ü 높은 속도 비를 구현할 수 있어 최근 많은 연구가 이뤄지며, 대형 풍력발전시스템

에 활용되나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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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1단은 일반 유성기어열이며, 2단 및 3단이 디프렌설형으로 구성됨

[그림 85] 고정증속비 종류

- 가변 증속비 타입

·일정 출력의 회전수를 발휘하므로 발전기 구조의 단순화가 가능하며, 동적 회전수 변

동을 증속기 내부에서 일정부분 상쇄하여 출력 측 부하 변동이 최소화됨

·동력분기 장치가 필요하며 시스템 구성이 복잡한 단점이 있으며 순환 동력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음

유체커플링 방식
ü 유체커플링을 제어하여 입력대 출력속도를 제어할 수 있으나, 유체 기계의 손실로 

인한 효율 저하가 발생함

[그림 86] 유체 커플링 방식

정유압 장치 방식
ü 동적 회전수 변동을 증속기 내부에서 일정 부분 상쇄하여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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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측 부하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기계적 구성이 복잡한 단점이 있음

② 동력전달계 적용 현황 

·직접구동형

- Open Hydro社

▸ 모델명 : The Open-Center Turbine
▸ 타입 : 수평축 덕트 타입
▸ 동력전달 형태 : 직접구동형
▪ 영구 자석발전기 사용
▸ 동력전달계 효율 : 95%
▪ 5% 손실 : 베어링 마찰

- Atlantis社

▸ 모델명 : AK1000
▸ 타입 : 수평축 직렬 트윈 트윈터빈
▸ 동력전달 형태 : 직접구동형

- Voith Hydro社

▸ 모델명 : HyTide1000
▸ 타입 : 수평축 
▸ 동력전달 형태 : 직접구동형

- Swan Turbine社

▸ 모델명 : Cygnet
▸ 타입 : 수평축
▸ 동력전달 형태 : 직접구동형

- Tocardo BV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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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 T200, T500
▸ 타입 : 수평축
▸ 동력전달 형태 : 직접구동형

·증속기 채용형

- Marine Current Turbine社
▸ 모델명 : SeaGen
▸ 타입 : 수평축 병렬 트윈 터빈
▸ 동력전달 형태 : Planetary COTS Gearbox 
▪ 2단 평행축 유성 기어, 기어비 = 57:1
▪ 용량 : 650kW, Input Torque 434kN·m
▪ 증속기 중량 : 12ton
▪ 기어박스 교체 : 5~10년
▪ 오일 및 필터 교체 : 1년
▸ 동력전달계 효율 : 94%

- SMD Hydro-vision社

▸ 모델명 : TidEL
▸ 타입 : 수평축 병렬 트윈 터빈
▸ 동력전달 형태 : 기어박스
▸ 동력전달계 효율 : 94%

- UEK社

▸ 모델명 : Underwater Electric Kite
▸ 타입 : 수평축 보조터빈
▸ 동력전달 형태 : 유성기어 형식
▸ 동력전달계 효율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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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dant社

▸ 모델명 : RITE GEN5
▸ 타입 : 수평축 터빈
▸ 동력전달 형태 : 기어박스
▸ 동력전달계 효율 : 86%

- Hammer-fest Strom社

▸ 모델명 : HS1000
▸ 타입 : 수평축
▸ 동력전달 형태 : 증속기

- Tidal Generation Ltd社

▸ 모델명 : DeepGen
▸ 타입 : 수평축
▸ 동력전달 형태 : 증속기
▪ 기어비 : 35.7:1
▪ 용량 : 500kW
▪ Input Torque 270kN·m

- Lunar社

▸ 모델명 : RTT2000
▸ 타입 : 수평축
▸ 동력전달 형태 : 유압펌프를 사용한 가변 기어 사용
▸ 동력전달계 효율 : 80%

·총 14개 회사 제품을 비교한 결과 직접구동형이 5개, 증속기 채용형이 7개, 미정이 2개 

제품이었으며 상용화 직전 단계인 Marine Current Turbine社의 SeaGen을 제외한 나머지

는 스케일모델 실증시험 중임

·동력전달계 형태는 블레이드 직경, 발전량, Cut in Speed, Rated Speed, RPM, 발전량과는 

무관하며 설치 방식, 유지 보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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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회사 모델명 설치방식

직접
구동형

Open Hydro
The Open-Center 

Turbine
Monopile

Atlantis AK1000 중력식
Voith Hydro HyTide1000 Monopile

Swan Turbine Cygnet 중력식
Tocardo BV T500 Monopile

증속기 
채용형

Marine Current Turbine SeaGen Monopile
SMD Hydro-vision TidEL Anchor&chain

 UEK
 Underwater Electric 

Kite
Cable

 Verdant RITE GEN5 Monopile
Hammer-fest Strom HS1000 중력식
Tidal Generation Ltd DeepGen 중력식

Lunar RTT2000 중력식

미정
Tidal Stream Ltd Triton 시리즈 고정식
Tidal Energy Ltd Delta Stream 중력식

[표 24] 동력전달계 비교

·직접구동형을 선택한 5개 제품은 Monopile, 중력식으로 유지 보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

므로 구조가 단순하여 고장이 적은 직접구동형을 선택함

·증속기 채용형은 유지 보수가 용이하거나 시스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택을 한 것으

로 분석됨

·SMD Hydro-vision社 및 UEK社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Anchor&chain, Cable 설치  방식

을 사용하므로 증속기 채용형을 선택함

·Marine Current Turbine社 및 Lunar社사 Monopile 및 중력식이나 유지 보수가 쉽도록 

개발이 되어 증속기 채용형을 선택함

·Verdant社의 RITE GEN5는 시스템의 규모를 반영하여 증속기 채용형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됨

·본 과제로 개발하는 조류발전장치는 효율성과 유지보수의 원활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 시

스템을 선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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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레벨 컨버터 설계 

·발전을 통해 변환된 전기에너지의 품질 향상과 발전기와 전력변환 장치 간의 이격거리 

증가 시 유리한 3레벨 NPC(Newtral-Point-Clamped) 컨버터를 개발을 위한 설계 업무 진

행함  

① 발전기 제어용 전력변환장치 설계 

·전체 전력변환장치에 대한 단선도

- [그림 87]은 권선형 동기발전기를 사용 시 전체 전력변환장치에 대한 단선도를 나타내며, 

[그림 88]은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를 사용 시 전체 전력변환장치에 대한 단선도를 나타냄

- 두 시스템의 차이는 권선형 동기발전기 시스템의 경우 필요하며, 영구자석형 동기발전

기 시스템의 경우 발전기 속도가 정격 이상에서 운전될 때 출력전압을 제한하는 크로바 

회로가 필요함(향후 발전기 형태 결정시 수정/적용 예정) 

- 주 회로는 계통측과 발전기측이 동일하게 3레벨 NPC 컨버터 구조를 가짐

- 계통측 필터는 LCL 구조를 가짐

- 필터는 LC 구조를 가짐

- DB는 DC-링크를 보호하기 위한 회로로서, NPC 컨버터 한 상 구조와 동일하게 상단과 

하단 커패시터 뱅크에 위치하며 각각 저항 뱅크를 갖는 구조를 가짐

- 커패시터 뱅크는 계통측 컨버터와 발전기측 컨버터에 각가 위치하며, (+) (n) (-) 단자가 

상호 연결되는 구조를 가짐

[그림 87] 권선형 동기발전기를 사용 시 전력변환장치 

단선도

[그림 88]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를 사용 시 

전력변환장치 단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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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C 컨버터의 전압/전류 정격 선정 

- 표[ 25]은 NPC 컨버터의 전압과 전류의 정격을 계산한 표임

- 계통측 입력전압은 575V, DC-링크 기준전압은 1100V로 선정함(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조건과 동일함)

- 컨버터에서 낼 수 있는 선형변조영역을 토대로 역률이 1일 경우, 전압마진과 전류마진

을 고려하여 50kW 단위로 용량을 증가시에 각각에 대한 필요전류를 산정함

- 현재 발전기 시스템의 용량이 200kW급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차후 최종 용량이 결정

되면, 전류의 최소정격을 표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최소정격 이상의 전류용량을 갖는 

상용 제품을 선정할 계획임 

- 전압마진을 고려시 전압정격은 1200V급을 결정(IGBT 제품의 경우 600V급, 1200V급, 

1600~1700V급 등의 사양을 가짐) 

[표 25] NPC 컨버터의 전압/전류 정격 선정

·DB 설계

- [그림 88]에서 DC-링크 보호용인 DB의 설계 사양은 [표 26]과 같음

- 상단과 하단의 DC-링크에 각각 위치하므로 DB가 동작하는 조건은 600V로 선정

- 저항값에 의한 제한 전류는 100A로 선정

- DB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동작하지 않으며 DC-링크 전압에 과도적인 전압이 발생시에 

동작되므로, 사용률은 100초마다 3.2초 동작하는 조건을 선정함

- 사용률에 의해 저항 용량은 4kW가 됨

- 저항값은 전류 제한값에 의해 6옴이 됨 

- 듀티비가 1일 경우, 기본파 60Hz 대비 4주기 동안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함

- DB 저항은 최종시제품 특성시험 후 수정 및 보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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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양 비고
동작 DC 전압 600V 정격 DC 전압=550V
전류 제한 값 100A 듀티비=1 일 경우

사용률 3.2% 3.2초/100초

DB용 저항 용량 4kW
상단/하단의 정격 용량 

=125kW 
DB 저항 값 6ohm 전류 제한값에 의해 결정
동작가능시간 66.6ms 듀티비=1 일 경우

[표 26] DB의 설계 사양 

·디지털 제어보드/센서보드/전력품질감시장치 설계

- TMS320F28335의 DSP를 사용 시 지원되는 입출력 사양은 [표 27]와 같음

- PWM은 총 30개, MS 구동용 디지털 출력은 16개, 디지털 입력은 28개, 센서입력은 16

개, 지원통신은 RS 통신 및 Ethernet 통신임

- NPC로 구성되는 계통측 및 발전기측 컨버터 구동용 PWM 신호는 12개*2set으로 총 24

개가 필요함

- DB용으로 2개의 PWM이 필요하며, 여자기를 사용시 4개 혹은 크로바를 사용시 1개가 

필요하므로, 단일 DSP로 PWM 신호 구현이 가능함  

- 디지털 입력과 출력의 경우, 각각 16개와 28개가 가능함

- 센서입력용인 A/D 컨버터는 총 16개가 있으며, 표와 같이 제어에 필요한 전압 및 전류 

센서는 권선형 동기발전기의 경우 16개가 필요하며,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는 15개가 

필요함

- 통신의 경우 RS 통신과 Ethernet 통신이 가능하며, 차년도에 상위제어기를 구성하는 

SCADA 시스템을 주관연구기관과 같이 설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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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종류 IO 개수 구성 비고

PWM 30[EA]
DSP PWM : ePWM 12[EA]
DSP PWM : APMW 6[EA]

EPLD PWM : 12[EA]

ePWM - NPC 계통측 컨버터
APWM – EXT 및 DB

EPLD PWM – NPC 발전기측 
컨버터 

MS 16[EA] 디지털 출력

Status 28[EA]
Status 20[EA]

Key 8[EA]
디지털 입력

센서 16[EA] 16[EA]의 ADC

계통측 전압 - 3[EA]
계통측 전류 - 2[EA]

계통측 컨버터 전류 - 3[EA]
DC-link 전압 - 2[EA]
여자기 전류 - 1[EA]
발전기측전압 - 3[EA]
발전기측전류 - 2[EA]

지원 통신

RS232 2[EA]
RS422 1[EA]
CAN 1[EA]

Ethernet 1[EA]

CAN - Fiber Optic Type
Ethernet – SPI 통신 이용

[표 27] 디지털 보드 사양

·LCL 필터 및 LC 필터 설계

- 계통측은 스위칭 고조파 감쇄효과가 LC 필터보다 우수한 LCL 필터를 사용하여 계통에

서의 전류 고조파 왜형률(THD)이 적게 주입되도록 설계하였음  

- 설계된 값을 토대로 모의실험을 통해 여러 조건에서 상호 특성을 비교하여 최종 값을 

결정하였음

- 발전기 측은 LC 필터로 1차 설계한 후 모의실험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였음

- [표 28]은 2레벨과 3레벨 계통측 컨버터에 대해 L, LC, LCL 필터를 사용하고 변조방법

을 SVPWM I과 SVPWM II을 사용하였을 경우 부하율에 따라 계통전류 THD를 상대적으

로 비교한 표임(모의 실험 외부조건을 매우 좋게 하였을 경우이므로 THD값의 절대값보

다 다른 조건에 대한 상대적비교의 의미가 있음)   

- [표 29]은 LCL 필터에 대한 설계 과정 및 결과를 나타낸 표임

- L필터가 가장 고조파 특성이 안좋으며 필터사이즈가 적게 설계된 LC필터는 2레벨의 경

우 차이가 없음

- 3레벨 + LCL + SVPWM I 의 조합이 가장 좋은 고조파 특성을 가짐 

- 계통측과 발전기측을 통합하여 발전상황을 가정한 모의실험시의 THD는 다음절에서 비

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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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형
태

LCL(2) LCL(2) LCL(6) L(3) L(3) LC(4) LC(4) LC(5) LC(5) 부하율

레벨 2 3 3 2 3 2 3 2 3 [%]

10*R(1) 4.01 5.22 2.59 35.89 14.72 33.99 14.56 22.00 9,87 10

7*R 2.88 4.05 2.03 25.15 10.34 24.77 11.10 16.00 7.43 14

5*R 2.08 2.46 1.49 17.98 7.45 17.81 7.70 11.66 5.36 20

3*R 1.28 1.55 0.92 10.80 4.47 10.83 4.76 7.32 3.28 33

1*R 0.47 0.47 0.33 3.65 1.53 3.59 1.57 2.43 1.13 100

[표 28] 부하율에 따른 필터 비교

(1) 4.8ohm – 전체 DC링크에 단일 저항 연결, 250kW 정격 
(2) 600uH/3*22.5uF(y)/800uH – 댐핑저항 없음, fres = 1045Hz
(3) 1000uH
(4) 1000uH/3*22.5uF(y) - 댐핑저항 없음, fres = 612Hz, 계통측에 0.01ohm 
(5) 1500uH/3*33.3uF(y) - 댐핑저항 없음, fres = 411Hz, 계통측에 0.01ohm 
(6) PWM 방법중에 offset 전압을 2레벨 방식과 동일하게 했을 경우. 
   다른 3레벨 경우는 Small Vector를 양분하는 방법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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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LCL 필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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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제어용 전력변환장치의 모의실험 검증 

- 발전기 제어장치 모델링

·[그림 89] 같이 계통전원, 계통측 NPC 컨버터, 계통측 제어블록, 발전기측 NPC 컨버터, 

영구자석 동기발전기, 발전기측 제어블록을 모델링하여 제어알고리즘에 대한 모의실험

을 수행하였음

[그림 89] 발전기 제어장치(계통측 컨버터+발전기측 컨버터) 모델링

·발전기 제어알고리즘

- [그림 90]은 계통측 컨버터에 대한 제어알고리즘을 [그림 91]은 발전기측 컨버터에 대한 

제어알고리즘에 대한 블록도임

- 계통전원 위상각 추출을 위해 SF(Synchronous Frame) PLL(Phase Lock Loop) 방법을 사

용함

- 계통측은 DC-링크 전압제어, 전류제어, 역률제어 등을 수행함

- NPC PWM 알고리즘은 SVPWM I을 사용함

- 중성점 제어알고리즘은 2차년도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중성점 전위불균형 

상황을 파악하고자 함

- 발전기측은 유효전력제어, 무효전력제어, 전류제어를 수행함

- 여자제어는 권선형 동기발전기일 경우 사용되며,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일 경우 사용하

지 않음

- 계통측은 앞서 설계된 LCL 필터를, 발전기측은 LC 필터를 사용함

- 전원은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현장과 동일한 575V를 사용함

- 용량은 현재 결정되지 않았으나 주관과 협의하여 1차 고려대상인 250kW를 사용함

- 발전기 사양은 현재 주관에서 제작업체와 협의 중이며 1차로 설계된 6극, 600rpm을 사

용하였으며 기타 파라미터는 기존 모델에서 제시한 유사한 값을 사용하였음(차후 구체

적인 설계 값이 제시되면 추가 모의실험을 수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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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0] 계통측 제어알고리즘 블록도 

[그림 91] 발전기측 제어알고리즘 블록도

·모의실험 검증

- 총 7초동안 모의실험을 진행함. 초기 0~1초는 계통측에서 제어를 수행하고 난 뒤 1~3초

간 0~250kW로 가속 발전하고, 3~4초간 250kW를 유지하고 4~6초간 250kW~50kW로 감

속 발전하고, 6~7초간 50kW를 유지하는 시나리오로 진행함

- 유효전력 기준값은 속도의 제곱항으로 지령함

- [그림 92]은 계통측 컨버터의 모의실험 결과파형을 나타냄

·(a)는 전체 DC-링크 전압으로 전 주기동안 일정하게 제어됨을 나타냄

·(b)는 상단과 하단 DC-링크 전압으로 대략 25~30V의 전압불균형이 발생됨 (차년도에 

중성점 전위 균형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할 계획임)

·(c)는 계통측 무효전류로 0으로 잘 제어되고 있음을 나타냄

·(d)는 계통측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나타내는 파형으로 위상이 거의 180도를 나타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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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로 역률제어가 잘 수행되고 있음을 나타냄

[그림 92] 계통측 컨버터의 제어 특성

- [그림 93]은 발전기측 컨버터의 모의실험 결과파형을 나타냄

·(a)는 발전기측 유효전류에 대한 파형으로 발전기 속도 증가와 비례하여 제어가 잘 수

행되고 있음을 나타냄

·(b)는 발전기측 무효전류에 대한 파형으로 모델링된 발전기의 특성으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발생되고 있음을 나타냄

·(c)는 발전기측 유효전력에 대한 파형으로 제어가 잘 수행되고 있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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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발전기측 컨버터 제어 특성

- [표 30]은 3레벨인 NPC 컨버터 대신 2레벨 컨버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모의실

험을  하였을 경우 계통전류의 THD를 부하율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나타냄

Load(kW) Time(sec) I THD(%)
15 1.5 29.43
62 2.0 6.26
140 2.5 2.63
250 3.0 2.01
250 3.5 1.53
250 4.0 1.73
150 4.5 2.84
75 5.0 3.98

26.5 5.5 13.99
2.5 6.0 46.61

[표 30] 2-level PWM converter의 전류 THD

- [표 31]은 3레벨 NPC 컨버터에서 중성점 전위 밸런싱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SVPWM I과 SVPWM II를 계통측과 발전기측에 사용하였을 때의 계통 전류의 THD

를 측정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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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통전류 THD 측면에서 2레벨과 3레벨을 비교하면, 중성점에 전위 불균형이 발생하여

도 전 부하영역에서 3레벨의 전류 THD가 작게 나오며, 특히 부하가 적은 영역에서는 

더 적게 나오고 있음을 나타냄

- 차년도에 중성점 전위 밸런싱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전류 THD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3레벨에서는 SVPWM II를 사용한 조합이 우수하게 나타남

- 차년도에서는 계통측은 3레벨을 발전기측은 2레벨을 사용한 경우를 추가, 비교하여 전

력변환 형태를 비교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79 -

GRID GEN LOAD(kW) TIME(sec) I THD(%)METHOD BALANCE METHOD BALANCE

I X I X

15 1.5 16.92
62 2.0 4.89
140 2.5 1.5
250 3.0 1.09
250 3.5 0.76
250 4.0 1.74
150 4.5 1.34
75 5.0 3.79

26.5 5.5 9.16
2.5 6.0 20.05

I X II X

15 1.5 15.88
62 2.0 3.94
140 2.5 1.85
250 3.0 1.54
250 3.5 0.96
250 4.0 1.76
150 4.5 3.01
75 5.0 4.42

26.5 5.5 15.68
2.5 6.0 32.78

II X I X

15 1.5 14.0
62 2.0 6.38
140 2.5 1.23
250 3.0 1.29
250 3.5 0.84
250 4.0 1.28
150 4.5 1.43
75 5.0 3.97

26.5 5.5 10.38
2.5 6.0 25.1

II X II X

15 1.5 13.27
62 2.0 3.52
140 2.5 2.01
250 3.0 1.43
250 3.5 1.31
250 4.0 1.91
150 4.5 3.26
75 5.0 5.28

26.5 5.5 15.01
2.5 6.0 28.8

[표 31] PWM 방식에 따른 3 레벨 NPC PWM Converter의 THD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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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너셀 형상/수밀 설계 기존자료 수집 분석 

① 너셀 형상 설계 

·개요

- 수평축 조류발전기에서 너셀은 수압 및 해양환경으로부터 발전기 내부의 설비를 보호하

는 역할을 함

- 따라서 너셀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발전기 내부의 설비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로터에 의해 교란된 해수가 발전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일정한 

형태를 갖춰야 함

- 또한 너셀은 발전설비와 해양환경의 경계를 구분하는 구조물이며 발전기에서 발생한 열

을 외부로 발산하는 최종 매개체임

- [그림 94]와 같은 구조가 현재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수평축 조류발전기의 일반적인 

형상이며, 그 이후에 나타낸 그림과 같이 일반적인 박스형(그림 95)과 어뢰와 같은 토피

도 형 (그림 96)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토피도 형은 너셀에 비해 로터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경우에 로터의 후류를 고려

하여 유선형의 너셀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 박스형은 로터의 크기가 상대적으

로 커서 너셀이 후류를 교란시키는 정도가 작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94] 너셀의 일반적인 형상

    [그림 95] Hammerfest Strom 

프로펠러형 조류발전 수차 

(박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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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SwanTurbine社의 수동 제어 터빈과 

Tidal Generation社의 능동제어 터빈 (토피도 

형)

  
[그림 97] Verdant Power社의 

조류발전장치 (토피도 형)

·기본 설계 개념

- 너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발전장치의 보호와 발전효율의 증대임

- 따라서 발전 장치의 보호를 위해서는 너셀의 수밀성 및 강도 확보가 필요하며, 발전효

율의 증진을 위해서는 너셀 형상의 최적화가 요구됨

- 너셀과 같은 박판구조물은 항복에 의한 파괴도 발생하나 좌굴 파괴의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좌굴 안정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한 너셀의 제작을 위해서는 좌굴강도

의 증진이 필요함 

[그림 98] 개발 및 설계 개념  

-   형상 설계 

·너셀의 강도 증진 방법으로서, 좌굴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고려하였으며, 좌굴 강도 

증진 방법으로서 1) 너셀 외벽을 파형으로 제작하는 방법(Corrugation Type), 2) 셀 외부

에 리브 보강재를 설치하는 방법(Stiffener Type)을 제안하고. 이를 [그림 99]에 나타냄

·Corrugation Type과 Stiffener Type의 두 가지 설계 안 중 좌굴 강도 증진 효과가 더 

우수한 설계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그림 99]와 같이 모델링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

하였음 (해석에 사용된 해석프로그램은 범용구조해석 프로그램인 LUSAS(V.14.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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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9] 좌굴 강도 증진을 위한 너셀 외형 

·해석모델은 양 끝단의 직경이 다른 원통형 구조이며, 큰 쪽의 지름은 1,000mm, 작은 

쪽의 지름은 500mm로 하였음 

·너셀의 길이는 1,750mm이며, 사용재료는 강재를 적용하고 너셀 외벽의 두께는 5mm임 

·Corrugation Type의 경우 파의 피치는 30mm이며, Stiffener Type에 설치된 리브의 높

이는 50mm 임

·하중은 수압으로서 표면에 연직하도록 작용하였으며, 8절점 쉘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음

[그림 100] 해석 결과 

·[그림 100]은 해석결과로서 너셀의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석결과, Basic Type

의 좌굴강도는 24 kPa, Corrugation Type의 좌굴강도는 23 kPa, Stiffener Type의 좌굴

강도는 42 kPa로 나타나 Stiffener Type이 성능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Corrugation Type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중에 매설되는 관고 k같이 길이 방향에 수직인 

파형이 있는 경우에는 외벽의 단면이차모멘트 증가에 따라 외력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

하여 좌굴강도가 향상되지만, 본 해석 대상 모델과 같이 길이방향에 평행한 파형을 갖

는 경우에는 초기 변형이 존재하는 원통형 쉘과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좌굴강도가 오

히려 감소하였음 

·Corrugation type의 유체역학적 특성 해석 및 검토는 2차년도에 진행할 예정임 

·따라서 리브 보강을 한  Stiffener Type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적용된 보

강재(stiffener)는 발전기에 의해 발생한 열을 발산하는 방열판의 역할과 함께 수동 요 

제어의 기능도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음 ([그림 1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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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리브 보강과 함께 발열과 

수동 요제어 특성을 갖는 너셀 형상 

개념도

② 수밀 설계  

- 너셀에서 수밀에 가장 취약한 부분은 터빈 동력전달 축이 너셀에 결합되는 부분으로 선

박 선미관의 경우와 동일함

- 이에 선박 선미관의 수밀 설계 자료를 분석하고 차후 설계에 활용할 예정임 

·선박 선미관 정의

- 선미관은 프로펠러축이 선체를 관통하는 곳에 장비되는 것으로, 선내에 해수가 침입하

는 것을 막으며, 기름 윤활식 선미관에서 윤활유가 새나가는 것을 막는 것임

- 동시에 프로펠러축에 대하여 베어링 역할도 함께 함

[그림 102] 선박 선미관 수밀 시스템

     
·선박 선미관 종류

- 해수 윤활식 선미관 

·주철, 주강제의 관 속에 선수측과 선미측에서 각각 부시를 끼우고, 이 부시의 내측 전

면에 리그넘바이티(lignumvitae)를 설치하여 베어링의 역할을 함

·리그넘바이티에는 많은 홈을 설치하도록 하며, 이 홈은 V형, U형, UV형으로 하며, 해

수가 이 홈을 통하여 선외로부터 들어와서 윤활 작용과 냉각 작용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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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관의 선수측은 충분히 기름을 침투시킨 목면사나 면사의 패킹을 넣은 스터핑 박스

(stuffing box)를 설치하여 누수를 막고, 내면에는 리그넘바이티를 넣어서 선미 베어링

으로 하여 축을 지지함

- 특수 구조 선미관 종류

·조립식 선미관(fabricated type stern tube)

·주철제, 주강제 대신에 강판을 말아서 만들고, 이것을 선체에 용접한 다음 부시를 끼운 

것으로, 주로 대형선에 채용되며 주철제나 주강제에 비하여 가벼운 것이 장점임

·축 트렁크식 선미관(shaft trunk type stern tube)

·주철이나 주강제 대신에 위아래와 측면을 막아서 트렁크를 형성하고, 이 트렁크 중심

을 프로펠러축이 관통하는 형태로 선미측은 선미 골재에 부시를 끼워서 베어링의 역할

을 하며, 선수측은 격벽에 스터핑 박스를 설치함

·기름 윤활식 선미관(oil bath type stern tube)

·프로펠러축에 슬리이브를 시공하지 않고 주철제 선미관에 화이트 메탈을 주입한 부시

를 끼우고, 여기에 상부와 양쪽에 홈을 갖추어 선수측으로부터 윤활유를 공급하는 형

태임

· 해수 윤활식에 비하면 프로펠러축과 선미관 베어링부와의 마찰이 작고, 프로펠러축과  

베어링의 마멸이 작은 장점이 있음

·보통 선미관 구조의 리그넘바이티 대신에 백색합금을 입히고, 선미측과 선수측 베어링

에는 중력 유조(oil gravity tank)를 설치하여 윤활유를 공급하며, 선미관에는 해수의 침

입과 기름의 누설을 막기 위해 선미관 후단과 프로펠러 보스 앞쪽에 수밀 장치인 전부 

시일(seal)과 후부 시일을 설치함

(6) 현장 실증 준비 연구

① 방 부식/생물부착 패턴/코팅재 제작 

·자료 및 문헌 조사

- 마이크로 패터닝 기술개발

  ∘ University of Florida (미국)의 Brennan그룹은 실리콘계열의 코팅재료에 상어피부 표

면을 모사한 Shark sking 코팅을 개발하여 방 부착을 연구하고 있음

- 신 물질을 이용한 방 부착코팅 기술개발

  ∘ Northwestern University (미국)의 Phillip 그룹은 Polyethylene glycol 공중합체를 이용

한 코팅재료를 개발하여 Dow corning사와 함께 방 부착 도료를 연구개발 하고 있음

  ∘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영국)의 Peter그룹은 조류가 가지는 방 부착 특성의 

연구를 통해 조류가 생산하는 furanones이라는 산물을 이용하여 박테리아의 퇴치 및 

방부착에 응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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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면적 패턴 제작을 위한 금속 표면 가공 공정 방법 개발

·가공원리

- Electric wire를 이용하여 고압의 전류를 가하면서 금속 표면형상을 따라 움직이면서 금

속표면의 거칠기를 구현함(그림 103)

    

[그림 103] 방전 가공 과정 개념도

- 방전가공 공정횟수에 따라 금속 표면의 거칠기를 제어할 수 있으며 초소수성의 금속 표

면을 제작할 수 있었음 

·계층구조 프리즘 패턴 제작

- PDMS(Polydimethylsiloxane) 몰드를 이용하여 PFPE(perfluoropolyether)로 이루어진 계층

구조를 갖는 프리즘 패턴 제작

UV (s) Plasma     (s)

60 60

90 60

40 60

50 60

[그림 104] 공정 모식도 및 공정 조건

  ∘ 위에서의 주름 제작에 성공을 토대로 프리즘 계층구조를 제작하기 위한 공정을 수행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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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적 샘플을 제작하는데 있어 자외선 40초 및 플라즈마 60초 처리 시 부분적으로 

프리즘 패턴과 주름 구조를 동시에 지니는 계층구조를 국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105] UV 50초, 플라즈마 60초를 처리했을 때의 샘플

- 다양한 PFPE 구조물과 물에 대한 접촉각(contact angle) 측정

  ∘ 다음과 같은 4종의 샘플을 제작하였으며 자세한 구분은 아래의 표3.1.1에 정리하였음

    ⁃ 대조군 샘플 (flat PFPE), 2.wrinkleonly, 3.prismpatternonly 4.wrinkle+prismpattern

UV (s) Plasma (s) contact angle (°)

1 300 N/A 106.9

2-1 15 60 68.6

2-2 20 60 82.3

2-3 25 60 71.6

2-4 30 60 88.0

3-1 300 N/A 143.9

4-1 40 30 140.3

4-2 40 60 147.9

[표 32] 시험에 사용된 샘플의 공정 조건 및 물에 대한 접촉각

  ∘ 대조군 샘플의 경우 아무 패턴이 없는 평평한 PFPE로 제작되었음

  ∘ 접촉각은 시편의 임의의 부분에서 3회에 걸쳐 측정한 값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였음

  ∘ 대조군 샘플을 기준으로, 주름만 있는 경우는 비교적 친수성을 띄며 프리즘 및 계층

구조를 갖는 샘플의 경우 소수성을 띄는 것으로 관측되었음



- 87 -

[그림 106] 제작된 샘플의 물에 대한 접촉각 특성

③ Sandblast 방식을 이용한 금속 표면 가공법 및 방부착 실험 

  

·Sandblast 가공방법의 장점 

  

- Sandblast 방식 패턴 가공

  ∘ 넓은 면적에 패터닝이 가능한 방법이여야 함

  ∘ 유선형의 기판을 패터닝 해야함으로 곡면 패터닝이 가능해야함 

  ∘ 면적이 센치미터(Cm) 단위를 벗어남으로, 낮은 단가의 저가 패터닝 방법

- Particle 입자에 따른 Sandblast 가공 표면의 거칠기 제어 

  ∘ Sand particle의 크기를 5단계로 나누어 고압의 에어를 이용하여 유리 기판에 분사함

  ∘ 분사한 particle의 크기에 따라 표면의 거칠기가 다른 패턴이 만들어짐

   

[그림 107] Sandblast 방식을 이용한 거칠기 구현 모식도

·PDMS를 이용한 몰드 제작 및 소수성 고분자 필름 제작

- PDMS몰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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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dblast방법으로 제작한 유리기판위에 PDMS 고분자 용액을 이용하여 열을 가해 임

프린터용 몰드를 제작

- PUA 고분자 필름 제작

  ∘ 유리기판위에 PUA 용액을 점적한 후, PDMS 몰드를 이용하여 누름

  ∘ UV를 1시간 조사시켜 고분자를 경화시킨 다음 PDMS 몰드를 제거함

  ∘ SEM사진을 통해 표면의 거칠기를 확인하였으며, 제작된 3가지 기판의 표면접촉각을 

조사한 결과 107~121°의 표면 소수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미세조류 부착실험

- sandblast 방식으로 제조한 PUA 패턴을 이용한 해양미세 조류 부착실험을 행함

- 미세조류의 경우는 표면의 소수성 정도에 상관없이 초기단계에서는 부착이 일어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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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년도 

(1) 수차 개념 및 형상 설계

① 수리 및 수치 실험 방법 

·수리 실험 전략 

- 두 번의 실내와 두 번의 실외 실험(two indoor-two outdoor experiments) 선정

- EU 사례와 맞추어 실험 단계를 결정함 

[그림 108] Marinet (EU) 실험 단계(좌)와 본 연구에서 진행 혹은 계획 중인 실험단계(우)

·개수로 실내 실험 (1:50 이하 축소모형) 

- 실험 목적: 정성적 비교 실험, 개념 검증  

- 유속 및 작동 범위: 최대유속 1.5m/s  

- 세부 실험 범위 

·수평축터빈(HAT)는 능동 pitch제어 개념 검증 

·수직축터빈(VAT)는 성능비교를 통한 형식 결정 

·유속 제어 장치 개념 검증  

·진동식터빈(FTT)는 듀얼 시스템 개념 검증

·예인수조 실내 실험 (1:10- 1:50 축소모형)  

-  실험 목적: 터빈 효율 추출 등 정량적 실험, yaw제어 개념 검증  

-  유속 및 작동 범위: 최대유속 3.5m/s까지 가능함

·레이놀즈 수와 프라우드 상사를 고려해서 0.6-0.9m/s에서 실험 진행함 

- 실험 범위 

·HAT, VAT, FFT의 발전 실험 및 yaw제어 개념 검증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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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 개수로(좌)와 예인수조(우)

·수치 실험 전략 

- 설계 및 최적화를 위한 수치 실험 

·HAT의 경우는 BEMT(blade element momentum theory), VAT와 FTT의 경우는 2차원

(2D)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sc)를 활용함 

·3차원 효과 평가를 위해서는 3차원(3D) CFD 이용 

·요제어 개념 검증의 위한 수치 실험 

- 유체-구조 연성해석(FSI) 해석을 이용

·이 경우 구조는 강체로 가정하고 진행함

·사용된 소프트웨어(S/W)

- BEMT는 자체 개발된 BEMBO(blade element momentum theory based blade 

optimization) CODE 이용 parametric analysis 지원하며 이를 통한 최적화를 진행

-  회전수 고정CFD와 유체-구조 연성 CFD해석은 FLUENT를 이용 

-  FTT는 자체 개발된 CFD 코드 FlapAnal-Flow와 FLUENT를 병행 사용 

·FlapAnal-Flow는 FLUENT와 비교 검증된 코드임 

·설계 최적화 기법 

- 수평축 터빈 

·블레이드 길이 방향으로 여러 개의 단면은 BEMT 기반의 파라미터 해석으로 얻음. 

BEMBO 내의 최적화 방법은 [그림 110] 에 도식되어 있음 

·끝 단 형상 등 3차원 설계 변수는 3차원 해석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바, 특정 형상

에 대한 해석 진행으로 최적형상을 도출할 예정임 

- 수직축 터빈

·수직축의 경우는 BEMT 기반 방법의 정확성이 낮아서, 2차원과 3차원 CFD가 대신에 

사용됨. 하지만 파라미터 해석을 위해서는 격자 구성 등을 수동으로 진행하고 계산 시

간도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되어서 설계 과정이 오래 걸리게 됨

·수직축의 설계 프로세스는 2차원 설계변수 선정, 3차원 설계변수 선정 순으로 진행되

며 본 연구에서는 덕트를 사용하므로 덕트 형상 최적화도 요구됨 

·이번 연차에서 사용한 최적화 프로세스는 [그림 111]에 도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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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식 듀얼 터빈 

·진동식 블레이드의 경우는 두께가 얇은 단면이 선호됨. 그러나 구조 안정성 까지 고려

해서 NACA0012로 결정함.

·블레이드 피치폭, 진동폭, 주파수 등은 주어지는 부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험을 통한 

최적 변수 선정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듀얼 블레이드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두 블레이드 간 간격과 위상차가 

유의 설계 변수가 됨 

·현재 진동식 듀얼 블레이드에 맞는 설계 방법은 체계화 되지 않은 상태로, 수리실험의 

결과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수치실험은 보조적인 역할을 가짐 

·

[그림 110] 수평축 터빈 최적화를 위한 BEMBO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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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수직축 터빈 설계 최적화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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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식별 단일 후보 결정

·1차년도 평가 의견에 따라 형식별 단일 후보를 조기 결정함

- 활용된 정보는 기존 시스템 분석 자료, 수치해석 결과 및 상기한 개수로 실내실험임  

·후보 터빈 검증

- 1차년도에서 5개 선정되었고 이 중 형식별 단일 후보 선정을 진행함

[그림 112] 개방형과 덕트형 수평축, 덕트형 다리우스와 사보니우스, 진동식 듀얼 터빈

- 다음의 선정 조건을 사용

·   . 효율을 포함한 경제성 및 기술적인 성숙도 고려

·   . yaw제어나 블레이드 혹은 수중익 pitch제어 적합성

- 덕트형 HAT 제외 

·기존 시스템 분석 결과 블레이드 개수가 6개 이상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때 각 블레

이드의 pitch제어는 효율성을 낮게 하는 원인이 됨 

·yaw제어 적용을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을 회전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며,  

yaw제어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효율이 낮은 대칭 블레이드와 덕트 사용이 불가피함

·최적 덕트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 성숙도도 낮은 편임  

- 사보니우스 제외

·기존 시스템 (Neptune Renewable Energy)에 대한 검증 수치실험(FLUENT) 진행함 

       모델 정보

ü 지름 8m, 블레이드 총 16개, Guider 있는 경우를 2차원 해석 진행

ü 2m/s 유속에서 TSR=0.2/0.4/0.6/0.8/1.0(total: 5 cases) 진행

ü Mesh Element 670,976개, 해석 시 Sliding mesh 기능 이용



- 94 -

[그림 113] 블레이드 모형과 격자형상

       해석 결과

ü TSR이 0.4일 때 최대 효율, 23.55%을 얻음

ü 효율이 제일 높은 TSR=0.4 case를 기준으로 Mesh Convergence 진행,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음을 확인함

[그림 114] TSR별 효율과 0.4 TSR에서의 압력 결과

·같은 규모의 다리우스의 경우는 40-50% 효율이 얻어지므로 다리우스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많은 블레이드로 인한 능동제어 어려움 등의 이유로 제외함

  
·개방형 수평축 수차 세부 사양

- 블레이드 개수  

·blade 개수는 BEMT 기반 해석을 통한 비교를 통해 효율이 높은 3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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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BEMBO를 통한 HAT 결과: (좌) 30cm 직경 터빈 (우) 80cm 직경 터빈

- 최근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Siemens와 AndritzHydro의 시스템도 3개를 선택하였음 

[그림 116] Siemens(German)의 SeaGenS-2MW와 

AndritzHydro(Swiss)의 Hammerfest HS1000시스템

- 능동제어 방식

·블레이드 pitch제어  

ü 능동 pitch제어를 통한 정격 유속(VN)을 상회하는 경우에 폐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회전하여, 즉 Cp를 낮추어 PN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cut-out speed를 높이는 효과를 

가짐 

ü pitch제어를 통해 폐쇄율이 최소가 되면 브레이크 기능을 가지며, Simens와 

AndritzHydro 시스템도 채택한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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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pitch제어를 통한 

고유속의 발전곡선(좌, Bianchi) 및 

축소모형의 적용방식(우)

  

- yaw제어 

·yaw제어를 통해 유향을 맞춤으로써 효율 향상 및 구조 안전성을 확보함 

·기존 방식으로는 유압식(AndritzZHydro의 1200-1500KW 시스템)과 추진기(Alstom의 

DeepGen 시스템) 방식이 있음 

[그림 118] AndtrizHydro의1200-1500kw와 Alstom(France)의 DeepGen 

시스템

 
·상기 방식들은 능동제어 방식으로 지속적인 에너지 소모가 예상됨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rudder 방식의 yaw제어를 선정함 

ü 현재 적용 사례가 없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수동/능동 혼합 방식의 제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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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방향타식의 yaw제어 장치

·덕트식 수직축

- 블레이드 개수와 단면

·CFD(FLUENT) 해석 결과의 효율과 토크 변동성을 고려하여 3개의 블레이드를 선택함

[그림 120] 블레이드 개수별 효율과 토크 변동성, [한국해양연구원 보고서, 

2011]

·단면의 경우는 NACA 계열의 두께에 대한 파라미터 해석을 통해 NACA0020을 선정  

- 블레이드 길이 방향 형상 

·helical blade는 “조류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과 중복성에 의해 제외 

·straight blade를 선정하되 효율 향상을 위해 가변적으로 피치를 변화하는 방식을 선정

ü 효율 향상은 기존 연구 결과([그림 14] 참조)와 1차년도 CFD 해석으로 검증함 

ü 능동으로 피치각을 조절하는 경우는 에너지 소모량이 높아서 제외 

ü 유동에 의해 수동으로 피치각이 변하는 방식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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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피치각도 조절 방식과 성능향상 [Schonborn, 

2007]

- 덕트(혹은 채널) 형식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은 비대칭 형태를 선택하고 yaw제어 하는 방식으로 선정 

  
[그림 122] 수직축의 대표적 덕트 형식 [Khan et. al, 2009] 

·yaw제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수동/능동 제어를 위해서 [그림 15]의 다중 수중익 

확산자(multiple hydrofoil diffuser)방식을 선정 

·능동 제어 방식 (국내 특허 출원) 

- 유속 범위 제어 

·유속이 느린 경우에는 출구 쪽 수중익의 피치 각을 늘려 확산 효과를 극대화해서 내부 

유속 증가를 크게 함 

·유속이 빠른 경우는 반대로 작동되며 내부 유속 증가를 줄임 

·이를 통해 발전 가능한 유속 범위를 증가 시킬 수 있음

[그림 123] 유속 범위 제어를 위한 출구 쪽 수중익의 형상 (좌) 최대각, (우) 최소각

- 유향 제어 

·출구 쪽으로 유향이 바뀌면, 출구 쪽 수중익 중 하나를 안쪽으로 접어 회전력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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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되는 중에 원위치로 반환되고 이를 통해 입구 쪽으로 시스템 방향이 맞추어짐  

[그림 124] 수중익 제어를 통한 180도 회전 원리

·진동식 터빈 

- 블레이드 단면과 개수 

·NACA 계열이 주로 사용되며, 얇을수록 효율에는 장점이 있으나 구조적인 안전성 등의 

이유로 NACA0012가 가장 많이 사용되므로 이를 선정 [Le&Ko&Byun 2013]

·블레이드 두 개가 유동 방향으로 근접하여 발전하는 경우 상당한 효율 향상을 얻음 

[Kinsey&Dumas, 2012-I]. 이는 FlapAnal-Flow 코드를 통해서도 검증하였음 

·따라서 듀얼 블레이드 시스템을 선정함 

- 길이 방향 블레이드 형상과 작동 조건 

· 방향 블레이드 형상 

ü 블레이드 길이는 단면 크기에 비례해서 주어지며 기존 시스템 분석 결과 대부분의 

시스템이 6배 이상의 길이를 가지고 있음 

ü 길이가 단면의 10배 이상이면서, 끝단 평판을 가지는 경우 tip loss가 10% 미만이 

되는 것으로 보고됨[Kinsey&Dumas, 2012-II]      

ü 긴 길이의 경우는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이 크게 요구되는 바 본 연구에서

는 6배로 정함 

- 작동조건 

·진동의 진폭 역시 단면 길이에 비례하여 주어지며 0.5배에서 1배 정도가 사용되었으며 

[Le&Ko&Byun 2013, Kinsey&Dumas, 2012-I],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1배를 선정함.

·진동 주파수 및 피치 각도는 부가되는 부하 토크에 의해 결정됨.   

- 동력 전달계

·회전 변환기 (국내특허 출원)

·클러치 기어를 이용하여 진동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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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회전 변환 장치와 동작원리 

·듀얼 시스템 동력 전달계 (국내특허 진행 중)

ü 상기 두 개 회전변환기의 회전력이 다른 위상각으로 올 때 동력 전달을 하기 위해

서는 역시 클러치 기어가 요구됨. 

ü 이는 팽이치기 원리와 유사하며, 기존 시스템의 유압식 동력 전달계와 차별화됨  

[그림 126] 동력전달계의 3차원 도안

- 능동제어 방식 

·유속 범위 제어 

ü 진동자(flapping wing)는 피치각이 커지면 양력이 커지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정

격 유속보다 작은 유속에서는 큰 피치각을, 큰 유속에서는 작은 피치각을 사용하여, 

발전 가능한 유속 범위를 늘릴 수 있음    

- 유향 제어

ü 듀얼 시스템 배치를 마주보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피치각을 180도 돌리는 것으로 

180도 주유향 변화에 대처할 수 있음 

ü 발전 중의 미세 유향 제어는 나셀의 형상에 의해 유동에서 받는 힘을 이용하는 수

동 제어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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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 VAT FTT

블레이드 3
3, 

다리우스
직선블레이드

2

덕트 x
o

(다중 수중익 
확산자)

x

나셀(nacelle)
단면은 적고 길이는 

긴 형태로 수평 
배치

단면은 크고 길이는 
짧은 형태로 

수직배치
하부 배치

유향제어 방향타 수중익 나셀
유속범위 제어 블레이드 피치 수중익 블레이드 피치

[표 33] 단일 후보 사양 summary

[그림 127] 형식별 단일 후보 개념도

  

·터빈 시스템 타당성 조사  

수차 시스템의 경우, 강도와 무게에서 장점을 가지는 복합 재료와 영구자석형 발전기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자문연구를 진행하였고, 요약본은 다음과 같음 

·복합재 수차 터빈의 타당성 조사

- 기술적 타당성

조류발전 기술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는 조류 (또는 조파)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하는 블

레이드의 설계/제작인데, 블레이드가 기존의 금속재 기반에서 복합재 (Composite 

Materials) 기반으로 바뀌어가는 추세는 아래와 같은 기술적 요인이 있음. 

·블레이드는 스팬 방향으로 테이퍼 (taper)를 갖거나 비틀림각 (twist angle) 갖는 등 복

잡한 형상을 가지므로, 기존의 금속재는 복합재에 비해 제작의 어려움이 있어, 기계가

공, 단조 또는 주물 등의 기존의 금속재 제작 방식으로 블레이드의 품질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복합재는 무게 대비 강도 즉 비강도 (Specific Strength), 무게 대비 강성 즉 비강성

(specific stiffness)이 금속재 보다 크기 때문에 복합재 블레이드와 샤프트 (shaft) 등 지

지구조물의 무게 저감을 도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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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료는 고분자구조 (polymer structure)로 이루어지므로 염분에 강한 내부식성을 

가지므로, 복합재 블레이드는 금속재 블레이드에 비하여 우수한 부식성을 가짐.

·복합재료는 특유의 피로파괴 메카니즘과 고분자 구조가 갖는 우수한 댐핑 (damping)으

로 인하여, 복합재 블레이드는 진동피로하중에 의한 피로파괴에 강한 내피로 (fatigue 

resistance) 성능을 가짐. 

·복합재를 적용하면,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외력 조건에 따라 블레이드 내부구조 설계를 

복합재료의 이방성 특질 (Anisotropic Properties)을 살려 블레이드의 강도, 강성을 최적

화하는 설계할 수 있으므로, 설계의 유연성이 뛰어남. 

- 경제적 타당성

·제작 비용 측면

ü - 제작비용은 재료, 설계(engineering), 치공구 (tooling), 단품제작(Fabrication), 조립

(Assembly) 및 품질보증 비용 (Quality Assurance) 등을 포함함.

ü - 재료비는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리섬유 (E-glass) 자체는 탄소섬유의 1/10 

가격 정도로 저렴하고 일반 금속재와 비교하여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함. 

ü - 수지 (Resin)의 경우  폴리에스터나 비닐에스터는 저렴한 편이나, 에폭시 수지는 

10배 정도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음. 

ü - 따라서 복합재 블레이드를 제작하는 경우, 유리섬유를 최대한 사용하되 Box 구조 

등 주요부위에 탄소섬유를 한정하여 사용하는 설계 하도록 하고, 수지도 선택적으

로 쓴다면 재료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음.

ü - [표 34]에서는 재료비를 제외한 설계, 치공구, 단품제작, 조립 및 품질보증 등에 

관한 항공기 분야의 비용자료를 비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복합재 제작비는 금

속재의 2배에 달함. 

ü - 최근에 복합재의 재료비나 제작비는 금속재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아지는 추세이

나, 보수적 견지에서 전체적으로 복합재 제작비는 금속재 제작비의 2배로 판단하여

도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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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개략적 재료 비용 비교 ($US)

[표 35] 탄소섬유 복합재와 알루미늄 금속재의 제작

비용 비교 (Rand 연구소, 1991) 

·운용 비용 측면

ü 블레이드의 경제성은 직접 제작비 외에도 설치, 보수 및 운용비에 따른 비용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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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함

ü 운용 중인 블레이드의 파손 형태나 피로수명을 확인한 데이터베이스의 축적이 충분

치 않으므로, 재료의 피로수명으로 운용비용 (Operation Cost)을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ü [그림 1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소섬유는 매우 탁월한 피로수명을 보여주고 있고, 

유리섬유는 금속재 (알루미늄)와 비슷한 피로수명을 보여주고 있음. 

ü 하지만 [그림 128]의 데이터는 수분과 염분을 포함한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

는데, 유리섬유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부식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염수 내

에서 유리섬유의 피로수명은 금속재보다 월등할 것으로 예상함. 

ü 유리섬유의 비강도 (Specific Strength)는 금속재 (알루미늄)의 5배 이상이고 진동감

쇄 효과도 크므로 유리섬유는 해상 구조물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ü 따라서 복합재 블레이드의 운용상의 탁월함은 제작비의 비용상승을 충분히 상쇄함. 

[그림 128] Unidirectional Composites 및 알루미늄의 

S/Nf plots (Stress ratio R=0.1)

ü Oxford 대학의 기술이전 전문회사인 Isis Innovation 사는 조류발전 시스템에 복합재 

블레이드를 적용하면 현재 조류발전 장치와 비교하여 제작비 (Manufacturing Cost)

는 60%, 유지비용비 (Maintenance Cost)는 40% 정도 적게 들 것으로 예측함. 

ü 조류발전시스템은 향후 세계 전력시장에서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으며 조류발전시스템의 핵심부품인 블레이드는 경제성 측면에서도 대세임. 

- 발전기 선정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발전기의 형식 및 사양의 결정에 앞서, 

다양한 구조 및 형식의 발전기 시스템들을 비교 검토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발전기 

기술에 대해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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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시스템들의 구조, 크기, 무게, 효율, 가격, 전력생산량, COE(Cost of Energy) 등

을 비교하여 각 발전기시스템의 특징 및 장단점을 비교하여,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시스

템에 적용 유망한 발전기시스템 후보모델을 제시함  

·발전기 시스템의 분류

ü 조류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발전기는 풍력발전기와 같이 다양한 구조 및 형식이 존

재함. 조류발전시스템의 구성 및 원리는 풍력발전시스템과 유사하므로 본 절에서는 

풍력발전시스템의 발전기에 대한 구조 및 형식을 파악하여 발전기 기술에 대해 서

술함

ü 발전기시스템은 구동방식에 따라 증속기어 방식과 직접구동 방식으로 분류되며, 발

전기의 종류에 따라 유도발전기, 권선형 동기발전기,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등으로 

분류됨

    

SCIG 3G: Squirrel cage induction generator system with a three-stage gearbox 

DFIG 3G: Doubly-fed induction generator system with a three-stage gearbox

PMSG1G: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 system with a single-stage 

gearbox

EESG DD: Direct-drive electrically excited synchronous generator system

PMSG DD: Direct-drive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 system

[그림 129] 발전기 형식별 구조형상

·발전기 시스템의 비교

ü 발전기시스템의 구동방식 및 종류별 비교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논의되었음. 

각 발전기시스템에 대한 분류 및 장점(+)과 단점(-)을 요약하면 [표 36]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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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증속기어방식의 발전기시스템은 발전기 직경, 중량, 가격 및 Tower head mass 측면

에서 우수한 시스템임.

ü 직접구동방식 발전기시스템은 축방향길이, 효율, 손실 및 전력생산량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시스템임.

[표 36] 발전기별 상세 specification

ü  다양한 발전기시스템의 손실, 연간전력생산량, 가격적 측면의 장단점을 상세히 파

악하기 위해 [Polinder 2006] 의 3MW급 DFIG 3G, EESG DD, PMSG DD, PMSG 1G의 

설계결과를 다음 그래프와 같이 비교 검토함. [Bang 2010] 발전기시스템의 손실은 

증속기어, 발전기, 컨버터의 손실을 모두 포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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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0] 발전기시스템의 연간 손실 및 전력생산량 비교

[그림 131] 발전기시스템의 가격비교

ü - 따라서 상기 기준으로 분석한 발전기시스템에 대한 비교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1 . 직접구동방식 발전기시스템의 전력생산량이 증속기어방식 발전기시스템보다 우수함
2 . 손실 및 전력생산량 측면에서 PMSG가 EESG 보다 우수함
3 . 증속기어방식 발전기시스템은 직접구동방식에 비해 중량 및 가격적 측면에서 우수함
4 . DFIG 3G는 다른 발전기시스템에 비해 손실이 크고, 전력생산량이 낮음
5 . 그러나, DFIG 3G는 정격용량의 약 30% 정도의 컨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컨버터의 손실과 

가격측면에서는 다른 발전기시스템에 비해 우수함
6 . DFIG는 회전자를 컨버터와 연결하기 위해서, EESG는 회전자에 DC전류 여자를 위해서 브러

쉬와 슬립링을 사용하며, 이는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므로 높은 신뢰성과 가동율을 요구
하는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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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따라서 신뢰성과 가동율, 효율 및 전력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조류발전시스템에 유망한 발전기
시스템으로 PMSG DD와 PMSG 1G 시스템을 추천함

③ 터빈 성능 검증 실험

·수평축 회전 터빈

- 개수로 수리 실험

·SUS 3 blade, 30cm Turbine diameter, 6cm hub diameter

ü 블레이드는 BEMBO를 이용한 최적 형상 추출 (1차년도 진행사항임)

ü 블레이드는 쾌속 조형으로, 공차가 다소 크게 제작됨   

[그림 132] 설계, 제작 및 실험 

 
·유속 0.78m/s, TSR 5.8 에서 27 % 효율

ü 경향은 유사하나 scale effect로 BEMT 결과와 차이가 발생 

ü 재료 및 형상 변경에 대한 터빈의 정성적인 비교에 활용함 

[그림 133] 개수로 실험과 BEMT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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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의 형상 설계

- BEMBO를 이용하여, 예인 수조에서 실험할 직경 80cm의 수차 터빈의 형상설계 및 Cp, 

Cq 계산

- 블레이드 수가 3개인 경우에 대하여 형상 설계, 허브 직경은 터빈 전체 직경 80cm의 

12.5%로 설정하고, 익형은 1차년도와 같이 NACA 63-8xx 계열로 정함. 

- NACA 63-8xx 익형은 양력계수 및 항력계수의 자료를 얻기 쉽고 타 참고문헌의 블레이

드 설계에서도 사용하였음.

- 블레이드가 세 개인 경우, 최대 Cp를 발생하는 형상은 [표 37]와 같음. 

·이 때 최대 Cp는 0.48임

r/R(%) Chord (mm) Pitch angle (deg) Hydrofoil
12.5 61.0 27.4 NACA63-824
23.4 55.9 20.0 NACA63-821
34.4 50.6 13.7 NACA63-819
45.3 45.3 9.7 NACA63-818
56.3 39.6 7.4 NACA63-817
67.2 33.9 5.4 NACA63-816
78.1 28.2 3.5 NACA63-815
89.0 22.4 2.0 NACA63-814
100.0 16.5 0.7 NACA63-813

[표 37] Geometry of 3 blades turbine (D=80 cm).

- 블레이드가 3개인 수차의 초기 장착 피치 각도가 변하는 경우, 즉 블레이드 pitch제어를 

하는 경우의 Cp, 출력, 토크 및 피칭 모멘트도 BEMBO를 통해 습득함 

·예인수조 수리 실험 

- 알루미늄 3blade, 80 cm 로터 직경, 10 cm 허브 및 나셀 직경 

·모든 부품을 CNC 가공으로 공차를 최소화함 

[그림 134] 설계, 제작 그리고 실험  

- 유속 0.9m/s에서 최대 Cp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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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T 결과와 그래프의 경향은 유사하게 나옴 

·BEMT결과 대비 효율의 미비한 차이 기인은 실제 실험에서 생성되는 기계적 마찰, 저

항 및 power loss 때문으로 사료됨

·   - 터빈 형상 및 재료에 따른 정량적 비교에 활용함 

[그림 135] 예인수조 실험과 BEMT 결과 비교

·수직축 회전 터빈

- 개수로 수리 실험

·사양, 조건  

ü NACA0012 단면 길이는 87.91mm 로터 직경 300mm, 길이 300mm

ü 피치각은 10% 위치에 중심이 있으며 ±2, ±4, ±6, ±8, ±10도로 최대각도 조절 

가능함 

[그림 136] 설계, 제작, 실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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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속도가 빠를수록 효율은 상승 

ü 가변 피치 터빈(DTII)의 경우가 고정 피치 터빈(DTI)에 비해 상대 효율이 7-10% 높

음 

ü 최대 효율을 가져오는 최대 피치각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림 137] 고정 피치와 가변 피치 비교 

- 덕트 실험 (개수로)

·다중 수중익 확산자 형식 덕트의 유동가시화 실험의 사양 및 조건 

ü 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 방법을 이용하여 유동 가시화함 

ü 유속 0.6m/s에서 출구 쪽 수중익의 피치각을 15도로 바꾸면서 덕트 내 유속 증가비

를 측정함

[그림 138] 설계, 제작, 실험 

·실험 결과 및 검증 

ü  . 초기 피치의 경우는 1.35m/s가 최대유속으로 관측되었고 가속비는 2.25임

ü  . 피치를 15도 증가한 경우는 최대유속 1.52m/s로 가속비는 2.5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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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9] 초기 피치(좌)와 15도로 피치를 늘린 경우(우)의 

후처리 영상 

ü 같은 조건의 CFD(FLUENT) 해석 결과로 검증

§   초기 피치는 가속비는 1.95, 15도 증가 후 가속비는 2.26으로 실험보다 다소 작음 
§   그러나 피치 증가에 의한 가속비의 증가 정도는 실험 결과와 유사함 

[그림 140] 초기 피치(좌)와 15도로 피치를 늘린 경우(우)의 CFD 결과 

 
§ 2 이상의 가속비를 얻은 것은 개수로 적은 단면에 의한 영향으로 파악됨    

·수치해석을 이용한 형상 최적화

[그림 141] 형상위치 선정 변수 (좌), 터빈 위치에 따른 효율 해석 (우)

 
ü 예인수조에서 사용될 덕트의 형상과 터빈의 위치 최적화 과정

§ 최소 길이 L과 터빈 위치 X를 변경하면서 최적인 위치를 선정
ü - 덕트 출구 쪽 수중익의 normal pitch 각도일 때 최적 위치에서 최대 Cp는 0.6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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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인수조 수리 실험  

·사양 및 조건  

ü 3 알루미늄 블레이드, 6개의 알루미늄 수중익과 상하판, 수중익 제어 시스템을 포함

한 실험장치를 제작함 

ü 저속 0.6 m/s, 고속 0.9 m/s 으로 설정 및 운용함

ü 수심은 상판 기준으로 600 mm에서 진행함

[그림 142] 수직축 설계, 제작, 실험

·실험 결과 

ü 최대 효율이 23%로 예상한 효율보다 낮은 것은, 고정된 상하판과 블레이드간의 마

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됨 

ü 최대 피치각을 10도로 하였을 때 가변 피치에 의한 효율 향상은 10% 정도임  

[그림 143] 가변 피치에 따른  결과 - 0도와 

10도의 경우에 대한 효율 비교  

 

 
·설계 변경 (진행 중)

ü 3차원 모형에 대한 CFD 결과도 20% 이하의 낮은 효율이 나옴 

ü 개수로 실험과 달리 벽면 효과 때문에 생기는 유체역학적 마찰을 줄이기 위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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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요구 됨

ü 상판과 하판에서 축계로 회전하는 방식 대신 끝판(endplate)구조가 터빈과 같이 회

전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 

[그림 144] 벽면 마찰을 줄이기 위한 VAT 설계 변경 안

·진동식 터빈 수리실험 

- 개수로 실험 

·실험 사양 

ü 18cm 단면 길이. 40cm 날개 길이, 듀얼 시스템, 듀얼 블레이드의 pitch제어 장비와 

계측부를 포함한 발전실험 장치 ([그림 145] 좌)

ü 0.6m/s 유속 조건에서 피치각, 주파수, 위상각, 간격, 부하를 조절하면서 실험 진행  

[그림 145] 실험 전경 (좌)과 실험 장치(우)

·실험 결과 

ü 간격은 1C(18cm)인 경우가, 위상각은 90도인 경우가 제어 용이성과 효율이 가장 우

수함 

ü 부하를 (1.1N, 1.1N), (1,1N, 1.2N), (1.2N, 1.2N)의 앞과 뒤 블레이드에 주었을 때 두 

개의 피치각이나 암 각도가 유사한 수준이 됨 

§ 이는 앞 블레이드에서 생성된 와류가 뒤쪽 블레이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증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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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자연의 새 군집 비행 혹은 가오리 군집 유영의 효율성과 유사한 결과임   
ü 두 개 블레이드 효율이 합쳐져서 0.5Hz 주파수에서 효율이 43-46%가 됨 

[표 38] 주어진 부하, 위상각, 간격 조건에서 얻어진 피치각, 암각 그리고 효율 

- 예인수조 실험 (진행 중) 

·CFD해석 수행 결과

ü 단일기에 대한 해석 결과 28.5% 효율을 얻음 

ü 단면 길이의 간격에 90도 위상각으로 움직이는 경우, 앞 블레이드는 26.8% 뒤쪽은 

14.5%로 전체가 41.3% 효율을 얻음 

[그림 146] 해석 조건, 양 블레이드 간 거리, 와류 해석 결과

[그림 147] 듀얼 시스템 측면도(좌)와 실제 설치 장치(우) 

모습

·제작 및 조립은 완료 되었고, 예인수조에서 발전 실험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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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수치실험 및 계산 수리 실험 평가

HAT
터빈 효율 
30%이상

 BEMT: 48% 개수로: 25-27%
예인수조: 40-42%

-개수로 실험은 scale 
effect로 적게 나오나 예
인수조 결과는 수치결과
와 유사

- 목표 효율 달성

VAT
터빈 효율 
60%이상

 2D CFD: 55-65% 

개수로: 25-45%
 (w/o duct)

덕트 가속비: 1.9-2.6

예인수조: 10-20%
 (w duct)

-개수로의 관로에서는 상
대적으로 높은 효율이 얻
었고 가속비도 높음

-예인수조는 wall effect에 
의한 영향으로 효율이 낮
게 나왔고 목표 효율 달
성을 위한 수정된 시스템 
제작 중임 

FTT
터빈 효율 
30%이상

 2D CFD: 41.3%
개수로: 40-45%

예인수조: 실험 중
개수로 실험에서 목표 달
성 

[표 39] 실내 모형실험의 목표 터빈 효율과 결과 정리

④ 능동제어시스템 개발/모형실험/성능평가

 목적 수평축 터빈 수직축 터빈 진동식 터빈

 발전 유속 범위 증가 블레이드 pitch제어
.수중익 pitch제어 
.덕트의 유속강화 

블레이드 pitch제어

 유향 제어를 
통한 효율 및 
안전성 향상

180도 
yaw제어

방향타 형상 및 
yaw회전을 이용한 

능동/수동 제어
수중익 pitch제어

블레이드 180도 
회전

발전 중 
미세제어

.방향타 pitch제어를 
통한 능동제어

.방향타 형상에 의한 
수동제어

.수중익 능동 
pitch제어

.수중익 형상에 의한 
수동제어

나셀 형상에 의한 
수동 제어

[표 40] 능동제어시스템 목적 및 터빈 형식별 방식 요약

·수평축 회전 터빈 

- Pitch 제어 

·수평축 조류 발전기의 운동방정식을 유도한 후 Taylor series expansion을 이용하여 선

형화하여 상태공간방정식(State space model)을 구해 LQR+integral Method를 적용, 제

어기를 설계함.

·[그림 149]는 수평축 수차의 단순화 되어진 터빈 운동 모델과 유도된 운동방정식임

[Boukhezza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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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8] 수평축 수차의 운동 모델 

[그림 149] 수평축 수차의 운동 방정식

·작동점(Operating point)에서 Rotor torque(Tr)의 선형화를 통해 수평축 수차의 선형 모

델을 얻음. [그림 150]은 Rotor Torque의 선형화 결과를 나타냄.

[그림 150] Rotor torque(Tr)의 작동점에서의 선형화 결과 

·선형화되어진 운동방정식을 이용하여 상태변수를 결정한 후 상태공간모델을 유도함. 



- 118 -

[그림 151] 수평축 수차의 상태공간방정식 

·최적제어를 위한 LQR Method에 정상상태오차를 없애기 위한 Integrator를 추가하여 제

어기를 설계한 후 그 검증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델과 수

평축 수차의 Parameter는 다음과 같음.

Symbol Description value unit


Inertia of three blades, hub and low speed 

shaft
0.00000665 

 Inertia of generator 0.0008394 

 Torsional stiffness of drive train axis 0.16625 

 Torsional damping of drive train axis 0.00997 

 Gear ratio 1 -
 Rotor radius 0.15 

[표 41] 수평축 수차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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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2] 수평축 수차 시뮬레이션 모델 

·0.6m/s 이상의 유속으로 변화시키면서 피치각 및 로터의 회전속도의 변화를 관찰함.

·시뮬레이션 결과 유속이 바뀜에 따라 피치각 및 로터의 회전속도가 1초 이내로 안정화

되는 것을 확인함. 또한 유속이 변화되어도 피치각의 변화로 인해 일정 회전속도

(20.8rad/s)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확인함. 

[그림 153] 시뮬레이션 결과 : 유속(상) 피치각(중) 회전속도(하) 

·임베디드 마이크로프로세서인 Mbed에 설계한 제어기를 구현하여 제어기 검증.

·수평축 수차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수차의 회전속도 데이터를 받아 처리 후 제어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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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여 드라이버로 송신해 모터를 구동하여 피치각을 조절함. 

·블레이드 pitch제어를 위한 제어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음.

[그림 154] pitch 제어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 

·개수로 수리 실험

ü 한 블레이드 당 걸리는 최대 피칭모멘트는 약 104.5 mNm으로 추정되어지며 수평축 

수차의 블레이드는 총 3개이므로 pitch제어용 모터는 약 300 mNm 이상의 자기유지

력(Holding torque)를 가져야 함. 선정되어진 모터는 다음과 같음.

[그림 155] FAULHABER 사의 스텝핑 모터 AM1524

·아래 그림은 Mbed에 구현한 제어기의 흐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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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6] Pitch 제어 흐름도 

 

·제어보드, 모터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pitch 제어를 위한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모터

구동 및 제어기 작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을 수행함.

[그림 157] 컨트롤 보드 및 제어장치

·[그림 158]은 Mbed에 구현되어진 제어코드의 동작을 확인한 결과임. 수차의 회전속도

가 변함에 따라 피치각 또한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회전속도 변화량에 따라 피치

각 변화량 또한 바뀌는 것을 확인함.

ü 허브 크기 한계에 의한 수밀 설계가 최소화 되어, 실제 수중 실험 중 모터가 파손

됨 

ü 따라서, 수중실험을 육상실험으로 대체하였고, 그림의 결과는 육상실험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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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8] 회전수에 따라 능동적으로 제어되는 피치 값

[그림 159] 개수로에서 진행된 pitch제어 실험 및 전경

·수동 제어 (예인 수조 실험)

ü 예인수조 모형에는 yaw능동제어 시스템이 적용되고, 복잡성에 의해 피치는 수동으

로 변경함

ü 피치각은 홀 위치 변경을 통해 변화하도록 하고 피치 각 변경에 따른 효율 곡선을 

얻음 

ü 8도 까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12도에서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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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0] 블레이드 체결부에 위치한 피치 각 변경 구조 (좌), 각 피치에 따른 

효율 (우)

- Yaw 제어 (예인수조)

·Yaw제어 실험을 위한 실험 장치 구죽 (국내 특허 진행 중)

ü Yaw 제어 중 발전 실험이 가능하도록 고안됨 

ü 능동/수동 yaw 제어력을 3분력계를 통해서 계측 가능함 

[그림 161] Yaw 제어를 위한 시스템설계 도면

·Yaw 제어 시스템 설계 및 제작

ü yaw제어 방향타(Rudder) 드라이브 설계

§ NACA 파일 검토 결과 양항비 및 축계 연결이 용이한 NACA 0012를 Rudder에 적
용 

§ Rudder의 설계 Force는 산정 yaw모멘트 6.2N․m에 부합하도록 설계 진행하였으며 
양항비가 가장 큰 7°를 기본 제어각으로 설정하여 설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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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2] Yaw Control coordinate system

ü   . Rudder를 이용한 yaw드라이브 기본 설계 진행

항목 조건값 단위 비고
유 속 0.55 m/s 　

회전반경 0.6~1.0 m 　
요모멘트 3.1 Nm 　
제어속도 1 rpm Yawing Vel.
안전율 2 ~ 3 S 　

[표 42] Yaw 드라이브 기본 설계 조건

[그림 163] Yaw제어 드라이브 설계 개념

ü Rudder를 이용한 yaw 제어 시스템 설계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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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타(Rudder)를 이용한 yaw제어 시스템을 설계 제작함
§ 상부 러더는 고정 타입으로 수동형 yaw제어 및 180° 회전 시에 활용하며 하부 

Rudder를 이용하여 미세 제어 구현.  

[그림 165] Yaw 제어 시스템 실제 제작 및 부착 모습

ü Rudder 제어시스템 설계 및 제작

§ Yaw Error 엔코더를 통해 현재 각도를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목표값 설정에 따라 컨
트롤러를 통해 러더 제어

[그림 164] Yaw 제어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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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6] Control Box 구성도

[그림 167] 제어 흐름도

ü FSI 해석을 통한 Yaw 제어시스템 설계 Moment 검토

§ 유동해석 및 연성해석을 통한 yaw제어 시스템 설계 검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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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8] Yaw 제어 시스템 FSI 해석

- 발전 중 미세 제어 

·좌표계 

[그림 169] 모형시험의 Coordinate System

·Yaw각 변경에 따른 효율 영향

ü [그림 133과 같이 10도 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10도 이

내는 yaw각 변경을 안하고 10도 이상일 때 10도 내로 yaw각 변경하는 것을 기준으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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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0] YAW 각에 따른 효율 (좌), thrust 계수 (우)

·수동형 Yaw 제어 시험

ü 방향타를 이용한 수동제어 시험 진행

§ Yaw 에러 ±10°, ±20°상태에서의 yaw 제어 시험 결과 수동 yaw제어의 가능성을 확
인 함.

§ 수동 yaw제어의 경우 일정 범위 이하로 에러가 줄어들지 않아 능동형 yaw제어의 필
요성도 동시에 확인함 

[그림 171] Passive Yaw Control Test

·능동형 yaw 제어 시험

ü 방향타 pitch 제어를 통한 능동제어 시험 진행

§ yaw 에러 ±10°, ±20°일 때 능동 yaw제어 시험 진행
§ Positive 방향의 회전보다 Negative 방향의 능동 yaw 제어의 응답속도가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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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2] Yaw Control Test 1.0D Model (error 

10°, 20°) 

[그림 173] Yaw Control Test 0.6D Model

  

§ 0.6D(러더까지 길이 600 mm) 모델과 1D (1000 mm) 모델의 시험 결과 두 모델 모
두 러더를 이용한 능동 yaw 제어가 가능함을 확인 

§ 1.0D 모델의 경우 더 빠른 시간에 목표 각도에 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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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4] results of body 1.0D and 0.6D 

- 180도 yaw제어 시험

·방향타를 이용한 180° 능동 제어 시험 진행

ü 0.6D와 1.0D 모두 원하는 유향으로 제어가 되는 것을 검증함

[그림 175] 0.6D Motion Capture at Yaw error 180

[그림 176] 0.6D와 1.0D의 180° 제어시험 비교

- yaw제어 모형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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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ssive control 적용 시 일정 범위 내에서 Yaw 제어가 가능하나 유선에 정확하게 맞출 

수 없어 효율 증가를 위해서는 능동제어가 필요함

·Rudder를 이용한 능동 제어 시험(± 10°, ± 20°, 180°)에서 0.6D, 1.0D 모두 목표각

(0 degree)으로 제어 가능함을 확인 

·저 유속(0.35, 0.4, 0.45 m/s)에서의 180° 회전시험의 경우 0.6D, 1.0D 모두 Rudder를 

이용한 회전이 가능함을 확인 함

·180도 회전 시험의 경우 유속저하로 인하여 목표값 근처에서의 미세 제어 시 충분한 

힘을 얻지 못하여 0도로의 수렴 속도가 떨어지나 수조 길이의 한계(시험 시간)로 인하

여 수렴 값을 얻지 못하였으나 실제 필드에서는 수렴 할 것으로 판단됨

·수직축 회전 터빈 

- 유속 범위 제어

[그림 177] 가변 피치 10도 고정 시 덕트 

출구 쪽 수중익의 각도에 따른 효율 비교

- 출구 쪽 수중익 각도가 0도와 10에서 측정하고 효율을 계산함  

- 효율 차이가 3도 내외로 다소 작으나, 이는 전체 효율이 적은 것도 영향이 있음 

- 그렇지만, 각도에 따라 효율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발전 유속 범위

를 증가하는데 활용이 가능함  

- yaw제어 (예인수조 실험) 

·180도 제어 

ü FSI 해석을 통해 유동에 의한 180도 yaw제어 개념을 먼저 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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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8] 80도 yaw제어 검증을 위한 2차원 해석 결과 snapshot

ü 출구 쪽 수중익 중 하나를 안으로 꺽으면, 회전력이 생기고 회전 중에 원위치하면 

180도 회전이 되는 것을 확인함 

    

[그림 179] 180도 yaw제어를 하는 과정의 시간별 snapshot 

·발전 중 미세 제어

ü 덕트의 수중익을 제어함으로서 YAW 각을 요구 범위 각도 내로 변경 가능 

ü 이를 통하여 효율을 극대화 하고, 터빈에 걸리는 항력 및 전단력을 감소시킬 수 있음

[그림 180] YAW 제어를 이용, 요구 조건 범위인 0도에 수렴하는 과정의 시간별 snapshot

·진동식 터빈  

- 유속 범위 제어 (개수로)

·피치 진동 주기 0.2 Hz, 유속 0.7m/s에서 단일기 (18cm 단면 길이, 40cm 날개길이)에 

대한 실험을 수행함 

ü 피치 각에 따라 출력 값이 크게 차이가 남  

ü 따라서 고 유속에서 피치 각을 줄임으로써, 정격 발전량을 맞추는 것이 가능 

ü 이를 통해 발전 가능 유속 범위를 크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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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w 제어 (예인 수조)

·180도 제어 

ü [그림 181]과 같이 양 블레이드의 피치 각을  동시에 180도 회전함으로써 추가 loss

없이 주기성 조류에 대응할 수 있음 

[그림 181] 피치각 180도 회전 과정의 시간별 snapshot

·발전 중 미세제어

ü FSI 해석을 통해 형상에 의한 수동 제어 가능성 검증

ü 20도 yaw 에러가 있는 경우 흐름과 만나는 면을 오목하게 함으로써, [그림 182]와 

같이 수동으로 유향에 맞추는 것을 확인함

ü 수동 제어와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맞추는 것이 가능하나, 다양한 경우와 형상에 대

해 수치 및 수리 실험이 필요함

   

[그림 182] 형상에 의한 수동 제어과정의 시간별 snapshot

Input:
  Pitch 
angle

Actual  arm angle Actual pitch
power(w)

Upstroke
Downstrok

e
Upstroke Downstroke

65 28 37 65 60 0.86
45 20  37  45  45  0.68  
25 11 22 25 25 0.16

[표 43 진동식 터빈의 제어 조건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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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실험 및 계산 수리실험 평가

발전유속 범위 증가 
(pitch제어)

HAT 제어 simulation, 검증 육상, 검증
pitch제어를 통한 

효율조절로 
발전유속범위 

확장 가능성 검증
VAT - 예인수조, 검증
FTT - 예인수조, 검증

유향제어 I
(180도 yaw제어)

HAT** - 예인수조, 검증 180도 주유향 
변경에 대응 
가능성 검증

VAT FSI 해석, 검증 예인수조, 검증
FTT - 예인수조, 검증

유향제어 II
(발전 중 yaw제어)

HAT - 예인수조, 검증 발전 중 미세 
yaw제어 가능성 

검증
VAT - 예인수조, 검증
FTT FSI 해석, 검증 -

[표 44] 능동제어에 대한 해석결과 및 실험결과에 대한 평가

** 수평축 터빈의 yaw제어 방식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구분
경 제 성 평 가 결 과

Hydraulic(기어) Thruster Rudder

NPV(백만원) -5,184 1,956 9,104

[표 45] yaw제어 방식 경제성 평가 결과

·일정규모 이상의 조류발전단지 내에서 Hydraulic(기어), Thruster, Rudder yaw제어방식

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Rudder 방식에 의한 yaw제어 방법이 장비 고장 시 수동형 yaw제어 기능을 통해 유향

에 대한 일정범위 내에서 적응가능하고, 고장에 따른 효율감소가 적은 점 등으로 인하

여 다른 방식에 의한 yaw제어 방법보다 비교적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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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나셀 형상설계/모형실험, 주요부품 수밀 구조 설계

·나셀 형상설계/모형실험 

- 해수 이용 냉각 방식 선정 

·Siemens 시스템과 동일하게 발전기 표면이 해수에 직접 만나는 형태로 개발할 예정임 

·따라서 발전기 설계가 필요하고 외벽은 열전달이 잘 되는 형상 설계가 요구됨 

[그림 183] Siemens 사의 MCT 터빈의 발전기 결합부 

- 열전달 특성 및 강도 향상을 위해 보강재 형태를 이용함 

·종축 및 횡축의 보강재가 있는 형태 (grooved type) 

·간격과 규격은 최적화를 통해 3차년도에 결정하고, 2차년도에서는 기본 형태에 대한 

실험을 진행함 

[그림 184] 보강재 외벽의 설계와 결합 형상 

- 보강재 유무에 따른 외력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 토피도에 부딪히는 유동 방향 변

화에 따른 수치해석과 수리실험을 수행함

· 수리실험의 경우, 유속은 0.6m/s와 0.9m/s에 대해서 토피도 yaw각은 0, 45, 90, 135, 

180에 대해서 진행함 

ü 저유속(0.6m/s)인 경우는 보강재가 있는 경우가, 고유속(0.9m/s)에서는 보강재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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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외력이 작게 나옴

ü 즉, 유속 조건에 따라 외벽 형상 영향이 다르게 나옴 

·CFD 해석의 경우, 유속 0.6m/s와 1.0m/s에서  모두 보강재가 있는 경우가 외력이 작음 

·재 실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나, CFD 결과만으로는 보강재 있는 경우가 항력을 낮추

는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85] 0.6m/s(좌)와 0.9m/s(우)에서 보강재 유무에 따른 외력 실험 결과 (solid 

symbols(smooth surface), hollow symbols(rough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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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6] 0.6m/s(상)와 1.0m/s(하)에서 보강재 유무에 따른 

CFD 해석 결과

 

·주요부품 수밀 구조 설계 

- 토피도 몸체 및 센서

·토피도 몸체와 센서는 조립 및 형상 변경이 용이하도록 각 각의 셀로 나누어져 있음

·결합되는 부분에는 알루미늄 격벽이 설치됨

·격벽 한 파트당 2개의 오링이 삽입되어 외부 수밀과 동시에 각 셀 간의 기밀 또한 유

지하여 주므로 형상변경이 자유롭게 적용 가능

[그림 187] 토피도 몸체와 센서부에 관한 수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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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더 제어부

·하부러더를 고정부와 가동부, 두 파트로 나누어 가공하여 그 갭을 2mm로 결정하여 러

더 가동시 간섭이 없도록 함.

·러더 구동축에는 베어링과 오일씰을 설치하여 수밀과 회전을 가능토록 설치.

[그림 188] 러더 제어부의 수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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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동력전달계 

·기본 설계 검토

- 축설계 검토

·축(Main Shaft) 기초 설계 안

ü 강성(stiffness), 정적 강도(static strength), 피로강도(fatigue strength), 동적특성을 고

려하여 설계하며, 중공축 및 중실축의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설계 시 결정함

ü 강성 설계 시 필요 인자는 변위, 단면 기울기각, 비틀림각, 축변형 원인이 있음

ü 정적 강도 및 피로 강도 설계 시 필요 인자는 축에 작용하는 하중(정하중, 변동하

중, 축격하중 등), 굽힘모멘트, 비틀림 모멘트 분포, 전단응력, 유효응력집중 계수,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

ü 동적 특성은 위험 회전수, 위험 속도가 설계 시 필요 인자임

ü 축 설계 결과는 아래의 표에 부합해야 함

항목 내용
피로 강도(n) 1.5 ≤ n ≤ 2.5 
Bach 축공식  축 비틀림 각 〈 0.25° (1m 당)

축 처짐 처짐 ≤ 0.026 ~ 0.128(1m 당)
축 운동 속도 축의 고유진동수로부터 25%이상 차이날 것

좌굴 현상 축력과 축선의 일치 여부

[표 46] 축 설계 결과 검토

·실해역 Scale 모형시험을 위한 기본 설계 수행

ü 1/10-1:4 Scale 모형 설계를 위한 기본 검토 

ü 주속비(TSR)와 출력계수 (Power Coefficient)의 관계를 이용하여 기본 설계 수행

[그림 189] Power Coefficient vs Tip Speed Ratio

ü 주속비(TSR)와 출력계수 (Power Coefficient)의 관계를 이용하여 기본 설계 수행

[Nicholls-Lee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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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비틀림 강성 설계 

§ TSR에 대한 유속별 회전수 검토 진행을 통해 스케일 모델의 임의 설계치를 확인함  
§ TSR에 대한 유속별 블레이드 출력(kW) 검토 진행을 통해 스케일 모델의 임의 설계

치를 확인함  

[그림 190] 스케일모델 회전수 산정(좌), 스케일모델 출력 산정 (우)

 

§ TSR에 대한 유속별 주 축의 토크(kN-m) 진행을 통해 스케일 모델의 임의 설계치를 
확인함    

[그림 191] 스케일모델 토크 산정

ü 비틀림 강성 설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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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속 TSR 4.0 TSR 4.5 TSR 5.0 TSR 5.5 TSR 6.0
Power 

coefficient
- 0.38 0.40 0.42 0.43 0.45

회전수 [rpm]
2m/s 63.7 71.6 79.6 87.5 95.5

2.5m/s 79.6 89.5 99.5 109.4 119.4
3m/s 95.5 107.4 119.4 131.3 143.2

블레이드출력 
[kW]

2m/s 7.0 7.4 7.8 7.9 8.3
2.5m/s 13.8 14.5 15.2 15.4 16.3
3m/s 23.8 25.0 26.3 26.6 28.2

주축 Torque
[kN-m]

2m/s 1.057 0.989 0.935 0.860 0.835
2.5m/s 1.652 1.546 1.461 1.344 1.304
3m/s 2.379 2.226 2.103 1.935 1.878

[표 47] 강성설계 요약

ü 축직경 검토

§ TSR에 대한 정격 유속별 중공축 주축의 직경 검토 진행  
§ Pitch 제어가 가능한 중공축으로 안전율 1.3, 내외경비 0.4로 설계 하였다.
§ 토크 최대값 및 가공편의성 고려, 외경 50mm, 내경 20mm의 중공축으로 설계

유속 구분 TSR 4.0 TSR 4.5 TSR 5.0 TSR 5.5 TSR 6.0
2m/s 외경 [mm] 34.9 34.1 33.5 32.6 32.2

내경 [mm] 14.0 13.6 13.4 13.0 12.9
2.5m/s 외경 [mm] 40.5 39.6 38.8 37.8 37.4 

내경 [mm] 16.2 15.8 15.5 15.1 15.0 
3m/s 외경 [mm] 45.7 44.7 43.9 42.7 42.2 

내경 [mm] 18.3 17.9 17.5 17.1 16.9 

[표 48] 축직경 검토

- 증속기 선정 검토

·증속기 선정 조건

순 서 항 목 설정 조건
1 증속비 4.2 ~ 18.8
2 출력[kW] 7 ~ 28.2 kW
3 토크[kN-m] 0.835 ~ 2.379 kN-m

4 외부직경
250mm 이하

(스케일 모델 torpedo 직경 
300mm)

5 기타
입력축과 출력축이 동일선상에 

위치

[표 49] 증속기 선정 조건

ü 증속기 선정 조건에 부합하는 증속기 모델의 조사 진행 중



- 142 -

[그림 192] 각 회사별 증속기 선정 후보 모델

- 증속기 성능평가 방안

·증속기 제조사(우림기계 등) 및 기어 시험가능기관(기계연구원 등)을 통해 성능평가 가

능

·KOMERI 보유 다이나모미터를 이용한 기어박스 성능평가 가능

·성능평가 항목

ü RPM, Torque 별 입/출력 변환 효율

ü 진동 시험

ü 고유진동수 해석

ü 발열

ü 기타 부하(Axial/Radial Load) 재현 시험의 포함 여부  

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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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전력변환장치 및 발전기 특성 분석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용 컨버터 설계 및 제작

- 각종 제어 보드 설계 및 제작

·DSP 보드 입출력 사양

IO 종류 IO 개수 구성 비고

PWM 12[EA] DSP PWM : ePWM 12[EA] ePWM - NPC 계통측 컨버터

MS 8[EA] 디지털 출력
Status 8[EA] 디지털 입력

센서 16[EA]
8[EA]의 외부 ADC
10[EA]의 내부 ADC

계통측 전압 – 3[EA] 외부 ADC
계통측 전류 – 3[EA] 외부 ADC
컨버터 전류 – 2[EA] 외부 ADC

DC-link 전압 – 2[EA] 내부 ADC
기타analog 입력 – 8[EA] 내부 

ADC

지원 통신
RS232 2[EA]
RS422 1[EA]
CAN 1[EA]

RS422 – SCADA 통신용
RS232/CAN – 시스템 모니터링용

[표 50] DSP 보드 입출력 요약

·DSP 보드 설계 및 제작

DSP core부 회로도

 

Digital IO부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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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ADC 회로도

 

내부 ADC 회로도

전원부 회로도

[그림 193] ADC 및 전원부 회로도 요약

[그림 194] CAD 구성도(좌) 및 DSP 보드(우) 제작된 사진

   

·NPC 판넬에 적용되는 DSP 제어기 보드와 Gate 드라이버 및 각종 S/W와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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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 설계 및 제작

·NPC용 PWM 출력 및 2 level 컨버터용 PWM 출력 확보

NPC Panel 인터페이스 회로도

 
NPC Panel 인터페이스 회로 3D CAD 

구성도

제작된 NPC Panel 인터페이스 보드 사진

[그림 195] 인터페이스 보드 

·알고리즘 테스트용 실험장치 적용 인터페이스 보드 설계 및 제작

·SEMIKRON stack과의 인터페이스 및 전압전류 센서와의 인터페이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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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제어 테스트 장비 인터페이스 회로도

 

인터페이스 보드 3D CAD 구성도

[그림 196] 인터페이스 회로도 및 구성도

[그림 197] 제작된 인터페이스 보드 사진

- NPC 컨버터 설계 및 제작

·모듈 형태의 NPC 컨버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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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8] NPC 모듈 구성 및 설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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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9] NPC용 PWM 출력 결과 및 출력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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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알고리즘 개발용 소용량 full converter 시스템 제작

[그림 200] 발전제어 및 계통연계 알고리즘 실험장치 제작 사진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제어 알고리즘 설계

- 시뮬레이션 모델 구성

NPC-2 level 컨버터 시뮬레이션 모델

NPC-NPC 컨버터 시뮬레이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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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된 MPPT 발전기 제어 알고리즘 블록도

[그림 201] 구현된 계통연계 제어 알고리즘 블록도

- PMSG MPPT 제어 시뮬레이션

·조류 유속 2m/s에서 최대 10kW 발전 가능한 터빈을 고려함. 

[그림 202] 터빈 데이터

·조류가 Sinusoid하게 변화하는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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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3] PMSG MPPT 시뮬레이션 결과 파형

[그림 204] PMSG MPPT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 울돌목 실측 데이터를 이용한 발전제어 시뮬레이션

·실측된 울돌목 유속데이터를 이용한 발전제어 시뮬레이션 수행

·동일한 터빈 모델 적용

·유속에 따른 MPPT 제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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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5] 실측된 울돌목 유속 데이터(2010년 7월 8일 및 7월 14일 데이터)

[그림 206] 울돌목 유속 데이터(2010년 7월 8일 및 7월 14일 데이터)를 이용한 발전 

시뮬레이션 결과

  

[표 51] 하루 평균 발전량

·NPC-type 컨버터의 중성점 전위 평형을 위한 PWM 방법 개발

- 기준 전압에 중성점 전압차를 반영한 새로운 Offset 전압 계산

  

    
 



- 최대 시간(Tmax)인 상의 전류 방향을 고려한 새로운 Offset 전압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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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7] 시뮬레이션 결과 (좌), 실측 실험 결과 (우)

  

·Long cable 적용 시 필터설계 방안 검토

- Long cable 적용 시 필터 연결 방안 검토

[그림 208] 인버터 (좌) 및 발전기 (우) LC 필터 적용   

- Long cable 적용 시 계통연계형 LCL 필터 설계 프로그램 개발

[그림 209] 필터설계용 Excel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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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실내 실험과 실해역 모형실험 모형 제작

·실내 실험 분석

- 실내 실험 이원화 효과 

·개수로(1:50이하)의 경우는 제작 비용이 낮아 다양한 개념 검증 실험이 가능함 

·예인수조(1:50-1:10)의 경우는 scale effect가 적어 터빈 효율 검증 실험에 적합함 

ü 큰 단면으로 yaw제어 개념 검증에 적합한 조건을 제공함   

- 금속재 연결 부분 손상 및 중량 문제 발생

·예인수조 HAT 시스템의 경우 알루미늄 블레이드와 연결부 사이에 소성 변형이 생김 

·예인수조 VAT 시스템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고 전체 무게는 100Kg로 무게를 줄이

는 설계가 필요함 

 
- 예인수조 실험 모형 활용 

·실해역 모형 실험 모형은 예인수조 모형의 3배 크기로 결정 (대략 1:5~1:7 규모임) 

·대부분의 모듈은 예인수조 모형의 설계를 그대로 반영 가능함

·크기, 유속 조건 증가 그리고 중량 증가로 인하여 일부는 복합재료를 선택할 예정임   

·실해역 모형 실험 설계 

- 실해역 모형실험 규격 결정 및 비교 

HAT VAT FTT

규모
2.4m 로터 직경 

0.3m 나셀
0.9m 로터 직경 

2.1m 높이 (3:7비율)
0.6m 단면길이
3.6m 스팬길이

pitch제어 능동(모터, 블레이드) 능동(모터, 수중익) 능동(모터, 블레이드)

yaw제어
능동/수동

(모터, 방향타)
능동(모터, 수중익) 수동(나셀)

발전기 PMSG, 20KW PMSG, 20KW PMSG, 20KW

동력전달 기어박스 (베벨기어) 기어박스 (직구동)
기어박스(clutch기어

)

통수 단면적 4.52 m2 1.89 m2
4.32m2

(진동폭=단면길이)

설계 방식 
- Parametric 

study with BEMT
- 3D CFD

- parametric 
study with 2D CFD

- 3D CFD

- parametric 
study with 2D CFD

- 3D CFD
목표 효율 범위 35-40 65-75 35-40

pitch제어 에너지 
소모

하 하 상 (필수)

yaw제어 에너지 소모 하 하 무

[표 52] 실해역 모형 실험 규격 및 사양 그리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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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설계안 제시  

·수평축의 경우는 터빈과 계측 센서 그리고 발전기까지 전체 높이가 5m 정도가 됨 

ü 모터 대신 발전기가 사용되고, 전력변환 장치를 통해 발전량 제어를 진행할 예정임 

·수직축의 경우는 덕트 높이가 2.5m 정도 되고 수평축의 토피도 결합 위치에서 설치됨 

ü 가변 피치 블레이드를 가지는 터빈이 2단으로 배치될 예정임 

·진동식의 경우 동력전달계는 상부에 위치하고 발전기는 수평 배치가 됨   

[그림 210] 실해역 모형실험용 수평축, 수직축, 진동식 터빈 개념 설계도 

- 실해역 모형실험을 위한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추가 지지구조물 설계 진행 중임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의 세 개의 슬롯은 3m 직경 수직축에 맞게 제작이 되었고, 자켓 

구조물의 특징상 본 연구과제의 시스템을 바로 실험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시험조류발전소의 구조물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구조물 설계가 요구됨

무게 중 상 중
동력전달계 
에너지손실

하 하 중

적용수심 깊은 수심  중간 수심 낮은 수심

파워 변동성 하  중하 상

기술적타당성(성숙도) 상  중상 중

경제적타당성 상 상 중

선호도 상 중상 중

비교 우세 기술 성숙도 능동제어의 단순성

. 친환경성 및 근접 
배치 가능

. 낮은 수심 등 넓은 
적용 범위  

비교 열세
. 블레이드 제작의 

어려움 
. 깊은 수심 조건 

무게
항력

. 기술 성숙도
.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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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방안의 설계를 진행하였음 

ü 저면에 고정을 하는 경우 공사비가 크게 요구되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음. 하지

만 보강보의 간섭효과를 고려해야함  

ü 저면 고정이 안 되는 경우는 간섭이 최소화되고 공사비는 적으나, 진동 발생 등이 

예상됨  

ü 1-3안의 절충안을 고려 중에 있음  

[그림 211] 실해역 모형실험을 위한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의 추가구조물 설계안 

- 구조 설계, 제작성 및 최적화 

·3차년도의 실해역 모형은 예인수조의 모형 대비 3배 크기이고, 유속은 20/9 이상 증가됨 

ü 산술적으로 출력이 99배 이상이 됨 (32 × (20/9)3 = 99)

ü 출력이 99배보다 커지는 조건에서 구조의 안전성이 필수적이므로, 2차년도 후반과 

3차년도 초반에 부품 및 전체 시스템의 구조 해석이 요구됨

ü 이런 구조 안전성과 효율을 만족하는 최적 설계안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ü 이와 더불어 제작 용이성과 비용도 고려해서 설계를 확정하려고 함  

(2) 해양특성 조사 기존자료 분석

① 조석관측 및 분석

·울돌목 해역의 조석특성을 관측한 2010년 자료를 분석하였음

·관측 위치 및 관측 기간은 [그림 212]와 [표 53]에 나타내었음



- 157 -

[그림 212] 2010 4-5월 조석(T1-T5) 관측 위치

 

정점 관측기간 경도 위도

T1 2010 04/08∼05/09 126° 14′ 57.60″ 34° 35′ 36.24″

T2 2010 04/08∼05/09 126° 18′ 09.54″ 34° 34′ 17.10″

T3 2010 04/08∼05/09 126° 18′ 27.99″ 34° 34′ 18.96″

T4 2010 04/07∼05/09 126° 19′ 09.60″ 34° 33′ 40.56″

T5 2010 04/08∼05/09 126° 22′ 48.18″ 34° 32′ 07.26″

[표 53] 2010 4-5월 조석(T1-T5) 관측 기간 및 위치 

·조석관측결과는 M2 분조의 진폭(지각)은 T1-T5에서 각각 124.3cm(22.8°), 119.1cm 

(18.6°), 114.8cm(351.6°), 113.0cm(349.1°), 120.3cm(332.7°)으로 협수로 방향으로 향하

면서 진폭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임

·협수로에서의 진폭 감소는 협수로에서 운동에너지가 강화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으로 보임

·M4 분조의 진폭(지각)은 T1-T5에서 각각 15.3cm(178.9°), 5.4cm(170.3°), 5.0cm 

(137.2°), 9.2cm(156.3°), 11.4cm(144.6°)으로 협수로 방향으로 향하면서 진폭이 작아지

고, T3 지점에서 지각이 정상적인 진행파 특성을 보이는 않는 Jump 특성을 보임. 이는 

협수로에서 비선형 효과에 의한 M4 생성효과(Kang et al., 2003)가 강함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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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2010 4-5월 조석(T1-T5) 관측 결과

② 조류 관측 및 분석

·울돌목 해역의 조류특성을 관측한 2010년 자료를 분석하였음

·관측 위치 및 관측 기간은 [표 54]과 [그림 214]에 나타내었음



- 159 -

[그림 214] 울돌목 해역 조류관측 위치

정점 관측기간 경도 위도

A1 2010 6/07∼ 6/22 126° 18′ 13.13″ 34° 34′ 19.55″

A2 2010 6/07∼ 6/22 126° 18′ 21.42″ 34° 34′ 12.75″

A3 2010 7/06∼ 7/22 126° 18′ 29.18″ 34° 34′ 05.43″

A4 2010 10/20∼ 11/16 126° 18′ 46.93″ 34° 33′ 54.45″

[표 54] 2010년 울돌목 해역 조류 관측 기간 및 위치

·정점 A1의 경우 낙조류에 비하여 창조류가 우세하고, 수차설치 높이를 감안한 수심평균 

창조 최대 유속은 약 5.0m/s 정도이고, 낙조 평균 최대유속은 약 3.0m/s 정도임 

·정점 A2의 경우 정점 A1과 반대로 창조류에 비하여 낙조류가 우세하고, 수차설치 높이

를 감안한 수심평균 낙조 최대 유속은 약 4.7m/s 정도이고, 창조 평균 최대유속은 약 

3.5m/s 정도임

·정점 A3의 경우는 정점 A2와 같이 창조류에 비하여 낙조류가 우세하고, 수차설치 높이

를 감안한 수심평균 낙조 최대 유속은 약 4.5m/s 정도이고, 창조 평균 최대유속은 약 

3.5m/s 정도임

·또한 정점 A4의 경우는 정점 A1와 같이 낙조류에 비하여 창조류가 우세하고, 수차설치 

높이를 감안한 수심평균 창조 최대 유속은 약 3.5m/s 정도이고, 낙조 평균 최대유속은 

약 1.0m/s 이하임. 정점 A4의 경우 창조시에 유속의 10분 주기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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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낙조시에는 울돌목 최협수로(진도대교 위치)의 영향으로 발생한 와류의 영향과 시험

조류발전소의 영향으로 작은 유속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전체적인 울돌목 협수로의 유속특성을 살펴보면, 창조시에는 진도대교 북서측의 정점인 

A1의 유속이 타 정점에 비하여 크고, 낙조시에는 진도대교 남동측의 정점 A2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진도대교 위치의 협수로가 병목현상을 일으켜 나타난 현상으

로 보임

·단주기 변동을 보이는 조류 특성은 협수로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보이며, 

그 변동의 크기는 공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유속변동의 크기는 10분 이내 짧게는 2-3

분 사이에 유속이 1.0-1.5m/s가 변화하였음

·이 같은 단주기 진동성은 A2 지점에서는 10분정도로 상당히 일정하나, A1에서는 진동주

기가 5분 내외의 짧은 주기도 존재함. 이와 같은 진동 특성은 대체로 지형과 이 해역의 

조석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즉, 지형과 조석특성으로 인해 남측에서 유입된 유량이 협수로를 빠져 나가지 못하게 되

고 이로 인해 협수로에서 창, 낙조시 짧은 시간 수위경사를 변화시켜 국부적인 유속 약

화를 유발하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215] 울돌목 정점 A1 위치에서 조류 관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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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울돌목 정점 A2 위치에서 조류 관측 결과

[그림 217] 울돌목 정점 A3 위치에서 조류 관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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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울돌목 정점 A4 위치에서 조류 관측 결과

(3) 해양 미생물 부착 방지를 위한 방오 표면 처리방법 선정

① 친수/소수성 복합 하이브리드 표면 선정

·DUV(Deep Ultraviolet light)를 이용 선택적 노광을 통한 하이브리드 패턴 제작

- PET(Polyester) 필름 위에 liquid SAM(Self Assembled Monolayers)을 처리하고 쉐도우 마

스크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표면을 노광시키면, 노광된 부분만 친수성 성질을 뛰게 되

어 소수성과 친수성 표면이 복합되는 표면을 제작할 수 있음. 이 때 마스크의 형태에 

따라 dot pattern 및 square pattern 형태로 제작 가능하며, 메탈 마스크나, 필름 마스크

를 이용해서 노광을 시키기 때문에 마이크로 크기의 다양한 패턴 제작 이 가능함. 다음 

그림에서는 친수/소수 복합 하이브리드 표면 제작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 만약 

UVO(Ultraviolet Ozone) etching공정 과정을 거치면 마이크로/나노 복합 구조의 제작이 

가능해 친수성과 소수성의 특성을 증대시킨 복합 필름의 생산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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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DUV 공정을 이용한 복합 하이브리드 패턴 제작과정

·친수/소수성 복합 패턴의 방 부착 효과

- 복합 하이브리드 패턴의 친수/소수성 효과

  ∘ 다음 그림에서는 제작된 복합 패턴이 가지는 친수성 및 소수성 부분의 성능을 테스트 

하였음.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소수성의 성질을 가지는 필름을 가

지고, 일부분만 DUV로 노광시켜 친수성으로 표면 성질을 개질한 후, 물을 가지고 필

름 표면위에 노출시킨 결과임. 사진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노출 된 부위는 소수성에

서 친수성으로 표면 성질이 바뀌게 되어 물이 잘 젖어 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친수성으로 바뀌는 성질은 노광 시간에 영향을 받아, 30초 정도의 노광 시간으로 충

분히 친수성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그림 220] 제작된 복합 하이브리드 패턴의 친수성으로 표면 성질 개질 

- 하이브리드 패턴의 방 부착 효과

  ∘ 제작된 복합 하이브리드 패턴을 이용하여 미생물 방 부착 실험을 하였음. 미생물은 

울돌목 해양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을 인공 seawater에서 배양한 다음 이들 미생물 

용액을 각각의 멸균된 용기에 담겨있는 복합 하이브리드 패턴위에서 표면의 오염정

도를 관찰하였음. 1차년도에 제작한 초소수성 표면과 복합 하이브리드 패턴을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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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방 부착 정도를 한 달간 관찰하였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육안으로도 복합 패

턴의 경우 방 부착 효과가 탁월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그림 221] 복합 패턴과 소수성 패턴의 방 부착 효과 비교 실험

② 친수/소수성 복합 하이브리드 패턴 제작을 위한 장치 개발

·노광 장치가 결합 된 roll-to-roll 포토리소그래피 장비(국내 특허출원)

- 패터닝과 동시에 UV(Ultraviolet) 램프를 이용하여 친수/소수성 복합 하이브리드 코팅 필

름 제조가 가능한 프포토 타입의 장비를 개발하였음.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UV light 

source controller와 Linear motion controller를 부착하였으며, 기존의 roll-to-roll과 다르

게 투명한 석영관을 이용하여 UV 램프를 roll 안에 내장하여 패턴과 동시에 노광이 가

능하도록 하였음

- 이를 통해서 대면적의 복합 하이브리드 패턴의 제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그림 222] UV 램프 내장된 roll-to-roll 포토리소그래피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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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년도

(1) 수차 상세 설계/성능평가

① 수차 선정 및 기본형 기초 설계 

·복합재 실규모 수차의 기초설계 

- BEMT 프로그램을 이용한 형상 최적화 지원 

·조류 터빈 성능 최적화를 위해 단시간에 성능을 예측해 주는 블레이드 요소-모멘텀 이

론 이용이 보편적임, 

·블레이드 요소-모멘텀 이론에 근거한 수평축 블레이드 자체 설계 도구, BEMBO 기능 

확장 

ü 전처리기(Pre process), 후처리기(Post process) 추가 및 블레이드 CAD 도면 생성  

ü 아래 전처리기 화면에서 직경, 블레이드 개수, 단면 개수, 단면별 익형 선정 등 입

력 조건 설정이 끝나면 해석이 시작됨 

[그림 223] 입력 조건 설정 화면

ü 해석이 완료되면 단면들의 최적인 익형조합이 나옴  

ü 최적 단면 익형 조합에 의해 블레이드 형상 CAD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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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블레이드 형상 도출

 

·가변 피치 성능 검증 

ü BEMT가 CFD에 비하여 계산이 비교적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확한 최대 

출력계수를 예측함을 알 수 있으므로, BEMT가 피치각 제어형 조류 수차의 형상 설

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함

[그림 225] BEMT와 CFD로 계산한 가변 피치 수차의 

출력계수 비교

·수직축과 진동식 터빈은 현재까지 BEMT를 이용한 설계 방법이 확립이 안 되어, CFD 

도구를 활용한 설계법이 대신 이용됨 

- 복합재 블레이드 형상/구조설계 및 구조해석 지원

·실규모 터빈 제작에 앞서 가장 도전적인 설계 이슈로는 복합재 블레이드 설계로 파악

되었고 이에 대한 설계 방법 선정 및 초기 설계 연구가 필요하였음 

·수평축에 한정해서 수행함

ü 수직축과 진동식의 블레이드는 뒤틀림이 없고 단면이 같은 형상으로 더 단순함

ü 수평축은 뒤틀림이 있고 단면이 가변적인 형상으로 이에 대한 복합재 설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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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다른 두 형식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BEMBO를 이용한 실규모 수차 블레이드의 형상 최적화

ü 직경 12m, 3개의 블레이드를 갖는 수평축 수차 블레이드의 형상 설계 실시

§ 익형은 NACA63-813의 단일 익형을 적용함
§ 각 블레이드 요소가 최대 출력계수를 발생하도록 형상설계 실시
§ 아래 그림은 설계된 터빈의 출력계수 그래프로서, 최대출력계수는 TSR=5에서 약 

0.48임

[그림 226] 출력계수

      
·복합재 블레이드 구조설계

ü 최적 형상을 갖는 수차 블레이드의 제작을 위하여 제작성을 고려한 복합재 적층구

조를 제시함. 

§ 스파는 외피와 동일한 적층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함
§ 외피에는 허니컴 또는 폼 코어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복합재료로는 각층의 두께가 0.53mm인 탄소섬유 복합재 (carbon/expoxy)로 가정

함
§ 3차년도에는 적절한 적층구조를 찾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여, 두 개의 스파와 상, 하 

외피가 구성하는 박스 구조에 대한 적층구조를 선정함
§ 박스 구조는 아래와 같이 전방스파 앞부분과 후방스파 뒷부분을 무시하고, 스파와 

상, 하의 외피가 대부분의 블레이드의 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보수적인 
설계가 됨

[그림 227] 블레이드 단면 형상과 박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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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림은 적층구조를 도시한 것으로서, UD(Uni-directional layer)는 섬유가 스
팬방향과 나란한 일방향 복합재층, DB(double bias)는 섬유가 옷감처럼 두 개의 수
직방향으로 직조된 복합재층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DB의 수직한 두 섬유 방향은 블
레이드 스팬 방향에 대하여 45와 –45도의 각을 가지게 함

[그림 228] 적층 구조의 단면

·복합재 블레이드 구조해석

ü 설계된 복합재 수차 블레이드를 박스 구조로 단순화하고, 이에 대하여 유한요소해

석으로 구조해석 실시

§ 3차년도에는 박스 구조의 변위와 응력 및 안전율을 계산함
§ 파손의 판단은 각 층의 파손모드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보수적인 최대응력지수를 

적용함  
§ 파손지수는 (계산된 각 응력 성분)/(해당 강도)로 계산되므로, 안전율은 파손지수의 

역수임
§ 탄소섬유 복합재의 물성치는 ANSYS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물성치를 사용함

Carbon/Epoxy 
UD

Carbon/Epoxy 
DB

E1 209 GPa 91.82 GPa
E2 9.45 GPa 91.82 GPa

G12 5.50 GPa 19.50 GPa
ν12 0.27 0.05
σ1ut 1979 MPa 829 MPa
σ1uc -893 MPa -439 MPa
σ2ut 26 MPa 829 MPa
σ2uc -139 MPa -439 MPa
σ12u 100 MPa 120 MPa

[표 55] 유한요소해석에 사용한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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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스파와 후방스파 및 외피는 모두 24,400개의 4절점 쉘 181 요소로 모델함
§ 경계조건으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블레이드 뿌리 부근의 빈 공간을 판으로 연결하

고, 여기에 놓인 절점 자유도를 모두 구속함

[그림 229] 경계조건의 부여

§ 하중조건은 BEMT로 계산한 각 블레이드 요소에 작용하는 수직력, 수평력 및 피칭 
모멘트를 계산하고, 이를 절점하중으로 변환하여 유한요소 모델에 하중으로 가함

§ 한 개 블레이드 요소의 중앙에 강체요소(Rigid body element)를 설정하고, 여기에 
위의 표에서 계산한 하중을 인가함

§ 아래 그림은 이와 같이 유한요소 모델에 인가한 하중을 도시한 그림임

[그림 230] 유한요소 모델에 인가한 하중 조건

§ 이와 같이 복합재 블레이드 박스 구조의 유한요소 모델을 만들고, 이에 대하여 선형 
탄성 해석을 수행하였고 해석 결과인 끝단 수직변위는 약 55mm로, 반경의 약 9%에 
해당함

§ 아래 그림은 복합재 층의 섬유 방향 응력에 대한 파손지수의 분포도로서, 파손지수 
최대값은 박스 구조 구속점에서부터 스팬 방향으로 약 60% 지점의 윗면 외피에서 
발생하며, 그 파손지수는 0.72, 또는 안전율이 1.4로서, 파손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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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복합재 섬유 방향 파손지수 분포: 최대값=0.71 

(안전률=1.41)

§ 아래 그림은 복합재 층의 섬유 수직 방향의 응력에 대한 파손지수 분포로서, 최대값
은 전방스파 웹에서 발생하며, 그 파손지수는 0.72로서 파손이 발생하지 않음

[그림 232] 복합재 섬유수직 방향 파손지수 분포: 최대값=0.72 

(안전률=1.39)

§ 따라서, 복합재 블레이드를 여기서 적층구조로 제작하는 경우 안전율은 대체로 1.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함

·4차년도 HAT 블레이드 상세설계에 필요한 방법론 정립과 기초 설계 과정 수행 완료

·실해역 축소모형 상세설계  

- 구조해석과 최적 설계 진행

·HAT 

ü BEMBO를 이용하여 축소모형(2.4m 직경)의 블레이드 설계 및 블레이드가 고정되는 

허브 설계

ü 단일 익형의 경우, 두께비가 낮아 충분한 강도가 안 나옴

ü 구조 강도 보강을 위해 루트로 갈수록 두꺼워 지는 가변 단면 방식을 사용함 

station airfoil Location (m) r/R(%) Chord (m) Twist (deg)
1 NACA63-824 0.1500 12.50 0.3158 28.9

[표 56] station별 익형, 위치, 코드, 비틀림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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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터빈 형상

ü 블레이드 유체력 산정을 위한 CFD 해석

§ 유속은 2.5m/s에서 CFD 해석 크기와 영역 크기와 경계조건은 그림과 같음  

[그림 234] 경계조건
 

2 NACA63-823 0.2025 16.88 0.2950 25.5
3 NACA63-822 0.2550 21.25 0.2755 22.6
4 NACA63-821 0.3075 25.62 0.2574 20.1
5 NACA63-820 0.3600 30.00 0.2405 17.9
6 NACA63-819 0.4125 34.38 0.2246 15.9
7 NACA63-819 0.4650 38.75 0.2097 14.2
8 NACA63-818 0.5175 43.13 0.1957 12.6
9 NACA63-818 0.5700 47.50 0.1824 11.2
10 NACA63-817 0.6225 51.88 0.1700 10.0
11 NACA63-817 0.6750 56.25 0.1582 8.8
12 NACA63-817 0.7275 60.62 0.1470 7.8
13 NACA63-816 0.7800 65.00 0.1364 6.8
14 NACA63-816 0.8325 69.37 0.1263 5.9
15 NACA63-816 0.8850 73.75 0.1168 5.1
16 NACA63-815 0.9375 78.13 0.1076 4.3
17 NACA63-815 0.9900 82.50 0.0990 3.6
18 NACA63-814 1.0425 86.88 0.0907 3.0
19 NACA63-814 1.0950 91.25 0.0827 2.4
20 NACA63-813 1.1475 95.63 0.0752 1.8
21 NACA63-813 1.2000 100.00 0.067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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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 격자수는 11백만개이며 해의 수렴성 확인함 
§ TSR에 따른 CP 비교 결과 TSR이 5.5에서 가장 높은 CP 0.425가 나오는 것을 확인

하고 이에 대해서 유체를 산정함

[그림 235] TSR에 따른 출력계수

ü 산정된 유체력에 대한 구조해석 

§ 허브에서 나온 동력축 끝단을 잡고 유동결과 중에서 압력을 불러옴 
§ 고강도가 필요한 상황으로 SUS630 (E =196Gpa)를 사용함 

[그림 236] 구속조건(좌) 하중조건(우)

§ 구조 요소개수 187,89개로 해의 수렴성을 확인함
§ 구조해석 결과 최대 등가 응력은 블레이드 축과 허브가 만나는 지점으로 345Mpa임 
§ SUS630의 항복응력은 793MPa이므로 안전계수 2.3이고 최대변위는 끝단으로 

14.5m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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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응력 분포도

·VAT 

ü 2차원 CFD 해석를 통한 최적설계  

§ 2차년도 터빈 위치 최적화 수행 결과 X=900mm, Y=900mm에서 최고 CP를 얻음 

[그림 238] 2차년도 최적 형상  

§ 추가 성능 향상을 위해 중간과 출구 쪽 수중익 각도에 대한 파라미터 해석 수행함  
 

[그림 239] 파라미터 해석의 경우들 

§ 영역은 60D 벽면 효과를 최소화 하였고, 경계조건은 아래 그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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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 경계조건

§ 전 경우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격자 구성, 요소 수는 512,000개로 해의 수렴성
을 확인함

§ 해석결과 모든 경우 TSR 2에서 최고 효율을 얻었고, CASE 3이 0.759로 최적임

[그림 241] 각 경우별 출력계수 결과 

§ 다음으로 위치에 대한 파라미터 해석을 수행하였음

[그림 242] 파라미터 해석의 경우들 



- 175 -

§ 해석 결과 case 1이 최적으로 이를 이번차년도 최적 모델로 선정함

[그림 243] 각 경우별 출력계수 결과

 

ü 3차원 CFD 해석을 통한 유체력 산정과 구조해석은 진행 중임

·FTT

ü 피치각도 , 암각도 를 가지고 스윙 운동을 하는 두 쌍의 블레이드를 이용함  

[그림 244 블레이드 배치 조건

ü 기본 규격은 2차년도 실내실험 모형을 3배로 증가함

ü 추가로 2차원 CFD를 통한 최적 설계 규격 결정함 

§ 영역은 40C로 벽면 효과를 최소화 하였고, 유체격자수는 164,521로 해의 수렴성을 
확인함

§ 유속은 2.6m/s 조건이고, 와류(turbulence) 모델은 k-ω Wilcox-Durbin+ 을 사용
함

§ 해석 결과 2C 암 길이가 같은 주파수와 피치각도 그리고 다른 두 블레이드 간 거리 
조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서 이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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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암길이 변경에 따른 출력 변화 

결과

- 재료와 부품 선정을 통한 상세 설계도 작성

·HAT

ü 블레이드는 안전을 위해 SUS630이 사용되었고, 허브, 볼트, 축은 SUS303으로 선정함 

§ SUS630은 고강도 재료로 가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

ü 나셀 연결부를 단순화하기 위해 전반기에는 고정식으로 설계를 하고, 후반기에는 

가변식을 변경하기로 함

[그림 246] HAT 실해역 축소모형 설계도

·VAT

ü 출구쪽 익형에는 피치제어 모터가 SUS 체인-스포로킷으로 연결됨

ü 모든 부품은 SUS 계열로 선정함

ü 덕트를 구성하는 수중익은 뼈대와 스킨 구조로 중량을 감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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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VAT 실해역 축소모형 설계도 

·FTT

ü 블레이드 끝단에 tip loss를 줄이기 위한 end plate가 있고, 상부에 회전 변환 장치

가 들어간 형태로 설계 

ü end plate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SUS 계열로 선택함 

ü 힘 전달부는 SUS 체인-스포로킷과 SUS 링크로 구성됨 

[그림 248] FTT 실해역 축소모형 설계도 

·터빈 선정 

- 등가 직경 계산 

·국제 표준 IEC-TC 62600-200에서 제시한 등가 직경 계산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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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다양한 조류발전 방식의 등가 직경 계산 식 (출처: IEC-TC 

62600-200)

·실내 축소모형 실험의 경우 HAT는 D=0.8m 임

ü 덕트형 수직축의 경우는 DE=0.35m 이고, 

ü 진동식은 300mm 암 길이와 블레이드 길이 1.2m 조건에서 최대 DE=0.70m임

·실해역 축소모형 실험의 경우 HAT는 D=2.4m 임  

ü 덕트형 수직축의 경우는 DE=2.20m 이고, 

ü 진동식은 2C(1.2m) 암 길이, 블레이드 길이(3.6m)와 암각도 30도에서 DE=2.34m임

- 실내 실험 자료

·HAT 재현성 실험 

ü 재현성 구현을 위한 예인수조 실험 수행함

ü 러더 설치 후 전진 속도 0.9 m/s 대비 회전 수 127 RPM, 44.95% 효율을 얻음

[그림 250] HAT 예인수조 모형 실험에 대한 효율, 회전 수 및 항력  

ü 항력은 유입류 방향으로 20~25 kg 의 힘이 계측됨

ü 터빈의 모멘트는 1~2 Nm의 값이 걸리는데, 이는 미세 진동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무시할 수준의 값임

ü YAW 각이 10도인 경우에 대해 방향성 (좌측, 우측)에 대한 능동제어 실시. 러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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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통해 유향각 대비 정렬 할 수 있음. 이는 기존의 2차년도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림 251] YAW 10도 각을 갖는 경우의 능동제어

·VAT 모형 수정 및 실험

ü 끝단손실(tip loss)를 줄이기 위한 끝판(end plate)설치 

ü 끝판과 덕트 윗면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 트러스 구조 변경 

[그림 252] 실내 실험 모형 수정 도면과 제작된 시스템

ü 확산자 각도 0도와 10도일 때 효율차이는 4% 정도임: 유속제어에 사용하기 위해서

는 확산자 각도차이를 좀더 크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음 

ü 덕트가 있는 경우의 터빈 면적 이용시 효율이 33%에 불가해 scale effect가 큰 것으

로 사료됨 

ü 덕트 면적을 이용하는 경우 더 낮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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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 확산자 각도변화에 따른 효율곡선 (좌) 0도 (우) 10도

ü 확산자 각도 0도와 10도에서 항력의 크기는 유속 증가에 따라 늘어나며 최대 78N

으로 수평축에 비해서는 작은 값을 보임

[그림 254] 확산자 각도변화에 따른 힘 결과 (좌) 0도 (우) 10도

·FTT 실험

 

[그림 255] 완성된 터빈 시스템 상부

ü 진동자의 움직임을 단방향의 회전운동으로 바꾸기 위한 클러치 기어 및 플라이 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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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암각이 커질수록 주기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암 각이 30, 40도인 경우 

주기 0.47에서, 20도인 경우는 주기 0.63에서 회전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56] 암각과 주기에 따른 발전 

출력량

ü 예인수조 실험에서 얻어진 최대값은 5.57 W 이고 이 때 효율은 27.6%임

- 실해역 축소모형 실험 자료 

·터빈 출력 및 효율

ü 유속의 변동이 비교적 적은 낙조 시, 발전의 변동폭은 1~2 kW 정도가 됨. 특히 유

속의 순간 변화율이 8 Hz 저장되는 유속계의 특성상 변동 손실 폭은 주기에 따라 

격차가 커질 수 있음

ü 터빈 자체의 출력으로는 유속 1.2~1.3 m/s 시, 평균적으로 2.8~3.2 kW 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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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7] 유속 및 순간 발전량

ü 효율 역시 출력과 동일하게 그 순간 변화율이 높음. 이를 위해 구간 평균법을 이용

하여 전체적인 평균치를 추산하게 되면 유속조건 1 m/s 인 경우(0.8-1.2m/s평균) 효

율 27%, 1.5 m/s 인 경우(1.4-1.6m/s평균) 효율 34.5 % 정도로 추산 됨

[그림 258] 유속 및 순간 효율

·능동제어 특성 실험 및 해석은 진행 중임

·항력 등 하중과 진동 

ü MPPT를 이용한 발전 조건에서 터빈 RPM이 65~75 회전 조건 시, 흐름 방향 0.5~1 

g, 흐름 직교 방향 0.1~0.25 g 의 진동이 계측됨

ü 이는 낙조 시 유입류의 방향이 대부분 터빈과 일치함에 따라 회전 시 터빈 앞부분

에서 생성되는 진동으로 추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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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9] 발전 시 터빈 내 가속도계를 이용한 

진동 영향도

ü 시스템 거치부 하단에 조립된 2분력계는 유체 저항에 대한 항력을 추산할 수 있으

며 유속 1.5~2 m/s 의 변동 시 유입류 방향으로 2~3 ton중, 유입류 직교 방향으로는 

0.1~0.2 ton 중의 힘이 걸리게 됨. 특히 흐름 방향으로 변동율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낙조 시 유속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로 유입되거나 자켓구조물에 의해 변형된 유속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됨

ü 항력 및 진동은 흐름 방향의 경우가 최대로 나옴

[그림 260] 발전 시 2분력계를 이용한 터빈 

시스템 항력

 

- 기존 분석자료 

·기술 성숙도 비교 

ü 유럽연합 보고서에 의하면, 조류발전의 경우는 현 시점에서 HAT 수렴한 상태임  

(SIOCEAN, state of art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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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영국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부(DECC)의 2013년 로드맵 보고서에 Siemens, Andritz 

Hydro, Alstom사의 시스템을 이용한 단지개발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되어 있고, 이 

시스템들은 모두 1MW급의 수평축임

- 실해역 모형의 후류 영향  

·HAT와 VAT

ü HAT의 경우 2.5m/s 조건에서 55m까지 후류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ü VAT의 경우 해석 진행 중임

[그림 261] HAT의 후류 영향

·FTT 

ü 주어진 규격에서 가장 출력이 높은 경우를 선택함 

§ 주파수 0.4Hz, 피치각 60도, 암각 30도, 간격 0.5C 조건에서 59KW  
§ 이 경우에 후류영향을 보기 위해 와류의 크기와 강도를 아래 그림에 도식함 
§ 그림의 결과로 앞 블레이드의 앞전(leading edge)에서 12C, 즉 불과 7.2m 정도면 

후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262] FTT 후류 영향

- 설계 도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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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 VAT FTT
BEMT 유 유, 부정확 무

설계 방식 BEMT를 통한 최적화 2차원 CFD 도구이용 2차원 CFD 도구 이용
설계 자동화 BEMBO(자체 제작) ANSYS, 제한적 무

정밀 유동 해석 CFD 도구 이용 CFD 도구 이용 CFD 도구이용
유동 연계 구조해석 ANSYS에서 자동화 ANSYS에서 자동화 자료 교환 

유동 유발 해석
FLUENT에서 6DOF 

링크 후 이용
FLUENT에서 에서 

6DOF 링크 후 이용
무

시스템 하중 해석 Tidal_Bladed(GL사) 무 무

[표 57] 터빈 형식별 설계 도구 현황

- 터빈 선정 결과

·상기 결과 및 자료 등을 토대로 HAT로 선정함

·실해역 실험 결과 등의 보완을 통해 정밀 평가가 필요한 상황임  

ü VAT와 FTT 실해역 모형실험은 진행 중임

ü HAT, VAT, FTT 1차 모형의 보완을 통한 추가 실험 결과 추가 (*4차년도 업무 추가)

ü 정밀 평가를 위해 기술 품평회를 거쳐 최종 선정함 (‘15년 4월 중)

 
·1차 선정 시스템 기초 설계

·시스템 기초 설계 

ü 블레이드 형상은 <1.1.1>에서 얻은 형상을 사용하고, SUS 재질 사용

ü 발전기 설계 및 사양(자체설계): 중량은 20톤 

[그림 263] 발전기 설계 도면

ü 피치제어: 서브모터 MSK131D(116Kg)과 기어박스 710T(350Kg) 세 세트 

ü 요제어: 상하 러더(자체제작, 3.75톤), 서브모터 TN220(93Kg), 기어박스 707T(170Kg) 

한 세트 

ü 브레이크: Svendborg사 디스크 브레이크 2개(120Kg)과 유압파워 유닛(HPC,25KG)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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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4] 디스크 브레이크와 유압파워유닛

ü 상기 모듈을 반영한 조립도는 다음과 같음

 

[그림 265] 기초 설계된 조립도

·지지구조물 하중산정 S/W인 Tidal_Bladed 입력 자료 완성  

ü 나셀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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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Value unit
mass 10 

Position of center of mass to side of 
attachment

2 

Position of center of mass, relative to of 
attachment

2 

Position of center of in front to side of 
attachment

0.2 

Yaw inertia(about attachment) 65.77 ∙

Nodding inertia(about center of mass) 1.93 ∙

Rolling inertia(about center of mass) 0 ∙

[표 58] 나셀 관련 자료와 해당 도식

ü 허브 관련 자료 

Item Value Unit

Blade 
root

Root length(L) 1 

Diameter(D) 0.24 

Drag coefficient 1 -
Spinner diameter(S) 1.5 

Buoyancy

Hub Volume 0.93 

Center of 
buoyancy

0 

Mass 2515 

Hub
Propertie

s

Center of 
mass(Hm)

0.0013 

Inertia about shaft 702 ∙

Inertia 
Perpendicular to 

shaft
410 ∙

[표 59] 허브 관련 자료와 해당도식

ü 블레이드와 발전기 자료, 그리고 해양관련 등 Tidal_Bladed 실행을 위한 자료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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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dal_Bladed 해석 및 결과 분석(추가업무)은 진행 중임

② 능동형 제어시스템 제작/성능평가

·피치제어

- 최적 제어기 설계 및 시뮬레이션

·정격유속 이상에서는 유속에 따른 출력이 터빈의 정격출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정격출

력만큼만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피치각을 이용하여 로터의 회전속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제어함

[그림 266] 터빈 출력 곡선

·제어기를 이용한 피치제어 전략을 다음 그림과 같이 터빈으로부터 터빈의 회전속도를 

피드백 받아 제어출력을 계산해 피치각을 제어함으로서 터빈의 회전속도를 기준회전속

도로 유지시킴

[그림 267] 피치제어 전략

·터빈의 피치제어기 설계는 최적제어 기법인 LQR(Linear Quadratic Regulator) 기법에 

정상상태오차를 없애기 위한 적분기(Integrator)를 추가한 LQI(Linear Quadratic 

Integrator)기법을 사용함

·터빈의 상태공간방정식은 다음과 같음



- 189 -






























 







  





















   






















































      
















  : Perturbed rotor speed

   


  : Perturbed drive-train torsional spring force

  : perturbed generator speed.

  : Integral state

ü 실내실험용 축소 모형에 사용되어진 파라메터는 다음과 같음

 Inertia of rotor  × 

 Inertia of generator  × 

 Rotor external damping Nm/(r/s) 0

 Generator external damping Nm/(r/s) 0

 Gear ratio - 1

 Torsional stiffness of drive train axis Nm/r 30

 Torsional damping of drive train axis Nm/(r/s) 0

[표 60] 실험용 수평축 조류발전 터빈 파라메터

- 상태공간방정식을 이용해 제어기를 제외한 플랜트의 폐루프 시스템의 안정도를 확인하

였을 때 위상여유가 -86°로 불안정한 시스템임을 확인함

- 위에서 언급한 LQI 기법을 이용하여 제어기를 설계하고, 제어기를 포함하여 안정도를 

확인하였을 때 이득여유는 무한대, 위상여유는 89.9°, 대역폭은 471.49 rad/s로 제어기

를 포함한 폐루프 시스템은 안정한 시스템임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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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8] 제어기 포함 전(좌)과 후(우)의 보드선도

- 설계되어진 제어기를 검증하기 위하여 비선형 모델 식을 블록선도로 구성하고, 제어기

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함

- 다음 그림은 제어기가 적용되어진 폐루프 시스템의 비선형 블록선도이며, 유속변화에 

따른 회전속도와 피치각의 변화를 확인함

[그림 269] 제어기를 적용한 폐루프 시스템의 비선형 블록선도

ü 시뮬레이션 결과 유속이 증가/감소함에 따라 피치각 또한 증가/감소하여 터빈의 회

전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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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0] 유속변화에 따른 피치각과 터빈회전속도 변화 

ü 아래 그림은 정격유속 이상에서의 유속변화에 따른 피치각 및 출력계수의 변화로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피치각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출력계수 가 유속의 3제곱

에 반비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271] 정격유속 이상에서의 피치각 및 출력계수의 변화

- 축소 모델을 이용한 회전속도 제어 실험

·피치제어를 위한 하드웨어를 구성, 설계되어진 제어기를 구현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실

험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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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블레이드와 제어용 모터는 베벨기어로 연결되어 한 개의 모터로 세 개의 블레이드

를 동시에 제어함

[그림 272] 모터가 설치된 허브(좌)와 블레이드와 연결된 베벨기어(우)

ü 아래 그림과 같이 블레이드 피치각 및 터빈의 회전속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GUI를 구성

ü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제어에 필요한 파라메터(제어기 게인값, 제어주기 등) 변경과 

블레이드 피치각의 수동제어 또한 가능하도록 구성함

[그림 273] 모니터링용 인터페이스 구성

ü 실험은 0.6m/s의 유속에서 진행되었으며, 터빈에 부착되어진 모터를 이용, 토크를 

변경해 터빈의 회전속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원하는 기준회전속도로 수렴하여 유지

되는지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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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4] 제어용 하드웨어 및 수동실험

ü 제어주기는 20Hz(0.05s)로 진행하였으며 총 3분간의 데이터를 받아 회전속도의 안정

화 이후 피치각 및 회전속도의 발산여부 또한 확인함

ü 실험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이 기준회전속도에서 회전속도가 증가 또는 감소하였을 

때 피치각이 변화하면서 터빈의 회전속도가 기준회전속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을 알 수 있음

ü 피치각은 변화시 오버슈트 또는 언더슈트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4초 이내로 안정화

가 되면서 안정화 후 1분동안의 데이터를 확인하였을 때 발산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그림 275] 피치제어실험 결과

- 실해역 축소모델을 위한 피치제어용 모터·기어 선정 및 구입

·실해역 축소모델(D=2.4m)의 블레이드에 걸리는 피칭 모멘트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

여 피치제어에 사용되어질 모터 및 기어 선정

ü 아래 그래프는 유속 2.5m/s에서의 블레이드에 걸리는 최대 피칭모멘트는 약 430Nm

로, 이를 선정할 피치 드라이버(모터+감속기)의 정격토크 기준값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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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6] TSR에 따른 피칭모멘트

ü 감속기의 기어비를 50:1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감속기 및 모터의 요구사양을 결

정함

모터

정격토크 Nm 8.6

회전속도 RPM 2,000 ~ 3,000

엔코더형식 - 절대치 엔코더

감속기

기어비 - 50:1

정격토크 Nm 430

입력회전속도 RPM 2,000 ~ 3,000

[표 61] 피치 드라이버 요구사양

ü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선정한 모터 및 감속기의 사양은 아래의 표와 같음

ü 모터의 정격토크가 7.64Nm으로 요구사양으로 결정한 정격토크인 8.6Nm보다 작지만 

해당 모터의 최대토크가 22.5Nm으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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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KN16)

정격출력 W 130

정격토크 Nm 7.64

최대토크 Nm 22.5

정격회전속도 RPM 2,000

최대회전속도 RPM 3,000

엔코더형식 - Absolute(옵션)

중량 Kg 8.5

감속기

(SPI142)

기어비 - 50:1

정격토크 Nm 580

최대토크 Nm 1740

정격입력회전속

도
RPM 3,000

최대입력회전속

도
RPM 5,000

중략 Kg 18.5

[표 62] 선정된 피치 드라이버 사양

ü 모터에 감속기를 장착하고, 드라이버와의 연결을 통하여 모터구동을 확인하였으며, 

실해역 축소모델의 피치제어를 위한 하드웨어 구성 및 추가 구성품 확보

[그림 277] 선정 및 구매된 실해역 축소모델 피치제어용 모터, 드라이버 및 기어

·피치 제어부 설계는 진행 중임

·Yaw 제어

- Yaw 제어 시스템 최적설계

·HAT의 경우 예인수조 실험을 통해 검증된 능동/수동 혼용 설계

·최대 Yaw Moment 발생을 위해 양력과 항력을 이용하여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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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8] Yaw 제어를 위한 러더 시스템

·실내 모형의 3:1 스케일 업을 통한 HAT 실해역 축소모형 러더 제작

[그림 279] 러더 모델링(Re120000)

     

[그림 280] Yaw 제어 시스템

·위 그림과 같이 러더를 제작하여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에 설치

·러더 토크를 통한 부하 측정시 약 60kgf*m의 힘이 걸림 -> 과도한 하중으로 판단

·제어력을 고려하여 Re80000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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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1] HAT 실해역 축소모형 러더(Re80000)

  

·기존 대비 압력면 면적은 약 50%축소, 제어력은 약 25% 감소 

ü 유속조건 0.6m/s에서 .9-1m/s로 가동 조건을 재설정하면 제어력은 유지가 됨

- 능동형 및 수동형 복합 제어 연구

[그림 282] Yaw 제어 알고리즘

·실해역 성능 실험을 위해 위 그림과 같이 Yaw 제어 알고리즘을 구성

·제어 모드는 수동, 구간별 수동, 구간별 자동, 자동제어로 구분

·수동제어는 러더 각을 수동으로 입력 하여 제어, 구간별 수동은 각 제어 구간별 같을 

수동으로 입력하여 제어, 구간별 자동은 각 구간별 PID게인을 스케쥴링 하였으며,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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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는 에러에 대한 위치 제어를 제어 프로파일을 형성하여 제어하는 방식임

[그림 283] 제어 구간 설정

·제어 구간을 회전 생성 구간, 가속구간, 감속구간, 정밀 제어 구간, 정지로 나누어 제어

[그림 284] Yaw 제어 프로그램(GUI)

·Yaw 상태 모니터링 및 제어 GUI는 위 그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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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Drive Ratio Max. RPM Torque Drive

Yaw Motor CN-50 300:1 4500 15.9Nm FDA-50

Rudder Motor KN-16 200:1 3000 7.46Nm FDA-20

공통 : Brake type

[표 63] 모터 상세 스펙 

[그림 285] 토크센서 및 사양

[그림 286] Yaw 제어 박스

- 능동형 Yaw제어시스템 실해역 모형실험/성능평가

·HAT 실해역 축소모형 제어 성능 확인을 위해 러더 제어력 성능 시험과 수동 요 제어 

실험 진행

실험 Yaw Rudder 비고

Passive Rudder 0 0~20 Rudder +5 증가

Passive Yaw 

Control 
20 0

Yaw Error 20 

Passive Yaw 

Control 실험

[표 64] 러더 실험 진행 방식

ü 러더 제어력 성능 시험을 위해 Yaw 고정 상태에서 러더를 0~20도까지 5도씩 증가 

시켜 가며 스트럿에 걸리는 토크 측정

ü 수동 요 제어 시험은 러더 각을 0에 고정, Yaw error 20일 때 브레이크를 풀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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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로 돌아오는 시험을 함

[그림 287] (좌) Passive Rudder Test (우) Passive Yaw Control Test

   

Rudder Angle 0 5 10 15 20
Torque(Mz) 0 12.28 90.77 125.86 153.5

[표 65] 러더 각도에 따른 제어력(단위:Nm)

ü 시험 결과 러더 제어력의 경우 러더 5~10일 때 제어력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20

도일 때 153.5Nm 제어력이 발생

ü 수동 요 제어 시험 결과 요 제어에 충분한 힘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지만 수동 요 

제어시 5.8°~12°의 오차가 존재함

ü 능동축 러더 통한 미세제어가 요구됨을 확인함.

③ 동력전달계 

·동력전달계 제작 및 성능 평가

·축소모형 동력전달계 상세설계

·축 길이 1400mm, 축 직경 80mm, SUS304 소재의 중실축으로 설계

·베어링은 Nacelle 내부의 장치들을 고려해 각 275mm, 590mm 간격으로 3개 배치

[그림 288] 축소모형 동력전달계 설계도 

·동력전달계 구조해석

ü 블레이드 질량에 의한 처짐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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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 모형의 블레이드부 질량 125kg을 축계 끝단에 인가
§ 축-베어링 접촉부는 Cylindrical Support

[그림 289] 경계조건

§ 해석결과 1단 베어링 부근에서 31.1MPa 의 최대 응력이 발생함
§ 재료의 항복강도인 520MPa 에 대해 16.7배의 안전율이 확보됨
§ 또한 블레이드 질량에 의한 변위(처짐)은 최대 0.295mm 임

[그림 290] 응력 및 변위 해석 결과 

ü 블레이드 회전 토크를 가정한 해석

§ 블레이드 하중과 블레이드 회전에 의한 토크를 함께 가정하여 해석함
§ 3.2m/s 유속에서 발생되는 토크인 2393N-m 를 축계 끝단에 인가
§ 축-베어링 접촉부는 Cylindrical Support, 발전기 연결부분은 Fixed Support 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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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1] 경계조건

§ 블레이드 토크를 가정한 해석결과 최대 380MPa 의 응력이 발생함
§ SUS304 의 항복강도인 520MPa 에 대해 1.37배의 안전율이 확보됨
§ 토크에 의한 변위(비틀림)의 최대 2.82mm 임

[그림 292] 응력 및 변위 해석 결과 

ü 고유진동수 해석

§ 정하중과 토크가 가해진 상태에서 축계와 블레이드부의 질량을 포함한 고유진동수를 
해석함 (축계 질량은 140kg, 블레이드부 질량은 125kg, 블레이드부 질량은 Mass 
Point 로 가정.)

§ 축-베어링 접촉부는 Cylindrical Support, 발전기 연결부분은 Fixed Support 로 
가정

§ 해석결과 블레이드 회전수 127 RPM 으로부터 계산된 Frequency 는 2.12Hz, 따라
서 Critical Frequency Range 는 1.7 ~ 2.55 Hz 임.

§ 1~6차 모드 고유진동수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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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3] 고유진동수와 블레이드 회전수 대비 퍼센티지

· 블레이드 회전수와 축계의 고유진동수가 간섭되지 않아 공진 위험성은 없음

·동력전달계 실해역 모형 실험 분석(진행중)

④ 3-level 컨버터 시제품 제작/발전실험/성능평가(2)와 최종 시제품 제작(1) 

·발전기 제원 결정/주문제작/성능평가 지원

- 20kW 발전기 선정 및 구매 지원

·20kW@200RPM 풍력발전기 구매

·30극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최대 효율 96%

[그림 294] 선정된 발전기 

- 20kW 발전기 기본 성능 평가 수행

·발전기 속도에 따른 역기전력 측정

·권선 저항 및 인덕턴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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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5] 다이나모 실험세트(좌) 및 발전기 기본사양 실험 결과(우)

·20kW급 축소형 실해역 실증시험용 컨버터 설계 및 제작

- 20kW급 NPC-2 level back to back 컨버터 설계 및 제작

·20kW급 NPC-2 level back to back 컨버터 설계 및 제작

·Main controller CPU : TMS320F28335 적용

[그림 296] 제작된 전력변환장치 사진

- 20kW 발전기 연동한 기본 기능 시험 수행

·90kW급 다이나모 부하 테스트 수행

·10kW 출력시 발전기 효율 약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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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7] 발전기 부하실험(좌) 및 10kW 발전실험 결과(우) 

 
·축소형 모델 실해역 실험 

- HAT 1차 실해역 실증시험 수행 및 데이터 수집

·TSR 5.0 대한 MPPT 제어 수행

·1.5m/s에서 2.23Kw 출력으로 시스템 효율은 28.5% 나옴

[그림 298] TSR 5.0 MPPT 제어 실험 데이터

- 추가 조건에서 실험 수행 중 

·최종 발전기(200kW급) 모델 기본 설계

- 1차 구조설계 및 중량 최적화 설계 진행

·회전자와 고정자 치수 조정에 의한 중량 감소(21ton → 16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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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9] 초기 설계 발전기 구조와 중량 최적화 설계 진행

 

- 1차 설계 모델에 대한 전기적 특성 시뮬레이션 수행

·수동부하 및 인버터 구동시 전류에 따른 출력 특성 시뮬레이션

·수동부하시 최대 출력 약 196kW

·인버터 구동시 최대 출력 약 450kW

[그림 300] 1차 설계 모델에 대한 전기적 특성 시뮬레이션

- 1차 설계 모델 검증을 위한 발전기 고정용 지그 제작

·설계 검증을 위한 부분 모델 제작

·부분 모델 구동을 통하여 전자기적 및 기계적 설계 특성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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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1] 발전기 고정용 지그 설계도(좌) 및 구성도(우)

  
⑤ 나셀 

·구조해석과 최적설계 

- 발전기 부의 나셀 표면의 보강재 효과 

·열전달 특성 및 강도향상을 위해 나셀 표면에 보강재 추가

·보강재 추가에 따른 항력증가가 우려되어 Cd 계산 필요

[그림 302] 길이 73.6CM, 직경 30CM 축소모형 규격

- 유동해석 결과

·톱니형이 사각형보다 항력이 작긴 하나, 없을 때에 비해 항력 증가가 상당하여 다른 

형태 고려 필요

무보강재형 사각형 톱니형
 27.9 76.3 74.6

항력() 3.9 12.3 12.2

[표 66] 각 형태별 항력 계수와 항력

- 최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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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재 개수에 따른 영향 파악

[그림 303] 보강재 개수 변화에 따른 경우들

·유동해석결과 차이는 크지 않으나, 보강재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장점이 있음

Case  Ranking
축방향

보강재 개수
원주방향

보강재 개수
1 74.6 1

8
8

2 74.8 2 6
3 74.9 3 4
4 77.1 4

6
8

5 77.4 5 6
6 77.5 6 4
7 78.3 7

4
8

8 78.4 8 6
9 78.6 9 4

[표 67] 경우별 항력계수 

- Case 1에 대한 유동해석 결과를 토대로 구조해석 진행 

·스트럿의 아랫면을 구속하고, 유동 산정력을 반영하여 ANSYS에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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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4] 구속조건(좌) 및 하중조건(우)

·해석결과, 구속된 면에서 513KPa로 안전계수가 100이상 나와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됨 

·더 나은 보강재 형태 선정과 터빈 가동시의 항력 계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4차년도에 진행될 예정

·조립부와 작동부 수밀 설계 

-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랜지 형태로 다단계 구성 체결 

- O-ring과 알루미늄 블록으로 이중으로 방수처리가 되어 있음 

- 해수유입 감지를 위해 침수 센서가 장착되어 있음 

[그림 305] 토피도 중앙부 설계도와 제작 형상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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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6] 토피도 중앙부 설계도와 제작 형상 II

- 토크와 추력 센서 수밀을 위해 알루미늄 블록처리를 한 번 더 함 

[그림 307] 토피도 앞부분 설계도와 제작형상

- 러더부는 동력전달 축이 외부 노출형으로서 베어링과 리데나 결합으로 수밀 설계를 함. 

또한 침수 감지 센서를 장착함

[그림 308] 토피도 뒷부분 설계도와 제작형상

- 침수 감지 센서는 나셀 내부의 세 군데에 장착이 되어 있음  

·나셀부 성능 평가 

- 1차 압력(내부 가압) 테스트

·최하부 토피도와 스트럿 조립 후, 스트럿 최상단 플랜지에 마감 플레이트 제작 및 장착

·토피도 윈도우에 공압 피팅 삽입하여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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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2bar 가압

[그림 309] 침수 센서 설치 위치와 설치 형상

 

[그림 310] 내부 가압 테스트 전경과 게이지

·1차 압 테스트 중 게이지 압력 저하에 따른 거품 검사 실시

·전체 시스템에서 거품검사에서 총 3곳 압력 누출 부위 확인

 

- 2차 압력(내부 가압)테스트

·압력 누출된 3곳 보수

ü 볼트 O-ring 교체 및 방수처리

ü O-ring 교체

ü 용접 부위 해체 후 재 용접 

·보수 작업 완료 후 3.5bar 기준 재 압력 테스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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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2차 가압 테스트 게이지 

·테스트결과 가압 후 5일 간 (120시간) 압력 누출 확인

·2차 압력 테스트 결과 3.5bar에서 120시간 후 3bar로 0.5bar 압력 저하

ü 스트럿 및 토피도를 제외한 호스, 게이지 등의 미세 압력 누출로 인한 압력 저하로 

추정

- 3차 현장 투입 전 압력 테스트

·울둘목 시험조류발전소 실험 수행 전 압력 테스트

·압력 3.5 bar 가압 후 4시간 동안 압력 확인 결과 변동 없음

⑥ 실해역 모형 실험

·실해역 축소모형 실험용 추가구조물 설계 및 설치 

- 추가구조물 설계 

·설계 조위 : 울돌목 해역의 기 관측자료 활용, 평균해면으로 DL(+) 2.204m 적용

·설계 유속 : 울돌목 해역의 기 관측자료 활용, 6.5m/s 적용

·설계 풍속 :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 적용, 평상시 : 25.45m/s, 악기상시 : 45m/s

·사용 재료 : 강관(ASTM A572 Gr 50, SM 400), 강재(SM400, SS400, SM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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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발전구조물 및 20kW급 현잘실험 구조물 평면도

    

·높이는 최대수심에 맞추어 대조, 중조, 소조기 모든 기간에서 실험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 제작 설치

·공사개요

ü 공사기간 : 2014년 4월 2일 ~ 7월 2일(착공 : 2014년 4월 14일)

ü 공사비용 : 588,500,540원

·현장실험용 20kW급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구조물 제작 및 설치

ü 강재와 철재품목 등 노출된 품목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 작업 수행

ü 스틸 그레이팅의 사용강재는 SS400으로 하며, KS D 3503에 준하는 재질이며, 아연

용융도금 제품 사용

ü 볼트와 나사는 KSD 9521에 따라 도금 작업 수행

ü 육안검사와 비파괴 시험 등으로 모든 용접 검사 수행

·창호공사(각종 부대시설 등) 및 크레인 설치

ü 판넬의 누수 방지를 위해 기존 판넬 및 신설 판넬 모두 이음부에 보강 처리

ü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방지

ü 크레인의 인양 능력은 Boom 최대길이 9.0m이상이며, Boom 길이 9.0m일때의 인양

가능 중량이 3.0tonf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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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현장실험용 20kW급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구조물 제작 및 설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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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창호공사(각종 부대시설 등) 및 크레인 설치 사진

- 전기공사 (추가 업무)

·20KW급 발전실험을 위해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전기 변경 공사를 수행함 

·모형 설계/제작/설치

- 추가 구조물 고정부 

·너트-볼트 조합으로 추가 구조물에 고정함 

·경사계와 가속도계로 추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하고 balance 중량으로 

균형을 맞춤

[그림 315] 실험 장치의 상부 고정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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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장치 상부 및 스트럿 

·상부 상단에 발전기가 장착되며 중앙에 토크 및 RPM센서가 위치하고 추가구조물 고정 

하단부에 3축 하중 센서가 장착됨

·스트럿는 2단으로 구성되며 조립 용이성을 위해 조립용 윈도우를 설계함  

[그림 316] 실험장치의 상부 및 스트럿 도면

- 상부 거치대 및 보정 작업 

·상부가 가장 중량이 높으며 이에 대한 전용 거치대를 설계 제작을 하고, 유압잭을 통

해 보정작업을 수행함 

 

[그림 317] 상부 거치대 도면과 보정 작업 방식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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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피도 부 거치대를 통해 센서부 보정 작업 수행함

[그림 318] 토피도 부 거치대 도면과 보정 작업 방식 표기 

- 제작 및 설치 

·실험장치 상부, 스트럿, 토피도 포함 수평축 터빈 부분을 나누어서 공장 제작 수행 

[그림 319] 상부 공장 제작 과정

[그림 320] 스트럿 공장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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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토피도 및 수평축 터빈 제작 전경 및 공장 테스트 

·블레이드 비파괴 검사 수행하고 공장 내 전체 조립 후 치수 및 조립 상태 검사 

·이송 및 진수장치 설계 및 설치

- 이송 중량 감소를 위해 네 부분(상부, 스트럿, 토피도, 허브-블레이드)로 분리하여 이송

하였고,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하우스 내에서 재조립함 



- 219 -

[그림 322]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내 이송 및 하우스 내부 거치 과정 

- 추가 구조물로 내리기 전 상부, 스트럿, 토피도 부를 조립함

[그림 323] 하우스 내 조립된 형태

-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하우스 내 크레인을 이용하여 추가 구조물로 이송되고, 러더와 

허브-블레이드 장착함 

- 조립이 완료되면 이를 수면 아래로 이송하고 고정부와 추가 구조물을 볼팅으로 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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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하우스 내에서 추가 구조물로 이송 과정

[그림 325] 최종 조립도

·효율, 진동, 항력 계측을 통한 시스템 평가 

- 성능과 구조물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센서들의 자료를 계측하기 위해 전력변환기 제어

부, DAQ/CMS부, SCADA부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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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계측 및 제어부 구성 및 실험장 전경 

- 실험장치 장착 후, 신호가 습득되면 처리, 시간동기화 등의 작업 등이 수행됨

[그림 327] 실험 전경 및 CMS 모니터링 화면 

- 터빈효율은 1.5m/s기준 34.5%, 진동 및 항력은 흐름방향으로 최대 1g와 3톤 중으로 계

측됨 

- 효율은 실해역 조건과 2m/s 이하 조건을 감안하면 최대치는 크게 나왔으나, 항력 평균

치는 예상 수치에 가까워 설계 안전 범위 안에 있음. 

(2) 200kW급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실증실험 적지 선정

① 실증실험 후보지 선정

·조류발전 실증실험 적지 선정 절차수립

- 조류발전 실증실험 기준설정 : 유속 2m/s 이상, 발전방식, 수심 및 지반 고려

- 실험장치 설치 공사 및 실증실험 진행 시 고려사항 선정

- 실증실험 기준 및 고려사항을 비교 검토하여 조류발전 실증실험 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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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기준설정과 후보지 선정 및 평가 방법

② 조류발전 실증실험 후보지역 선정

·우리나라 주요 조류발전 후보지 중 조차가 큰 경기만 등 서해를 제외한 서남해의 명량수

도, 장죽수도, 맹골수도, 대방수도, 횡간수도 등 5개 지역 1차 선정

·조류발전 실용화 기술개발(해양수산부) 등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1차 후보지의 해양 및 

지리적 특성 등 분석

·비용, 공사 및 실험 기간 등을 고려한 결과 명량수도(울돌목)를 적정 후보지역으로 선정 

구 분 명량수도 장죽수도 맹골수도 횡간수도 대방수도
유 속
(m/s)

최대: 4.8
평균: 2.4

최대: 3.3
평균: 1.3

최대: 2.4
평균: 0.9

최대: 2.0
평균: 0.8

최대: 1.8
평균: 0.6

대조차
(D.L., m)

3.14 2.78 2.78 3.14 1.05

설계 파고
(m)

1.59 1.41 5.57 2.57 2.00

수 심
(D.L., m)

-15.0 ~ -35.0 0.0 ~ -60.0 0.0 ~ -60.0 -25 ~ -40.0 -10.0 ~ -20.0

기 타
 인허가 완료

 계통연계 완료
 통항선박 활발
 해상국립공원

 육지와 먼 거리
 해상국립공원

 해상국립공원
 통항선박 활발
 해상국립공원

후보지 
선정 결과

O X X X X

[표 68] 조류발전 실증실험 후보지역 선정을 위한 특성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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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우리나라 서남해 조류발전 주요 후보지 위치도(좌) 및 우리나라 조류에너지 밀도지도(우) 

③ 조류발전 실증실험 개략 후보지 선정 및 특성 검토(명량수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에 대한 정밀 해수유동 수치모형 실험을 통해 조류발전 실증실험 개

략 후보지 선정

항 목 실  험  내  용

사용 모델  - MOHID (MOdelo HIDrodinamico, Univ. Lisbon, Portugal) 

모의 영역
 - 광역(L0) : 한반도 서남해역 
 - 상세역1(L1) : 명량수도 주변 해역
 - 상세역2(L2) : 명량수도 협수로 지역

초기  및
경계 조건

 - 조석 : 8개 분조(M2, S2, K1, O1, P1, N2, K2, Q1)

격자 구성

․ 정방 격자 체계(네스팅 기법 적용 3단계 격자 체계)
  - 광역(L0) : 수평 2000m, 수직 : 2차원
  - 상세역1(L1) : 수평 200m, 수직 : 2차원
  - 상세역2(L2) : 수평 20m, 수직 : 3 sigma layer

[표 69] 수치실험 개요



- 224 -

[그림 330] 격자망 및 수심도(좌: 광역격자, 우: 상세 격자)

 

·명량수도의 수치모형 실험 결과 및 수심 등 기타 특성을 고려하여 3개의 개략 후보지 선정

- 지형적 특성 : 협수로 길이 약 1km, 폭 약 500m, 최대 수심 약 35m,  최협부 길이 약 

100m, 폭 약 300m, 최대 수심 약 20m

- 조석특성 : 대조차 약 3.14m(반일주조 우세), 수도 남단의 고조시각이 서단 보다 약 1시

간 40분 정도 빨라 창조와 낙조시 수로의 양단에서 약 2m의 수위차 발생

- 조류특성 : 진도대교를 중심으로 진도대교 남단은 낙조류가 우세하며, 북단은 창조류 우

세, 수로 전체에서 약 10분 주기의 유속 변동이 발생하며, 수로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약한 특성을 보임

·선정된 3개의 개략후보지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 P1은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와 거리가 가까워 계통연계 등이 유리하여 비용 및 공사 

여건 등이 유리하나 유속의 변동이 커서 유속 품질이 상대적으로 나쁨

- P2는 명량수도의 최대 수심인 약 35m가 나타나는 지역으로 수심이 깊어 다양한 크기의 

실험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다른 두 지점에 비해 유속이 가장 작으며, 항로상에 위치

하고 있어 지지구조물이 수면상으로 노출될 경우 실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 예상됨

- P3는 다른 두 지점에 비해 유속이 가장 크고 유속의 변동성이 가장 작은 지역으로 유

속의 품질이 가장 좋은 지역이며, 수심이 약 20m 내외로 나타남.

·명량수도의 해양특성 관측자료 및 현재 수행 중인 정밀 수치모형 실험을 통해 후보지 특

성을 재검토 중이며, 현재 검토 중인 조류발전 방식, 지지구조물 방식 및 규모 확정 후 

계통연계, 인허가, 항로 및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증실험 후보지 확정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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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200kW급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실증실험 개략 후보지(명량수도)

구 분 P1 P2 P3
최대 유속 

(m/s)
대조기: 약 3.2
소조기: 약 1.3

대조기: 약 3.0
소조기: 약 1.2

대조기: 약 3.5
소조기: 약 1.5

평균 유속 
(m/s)

 약 1.5 약 1.3 약 2.0

수 심
(D.L., m)

약 20 약 35 약 20

계통연계
거리

약 30m 약 600m 약 500m

유속 변동성 큼 작음 작음

인허가 유리 불리 불리

공사여건 약간 유리 약간 불리 약간 불리

선박통행 약간 문제
항로상 위치

(지지구조물의 수면상 노출)
약간 문제

[표 70] 조류발전 실증실험 개략 후보지 선정을 위한 특성 비교표

(3) 표면처리 패턴 기술의 검증

① UV조사 시간 조절용 포토리소그래피 장비의 개발 

·기존의 내장형 UV램프 위치를 이송장치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계변경

- 원자외선 (DUV)램프의 조사시간 조절 및 빛의 강도 조절이 가능함

- 고분자 재료의 경화조건의 향상으로 인해 재료의 내구성 및 대면적 제조능력 향상

·마스크의 크기 및 면적 제어 가능

- shadow mask의 크기를 넓이 W, 간격 S의 크기에 따라 친수/소수성의 크기를 제어

- 미생물 부착 정도를 bone marrow cell을 이용하여 5일간 배양결과 친수성의 특성이 강

할수록 미생물의 방 부착 효과가 증대 

  ∘ A1 : W (5 mm), S (3 mm) : 친수성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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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2 : W (0.5 mm), S (3 mm) : 소수성 경향

  ∘ A3 : W (5 mm), S (1.5 mm) : 친수성 더 강함

A1 A2 A3

[그림 332] 하이브리드 패턴의 특성 및 AFM사진을 통한 방 부착능 결과

② 하이브리드 코팅 신 재료 개발 및 성능 검증 

·친수성의 성격을 가지면서 방 부착 특성이 좋은 poly(2,2-dimethoxy nitrobenzyl 

methacrylate-r-methyl methacrylate-r-poly(ethylene glycol) methacrylate) (PDMP)를 가지

고 패턴을 제작

·고분자 물질도 UV경화형 고분자로 구조 개발을 하였고 복합 하이브리드 패턴 제작 가능 

·PDMP 고분자 물질 하이브리드 패턴의 방 부착 능력을 유리, PMMA(친수성), PDMP (복합

패턴) 재료별 검토 결과 우수한 방 부착능력을 보여줌

[그림 333] Glass, PMMA, PDMP 재료의 방 부착특성

③ 실해역 샘플 시험

·임프린트 기술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복합 패턴 및 PDMP고분자 재료의 코팅을 위한 스

프레이 분사 방법의 적용



- 227 -

[그림 334] 스프레이 코팅 방법과 이를 이용한 실해역 test샘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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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차년도

(1) 추가 실해역 모형실험 및 최종선정/수차 설계

① 추가 실해역 모형실험 및 형식 최종 확정

·추가 실해역 모형실험 수행 및 실험 자료 분석 

- 수평축, 수직축, 그리고 진동식 터빈의 실해역 모형실험

터빈 형식 터빈 크기 시스템 총 무게 동력전달방식 비고

수평축 직경 2.4 m 3,300 kg
베벨기어를 

이용한 축 전달 
방식

3개의 
블레이드로 구성

수직축
직경 0.7 m
높이 1.42 m

3,000 kg
축 직결 전달 

방식

3개의 
블레이드가 단일 
터빈으로 구성된 
2단 터빈 구조 

진동식
스팬 (span)  1.8 m
코드 (chord) 0.6 m

4,500 kg
기어와 링크를 
이용한 축 전달 

방식

앞전과 뒷전으로 
구성된 쌍(dual) 

구조

[표 71] 터빈 형식에 따른 규격

[그림 335] 수평축, 수직축, 진동식 터빈의 실해역 실험 전경

·실험 진행 방법

ü 통계 분석을 위해 10분 이상의 시간동안 데이터를 얻어, 조건 별 반복 비교를 실시

(국제 조류발전 IEC-TS 62600-200 규격 권고 사항)

ü 유속의 경우 수평축은 1~2.1 m/s, 수직축 1~3.5 m/s, 진동식 1~3.5 m/s 범위 내 수행

ü SCADA와 CMS 서버는 한국표준연구원의 시간 정보를 기준으로 동기화 후 진행

·시스템 효율 측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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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조류발전기의 시스템 효율은 아래와 같이 측정하며, 유체 밀도는 해수 평균 1025 

kg/m3을 사용

터빈 시스템 효율 (Cp) = 발전기를 통한 발전량 / 0.5 X 유체 밀도 X 입사면적 X 

(유속)3

ü 터빈의 입사 면적은 터빈 방식에 따라 [표 72]와 같이 결정됨

터빈 작동 방식 유효 입사면적 (m2) 비고

수평축 4.52

수직축 1.01
2단으로 결합된 터빈 

전체의 면적임

진동식 1.08

암(arm) 각에 따라 투

영 (project) 입사 면적

은 상이함

[표 72] 터빈 작동 방식에 따른 유체 유효 입사면적 비교

- 실해역 실험에 의한 핵심 성능분석

[그림 336] 수평축(좌), 수직축(중간), 진동식(우) 터빈의 주속비(TSR)에 따른 시스템 효율 분포 

 

·[그림 336]와 같이 3차년도에 이은 실해역 후속 실험에서도 성능평가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남

·수평축은 터빈 효율 40.5 %에서 전력변환장치 변환 효율 92%, 터빈 베벨 기어를 통한 

효율 90 %를 고려하여 계산 시 최종 시스템 효율 33.5%임

·수직축은 효율 19% 로 측정됨(동력전달계는 1:1 직결 방식으로서 피치·요 제어에 의

한 에너지 소모 없음) 

·진동식은 시스템 효율 22%로 측정됨(동력 전달계의 클러치 기어와 링크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주요한 요인임)

·수직축은 크기효과에 의해 낮게 나온 측면이 있으며, 상기 사항을 모두 고려시 시스템 

효율 관점에서는 수평축 터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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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참여 및 해양에너지 관련 시공, 제작, 그리고 엔지니어링 사를 초청한 기술품평회 

개최 

- 연구개발사업 중간단계에 있어 현재까지 개발된 시스템 기술 및 부속 기술에 대해 설명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얻고자 기술품평회를 개최하였음

[그림 337] 기술품평회 개최 모습

 

- 기술 개발에 관한 방문객들의 이해를 돕고자 기술관련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개

최장 내부에 전시물을 설치함

[그림 338] 기술품평회 내 관련 자료 전시

 

- 품평회 이후 설문지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현재까지의 개발 진행 및 기술 등에 대한 의

견을 받음

- 개최된 기술품평회에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였으며, 기술개발 

내용 및 추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함

- 기술 품평회를 통한 자문 결과 

·기술품평회에 참석한 외부 인사들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함과 동시에 타당성 검토 

진행

·참가자 및 전문가들의 평가 및 의견은 다음과 같음

·조류터빈 최종 형태인 수평축 터빈을 선정하기까지의 과정 및 선정에 대한 타당성,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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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시스템 사양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판단

·특히 수평축 조류터빈의 성능향상을 위해 능동제어기술인 블레이드 피치제어기술과 요

제어 기술에 긍정적으로 평가함

·과제참여 및 기술이전에 있어 개발, 설계, 제작 등 전반적인 분야에 큰 관심을 보임

·축소모형 실해역 실험장 설치와 실증센터 유치를 격려하고, 조류발전터빈 요소부품 생

산 업체 발굴, 운영기간을 고려한 내구성 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 조류발전 관련기술 

평가 토대 마련 등의 추후 연구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해석, 실험 및 해외동향 분석자료와 의견수렴을 통해 터빈시스템 형식 최종 확정

·해석 및 실험 정리

- 3차년도 전산 해석 비교 결과에서 수평축 터빈 우세 

터빈 형식 주속비 (혹은 유속) 효율 (Cp) 비고
수평축 5.5 0.43 3D, 3차년도
수직축 2.0 0.29 3D, 4차년도
진동식 2.0 m/s 0.40 2D, 2차년도

[표 73] 터빈 형식에 따른 전산 해석 결과 

- 3차년도 실내/4차년도 실외 실험 결과에서 수평축 터빈 우세 

·수직축은 수평축과 진동식에 비해 크기 효과 (scale effect)가 지배적임. 터빈의 크기가 

커질수록 진동 및 구조 강성의 문제가 수반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진동식 터빈은 순간 시스템 효율은 높게 얻을 수 있으나, 기어와 링크를 이용한 동력 

전달 장치 구조상 순간 축계에 작용하는 부하가 높음. 이에 따라 축의 정렬도, 마모 등

이 빠르게 진행됨

·이에 반해 수평축은 러더를 이용하여 유향에 따른 정렬상태를 맞추기 때문에 구조-진

동 측면에서 안정적임

·실내외 실험을 종합할 때, 수평축 형식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음

- 해외동향 

·실해역 실험을 바탕으로 1GWh 이상 발전량 확보 혹은 실증 단지에 적용하는 사례를 

비교함

·모두 3개의 블레이드를 갖는 수평축 조류발전기임이 확인 

ü SeaGen-S의 경우 피치제어로 유속, 유향 변화 대응

ü HS1000과 AR1000은 피치제어로 유속 변화 대응, 유압 형식의 요제어로 유향 변화 

대응

ü Oceade는 피치제어로 유속 변화 대응, 측면추진기(side thrust) 형식의 요제어로 유

향 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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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수평축 형식을 갖는 상용 터빈 형상

- 기술품평회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 수평축 터빈 선정과 절차가 적절함을 재확인 

- 터빈 형식 최종 선정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한국형 조류발전시스템은 수평축 형식의 터빈으로 확정함

·가칭 Korea Shark 200 (KS200) 으로 명명

·KS200은 3개의 블레이드와 제어를 위한 러더를 갖는 수평축 조류발전기로서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음

ü 피치제어로 유속 변화 대응

ü 방향타 형식의 요제어로 유향의 틀어짐 및 전류 변화 대응

ü 지지구조물 서브시스템의 경우 원형 케이슨 방식 적용

② 터빈, 능동제어기, 동력전달계, 나셀, 전력변환기와 발전기, 계통연계 설계와 

제작준비 (부품 주문 및 발주 등)

·정격제원 결정 

- 정격 유속

·KS200 조류발전시스템에 적용하는 정격유속은 2.3 m/s 으로 규정

- 정격 용량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전력변환장치 입력단(발전기 출력단)을 기준으로 250kW임

ü 해수의 밀도: 1.025 g/㎤

ü 시스템의 출력계수: 36%

ü 로터의 회전면적 : 113.1㎡

- 운용 조건 및 안전계수

·발전 운전

ü 초기운전: 유속 1 m/s 미만에서 시스템 정지

ü 정상운전: 유속 1 m/s ~ 2.3 m/s(정격운전조건)에서는 최적 피치각으로 운전하며, 유

속 2.3 m/s ~ 3.5 m/s에서는 피치각을 조절하여 정격용량으로 운전

ü 극한운전: 유속 3.5 m/s ~ 4.4 m/s(설계유속)에서는 피치각을 조절하여 정격용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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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ü 비상정지: 유속 4.4 m/s(설계유속)를 초과하면 페더링(feathering) 상태로 피치각을 

조절하여 시스템 정지

·요 제어운전

ü 정상운전: 발전 운전 조건에서 미세 요제어 후 정상운전

ü 180도 요 회전 정상운전 : 유속 1.25 m/s 미만에서 러더 각 제어로 요 회전

ü 180도 요 회전 극한운전 : 유속 1.25 m/s 이상에서 러더 각 제어로 요 회전

·안전계수

ü 초기 및 정상운전 조건에서는 안전계수: 2.5

ü 극한 및 비상정지 조건에서는 안전계수: 1.2

·설계S/W(BEMBO) 업그레이드와 터빈 블레이드 형상 최적화 

- BEMBO 업그레이드를 통한 설계 활용도 개선 

·복합재 적층 설계 모듈 개발

ü 구성된 격자에는 ANSYS에서 해석이 가능하도록 복합재 해석이 가능하도록 ANSYS 

물성 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 특히 각각의 복합재에 Elastic 물성을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함

ü 생성된 삼각형의 Shell 형상에 섹션 정보를 입력할 때 두께, material Id, 방향등을 

자동으로 쉽게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함. 각도 별로 Layer thickness와 방향을 지정

하고 layer는 각각의 물성 치를 지정하도록 함

ü [그림 340]는 물성치 생성 및 Part를 선택하여 생성된 복합재 물성치를 부여할 수 있음

[그림 340] 복합재 생성 및 요소에 물성치 부여

·Blade force 산출 모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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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Station 마다 계산된  Force를 이용하여 Blade force를 계산하는 기능을 개발 

[그림 341] 솔버에서 출력된 힘을 이용하여 force 및 moment 계산

- 최적 형상 설계

·구조 강화를 위해 익형은 NACA 63-424 선정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 기술)

·BEMBO를 적용하여, 직경 12m 수차터빈을 위한 길이 5m의 블레이드 형상을 결정

·블레이드 형상은 공동화현상을 고려해서 TSR 4.5에서 최대 출력계수를 가지도록 결정

·블레이드 루트 부분의 코드길이와 비틀림각도의 크기가 비현실적으로 커지므로, 이를 

수정하여 최종 형상을 아래와 같이 결정

[그림 342] 무차원 코드 분포(좌)와 비틀림각 및 유효 받음각 분포(우)

·최종 결정된 블레이드 형상을 가지는 터빈의 출력계수는 TSR 4.5에서 4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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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최적화된 블레이드의 출력계수(좌)와 BEMT에서 사용한 힘 및 각도 정의(우)

     

·유속 별 피치각 결정

ü 설계 유속은 2.3m/s이고, 설계된 터빈은 TSR=4.5에서 최대 출력계수를 발생

ü 이때 터빈의 회전속도를 계산하면,  


로부터, 16.7 RPM임

ü 유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터빈의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터빈의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블레이드의 피치각을 조절

ü 피치각은 최적 형상을 가지는 블레이드가 허브 구조에 장착된 경우, 블레이드의 장

착각도를 변경하여 전체 블레이드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도를 의미함

ü 아래에 피치각의 정의를 도시하였고, 다양한 피치각에 대한 출력계수 곡선을 도시

하였음

[그림 344] 피치각의 정의와 다양한 피치각에 대한 출력계수 곡선

ü 다음은 다양한 유속에 대하여, 동일한 회전속도를 가지는 TSR을 계산하여 정리한 

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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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 (m/s) TSR 회전속도 (RPM)
2.3 4.50 16.47
2.5 4.14 16.48
3.0 3.45 16.47
3.5 2.96 16.49
4.0 2.59 16.48
4.5 2.30 16.47

[표 74] 로 다른 유속에 대하여

터빈의 회전속도가 일정한 경우의 TSR

ü 따라서 각각의 유속과 TSR에서 터빈의 출력이 모두 동일할 수 있는 피치각도를 결정함 

ü 아래 그림에서 유속이 2.3m/s, 피치각이 0도인 경우의 출력곡선에서 TSR이 4.5일 때

의 정격출력이 347.81W임을 알 수 있음

ü 유속이 2.5m/s일 때 피치각을 증가하는 경우의 출력곡선을 그린 후, TSR이 4.14일 

때, 즉 회전수가 일정할 때의 출력이 정격출력인 347.81W와 동일한 경우의 피치각

을 찾음

ü 아래 그림에서 유속 2.5m/s에서의 피치각은 약 7도임을 알 수 있음

[그림 345] 유속 2.5m/s에서 TSR=4.14에서 

정격 출력을 발생하는 피치각 찾는 방법

ü 동일한 방법으로, 유속이 3.0, 3.5, 4.0m/s인 경우, TSR이 각각 3.45, 2.96, 2.59일 때, 

정격출력을 발생하는 피치각을 산출

ü 아래는 상기의 방법으로 예측한 피치각을 정리한 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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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m/s) Pitch angle (deg) Cp Power (kW)
2.3 0 0.4956 347.81
2.5 7 0.3824 343.67
3.0 14 0.2251 346.21
3.5 19 0.1413 342.68
4.0 23 0.0972 364.90
4.5 30 0.0082 35.18

[표 75] 유속에 따른 피치각, 출력계수 및 출력

·터빈 블레이드 재료/구조 설계

- 복합재 후보 선정

·복합재 적용을 위한 익형의 선택

ü 익형은 아래 표와 같이 수차 터빈에 많이 사용하는 익형 중에서 선택함

[표 76] 다양한 익형

[참고자료] F. Bertagnolio, N. Sorense, J. Johansen, P. Fuglsang, Wind Turbine Airfoil 
Catalogue, Riso National Laboratory, Denmark, August 2001.

ü 본 연구에서는 익형의 최대 높이가 24%로서, 아래 그림과 같이 NACA 63-813이 비

하여 상대적으로 두껍고, 양항비 (Cl/Cd)가 우수한 NACA 63-424를 적용함

[그림 346] NACA 63-424 익형의 단면 및 형상

     

ü 아래 표는 동일 외피두께 (15mm)를 가지고, 동일한 코드길이 (1.1315m)를 가지는 

두 익형의 플랩 방향 및 래그 방향의 2차 관성모멘트 ( ,)를 비교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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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height (mm)   (10-5 m4)   (10-5 m4)
NACA 
63-813

147 7.240 274.700

NACA 
63-424

272 26.715 329.620

Ratio 1.85 3.795 1.20

[표 77] 2차 관성모멘트의 비교

ü NACA 63-424를 사용하는 경우, 두 주축에 대한 2차 단면 관성모멘트가 커서, 수차 

블레이드의 두께를 줄이면서도 최대 응력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블레이드가 발생하는 힘 및 모멘트 

ü 위의 도표에서 정리한 경우에 대하여, BEMBO를 이용하여 블레이드가 발생하는 힘

과 모멘트를  산출함

ü 각 힘에 대한 정의는 아래의 좌측 그림과 같음

[그림 347] 블레이드 힘과 모멘트의 정의(좌)와 힘과 모멘트 분포 (우, 조건 V=2.3m/s, TSR=4.5)

     

ü 위의 우측 그림은 유속이 2.3m/s, TSR=4.5인 경우에 블레이드의 각 요소가 발생하는 

수평력(dFX), 수직력(dFZ), 피칭 모멘트(dMP)를 도시한 것임

ü 이와 같이, 각 경우에 대하여, 블레이드의 각 요소가 발생하는 수평력, 수직력 및 

피칭 모멘트를 구하고, 아래 수식과 같이 더하게 되면, 블레이드가 발생하는 총 수

평력, 수직력 및 피칭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음

ü 또한, 각 요소가 발생하는 수평력 및 수직력과 각 요소의 위치를 곱하면, 블레이드 

루트 부분에 작용하는 플랩방향 및 래그 방향의 모멘트(MF, ML)를 아래 수식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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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할 수 있음

ü 아래 표는 이와 같이 계산한 각 유속(V, m/s)에서의 블레이드 루트 부분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정리한 것임 

V 
(m/s)

Pitch 
(deg)

FX (N) FZ (N) MP (Nm) MF (Nm) ML (Nm)

2.3 0
-20,148.98

8  
82,541.70

9  
-6,400.63

7  
330,060.84

0  
68,190.63

7  

2.5 7
-20,553.15

3  
61,202.72

0  
-6,248.30

4  
236,302.99

1  
67,637.52

9  

3.0 14
-22,786.27

1  
47,141.10

8  
-6,579.89

4  
167,724.10

9  
68,783.04

2  

3.5 19
-25,412.34

9  
40,340.52

4  
-7,157.46

3  
131,007.69

7  
70,079.71

2  

4.0 23
-29,108.13

4  
37,535.63

6  
-7,900.28

0  
111,757.60

9  
74,419.55

3  

4.5 30
-15,053.95

7  
9,572.636  

-8,034.24
2  

-5,261.390  
15,132.62

1  

[표 78] 블레이드 한 개에 발생하는 힘 및 모멘트

·블레이드 박스 구조 설계 및 복합재 후보 선정

ü 블레이드는 끝단 익형 단면을 기준으로, 앞스파는 12% 코드에 위치하고, 뒤스파는 

55% 코드에 위치하여, 평행하게 비틀린 두 스파의 거리를 최대한 띄움

[그림 348] 최종 블레이드 형상의 CAD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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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아래 그림은 블레이드 루트쪽에서 팁쪽으로 본 경우로서, 블레이드 축을 기준으로 

두 스파의 거리는 블레이드 팀에서부터 루트까지 일정하게 약 171mm임

[그림 349] 비틀어진 블레이드의 스파 위치

ü 블레이드의 앞, 뒤 스파 및 상, 하 외피가 구성하는 박스 구조가 블레이드의 하중을 

모두 감당한다고 가정하고, 복합재 블레이드의 두께 분포를 결정함

ü 복합재 블레이드는 글래스/에폭시 복합재로 제작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대부분 일

방향 복합재 층(unidirectional composite layer)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하여, 블레이드 

루트부터 끝단까지의 대략적인 두께 분포를 결정함

ü 이를 위하여, 먼저 블레이드의 박스 구조를 보 (beam)으로 가정하고, 플랩 방향의 

굽힘모멘트가 발생하는 축 응력을 보 이론으로 계산함

[그림 350] 모델한 블레이드(좌)와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플랩 굽힘모멘트(우)

 

ü 위 그림에서의 FBz는 앞서 블레이드의 힘을 구할 때 얻은 블레이드의 z축 방향의 

전단력이고, 반력 모멘트와 힘은 아래 식으로 계산함

,  

ü 따라서, 플랩 굽힘모멘트는 x축에 대한 모멘트이므로, 아래 식으로 계산 가능하고, 



- 241 -

그 분포는 위의 우측 그림과 같음

ü 각 블레이드의 길이 방향 위치에서 아래와 같은 박스 구조의 두께 분포를 가지는 

경우로 설계하였음

[그림 351] 이론으로 결정한 박스 구조의 적층 구조

ü 두께 분포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Location
Number of layer Thickness(mm)

DB UD DB+UD

0-10% 11 50 32.33

10-20% 11 45 29.68

20-30% 11 40 27.03

30-40% 10 35 23.85

40-50% 9 30 20.67

50-65% 8 20 14.84

65-80% 7 15 11.66

80-100% 7 10 9.01

[표 79] 박스 구조의 두께 분포

ü 블레이드가 각 위치에서 비틀림각을 가지므로, 두 스파와 상하 외피가 구성하는 박

스 구조도 축방향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비들림각 ()를 가짐

ü 비틀림 각은 앞서 형상설계 단계에서 결정한 비틀림각과 동일한 분포를 가짐

ü 이 경우 각 축 방향의 단면 2차 관성 모멘트는 아래의 수식으로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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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린 박스 구조(좌)와 단면 2차관성 모멘트 수식(우)

ü 아래 그림은 위의 표에서와 같이 선정한 두께 분포를 가지는 경우, 1-2축에 대한 2

차관성모멘트와 x, z 축에 대한 2차관성모멘트의 분포도 임

[그림 352] 1-2축에 대한 2차관성모멘트 분포(좌)와 x, z축에 대한 2차관성모멘트 분포(우)

ü 각 블레이드 위치(y)에서의 플랩방향 모멘트를 알 수 있으므로, 이때 그 단면에서 a 

또는 b점 의 좌표 ( )에서  축방향 응력을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함 

ü 아래 그림은 위의 수식으로 점 a와 b에서 계산한 축응력 분포로서, 최대응력이 루

트와 50%R 부분에서 약 180 MPa 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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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플랩 굽힘모멘트에 의한 축응력 분포

ü 적층구조의 결정에 사용한 강도는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유리섬유 일방향 복합재 

(unidirectional, S14EU970, Saetex GmbH & Co. KG)와 이방향 복합재 (Biaxial or 

Double bias, S32EX010, Saetex GmbH & Co. KG)의 강도를 기준으로 함

ü 유리섬유 복합재료의 강도는 IMA 물성치 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함

ü 이 보고서에 없는 강도는 ANSYS에서 제공하는 물성치 자료 중, 탄성계수가 IMA 물

성치 보고서에 제시된 탄성계수와 유사한 재료의 강도를 원용하였음

Glass/Epoxy UD(1) Glass/Epoxy DB(2)

σ1
ut 863.6 MPa 151.2 MPa

σ1
uc -763.1 MPa -151.2 MPa

σ2
ut 46.1 MPa 151.2 MPa

σ2
uc -157.5 MPa -151.2 MPa

σ12
u 43.7 MPa 45.9 MPa

σ23
u 22.8 MPa(3) 23.0 MPa(3)

[표 80] 적층 구조 결정에 사용한 강도

(1) UD = uni-directional layer, (2) DB = double bias
(3) 가정된 값 (대체로 σ23u는 σ12u의 약 50% 수준임)

ü 물성치 자료로부터, UD의 섬유방향 강도(σ1ut)가 약 864MPa이므로, 최대응력인 

180MPa의 약 4.8배이지만, DB의 강도는 약 151MPa로서, 최대응력의 약 84%에 수준임 

ü 따라서 맨 바깥 층을 45도 DB로 하는 경우, 파손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블레이드의 박스 구조에 앞전과 뒷전 구조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블레이드 길이 방

향의 응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ü 실제 제작에서, UD를 맨 바깥층에 두는 경우에는 섬유의 이탈의 우려가 있어서, 45

도 DB를 맨 바깥층에 적층하므로,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맨 바깥층의 DB 응력을 

조사할 필요 있음

ü 만일 유한요소해석에서 유리섬유 DB층의 안전률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탄소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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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로 교체해야 함

ü 전단응력은 블레이드의 주로 피칭 모멘트에 의해 발생함

ü 아래 좌측 그림은 블레이드의 피칭모멘트 분포로서, 블레이드 축이 25% 코드에 놓

이므로, 비틀림 모멘트는 크게 발생하지 않음

ü 전단응력은 아래 수식으로 계산하여, 아래의 우측 그림에 도시함

ü 여기서 A 는 각 블레이드 위치에서 박스구조의 단면적, ti 는 두께임

ü 아래 우측의 그림에서와 같이, 전단응력은 위의 물성치 도표에 명시된 전단강도 (σ

23u)의 15% 수준에 머물러 안전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354] 피칭 모멘트 분포(좌)와 전단응력 분포(우) 

 

- 복합재 터빈 블레이드 적층구조 설계

·이와 같은 박스 구조의 적층 구조를 바탕으로, 박스 구조의 앞부분인 앞전 구조와 뒷

부분인 뒷전 구조의 적층구조도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선정함

·앞전과 뒷전 구조는 주로 힘을 감당하는 주구조가 아니므로, 박스구조에 적용한 적층

수의 1/2~2/3 수준으로 설계함

[그림 355] 앞전 및 뒷전 구조의 적층 구조



- 245 -

·아래 표는 이를 정리한 것임 

Location Number of layer Thickness(mm)
DB UD DB+UD

0-10% 8 35 22.79
10-20% 8 30 20.14
20-35% 7 25 16.96
35-50% 6 20 13.78
50-65% 5 15 10.6
65-80% 4 15 10.07
80-100% 4 10 7.42

[표 81] 앞전 및 뒷전 구조의 적층 구조 두께 분포

- 복합재 터빈 블레이드 구조 해석

·이와 같이 결정한 적층 구조를 바탕으로, 블레이드 전체의 유한요소 모델을 작성함

·터빈 블레이드가 정상 작동하는 조건 중에서, 블레이드 한 개가 발생하는 힘 중, 최대 

하중 값으로 선택하고, 각 하중의 축 방향 분포하중을 해당 부위에 인가함

·아래 표에서 음영 처리한 것이 이들 최대 하중에 속함

V 
(m/s)

Pitch 
(deg)

FX (N) FZ (N) MP (N-m) MF (N-m) ML (N-m)

2.3 0
-20,148.98

8  
82,541.70

9  
-6,400.637  330,060.840  

68,190.63
7  

2.5 7
-20,553.15

3  
61,202.72

0  
-6,248.304  236,302.991  

67,637.52
9  

3.0 14
-22,786.27

1  
47,141.10

8  
-6,579.894  167,724.109  

68,783.04
2  

3.5 19
-25,412.34

9  
40,340.52

4  
-7,157.463  131,007.697  

70,079.71
2  

4.0 23
-29,108.13

4  
37,535.63

6  
-7,900.280  111,757.609  

74,419.55
3  

[표 82] 블레이드 한 개가 발생하는 최대 힘 및 모멘트 (Fz가 추력에 해당)

·탄성계수는 앞서와 같이, IMA 물성치 보고서의 유리섬유 복합재료에 대한 자료를 사용

하였고, 이 자료에 없는 탄성계수는 ANSYS에서 제공하는 물성치 자료 중, E1과 E2가 

IMA 물성치 보고서의 탄성계수와 유사한 재료의 자료를 원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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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Epoxy UD Glass/Epoxy DB
E1 41.779 GPa 14.393 GPa
E2 14.548 GPa 14.393 GPa
G12 3.3841 GPa 3.6594 GPa
ν12 0.3 0.05

[표 83] 해석에 사용한 물성치: 탄성계수

ü 하중은 각 해당 부위의 축에 RBE를 설정하고 여기에 하중을 부가함 

ü 경계조건으로는 블레이드 앞뒤 스파가 허브 구조와 고정되는 부분을 고정단으로 하

여, 이 부분의 절점 자유도를 구속함

ü 유한요소해석은 진행 중

·터빈 피치제어 메카니즘 설계

- 피치제어 알고리즘 설계

·피치 제어 알고리즘

ü PID 제어기법을 적용한 피치제어시스템의 블록선도는 다음과 같음

ü 제어하고자 하는 발전기의 회전속도를 측정하여 이를 원하고자 하는 발전기의 목표 

회전속도와 비교하여 오차를 계산하고, 이 오차값을 이용하여 액추에이터를 구동하

는데 필요한 제어입력을 계산함

[그림 356] PID 피치제어시스템 블록선도

ü 제어기 설계를 위한 액추에이터의 운도방정식, 터빈의 운동방정식과 변수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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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ent of inertia of rotor  24.26
 moment of inertia of turbine  1.47



Partial derivative of rotor 
hydrodynamic torque with respect 

to rotor speed
- -311.59



Partial derivative of rotor 
hydrodynamic torque with respect 

to pitch angle
- -159.85



Partial derivative of rotor 
hydrodynamic torque with respect 

to flow speed
- 1745.4

 Time constant of actuator - 0.0146

[표 84] 실험용 수평축 조류발전 터빈 파라메터

·시뮬레이션 검증

ü 위의 변수를 이용하여 설계한 제어기를 비선형 터빈 모델에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ü 시뮬레이션에 이용한 유속정보는 실제 실해역 축소 모형 터빈 실험이 이루어지는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의 유속을 이용하였음

ü 아래 그림은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발전기 회전속도가 제어RPM인 180RPM으로 유지

되며, 회전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유속이 변함에 따라 피치각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357] 조류 유속데이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ü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유속 1.1m/s-3.2m/s 구간에서 블레이드 피치각은 다음 그림

과 같음



- 248 -

[그림 358] 유속에 따른 블레이드 피치각

ü 실해역 축소모형 실험의 제어시스템 구성은  (1) 노이즈로 인한 모터 오작동을 최소

화하고, 데이터 전달 속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이크로컨트롤러(MCU)를 제외시

켰으며,  (2) PC를 이용하여 SCADA/CMS, 모터 드라이버로부터 제어에 필요한 데이

터를 직접 송/수신하여 제어입력을 계산, 블레이드의 피치각을 제어함을 기본 구성

으로 함

[그림 359] 실해역 축소 모델 피치제어시스템 구성

ü 구성 물품들의 보호와 모터드라이버의 커넥터 보호를 위해 케이스에 커넥터를 부

착, 주전원과 모터 전원 및 엔코더 데이터 라인을 연결함

ü 엔코더 라인에는 절대치엔코더용 배터리를 부착하여 모터의 전원이 꺼지더라도 원

점 및 현재위치를 기억하고 있음

ü 피치제어를 위해 구성된 피치제어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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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0] 해역 축소 모델 피치제어프로그램 알고리즘

ü 수동모드는 피치각을 수동으로 입력하여 직접 제어

ü 자동모드는 정격유속이하에서는 초기피치각(0°)또는 Feathering 각도(80°, 75°)를 

유지하도록 제어하며 정격유속 이상에서는 허브(혹은 터빈)의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제어하도록 구성함

ü 피치 제어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GUI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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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능동피치제어 제어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ü SCADA/CMS 및 모터 드라이버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는 Text 및 그래프로 실시간 확

인 가능

ü 실험 후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데이터 저장기능을 추가함

ü 실험 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허브의 회전속도를 10~20rpm으로 제

어하는 Feathering 모드와 피치제어를 정지시키는 긴급정지모드를 추가함

ü 실험은 유속 2.5-3.5m/s 구간에서 진행하였으며 발전기는 일정토크제어, 제어RPM은 

180RPM으로 설정하여 진행함

[그림 362] 능동피치제어 실험 결과

ü 실험결과 발전기는 180±30RPM(15%)으로 회전하여 평균 180RPM을 유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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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함

ü 회전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속이 변함에 따라 블레이드의 피치각이 변함을 알 수 있음

ü 아래 그림은 실험 시 진행한 유속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와 

비교한 그래프이며, 시뮬레이션에 의한 피치각 변화와 실험에 의한 피치각 변화가 

거의 유사함

ü 이 때 터빈의 발전량은 일정하게 유지되며, BEMBO 결과와 마찬가지로 실해역 실험

에서도 피치제어에 따라 추력이 감소함을 확인함. ([그림 363]의 발전량은 평균 6.73 

kW로 일정하게 유지 시, 터빈 추력은 평균 10.5 kN에서 평균 7.1 kN 범위로 낮아짐

[그림 363]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결과 비교 

- KS200모델의 피치제어 메카니즘 설계

·KS200 모델에서의 블레이드 피치각 제어에 사용될 모터는 총 3개로 1개의 모터가 1개

의 블레이드를 담당하게 됨

·능동피치제어를 위한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모듈은 터빈 내부에 부착되어짐

·PLC 모듈는 터빈 나셀에 장착되어진 데이터 수집 장치(DAQ)와 블레이드에 장착된 엔

코더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제어입력을 계산하고, 모터 드라이버와의 통신을 통해 피치

각을 변경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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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 KS200 모델의 피치제어시스템 구성

·아래 그래프는 유속 2.5 m/s에서 블레이드 1개에 걸리는 피칭모멘트를 나타냄

·터빈의 최대 주속비 4.5에서의 피칭 모멘트는 7.5 kNm임

[그림 365] 2.5 m/s에서의 블레이드 피칭모멘트 그래프

·블레이드에 걸리는 피칭모멘트를 참고하여 [표 85]와 같이 요구사양을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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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정격토크 Nm 75 이상

최대토크 Nm 200 이상

회전속도 RPM 2,000 ~ 3,000

브레이크형식 - 영구자석형

엔코더형식 - 절대치 엔코더

감속기

기어비 - 100:1

정격토크 Nm 7500 이상

입력회전속도 RPM 2,000 ~ 3,000

[표 85] 피치드라이버 요구사양

·요제어 모듈 (러더, 제어기) 최종 설계

- 실해역 환경 분석을 통합 요 제어용 유향/유속 필터 설계

·창조 시 유향 분석

ü 아래 그림은 조류발전시험장의 정격 유속에서 창조 시 유향 데이터임

ü 유향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바뀌며 변화는 시점에서 최고, 최저 값 발생

[그림 366] 창조 유향 Raw Data

ü Low Pass Filter(LPF)를 적용 시 [그림 367]와 같으며 유향 변화는 약 15분주기를 가

지고 있음

ü 아래 그림에 표시된 두 부분(붉은 점선 원)을 확대하여 분석한 결과 filter 적용 시 

창조 평균유향에 대해 변화량은 3도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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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 LPF틀 통한 창조 유향의 주기성 확인

 

[그림 368] 창조 유향 데이터-LPF 적용

·낙조 시 유향 분석

ü 아래 그림은 조류발전시험장의 정격 유속에서 낙조 시 유향 데이터임 

ü 유향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확대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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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 낙조 유향 Raw Data

ü 낙조 시 원자료 값의 경우 순간적으로 10도 이상 변하는 구간이 지속 적으로 나타남

ü 순간적으로 변화는 값은 화이트 노이즈로 판단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창조 유속

과 마찬가지로 Low Pass Filter(LPF)를 적용하였음

[그림 370] 낙조 유향 데이터-LPF 적용

ü 이를 통하여 분석된 시험장 내 조류 특성은 [표 86]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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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향(평균) 변화 주기

낙조 134 없음 없음

창조 334 있음(약 20도) 15min
비고 : 

낙조-창조 유향의 변화 : 200
요제어시 낙조는 평균 유향에 고정, 창조의 경우 변화 방향 추정 또는 평균에 고정

[표 86] 조류발전 시험장 내 축소모형 실험을 통한 환경 분석 요약

- 회전력 산정을 통한 러더 형상 설계

·실해역 축소 모델 (D=2.4 m) 대비 규격이 5배 증가

·유동해석 수행을 통한 회전력 산정 

ü 해석 조건은 180도 회전을 위한 유속은 1 m/s로 설정함

ü 러더는 0도에 고정하여 회전에 따른 모멘트를 구함

·능동제어를 하는 경우 더 높은 모멘트가 생성됨 

 

[그림 371] Yaw Moment의 해석 조건 및 결과

- 모터 선정 및 제어 시스템 설계

·러더 구동력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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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 러더 구동에 필요한 토크 산정을 위한 수치해석 조건 설정

ü 너셀과 연결하지 않은 상태의 모델로서 개별 해석을 진행하였음

ü 해석 조건은 실해역 축소 모델 (D=2.4 m) 대비 5배 증가시켰으며, 유속 1m/s 유향 

90도로 설정함

ü 해석 결과 준후면 압력 차는 약 90 Pa로서, 러더 축에 걸리는 토크는 안전율을 고

려할 시 약 4 kNm 산정됨

·요 제어 및 기능을 위한 모터 선정

ü 4 kNm 이상 급의 구동 모터 장착 시, yaw 제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해석 

결과에 기준하여 선정된 구동모터는 [표 87]과 같음

모터 타입 AC 서보 모터
엔코더 Multi-turn Absolute Encoder

브레이크 내장 유-무 유
초기화 센서 유

토크 4 kNm 이상
회전 속도 1000 RPM 이상

기어비
200:1 (기어박스 100:1, 베벨기어 

2:1)

[표 87] KS200 모델의 러더 모터 선정 조건

·제어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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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 Yaw 제어 프로그램 (GUI)

 

ü Yaw 상태 모니터링 및 제어 GUI는 [그림 373]과 같이 구성하여 유속-유향에 대응하

는 터빈의 상태를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구성함 

ü 특히 SCADA 시스템과 연동하여 제어 입출력 값을 자동으로 제어하며, 비상 시 수

동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부가기능을 탑재함

- Yaw-control 성능 및 기능성 

·실해역 축소 모델 실험 검증 

[그림 374] 180도 회전 시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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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실험 비교군 설정을 위해 Passive (러더를 고정한 경우) 구동과 Active (러더를 제어

하는 경우) 구동으로 나누어 진행함

ü 조류 발전시험장의 경우 조류의 방향이 위 그림과 같이 흐르며 Passive 구동 시 조

류 방향에 의해 둔각(블레이드가 시험장 방향)으로 항상 회전함

ü Passive 제어 시 아래 그림(a)와 같이 Yaw error가 작아짐에 따라 러더에 받음 각이 

작아져 회전 후 약 20도 오차가 있음

ü Active 제어 시 [그림 375] (b)와 같이 오차 3도 이내로 제어됨

ü 능동 제어의 경우 충분한 토크를 얻기 위해 러더 각도를 20-30도 사이로 제어함   

[그림 375] 터빈을 창조 방향으로 회전 시 각도 및 러더 토크

- Rudder 및 제어 시스템 설계

·KS200 Yaw 제어를 위한 필요 모멘트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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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6] KS200 외형

   × × × 


× 

  부력       

  베어링 마찰 계수
  베어링 직경
  안전계수

변수 값
B(Rudder + Nacelle1,2,3,4 + blade + 

hub)
441,425N

 0.1

Dbearing 1,800mm

sf 1

Tyaw 39,729Nm

[표 88] Yaw 제어를 위한 필요 모멘트 산정

ü KS 200 조류발전기의 경우 Yaw 회전에 필요한 모멘트는 위 식에 의해 39,729Nm임

·러더 설계 및 유동해석을 통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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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Rudder New Rudder

[그림 377] 러더 형상 변경

     

ü 러더 형상 변경 및 러더 축 위치 변경 후 유동해석을 통한 성능 검증을 하였음

ü 축 위치에 대한 파라미터 해석 결과에 따라 1179 mm 선정

Rudder Angle[°] 축 위치[mm]
러더 축 

모멘트[Nm]
Yaw 모멘트[Nm]

20 563.5 4,227.4 64,059
20 670 3,999.7 70,087
20 777 3,219.9 70,087
20 883 2,447.4 70,087
20 990 1,667.7 70,087
20 1096 895.25 70,087
20 1179 292.96 70,087

[표 89] 형상 변경 러더의 축 위치에 따른 유동해석 결과

ü 해석결과 러더 각 20도 일 때, 러더 축에 걸리는 모멘트는  88% 감소하였고, Yaw 

축에 걸리는 모멘트는 3%감소하여 Yaw 제어 시 필요 모멘트인 39,729Nm 보다 약 

1.8배 큼

Type
Rudder 
Angle[°]

러더 축 
모멘트[Nm]

Yaw 모멘트[Nm]

구형 (old 
rudder)

0 1.98 35.66
10 167.49 36170
20 1326.6 72014

신형 (new 
rudder)

0 2.09 17.76
10 1.9714 34256
20 292.96 70087

[표 90] 구형 및 신형 러더간 유동해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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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 KS 200 방향타 유동 해석

·실험 결과를 통한 KS200 가동성 확인 

ü 실해역 축소 모형실험에서 180도 회전 시 가동모멘트는 창조-낙조 방향에 따라 평

균 1,540 Nm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KS200 모델 대비 25배를 고려 할 

시 38,500 Nm 로 추산됨. 이는 앞의 해석 결과와 유사함으로 실험과 해석을 통해 

가동성을 예측할 수 있음 

·나셀 & 허브 재료 확정, 터빈 내·외부 설계

- 나셀 및 허브 재료 및 설계

·허브

ü 로터 직경은 12m, 3개의 블레이드로 구성되며 정격회전수 16 rpm으로 회전함

ü 유속에 대응하여 피치 제어가 사용됨

ü 피치 베어링과 누수 방지를 위한 씰이 설치되며, 내부에는 (기압계 결합형) 대기 온

습도계가 설치되어 허브 내 환경 감시를 포함함

ü 각각의 로터블레이드는 피치 베어링으로 로터허브에 연결되어 지며 수중환경에서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음

ü 블레이드, 베어링, 씰 및 전기써보모터를 편리하게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함

ü 부력 돌출부는 방수 기능을 기본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육상에서 발전기 성능시험

을 위해 제거 후 관련 설비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임

ü 로터허브 및 부력 돌출부는 원형의 STS 주물품(304L이상)으로 제작 가공함

ü 피치 베어링과 누수 방지를 위한 씰이 일체형으로 삽입되어 있어야 함

·나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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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STS재질의 강판(304L 이상)으로 제작된 용접구조물로 수압 및 운전 시 발생하는 하

중에 안전하게 내부 기기를 보호 할 수 있는 구조를 갖도록 제작함

- 터빈 외형 설계

·상어의 강함, 날렵함 등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메타포(metaphor) 디자인을 진행함

·메타포 디자인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로 헬리콥터가 있음

[그림 379] 디자인을 위한 상어와 헬리콥터의 이미지

·이를 감안하여 수평축 조류발전기의 모델명을 KS200(Korean Shark 200kW)로 선정하였

으며,  터빈시스템의 외형을 [그림 379]에 나타내었음

·상어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보이얀시 노즈는 콘(cone)형상으로 디자인하였고, 러더는 사

선으로 기울어진 날렵한 형상으로 디자인함

·타워 상부는 추후 설치 시, [그림 380]과 같이 타워 하부와 결합되어 완전한 타워형상

을 갖게 됨

·대부분의 부품은 환경적 요인을 감안하여 SUS 계열의 금속을 사용 예정이며, 블레이드

는 무게 경량화와 충분한 강성을 위해 복합재 사용 예정.

·내부 부품들을 포함 터빈 시스템 전체의 중량은 약 52 톤으로 추산 됨.

[그림 380] 수평축 조류발전 터빈 (KS200)의 외형도 및 전장 (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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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빈 내부 설계

·아래는 KS200의 단면도로 내부 구조와 구성을 보여주는 그림이며 내부 설계의 경우, 

구성부품들과 작동원리를 중심으로 정리함

[그림 381] 터빈 내부 주요 장치

·발전기로의 동력전달은 유체 유입에 의해 허브가 회전하게 되어 메인축(1)으로 동력이 

전달되고 메인축에 연결된 발전기(2)가 구동되는 순서로 이루어지며 과도한 회전을 할 

경우 브레이크(3)를 이용하여 축을 잡아줌

·메인축의 끝 단에 연결된 슬립링(4)은 각종 전선의 꼬임을 방지해줌

·러더로의 동력전달은 서보모터(5)로부터 기어박스(6), 베벨기어박스(7)의 순서로 이루어

지며 각 파트는 축으로 연결되어 있음

·러더가 회전하게 되면 상·하부 타워를 제외한 터빈시스템이 회전하며 회전 시에는 타

워 안쪽의 브레이크(8)가 풀리게 됨

·터빈시스템이 여러 번 회전을 할 경우, 나셀 내부에서 각종 전원선이 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밋 스위치(9)를 통해 회전수를 체크하여 특정 횟수 이상 회전하였을 경

우, 반대방향으로 특정 횟수만큼 역회전시킴

·피치제어를 위한 블레이드로의 동력전달은 서보모터(10)로부터 기어박스(11), 블레이드 

순으로 이루어지며 각 파트는 축으로 연결되어 있음

·10:1 스퍼기어와 맞물려 있는 토크센서(12, 13)는 메인축의 토크와 터빈시스템 전체가 

회전할 때의 토크를 측정

·유압동력발생장치인 HPU(14)는 브레이크(8, 9)에 유압동력을 전달함

·DAQ(15,17)는 각종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함

·메인 전기분배기(18)와 서브 전기분배기(16)는 각종 센서와 HPU, DAQ 등에 동력을 공급함

- 수밀 체계 및 등급

·수밀 부위별 중요사항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단계화 함

ü  단계 1) 구동 및 동력계 부위 수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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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단계 2) 격벽을 이용한 격실 간 수밀

ü  단계 3) 중공축 수밀

ü  단계 4) 수밀 케이스를 이용한 해수 유입 차단

ü  단계 5) 가압

수밀 부위 내용 비고

단계 1 구동 및 동력계 부위
베어링 리테이너의 다량 삽입

O-ring이 결합된 더블 (트리플) 
방식의 리데나 결합

단계 2 격실 
- 나셀 1, 나셀 2, 나셀 3, 나셀 
4, 타워상부 간 격벽을 이용하여 

격실의 분리

단계 3 중공축
중공축 내부 중간 마디마다 소형 

리데나 결합

축 진동 방지를 위해 
적합한 베어링 소재 

사용 고려

단계 4
전장장비

(센서, 분전반 등)
수밀케이스를 이용하여 침수방지

방부식 소재 사용
비금속성 소재 사용
바닥면에서 10 cm 
이상 위치하도록 

설치

단계 5 가압
질소 혹은 공기를 가압하여 침수 

방지 (격실 내 압력 유지) 

필요에 따라 소형 
컴프레셔 사용 고려 

가능

[표 91] 수밀 단계 

·유사시 상황을 대비하여 침수에 따른 등급 규정 

ü  등급 1) 주요한 부품이 파손되어 터빈 구동 불능 상태에 도달한 기준 상태

ü  등급 2) 침수가 진행되고 있으나, 터빈은 제어 가능한 기준 상태

ü  등급 3) 부분 침수 되었으나, 터빈 구동에는 문제가 없는 기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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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유사 시 발생 
가능한 상황

해당 위치 혹은 부품
발생 시 대처 방안 

예상

등급1 터빈 제어
작동 불능 시 
터빈제어 불가

리미트 스위치
모터 드라이버
발전기 엔코더

발전기 송수신장치
DAQ (상태모니터링)

유압 장치 (HPU)
슬립링
모터

즉시 육상 예인

등급2 동력 전달

- 제어에 관련된 
부품의 부분 침수 

가능
구동 축 마모 증가

중공축
허브

침수 여부에 따라 
차후 예인

등급3 그 외 기타

무게 증가 (러더 
내부에 물이 차는 

경우 등등)
전장부품의 부식
습도 증가에 따른 
합선 발생 가능성

로드셀
러더

상황에 따라 의논 
후 결정

[표 92] 수밀 등급

·동력전달계

- 실험은 실해역 축소모형을 이용한 후 스케일링 하여 예측하였으며, 해석은 이를 바탕으

로 실규모 모델을 이용함

- 실해역 축소 모델 모형 축계 실험 결과

·축계 실험을 위한 센서의 위치는 아래 그림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 됨

·시험 조건은 낙조, 시험 평균 유속 1.38m/s 성능 시험을 하였음

[그림 382] 센서 부착 위치



- 267 -

[그림 383] 축계 분석을 위한 실측 데이터

·시스템 전체 진동 주파수는 0~4Hz 미만으로 측정되었고, 축계에 측정된 진동 주파수는 

0.88로 블레이드 회전 주파수와 동일함 53(rpm)/60 = 0.88




≃or

·3차년도 축계 해석 결과와 같이 공진이 발생되지 않음 

·KS200 동력전달계 설계도 같은 방법론으로 설계를 진행함 

- KS200 축계 해석을 통한 동력 전달계 설계 (처짐, 비틀림, 공진 회피 설계)

·축계 모델링

ü D=12 m, TSR=5.0, Flow Speed=2 m/s 로부터 RPM=15.9, Torque=117 kNm 발생

ü 발전기 사양으로부터 추정한 최대 토크는 164kN-m이고 발전기 사양으로부터 토크

가 더 크므로 발전기 토크를 채택하여 해석

ü 축계 재질은 SUS304 (Yield Strength=24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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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축계 길이 4,795mm
축계 외경 360~1,100mm
축계 내경 200mm

블레이드 직경 12m
TSR 5.0

Flow Speed 2m/s
RPM 15.9

Torque 164kNm
재질 SUS304(Yield Strength : 240MPa)

블레이드 + 허브 질량 3,976kg
축계 자중 6,226kg(모델링으로부터 계산)

[표 93] 해석 변수

[그림 384] 축계 모델링

·블레이드 질량에 의한 처짐 해석

ü 블레이드부 질량을 가정한 해석결과 1단 베어링 부근에서 1.46MPa의 최대응력 발생

ü SUS304의 항복강도인 240MPa 에 대해 164 의 안전율이 확보됨

ü 블레이드부 질량에 의한 변위(처짐)은 최대 0.0095mm (축 부분에서는 0.0042mm)로  

축의 처짐으로 인한 변형량은 수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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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5] 블레이드 질량에 의한 처짐

·블레이드 회전토크에 의한 비틀림 해석

ü 블레이드 하중과 블레이드 회전에 의한 토크 부하를 함께 주었으며, 토크는 발전기 

정격 토크인 164 kNm적용

ü 베어링 지지부는 Frictionless Support, 발전기 연결부분은 Fixed Support로 가정하여 해석

[그림 386] 회전 토크에 의한 축계 해석 조건

ü 해석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블레이드 토크를 가정한 해석결과 발전기 연결부에서 

최대 35.8 MPa 의 응력이 발생함

ü 재료의 항복강도인 240 MPa 에 대해 6.7의 안전율이 확보됨

ü 토크에 의한 최대 변형은 블레이드 연결부에서 발생하며 최대 1.77 mm 임

ü 축 길이 4.7m를 감안하면 2mm이하로 작은 수치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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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7] 블레이드 회전토크에 의한 해석 결과

·

·축계 고유진동수 해석

ü 블레이드 회전수 15.9RPM 으로부터 계산된 frequency는 0.265Hz이고 critical 

frequency range는 0.199 ~ 0.331Hz (±25% 구간)임

ü 1~6차 모드 고유진동수는 아래와 같음

[그림 388] 축계 고유진동수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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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9] 모드별 축계 고유진동수와 터빈 회전수 간 비교

ü 블레이드 회전수와 축계의 고유진동수가 충분히 이격되어 있으므로 공진 위험성은 

없음

·실험 및 해석 결과 분석

ü 축계 내경 200mm 모델에서는 처짐 164, 비틀림 6.7의 충분한 안전율이 확보됨

ü 강도 확보를 위한 내경 축소는 고려하지 않아도 됨

ü 추후 블레이드의 실제 중량과 최대 발생 토크의 정확한 자료를 반영하여 재해석 예정

ü 블레이드 추력에 의한 축계응력/변형량 해석, 블레이드 최전면의 불평형 조류하중을 

반영한 해석 예정

·250kW급 전력변환기와 발전기 설계

- KS200 발전기 설계

·사양 결정

ü 발전기 형식: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PMSG)

ü 발전기 출력: 250kW

ü 정격속도: 16rpm

ü 출력전압: 332V(상전압)

ü 권선 절연등급: H종(허용온도 180℃)

ü 발전기 외경: 2.4m 이하(방열구조 제외시)

ü 효율: 83% 이상

·개선설계 (외경&길이&중량 : 2.44m&1.78m -> 2.4m&1m)

ü 외형/길이/중량: 2.44m/1.78m/22ton --> 2.4m/1m/14ton

   (구조해석 및 상세설계 후 치수 및 중량 변경예상)

·발전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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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0] 발전기 구조 단면

·전자계 설계

ü Case-1: 초기설계

[그림 391] 전자계 설계 외형

 

ü Case-2: 발전기 치수 및 회전수 변화에 따른 효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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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 발전기 효율(좌) 및 치수(우)

·기계구조 설계 

ü 고정자 및 회전자 구조 최적화 모델링

[그림 393] 최적화 구조 모델링

- 전력변환장치 설계

·Power Stack 구성 및 소자 선정

ü NPC용 IGBT : Vincotech사의 70-W424NIA800SH-M800F 선정

ü NPC용 IGBT Gate Driver : Vincotech사의 GD-M40x-80x for NPC Modules 선정

ü 2 level용 IGBT : Infineon사의 FF600R17ME4 선정

ü 2 level용 IGBT Gate Driver : Concept사의 2SP0115T2Ax-FF600R17ME4 선정

ü Controller와 NPC 및 2 level 컨버터 Gate Driver간 fiber optic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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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4] Back to back 전력변환장치 구성 및 선정된 소자

- 설치 공간 위치 특수성 감안 및 전력 질 향상을 위한 환경 고려

·설치공간 내 판넬 설계

ü 염해에 대비한 IP65 등급 이상 준수

ü Remote 및 Local 동작이 가능한 구조의 판넬 설계 중

ü Power stack 및 제어부 배치 설계 중

[그림 395] 판넬 전면부 및 후면부 설계(안)

·장거리(100 m 이상) 발전기 제어에 대한 대비

ü 계통연계 인버터 및 발전기 제어 인버터용 sine필터 및 dv/dt 필터 설계 적용

ü 종류별 cable model에 대한 시뮬레이션 수행

ü 시뮬레이션을 통한 필터 적용 시 성능 확인

ü 필터 없는 경우 실험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시뮬레이션 모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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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시뮬레이션을 통한 Sine 필터 적용 시 특성 개선 확인

ü 시스템 특성값을 적용한 필터 element 값 선정 프로그램 구성

[그림 396] 다양한 cable 모델에 따른 특성(좌)와 dv/dt 필터 적용시 성능 시뮬레이션(우)

  

[그림 397] 사인필터 없는 경우 계통연계 특성(좌)와 사인 필터 적용 시 계통연계 특성(우)

  

[그림 398] Exel을 이용한 dv/dt 필터 설계 프로그램(좌) 및 사인필터 설계 프로그램(우)

  

- MPPT(최대출력점 추적) 알고리즘

·LVRT를 위한 강인한 PLL 알고리즘 개발

ü Recursive Least Square Method를 적용한 PLL 알고리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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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시뮬레이션 및 실험적 검증 완료

ü Low voltage 상황과 연계된 시뮬레이션 진행 중

[그림 399] RLSM PLL 블록도(좌)와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400] SRF PLL과 제안된 RLSM PLL 특성 비교(좌) 및 왜곡된 전압에서 위상정보 추정 특성 확인(우)  

   

·P&O(Perturbation & Observation) 방식을 이용한 MPPT 제어 알고리즘

ü 유속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MPPT 제어 알고리즘

ü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어 성능 확인

ü 실해역 실험을 통한 제어알고리즘 성능 검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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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1] MPPT 제어 블록도(좌) 및 시뮬레이션 결과(우)

  

·전체 시스템 모델링 및 해석 

- 터빈 하중

·위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한 개의 블레이드가 발생하는 힘을 구한 후, 이 힘으로 인하

여 터빈 전체에서 발생하는 힘을 계산함

·터빈에 유입되는 유속이 일정한 경우에는, 터빈의 블레이드가 대칭적으로 설치되어 있

으므로, 터빈의 축력과 토크를 제외하고 모두 0이 됨

·하지만, 일반적으로 터빈 하부와 상부의 유속이 다소 다르므로, 이로 인하여 터빈 전체

에는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 힘을 계산하여야 터빈에 설치할 베어

링을 선정할 수 있음

·여기서는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터빈 중앙에는 유속이 V, 상부 유속은 1.1V, 하부 

유속은 0.9V로 가정함 

   

[그림 402] 불균일 유속 가정 도안(좌) 및 터빈 좌표계의 정의(우)

        

·위의 우측에서와 같이 터빈 좌표계를 정의하는 경우, 세 개의 블레이드를 가지는 터빈

이 발생하는 힘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음(여기서 원심력은 무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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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에서 MXN은 최대 크기만 계산한 수식이고, FXN은 추력으로서 그 크기만 아래 표

에 정리함.

·위식에서 블레이드의 원심력 (FBy)는 무시하였고, FBx는 앞서 기술한 도표에서 FX에 

해당되고, 그림에서 도시되지 않은 FBz는 지면 밖으로 나오는 방향의 힘으로서, 앞서

의 도표에서 FZ에 해당됨

·아래 좌측 그림은 유속이 2.3m/s, 피치각이 0도일 때, FZN를 위의 첫 번째 수식으로 

얻은 것으로서, 세 개의 블레이드가 360도 회전하는 동안 최대 약 2,000N이고, 주기적

으로 변동함을 보여 줌.

·아래 우측 그림은 유속이 2.3m/s, 피치각이 0도일 때, MZN를 위의 세 번째 수식으로 

얻은 것으로서, 세 개의 블레이드가 360도 회전하는 동안 최대 약 ±3,417Nm이고, 주

기적으로 변동함을 보여 줌

[그림 403] 힘과 모멘트의 주기적 변동 (유속 2.3m/s, 피치각 0도 경우): (좌) FZN, (우) MZN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도표의 6가지 경우에 대하여 각 힘과 유속 성분의 최대값을 

아래의 표에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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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긴급정지조
건

극한운용조
건

일반 운용조건

유속
m/
s

4.5 4.0 3.5 3.0 2.5 2.3

MZN Nm ±545 ±1,1178 ±13,653 ±17,364 ±24,464 ±34,170

MYN Nm -2,105 4,3190 52,403 67,089 94,521 132,024

FXN N 28,718 112,607 121,022 142,423 183,608 247,565

FYN N -6,022 -11,643 -10,165 -9,115 -8,221 -8,060

FZN N ±1,559 ±3,013 ±2,631 ±2,359 ±2,128 ±2,086
Fr(원심

력)
N 3,164 3,164 3,164 3,164 3,164 3,164

[표 94] 유속 조건에서의 최대 터빈 하중 및 모멘트

·원심력과 부력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블레이드 끝단 방향으로의 힘은 아래 좌측과 같

은 경우에 최대로 발생하며, 이 힘은 (원심력) - (중력) + (부력)임

·우측의 경우에는 끝단 방향의 힘이 -(원심력) - (중력) + (부력)임

·블레이드 체적이 약 0.5645 m3이고, 블레이드 무게가 약 500 kgf인 경우, 원심력은 

16.5 RPM을 기준으로 약 3200 N, 부력은 약 5,700 N이므로, 최대 끝단 방향 힘은 약 

3,900 N임

[그림 404] 원심력, 중력 및 부력에 의한 블레이드 끝단 방향 힘

  

- CFD 모델링 및 해석

·로터해석

ü 터빈해석(전체시스템 해석)을 하기 전 단계로, 로터해석을 수행하여 BEMBO 해석결

과와 비교함

ü 유속 2.3m/s 에서 영역크기와 경계조건을 아래와 같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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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5] 로터 해석 경계조건

ü 해의 수렴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이 격자개수를 증가시키며 여러 케이스

를 만들어 각 케이스에 대한 출력계수를 비교함

ü 약 32만개의 격자개수를 가지는 <Case 4>에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해당

모델로 해석진행

ü 아래 그림은 TSR에 따른 로터의 출력계수(Cp) 그래프로서, FLUENT와 BEMBO 결과

를 비교함.

ü FLUENT로 계산된 최대출력계수는 TSR 5.5에서 약 0.460이며, BEMBO의 경우는 

TSR 5에서 0.4995임

ü 전반적으로 두 그래프 경향은 유사하며 FLUENT로 계산된 출력계수가 더 낮은 경

향이 있고 최대출력계수가 발생하는 TSR은 더 큰 편인 것을 확인

Case (격자개수) Cp
Case 1 (8,725,635 개) 0.402

Case 2 (10,670,890 
개) 

0.422

Case 3 (18,969,008 
개)

0.436

Case 4 (31,802,744 
개)

0.460

Case 5 (66,610,718 
개)

0.455

[표 95] 격자개수 별 Cp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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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6] 상용 프로그램 (Fluent)와 BEMBO를 이용한 해석 값의 효율 비교

·터빈 시스템 해석

ü 로터해석을 토대로 해석영역을 터빈전체로 확장하여 터빈해석 실시

ü 유체가 유입되는 각도에 따라 총 3가지 해석 케이스가 있음

ü 각 케이스의 도메인 크기와 공통되는 경계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유속은 2.3m/s, 

TSR은  5.5 임(로터해석에서 최대출력계수가 나온 TSR로 해석수행)

[그림 407] 터빈 해석 경계 조건

ü 아래 그림은 터빈해석의 케이스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으로, <Case I>은 유체가 터빈 

길이방향으로 유입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경우이고 <Case II>는 유체가 10˚의 각도

로 유입되는 경우, <Case III>는 유체가 15˚의 각도로 유입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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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8] 유체 유입 각도 별 분류

ü 각 케이스의 평균 격자개수는 약 33백만개이며 로터해석모델의 격자를 참고하였음

ü 아래 표는 각 케이스에 대한 터빈의 출력계수를 정리한 표로서, 유체의 유입각도가 15

˚일 때 효율 약 4%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 유체 유입각이 커질수록 효율 감소

ü <Case 1>의 경우 출력계수가 0.415로 로터만 고려한 경우(Cp=0.460)에 비해 효율이 

낮은 편인데 이는 고려된 영역에 따른 차이, 격자에 기인한 차이인 것으로 예상됨

Case (유체 
유입각)

Cp
Difference 

rate(%)
Case 1 (0˚) 0.415 ·

Case 2 (10˚) 0.408 1.69 

Case 3 (15˚) 0.397 4.34

[표 96] 유체 유입각에 따른 효율

ü 전터빈설계 시 중요한 힘인 추력(Fx)과 로터회전방향 토크(Mx)를 산출함. 토크(Mx)

는 아래 그림의 점 O와 B에 대해 각각 계산됨

[그림 409] 터빈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작용점

ü 아래 표는 각 케이스 별 터빈에 작용하는 Fx와 Mx를 정리한 것으로, 유체 유입각도



- 283 -

가 커질수록 Fx, Mx 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고 Mx가 줄어듦으로 인해 효율이 

떨어지게 됨

Fx (N)
Mx at O 

(N·m)
Mx at B 

(N·m)
Case I  256,486 120,935 120,935

Case II 251,137 111,676 111,676

Case III 245,506 104,318 104,265

[표 97] 터빈에 작용하는 항력과 모멘트 (Fx가 추력에 해당됨)

ü 아래 그림은 각 케이스별 해석될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410] 각 케이스별 터빈 해설 결과

[그림 411] 각 케이스별 블레이드 해석 결과

[그림 412] 각 케이스별 러더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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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터빈 하부와 상부 유속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유속조건만 변경하여 터빈해석을 수행함

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유속 프로파일은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며 터빈 중앙에는 유속

이 V, 상부 유속은 1.1V, 하부 유속은 0.9V로 가정함. (V =2.3 m/s)

[그림 413] 유속 분포 조건

ü 위의 조건으로 FLUENT로 수행한 결과 터빈 출력계수는 0.417이 나왔으며 로터의 

추력(Fx)과 로터회전방향 토크(Mx)는 각각 243,070 N, 135,986 N·m 로 계산됨

ü BEOMBO로 계산된 추력은 247,565 N으로 FLUENT 결과와 거의 비슷한 수치

- 조립순서

[그림 414] 허브 조립 순서

·서보모터(4)와 기어박스(5)를 조립한 후, 허브(1)에 블레이드(3) 연결한 상태에서 블레이

드와 기어박스(5)를 연결 및 조립함

·이 때, 기어박스(5)는 서보모터(4)와 조립된 상태임. 이 후 허브(1)와 보이얀시 노즈(2)를 

조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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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나셀 조립 순서

·나셀 1(1) 내부에 HPU(2), 서브 전기 분배기(3), DAQ(4) 순서로 조립한 후, 토크센서(5)

를 조립함. 이 후 브레이크 시스템(6)을 조립함

·상부 타워(7) 내부에 토크센서(8)를 조립 후 확인함

·나셀 2(11)의 하단부에 브레이크 시스템(9)과 리밋스위치(10)를 연결 및 조립한 후, 상

부타워(7)와 조립함

·나셀 2(11) 내부에 발전기(12)를 장착 및 조립함

·나셀 3(13)의 내부에 메인 전기 분배기(14)와 DAQ(15)를 조립함

·나셀 4(16)의 내부에 베벨기어박스(17), 기어박스(18), 서보모터(19) 순서로 조립한 후, 

베벨기어박스(17) 내부로부터 나오는 축 및 단일축으로 상·하부 러더(20)를 조립함

·메인축(21)을 나셀 1, 2 안쪽으로 넣어 조립함. 메인축 끝단에 슬립링(22)을 연결한 뒤, 

나셀 3과 나셀 2를 조립함. 마지막으로 나셀 3과 나셀 4를 조립한 후 연결 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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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전체 시스템 분해-조립 도안

- 공동화 (cavitation) 해석

·공동화 현상 정의

ü 공동화 현상 (cavitation)은 주로 터빈 블레이드 끝단 부분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터빈 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발생함 

ü 공동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의 수식으로 각 유속에 대하여, 각 블레이드 

요소에서 cavitation number를 계산함

ü  여기서, 

PAT : atmospheric pressure = 101.3kPa 

PV : vapor pressure of sea water = 2kPa

h = ht + R + r = (tip immersion) + (radius) - (location from the root)

W = local inflow speed (function of V, rotational speed, r)

ü 공동화 현상은 앞서 계산한 cavitation number가, 다음으로 계산되는 cavitation 

inception number, (-Cp)min보다 큰 경우, 공동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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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여기서 (-Cp)min는 각 블레이드 요소의 최소 압력계수의 음수 임

·공동화 현상 해석 결과

ü 아래 그림은 각각 유속이 2.3m/s, 피치각이 0도인 경우와 유속이 4.0m/s, 피치각이 

23도인 경우의 cavitation number 분포와 cavitation inception number를 함께 도시

한 그림임

ü 두 경우 모두, cavitation number가 블레이드 끝단에서도 cavitation inception 

number보다 높음을 알 수 있고, 이로써 설계된 블레이드는 cavitation이 발생하지 

않음

[그림 417] Cavitation number 분포: V =2.3 m/s (좌), V =4.0 m/s (우)

- 진동(구조적) 문제 검토

·블레이드의 동적 안정성을 위한 나셀 설계 가이드

ü 헬리콥터 블레이드의 동적 안정성을 위한 블레이드 설계 기본 사항을 준수하면, 수

차 터빈은 특별한 동적 불안정성을 피할 수 있음 (“Helicopter Theory”, Wayne 

Johnson, Dover, 1980).

ü 피치 divergence 방지: 블레이드의 단면 무게 중심이 1/4 코드나 그 앞쪽에 위치하

게 함

ü 피치-플랩 flutter 방지: 블레이드 단면의 무제 중심이 1/4 코드나 그 앞쪽에 위치하

게 하고,  무게 중심과 탄성축을 가깝게 함

ü 세 개 블레이드를 가진 터빈의 경우, 한 회전당 3번 또는 6번 변동하는 힘 및 모멘

트에 의한 공진을 피해야 함

ü 위에서 제시한 MZN, MYN, FZN, FYN의 힘은 위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블레이드가 한 바퀴 회전하는 6번 변동하고 (6/revolution), 또 다른 MXN 및 FXN은 

3번 변동함 (3/revolution).  

ü 즉, 세 개의 블레이드를 가진 터빈은 힘과 모멘트의 변동 주기가 3/revolution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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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revolution으로, 이 변동이 터빈 시스템에 진동을 발생함

ü KS200 모델의 경우 설계 TSR이 4.5이고, 설계 유속이 2.3m/s이므로, 축계 설계 시 

검토된 회전속도는 1.675 rad/s (15.9 RPM) 로서, 주파수로 환산하면, 15.9/60 = 

0.265 Hz임

ü 그러므로, 터빈 힘과 모멘트의 변동에 의한 가진 주파수는 이의 3배인 0.825Hz 또는 

6배인 1.65Hz임

ü 따라서 터빈 시스템의 고유진동수가 0.825Hz와 1.65Hz 부근을 피하도록 설계해야 

공진을 피할 수 있음 

ü 축계 수치 해석 결과 1.65Hz의 3배 이상 상회하므로 공진 회피가 될 것으로 예상됨 

·축소모형 실험을 통한 진동 및 하중 산정을 통한 구조 검토 문제 

[그림 418] 수평축 조류 발전기의 유속 대비 추력분포(좌) 및 터빈 회전 수에 따른 진동분포(우)

ü 실해역 수평축 축소 모형실험을 통해 얻은 추력과 진동의 분포임

ü 추력은 회전속도와 입사 유속에 비례하여 선형 증가를 하게 되나 [그림 418]과 같이 

피치제어 시 감소함

ü 유속 2.1m/s 평균이 약 12kN이고, KS200의 규모 증가에 따른 예상 추력은 300 kN 

(25배) 정도로 앞의 BEMT와 CFD 계산 결과와 유사함

ü 진동은 X 는 유체의 유입면의 가로방향, Y 는 세로방향, Z 는 높이 방향면을 나타냄

ü X의 경우 0.15-0.2g 의 분포를 보이며 이는 터빈의 무게를 감안했을 시, 진동에 의

한 충격은2,207-2,943N, Y의 경우 0.1-0.125g에 1,471-1,839N 정도의 힘이 생성됨을 

확인함 

ü Z의 경우 처짐(nodding)의 주요한 인자이며, 0.025-0.06g 에 367-882N의 힘이 생성됨

ü 이를 바탕으로 한 KS200 모델의 하중 및 진동 산정을 할 예정이고, 이는 제품 설계 

시 활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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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전/계측/SCADA 시스템 설계 및 제작 준비

① 통합 SCADA 장비 설계

·실해역 실험 수행

- 실해역 실험일정에 맞추어 SCADA 안정화 작업, CMS 연결 및 통신 속도 개선, 노이즈 

제거 등을 수행함

[그림 419] SCADA-CMS를 이용한 터빈 상태 

모니터링(좌 : 피치제어, 중: SCADA를 통한 유속 

유향 및 상태정보, 우: CMS 실시간 데이터)

·요구사항, 수정사항 검토 및 반영 사항 확정

[그림 420] SCADA 시스템 능동제어 알고리즘 구현

-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SCADA 시스템 및 CMS 시나리오에 의하여 전력변환장치 및 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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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와 실유속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함 

- 유속의 변화에 따라 제어 모드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제어모드 변경 시, 통신 이상 및 메모리 누적문제에 대해 해결이 필요했음. 특히 통신 

이상으로 인한 제어모드 변경 불능을 방지하기 위해 송수신 신호(ACK)를 도입함

- 모드는 유속 조건에 따라 총 4개로 나누어짐

[그림 421] 구간별 제어를 위한 유속 구간 설정

구간 모드
    M0

      M1
    M2

   M3

[표 98] 유속조건에 의한 모드 정의

·반영 사항을 적용한 최종시스템 사양 및 시나리오 완성

- 구간 제어를 위해서는 cut-in, cut-out 속도가 정해져야 함

- 실해역 축소 모형실험에서는 정격유속 2.1 m/s에서 cut-in 속도는 1.0 m/s, cut-out은 3.2 

m/s로 설계하였음

- 유속을 감지하여 각 모드 간 변경 시 터빈의 작동을 구현하였음

(3) 조류관측체계 설계 및 구축 준비

① 조류관측 체계 설계

·200kW급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시스템 제어 및 효율 평가 등을 위한 조류관측 장비의 배

치는 실증실험 위치의 해저지형 형태, 전기/수차 시스템/구조물의 설계 결과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검토

- 조류관측 체계 형태

·직렬형 : 조류관측 장비와 수차를 조류의 흐름방향과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형태

·병렬형 : 조류관측 장비와 수차를 흐름방향과 직각으로 배치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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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관측 장비 및 관측 방법

·장비 : 층별 조류관측이 가능한 ADCP 계열 장비 2 종류를 후보로 선정하여 평가 중

·관측방법 : 해저면에 상방으로 2기를 설치하며, SCADA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 관측

·직렬형의 경우 수차 전면의 조류관측 자료 이용

·병렬형의 경우 수차 좌우의 조류관측 자료를 평균하여 이용

[그림 422] 조류관측 체계 구성도(직렬형(좌), 병렬형(우))

[그림 423] 조류관측체계 자료 흐름도  

② 200kW급 조류발전 실증실험 적지 선정

·3차년도 연구에서 조류발전 실증실험 개략 후보지 선정 연구결과 인허가, 비용, 공사여

건 등을 고려하여 P1을 개략 후보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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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P1 P2 P3

최대 유속(m/s)
대조기: 약 3.2
소조기: 약 1.3

대조기: 약 3.0
소조기: 약 1.2

대조기: 약 3.5
소조기: 약 1.5

평균 유속(m/s)  약 1.5 약 1.3 약 2.0

수 심(D.L., m) 약 20 약 35 약 20

계통연계 거리 약 30m 약 600m 약 500m

유속 변동성 큼 약간(?) 작음
인허가 유리 불리 불리

공사여건 약간 유리 약간 불리 약간 불리

선박통행 약간 문제
항로상 위치

(지지구조물의 수면상 노출)
약간 문제

[표 99] 조류발전 실증실험 개략 후보지 비교

[그림 424] 수치실험 결과 및 조류발전 실증실험 개략 후보지 

위치도

·조류발전 실증실험 대상입지 비교

- 2세부의 지지구조물 설계, 제작 및 현장설치 연구팀과 공동연구 수행

- 대상입지 선정 시 고려사항

·기존 시험조류발전소 인접구역 선정

·기존 시험조류발전소 반경 100m 이내에 설치하여 추가 설치에 따른 영향 최소화

·기존 시험조류발전소의 설비 및 시설(수배전반, 변압기, 계통연계 등) 이용

·항로수역으로부터 최대 안전거리 확보

ü 울돌목 항로를 통항하는 선박 및 조류발전 실증시스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항로에

서 최대한 이격거리 확보

·인접 송전선로와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조류발전 시스템 발전효율 및 가동율을 고려하여 유속이 양호한 구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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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지형이 평탄한 구역 선정

·조류발전 구조물 설치 및 고정의 용이성 확보

- 대상입지 비교 및 선정

·A와 B 송전선로에 인접하여 공사 시 해상작업이 어렵고 시공 안전성 불량

·E는 해저지형 경사가 심하여 기초처리에 따른 환경영향 및 시공성이 불향하고, 유속조

건에 의한 발전효율 저하

·인허가, 비용, 공사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 D를 실증실험 대상 입지로 선정

  ※ 유속은 수치모형 실험 결과 이용

구분
(기존)

시험조류발전
소

A B C D E

수심(DL. m)
19.3

(18.7~20.3)
20.7

(20.3~21.4)
21.5

(20.1~23.7)
20.5

(20.0~21.5)
20.7

(19.8~23.1)
22.3

(19.0~27.3)
이격
거리
(m)

기존
발전소

- 170 126 97 67 66
항로 160 81 81 70 93 121

송전선 159 0 64 118 163 203

유속*
(m/s)

최강
창조

2.6 3.1 3.0 3.1 3.0 2.7
최강
낙조

2.4 3.4 3.2 3.3 3.2 2.8
발전가능 조류에너지 

비
(가동률 %)

1.0
(76.0)

1.9
(79.4)

1.7
(79.1)

1.8
(79.2)

1.8
(79.2)

1.3
(77.9)

[표 100] 조류발전 실증실험 대상입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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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조류발전 실증실험 대상입지 수심 및 위치도

·조류발전 실증실험 인허가 협의

- 진도항로표지사무소(구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와 사설항로표지 설치 관련 1차 협의

(2014. 12. 11.)

- 실증시설물 설치에 대한 항로표지 설치 및 이설 관련 협의 결과 현재의 항로표지시설 

사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

- 진도군과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관련 1차 협의(2014. 12. 11.)

③ 정격 및 설계 유속 산정을 위한 조류 분석 및 적용

·조류관측 결과 분석 - 2015년 춘계 조류관측

- 조류관측 개요

·200kW급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시스템의 실증실험을 위한 2개 후보지에 대한 조류관측 수행

·2015년 4월 13일부터 약 1개월간 1분 평균 조류관측 수행

   ※ C 지점에서는 장비유실로 관측자료를 획득하지 못하였으나, D 지점에서는 양호한 

관측자료를 획득함

관측 
정점

관측 정점 관측 기간 관측 장비 관측 방법 비고

C
34° 33′ 58″N, 
126° 18′ 38″E 2015.4.13. 

~ 5.15.

ADCP-300 1분(평균) 
간격으로 
유속 관측

장비 유실

D
34° 33′ 56″N, 
126° 18′ 38″E

ADCP-600 -

[표 101] 조류관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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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그림 426] 조류관측 정점도

- 조류관측 결과

·D 지점에서의 조류관측 결과 중 조류를 대표할 수 있는 29일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

석한 결과, 유속은 평균 202 cm/s, 최대 423 cm/s로 나타났으며, 낙조가 창조보다 평균 

40cm/s 우세한 경향을 보임

ü 낙조의 유속은 평균 221 cm/s, 최대 423 cm/s이며, 유향은 평균 138°로 나타남

ü 창조의 유속은 평균 184 cm/s, 최대 381 cm/s이며, 유향은 평균 323°로 나타남

-  또한, 유속의 출현빈도를 분석한 결과 150~300 cm/s 구간에서 전체의 56.9%의 출현율

을 보임

관측 정점 수심(m) 유속(cm/s) 유향(°)

D D.L. -20

전체 최대 423 -평균 202

낙조 최대 423 138평균 221

창조 최대 381 323평균 184

[표 102] D 지점의 조류관측 결과(29일간)



- 296 -

[그림 427] D 지점의 조류관측 결과(검정: 유속, 빨강: 조위)

[그림 428] D 지점의 유속･유향 분포(좌) 및 지점의 유속발생 빈도분포도(우)

 

④ 정격유속 선정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시스템 실증실험 예정 위치의 수심, 시스템 규모 및 조류 등을 고

려하여 cut-in/out 및 정격유속 등 발전 운전 조건에 따른 유속 선정

- 정격유속 : 2.3 m/s

- cut-in 유속 : 1.0 m/s

- cut-out 유속 : 4.4m/s

- 운전조건 :

·초기운전 : 유속 1 m/s 미만에서 시스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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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전 : 유속 1~2.3 m/s에서 최적 피치각으로 운전(정격운전조건), 유속 2.3~3.5 m/s

에서는 피치각을 조절하여 정격용량으로 운전

·극한운전 : 유속 3.5~4.4 m/s(설계유속)에서는 피치각을 조절하여 정격용량으로 운전

·비상정지 : 유속 4.4 m/s 초과시 feathering 상태로 피치각을 조절하여 시스템 정지

(4) 유지관리/보수체계 설계

① 조류발전 시스템 방오도료용 코팅재 개발 

·기능성 양 친매성 나노입자를 이용한 스프레이 코팅 조성물 검증

- 마이크로스텐실 장착 미세유체칩을 이용한 나노입자 개발  

·방오도료용 기능성 나노입자 제조용 미세유체칩 제작 및 생산방법

ü Polyurethenacarylate(PUA)로 제작한 나노스텐실 장착 미세유체칩으로 입자제작.

ü 기능성 입자(재료1)과 양친매성고분자 (재료2)를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나노입자 생산

ü 대량생산과 입자크기는 재료1,2의 주입속도에 따라 크기를 조절

     

    

[그림 429] 미세유체칩을 이용한 나노입자 

생성장치

   

- 기능성 양 친매성 나노입자 제조

·지질, PFPE(perfluoropolyethers), 콜레스테롤을 조성비에 따른 미세입자 최적조건 검토

·지질:PFPE:콜레스테롤 조성비가 6:3:1일 경우 가장 사이즈가 균일하며, 최적의 나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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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제작이 가능함

·DLS(Dynamic light scattering)를 이용하여 나노입자의 평균입자를 조사한 결과 3번 조

성의 경우 편균 입자 크기가 120 nm정도의 균일한 분포를 얻음

[그림 430] 기능성 나노입자의 조성 및 미세입자의 크기

  

- 하이브리 코팅 신 재료 개발  

·기능성 나노입자를 이용한 하이드로젤 형태 입자 제조

ü 기능성 나노입자의 안정성과 나노입자 내부에 존재하는 물질의 방출 속도를 조절하

기 위해 하이드로 젤 물질과 결합

ü 천연 음이온 고분자물질로 Ca이온을 이용한 가교결합으로 하이드로젤 제조

ü 하이드로젤 고형분의 농도와 가교제에 따라 구형의 입자제조 가능

[그림 431] 기능성 하이드로젤 입자

   

- 실해역 샘플 Test  

·기능성 방오도료가 함유된 코팅재가 포함된 패널을 가지고 실해역 테스트 결과 3개월

간 우수한 표면 방오특성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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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스프레이 코팅 방법과 이를 이용한 실해역 test 샘플 제작 및 실험 

  

마. 5차년도

(1) 수차제작 및 조립

(2) 제작 주체와 협력 모델 

·전력변환기

- 전기연구원 자체 제작

·그 외 시스템 구성요소  

- 3개사로 구성된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업체

·(주)비스알: 설계 

·이케이중공업(주): 설계와 제작 

·(주)금성이엔씨: 제작과 유지보수 

·세부 부품별 추가 EPC 업체 

ü 복합재 블레이드: (주)에이엠시스템 (제작은 유니온텍에 의뢰) 

ü 발전기: 윈파워텍 

·상기 기관은 모두 국내 기업임

·협력 모델  

- 터빈시스템 관련 세부 업무와 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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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제작 및 설치 도면, 구조 해석 및 설계, 부품 선정 및 납품, 전계장, 발전기, 블

레이드, 축, 러더, 공장시험 계획 등으로 지정 

·EPC 업체와 1세부기관(KIOST,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건국대학교) 

담당자 매치 

·1세부기관은 제품설계를 위한 사양 결정, 하중 정보 등을 제공 후 설계도면 검토업무

를 담당

- 공정 진행을 위한 회의 개최 

·EPC 업체와 진행사항 보고와 점검 목적으로 회의 개최

· ‘15 8월 착수보고회 개최

·전반기에는 공정회의 형식으로 ‘15년 8월 5일부터 ’15년 10월 22일까지 8회, 수행 

중반에는 주례보고 형식으로 ‘15년 10월 30일부터 ’16년 2월 15일까지 13차 수행 

·설계 마지막 단계부터는 세부업무 담당자 회의 형식으로 ‘16년 2월 25일부터 2회 수행

- 2세부와 3세부 협력을 위해 세부 업무와 담당자 지정 

·인허가 지원, 지지구조연계, 계통선&유속계 설치 등으로 지정 

·협력 지원을 위해 EPC 업체와 1세부기관의 담당자 지정

·공정 관리

- 상세 공정 계획(Work Breakdown Structure, WBS) 작성 

·WBS 관리 필요성 및 방법

ü 4차년도와 달리 5차년도 과제 진행시에는 EPC와 연구진간의 프로세스 접근 방식에 

있어 합리적 일정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ü 공정 상 중요 작업을 집중 관리(CPM, Critical Path Method)함으로써, 터빈의 제작-시

험-투입-실험에 관련된 내용 전반을 유연하게 분석하여 통합 관리 파악할 수 있음. 

ü WBS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 다양한 관리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므로, 이 중 호환성

이 뛰어나고 다자간 협력 기능이 제공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젝트(이하 MS 

Project)를 이용

·공정 관리 및 수정 

ü 다자간 프로젝트 파일 병합 및 WBS 통합 운영을 진행.

ü 각 세부 별 프로젝트 파일을 따로 작성하여 WBS을 통합 파일로 일괄 평가.

ü 작업 간 수정 사항은 추적 후, 작업 간 연관관계를 간트 차트(Gantt chart)로 시각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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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MS Project를 이용한 KS200 개발 진행 과정

① 운전 조건과 주요 하중

·균일 유속 조건 하의 운전조건

- 발전 운전

·초기운전 : 유속 1 m/s 미만에서 시스템 정지

·정상운전 : 유속 1 m/s ~ 2.3 m/s(정격운전조건)에서는 최적 피치각으로 운전하며, 유속 

2.3m/s ~ 3.5m/s에서는 피치각을 조절하여 정격용량으로 운전

·극한운전 : 유속 3.5 m/s ~ 4.4 m/s(설계유속)에서는 피치각을 조절하여 정격용량으로 

운전

·비상정지 : 유속 4.4 m/s(설계유속)를 초과하면 feathering 상태로 피치각을 조절하여 

시스템 정지

- 요 제어운전

·정상운전 :  발전 운전 조건에서 미세 요제어 후 정상운전

·180도 요 회전 정상운전 : 유속 1.25m/s 미만에서 러더 각 제어로 요 회전

·180도 요 회전 극한운전 : 유속 1.25m/s 이상에서 러더 각 제어로 요 회전

·이 외 설계에 고려된 극한 혹은 비상 운전 조건 

- 비균일 유속 분포 하의 운전 조건: 코드 E01 

- 제어 한계에 따른 과하중 조건:  코드 E02

- 피치각 최적 위치에서 발전기 무부하 조건: 코드 E03

- 치우침 각도 40도에서 러더 정지: 코드 E04

·안전계수

- 초기 및 정상운전 조건에서는 안전계수 : 2.5

·극한 및 비상정지 조건에서는 안전계수 : 1.2

·하중 산정 

- 블레이드 -> 로터 -> 축 -> 나셀 -> 타워로 전파되는 하중 

- 축의 종 방향 하중이 가장 큰 하중으로 CFD해석 결과 전체 하중의 95%를 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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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중을 주요 하중으로 설계에 반영

[그림 434] 블레이드 하중방향 정의

·정상 하중 

ü 방향별 하중 

Fxn
N

247,625
Fyn 　
Fzn -776.4
Mxn

N·m
194,952

Myn 　
Mzn 　

[표 103] 방향별 정상 하중

·극한 하중 I

ü 코드 E01 유속 프로파일 상의 변동

ü 코드 E02 발전 제어 중 transition 상황

ü 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하중 

Fxn
N

272,388
Fyn -34,276
Fzn 13,732
Mxn

N·m
226,984

Myn 392,693
Mzn -101,637

[표 104] 방향별 극한 하중

·극한 하중산정 II



- 303 -

ü 코드 E03 발전 제어 중 발생할 수 있는 무 부하 운전 시 하중 

ü RPM이 1.5배 증가

Fxn
N

276,331
Fyn -13,805
Fzn 7,834
Mxn

N·m
125,083 

Myn 418,154
Mzn -108,226

[표 105] 산정된 극한 하중

·극한 하중 산정 III

ü 코드 E04는 러더 제어 중 비상상황임 

ü 러더에 작용하는 토크는 4.9 kN·m, X축(나셀 길이방향) 하중은 1.3 kN, Y축 하중

(러더 축 수직방향)은 38.6 kN임.

② 핵심 부품 설계 및 제작

·블레이드 

- 설계 요구사항 및 설계

·제원

ü 기본적으로 길이 5m(회전 중심에서 블레이드 끝단까지 길이는 6m)이고, 익형은 

NACA63-424를 가짐

ü 최종적으로 설계된 블레이드의 제원은 아래 그림과 같음

Blade Size(mm) Blade 중량(kg)
length 4950 mm Upper Skin 120.0 kg
width 1462 mm Lower Skin 121.8 kg
height 378 mm Front Spar 49.3 kg

Rear Spar 50.9 kg
총 중량 342.0 kg

[표 106] 설계된 블레이드의 제원

[그림 435 블레이드의 삼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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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조건 

ü 16 RPM의 정상 구동조건에서 발생하는 하중에 대하여 구조 설계

ü 안전율: 정상조건 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2.5, 극한조건 하중에 대해서는 안전율 1.2 

적용

하중 조건 Fxn [N] Fyn [N] Fzn [N]
Mxn 
[N·m]

Myn 
[N·m]

Mzn 
[N·m]

  정상 조건 247,625   -   -776.4
  

194,952
  -   -

  극한 조건_1
  

272,388
 -34,276   13,732

  
226,984

  
392,693

-101,637

  극한 조건_2
  

276,331
 -13,805   7,834

  
125,083

  
418,154

-108,226

[표 107] 블레이드 설계하중

·물성치 

ü 블레이드를 구성하는 스킨과 스파는 국내에서 구입 가능한 Owens Corning 사의 일

방향 및 이방향 유리섬유 복합재로 제작

ü 유리섬유 복합재 명칭 : E-Glass - UD Fabric (0 dir.), Tape (0/90 dir.), DB Fabric 

(45/-45 dir.)

ü 각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치는 아래 표와 같음

Uni-direction
al 

(0 dir.)

Tape 
(0/90 dir.)

Biaxial or Double 
bias 

(45/-45 dir.)
분류 E-Glass UD E-Glass UD E-Glass DB

물성
E1 GPa 37.5 35.0 12.3
E2 GPa 9.4 10.0* 12.3

G12 GPa 3.8 3.8* 11.2
ν12 0.26 0.05* 0.05*

강도
σ1ut MPa 1062.0 635.0 160.0
σ1uc MPa -850.0 -515.0 -260.0
σ2ut MPa 31.0 635.0 160.0
σ2uc MPa 106.0* -515.0 -260.0
σ12u MPa 72.0 72.0* 275.0

[표 108] 유리섬유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치

ü 각 재료의 시편시험이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제조사에서 제공된 물성치(좌측 



- 305 -

표)의 80%값을 구조해석에 사용

ü 표시된 값은 재료의 시험 data가 제공되지 않아 Owens corning에서 제공된 비슷한 

재료의 data를 원용함

·유한요소해석 

ü 정상조건에서 반경 2.95%의 최대 변위 발생

ü 최대응력 판별식에 의하여, 블레이드 각 구조물에서 모두 안전율 3이상 확인

Part
최소 안전율 

층
최소 안전율
응력 성분

최소 
파손지수

최소 안전율

Upper skin 5 S22 0.260 3.85
Lower skin 5 S22 0.288 3.47
Front spar 22 S31 0.272 3.68
Rear spar 22 S31 0.236 4.24

[표 109]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최소 안전율 (최대응력 판별식)

(참고) 안전율 = 1/(파손지수)

[그림 436]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블레이드 

변위

[그림 437]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upper skin의 파손지수 분포

·해수 조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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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블레이드가 해수에 침잠되어 운용되므로, 블레이드 표면에서 수분 유입이 차단되는 

것을 막고, 표면의 마모를 줄이기 위하여 코팅재를 적용함.

- 공정 검사 (process inspection): 아래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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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작도면 참관 검사

검사항목

① 쿠폰테스트 결과
   (O or X 로 표시, 시편개수 및 종류 

등등)
② 구조해석 결과 (O or X 로 표시)

③ 도면검사 (O or X 로 표시)

참관주체
①, ② BSR, 건국대학교

③ BSR
방법 및 

장소
review로 대체

최종승인주
체

KIOST

B. 목형 내부검사

검사항목
제작사 작성 및 제시(목형 제작사로부터 

목형 성적 증명서 받아서 제출)
참관주체 자체검사, AMSystem 참관(형상 확인)
검사주체 BSR
방법 및 

장소
제작사 작성

최종승인주
체

KIOST

C. 몰드 검사

검사항목
① 치수 (< 2 mm, 레이저 스캔 방식)

② 육안확인

참관주체
① BSR (review 방식)

② BSR, 건국대학교 (방문), AMSystem 
(내용 정리)

검사주체 제작사
방법 및 

장소
제작사 현장 (김해)

최종승인주
체

KIOST

D. 테스트용 블레이드

검사항목

① 무게 (설계대비 무게의 편차, < 10 %)
② 강도 (강도시험회사는 BSR에서 선정, 
시험방법은 선정된 시험회사와 제작사 및 

BSR 간 협의)

참관주체
① 해당없음 (review로 대체)

② KIOST, 제작사, 건국대학교, AMSystem 
(수밀성확인)

검사주체 BSR
방법 및 

장소
선정된 시험회사

최종승인주
체

KIOST

E. 최종 블레이드

검사항목

① 블레이드 3개의 무게 상대편차 
(피팅파트를 제외한 블레이드 순수 무게, < 
1.5 %, 기준무게로 설정할 블레이드는 시험 

통과한 블레이드)
② 블레이드-피팅간 정렬 각도

(조립시 필요한 치구 설계: BSR, 제작사)
③ 육안검사

④ 수밀(혹은 흡습성)
(1일, 무게대비 < 1% 가정, 1 % 이상 

불량으로 간주)

[표 110] 공정 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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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도면 

·블레이드 제작 도면의 구성

·제작 도면은 위 외피 도면(upper skin drawing), 아래 외피 도면(lower skin drawing), 

전방 스파 도면(front spar drawing), 후방 스파 도면(rear spar drawing), 블레이드 조립 

도면(blade assembly drawing)의, 총 5개의 도면으로 나누어 작성

·각 부품에 대한 도면은 각 단품 제작에 필요한 적층 정보 및 단품 제작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총 1장의 blade assembly drawing은 각 부품의 조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함

ü Upper skin drawing은 총 2장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적층 정보, 제작 정보를 포함함

ü Lower skin drawing은 총 2장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적층 정보, 제작 정보를 포함함

ü Front spar drawing은 총 1장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적층 정보, 제작 정보를 포함함

ü Rear spar drawing은 총 1장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적층 정보, 제작 정보를 포함함

·블레이드 제작 도면 사례

ü 아래 그림에서 각 도면의 일부를 도시함

[그림 438] Lower skin drawing-1 (적층 정보)

[그림 439] Front spar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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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Blade assembly drawing

- 블레이드 목형 제작 

·블레이드 목형 제작 순서

ü 블레이드의 제작은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2D/3D 목형 설계, 목형 구조물 제작, 

패턴 가공, 에폭시 수지 도포, MTC 가공의 순서로 진행됨

ü 설계된 외형 표면 데이터 이용하여 목형 제작에 필요한 모델링 수행

ü 외형 표면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 지지 구조물 제작 

ü 제작 완료 되었고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하여 검사 진행

ü Upper skin과 Lower skin에 대해서 목형 성적 증명서를 발행 

[그림 441] 2D 및 3D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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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목형 구조물 제작

[그림 443] 표면처리 및 마무리

[그림 444] 검사 및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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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목형 성적 증명서

·발전기

- 설계 요구조건

정격회전수 rpm 16 [rpm]
정격 전압 (선간전압) V 575 [V]
정격 전압 (상전압) V 332 [V]

발전기 외경 m 2.4 [m] 이하
정격 출력 kW 250 [kW]

효 율 % 83 [%] 이상

[표 111] 발전기 설계 요구조건

- 설계

·발전기 형식은 직접구동방식 반경방향 자속을 가지는 표면부착형 영구자석 발전기이

며, 내전형 구조임. 

·프레임을 포함한 전체 외경은 2.4 m이하 조건에서 설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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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Unit Value
Number of Pole - 272
Number of Slot - 84

Stator O/D mm 2140
Stator I/D mm 1950
Rotor O/D mm 1942.2
Rotor I/D mm 1858.2

Magnet height mm 12
Stack length mm 691

Skew 1Pitch

Materil
as

Stator 
core

S14(0.5T)

Rotor 
core

S14(0.5T)

Magnet Nd42SH

[표 112] 발전기 주요 치수

· 해석조건

ü 발전기 권선 pitch는 3으로 선정. 

ü 회전자 철심은 S10c, 고정자 철심은 S14(0.35t), 영구자석은 Nd42SH 재질을 사용.

ü 발전기의 권선도, 고정자 철심의 B-H곡선, 영구자석의 B-H곡선 결과는 아래와 같음.

[그림 446] 발전기의 권선도(좌), 고정자 철심의 B-H곡선(중) 영구자석의 B-H곡선(우)

· 해석 결과

ü  발전기 전자계 특성해석 결과로서 자속밀도 분포, 자속선도, 출력전압, 효율, 코깅

토크 등을 나타냄.

ü 자속선도 및 자속밀도

§ 고정자 치에서 최대자속밀도는 1.7T, 회전자 철심에서 최대자속밀도는 1.4T 이하가 
되도록 기본 설계함. 

§ 고정자 치와 회전자 철심에서의 최대 자속밀도가 기본설계 요구조건을 만족함을 알 
수 있으며, 고정자 철심 Pole shoe부분에서의 자속밀도는 1.9T로 나타남.

§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의 공극자속밀도는 약 0.92T로 기본 설계 하였으며, 유한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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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와 비교 한 결과 기본설계 요구조건을 만족함을 알 수 있음.

[그림 447] 자속선도와 자속밀도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결과

·전압 (at 16 RPM)

ü 좌측 그림은 정격속도 16 RPM에서 발전기 무부하 전압인 역기전력 파형을 보여주

고 있으며, 우측 그림은 동일 속도에서 발전기 부하시 출력전압 파형을 보여주고 

있음. 

ü 발전기 부하는 정격전류를 흘려주기 위한 저항을 부하 측에 설치하여 해석 수행함. 

ü 발전기의 선간전압 실효값은 약 600 V로 요구조건인 575 V 이상을 만족함.

  

[그림 448] 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발전기 전압 해석결과

·손실 및 효율

ü 기본설계에 의한 효율은 이론적으로 90.2%로 계산되며, 유한요소 해석에 의한 효율

은 90.25%로 계산됨.

ü 상기 효율값은 해석 값으로, 발전기의 제작 후 운전 시 실제 측정효율은 수 % 정도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요구조건인 83% 이상은 만족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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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Unit Value
효율 % 90.25

회전자 철손 kW 0.230
고정자 철손 kW 4.832

동손 kW 24.632
상저항 20℃(80℃) Ω 0.0863(0.1058)

점적율 % 61.9

[표 113] 발전기 손실 해석을 위한 권선의 상저항, 

점적율 

 

[그림 449] 손실과 효율 해석결과

·코깅토크

ü 1차 코깅토크는 다음의 좌측그림과 같이 높게 나타남. 

ü 코깅토크는 발전기의 기동시 부하로 작용하므로, 코깅토크 감소가 반드시 필요. 

ü 따라서, 고정자 철심을 Skew형상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를 모델링에 반영하여 2차 

전자계 특성해석을 수행함. 

ü 1차 해석 시 코깅토크(peak to peak)는 최대 15,905 kN·m 였으며, 설계개선 후 2

차 해석 시 코깅토크는 0.192 kN·m로 상당한 저감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음.

[그림 450] 발전기의 기본설계 후 1차 (왼쪽) 2차(오른쪽) 전자계 특성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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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 2016년 4월 중 제작 완료 예정

·현재 발전기는 제작 중에 있으며, 발전기의 형상과 제작도면은 다음과 같음.

[그림 451] 발전기 2D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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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 발전기 3D 도면

- 완료 보고서 형식 

·완료보고서에는 기본적으로 최종 제작 도면과 최종 제작사진이 첨부될 예정이며, 기본

적인 동작에 대한 시험 결과를 첨부할 예정임.

·최종적인 형식은 5차년도 과제 종료 전까지 확립하여 제출할 예정임

·축

- 설계 요구조건

·블레이드 발생 외력 산정

ü 추력 및 토크가 최대로 발생하는 유속 2.3 m/s 일 때의 운전조건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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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m/
s)

2.3 2.5 3 3. 4 4.5 최대값

Fxn (N) 247,625 183,608 141,423 121,022 112,607 28,718 247,625
Fyn (N) 16,727 17,051 18,841 20,946 23,909 12,643 23,909
Fzn (N) 8,788 8,875 9,355 9,919 10,713 7,694 10,713
Mxn (N) 204,572 202,913 206,349 194,952 192,518 45,398 206,349
Myn (N) 273,917 196,108 139,194 108,723 92,748 4,366 273,917
Mzn (N) 70,895 50,756 36,026 28,140 24,005 1,130 70,895

[표 114] 유속에 따른 블레이드 발생 외력

ü 해석으로부터 축방향 추력 247.625 kN, 축방향 토크 206.349 kN·m를 얻었으며 이

를 축계에 작용하는 외력으로 적용

·

·블레이드 자중 및 부력 산정

ü 축계와 블레이드의 자중은 3D 모델링으로부터 계산된 값을 사용

ü 블레이드 및 허브에 작용하는 부력 고려

·축계 공진 우려 주파수 산정

ü 터빈 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진 주파수로부터 ±25% 마진을 갖는 공진 회피 구

간 필요

ü 터빈 회전수 16 RPM 으로부터 계산된 주파수는 0.267 Hz이며 이로부터 요구되는 

공진 회피 구간은 0.2~0.334 Hz

ü 터빈 회전수와 블레이드 날개 수의 곱으로 발생하는 48 RPM 으로부터 계산된 주파

수는 0.8 Hz이며 이로부터 요구되는 공진 회피 구간은 0.6~1.0 Hz

·유지보수 편의성

ü 유지보수 편의를 위해 주축을 2개의 부품으로 분할, 커플링으로 연결

·내부식성 및 내구성

ü 해수와 접하는 블레이드 축계는 내부식성이 뛰어난 재질이 요구됨

ü 수밀 구역 내에 위치하는 발전기 축계는 기본적인 내부식성이 확보되어야 함

ü 내부식성과 축계 제작비용을 고려하여 주축의 전/후 재질을 상이하게 적용

·안전율

ü 외력 및 자중, 부력 등을 종합한 하중으로부터 2.5 이상의 안전계수가 확보될 수 있

도록 설계

ü 유사한 시스템인 풍력발전의 축계 설계에는 안전계수 1.3을 적용하나 연구 단계인 

조류발전은 상업화된 풍력에 비해 설계 및 운용에 관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을 감안

하여 보다 높은 안전계수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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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2D 도면 기반으로 상용 설계툴인 SolidWorks를 이용, 모델링 파일 작성

·축계 재료로 선정된 2종의 스테인리스 강 물성치를 각각 적용

ü 블레이드 축계: A182 304L

ü 발전기 축계: SS400

·모델링 및 재료의 물성치로부터 계산된 자중은 다음과 같음

ü 축계: 10.5 ton, 블레이드 및 허브 자중 8.57 ton

·모델링으로부터 계산된 블레이드 및 허브의 부력은 다음과 같음

ü 블레이드 및 허브 부력 : 5.35 ton (해당 부품의 부피 5.22 m3, 해수 밀도 1,030 

kg/m3)

ü 해석에는 수밀부 씰과 베어링은 생략함

ü 축계의 도면 초안은 다음과 같음

[그림 453] 축계 도면 초안

·설계 검증을 위한 해석

ü 설계요구조건에서 정의된 최대 추력과 토크, 모델링에서 계산된 자중 및 부력을 각

각 인가

ü 경계조건

§ 공통사항 : 별도 언급이 없는 부분은 모두 bonded 조건으로 해석
§ 베어링 부 : 베어링 지지부는 베어링 구속 조건 상태로 해석
§ 씰링 부 : 씰링부는 모델링 및 해석 생략
§ 볼트 결합 부(플랜지 결합 부) : 볼트 결합 부는 용접된 조건으로 해석

·요소생성

ü 사면체 요소, 122,520개

ü 요소 최대크기는 70 mm

ü aspect ratio는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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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4] 유한요소 모델

· 부품의 물성치는 다음과 같음

재질의 물성치 인장강도
(kg/㎠)

항복응력
(kg/㎠) 비고

A 182F 304L(STS304L) 4,850 1,700
SF 540 A 5,400 2,450

[표 115] 재질의 상세 물성

· 구조해석 결과

ü 해석결과 발생되는 최대 응력은 주축에서 492.1 kg/cm2, 커플링에서 569.7 kg/cm2, 

키에서 735 kg/cm2 였으며 각각의 안전율은 3.45, 2.98, 3.33 임

구 분
최대발생응력

(kg/㎠)
허용응력
(kg/㎠)

안전률
조합응력

(메인 축, A 182F 304L )
492.1 1,700 3.45

조합응력
(커플링, A 182F 304L )

569.7 1,700 2.98
조합응력

(키, SF 540 A)
735.0 2,450 3.33

[표 116] 구조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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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5] 주축 구조해석 결과

[그림 456] 커플링 구조해석 결과

[그림 457] 키 구조해석 결과

·진동해석 결과

ü 동일한 구속조건을 사용하여 축계의 1~5차 고유진동수를 분석함

ü 조류발전장치 회전수의 1배, 3배에서의 공진 여부를 확인. 공진 우려 시 질량을 추

가하거나 강성을 보강하는 등의 공진 회피 방안 고려

ü 해석결과 터빈 회전수와 주축의 고유진동수가 충분히 이격되어있으므로 공진 위험

성이 없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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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Freq. 
(Hz)

회전수 1배
(16RPM)

회전수 3배
(48RPM)

Mode 1 39.2 14,700% 4,900%
Mode 2 132.8 49,800% 16,600%
Mode 3 133.9 50,210% 16,740%
Mode 4 161.1 60,420% 20,140%
Mode 5 313.5 117,550% 39,180%

[표 117] 각 모드별 고유 진동수 분포

ü 이 때, 1~5차 각 모드별 형상은 다음과 같음

[그림 458] MODE 1

[그림 459] MOD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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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0] MODE 3

[그림 461] MODE 5

[그림 462] MODE 5

- 제작 

·제작도면의 처짐, 비틀림 구조해석 결과 안전율 2.98로 목표 안전율 2.5이상을 확보하

였으므로 실제 축계 부품 제작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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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계 내부식성과 제작비용 및 유지보수 편의를 위해 2부분으로 분할된 설계를 반영하

여 블레이드측에 A182F304L, 발전기측에 STS304L 재질을 적용할 예정 

·러더 

- 설계요구 조건 

·Yaw 제어를 위한 필요 모멘트는 상부 조류발전기 무게, 베어링, 수밀장치에 의해 산정 

되며, 1/5 스케일 모델 시험 및 계산 결과 약 40 kN·m의 모멘트가 요구 됨

·Yaw 제어를 위한 제어력은 러더에서 발생되며, 유동해석을 통해 러더를 설계 함

·러더의 구성은 상부 러더는 Active 러더를 적용하였고, 하부의 러더는 조류발전기 하부 

타워에 의해 유속 손실을 고려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Passive 러더를 적용

·러더축의 위치는 러더의 공력 중심점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계하여 러더 제어 모터의 

부하를 최소화 하도록 설계

- 설계

·러더의 기본형상 설계는 유동해석을 통해 Yaw 제어 모멘트를 만족하도록 설계

·Active러더와 Passive 러더의 비는 1.2/1 비율로 설계, 러더의 제작 도면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463] Active/Passive 러더 상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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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4] 러더 축 위치

·러더 축의 경우 러더 앞단으로부터 1,126 mm에 위치하도록 하여 러더 모터에 걸리는 

부하를 최소화함

번호 설명
① 베어링 지지축
② 토크센서 기어 연결 축
③ 러더 연결 축

④ Flange

[표 118] 러더 축 설계

·러더 하중은 약 750 kg, 러더 축계 하중은 약 300 kg으로 하중 지지를 위해 ①번 축 

상단/하단에 Tapered Bearing을 적용하였고, ③번 축은 사각형상으로 제작하여 러더와 

체결, ②축은 기어박스와 연결됨

- 제작 

·Active/Passive 러더의 구조는 플레이트로 내부 뼈대를 구성 후 절곡을 통해 외부 형상

을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함

·러더 재질 STS630로 하였으며, 상부 러더 하중는 약 750 kg으로 예상

·EK중공업에서 제작 진행 중

·피치 제어부

- 설계요구 조건 

·피치 구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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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블레이드 피치 구동부가 공간상의 문제로 1블레이드-1모터가 아닌 3블레이드-1모터 

구성으로 변경됨에 따라 피치 구동부(감속기+서보모터)의 요구조건은 아래와 같음

피치 구동부
(모터+감속기)

정격토크 38 kN·m≦
최대토크 정격토크X3≦

정격회전속도 6 RPM≦
엔코더 절대치 엔코더

브레이크 유

[표 119] 피치 구동부 요구조건

ü 블레이드 1개에 걸리는 피칭 모멘트는 TSR 5에서 8.9 kN·m로 동일 TSR에서 블레

이드 3개에 걸리는 피칭 모멘트는 8.9 kN·m*3 = 26.7 kN·m임.

ü 해당 피칭 모멘트는 유속 2.3m/s에서의 값으로 이 이상의 유속에서의 피치 구동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율 1.42를 적용하여 피치 구동부는 약 38 kN·m 이상의 정격토

크를 가져야 함.

ü 1/5 스케일의 D=2.4 m US-HAT 모델에서의 블레이드 구동 회전속도는 약 4 RPM으

로 긴급구동을 고려하였을 때 KS200의 피치 구동부는 약 6 RPM 이상의 정격회전속

도를 가져야 함.

ü 추가적으로 효율적인 피치제어를 위해 피치 구동용 모터에는 위치제어를 위한 절대

치 엔코더와 모터 전원 OFF시 블레이드 각도를 고정하기 위한 내부 브레이크가 장

착되어 있어야 함.

[그림 465] 터빈 피치 제어부 구성 요구조

·통신 구성

ü 터빈 피치제어 시스템이 지상에 구성됨에 따라 지상에서 터빈 내부에 설치되어있는 

서보모터 드라이버와의 통신이 가능하게끔 통신 구성이 이루어져야함.

ü 또한 지상과의 통신 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통신 불능상태를 

판단, 비상구동을 할 수 있도록 터빈 내부에 서브 피치구동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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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터빈 피치제어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SCADA 및 DAQ로부터 받기위한 네트워크 구성

이 이루어져야 함.

- 설계

·기구부

ü 3블레이드-1모터 시스템으로 피치 구동부가 구성됨에 따라 1:1 기어비를 갖는 베벨

기어를 설치하여 1개의 모터로 3개의 블레이드를 제어하도록 설계함.

ü 허브 앞쪽 중앙에 모터를 고정하여 베벨기어와 연결되도록 함.

[그림 466] 피치 구동부 설계

 

ü 설계 요구조건에 따라 선정되어진 피치 구동부의 제원은 아래 표와 같음.

서보모터(SIMENSE)

Rated torque 195 N·m
Rated speed 1500 RPM
Power 30.6 kW
Encoder Absolute encoder 2048 PPR
Option Holding Brake

감속기(Bonfiglioli)

Gear ratio 1:203
Rated output 
torque

43 kN·m

Input power 38 kW
Rated Input speed 1800 RPM

[표 120] 피치 구동부 제원 

ü 선정되어진 모터의 정격토크는 195 N·m, 감속기의 기어비는 203:1로 피치 구동부

(감속기+모터)의 정격토크는 39.6 kN·m임.

ü 모터의 정격 회전속도는 1500RPM으로 감속기에 의하여 피치 구동부의 정격회전속

도는 7.4 RPM임.

ü 선정되어진 모터 및 감속기는 설계 요구조건(정격토크 38 kN·m, 정격회전속도 6 

RPM 이상)을 모두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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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요구조건에 따른 터빈 피치 제어부 구성은 아래와 같음.

[그림 467] 터빈 피치 제어부 구성도

·통신부 

ü 선정되어진 서보모터의 드라이버는 Profibus 통신을 지원하여 이는 상위제어장치와 

연결이 가능함.

ü 서보 드라이버는 터빈 내부의 요/로터 브레이크 제어용 PLC와 연결, PLC는  LAN을 

통하여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어 지상에서 블레이드 피치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

었음.

ü 해당 PLC에 지상과의 통신을 확인하는 루틴을 적용하여 통신 불능 시 이를 판단하

여 서보 모터를 구동시켜 비상상황에 대응하게끔 구성함.

ü 또한 피치제어 시스템은 스위칭허브를 통하여 SCADA, CMS 등과 연결되어있어 명

령어 또는 제어에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음.

- 제작

·서보모터 및 모터 드라이버(악세사리 포함)와 기어박스는 모두 발주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납품대기 중임.

·블레이드 피치제어를 위한 베벨기어는 자체제작 예정임.

·요제어부

- 설계요구 조건 

·러더 제어를 위한 구동부의 경우 러더-토크센서-기어-모터로 구성되며, 러더 제어를 

통해 조류발전기 요제어를 하여 유향과 일치시킴

·Yaw 제어를 위해 위치 인식을 위한 센서가 구성되어야 하며, 절대 위치 출력 형태의 

센서와 초기 위치 설정을 위한 IMU 센서의 장착이 요구됨

·유동해석 KS200의 러더 축에 걸리는 하중을 산정하였으며, 러더축에 걸리는 하중은 유

속 2.1 m/s에 AOA 20°일 때 655.76 N·m이상의 정격 토크가 요구됨

·1/5 스케일 시험결과 낙조->창조 혹은 창조->낙조 시 180도 회전에서 Active 제어를 



- 328 -

통해 충분히 제어됨을 확인 하였고, 1/5 스케일 모델을 기본으로 KS200 제어시스템 구

성

- 설계

·Yaw 제어를 위한 러더 구동부의 설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러더-토크센서-기어박스-모

터로 구성 되었음. 

[그림 468] 러더 구동부 구성

ü 러더 구동부는 위 그림과 같이 설계 되었으며 Active 러더를 구동하기 위해 서보모

터를 적용하였고, 러더축에 걸리는 하중측정을 위한 토크센서 설치함

ü 서보 모터와 드라이버의 경우 지멘스사의 30kW급 모터, 드라이버를 선정 하였고, 

기어의 경우 본피글로리사의 55:1 기어 박스를 적용하였으며 상세 사양은 아래 표

와 같음

서보모터(SIMENSE)

Rated torque 195 N·m
Rated speed 1500 RPM
Power 30.6 kW
Encoder Absolute encoder 2048 PPR
Option Holding Brake

감속기(Bonfiglioli)

Gear ratio 1:55
Rated output 
torque

14 kN·m

Input power 41 kW
Rated Input speed 1800 RPM

[표 121] 러더 구동부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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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9] Yaw 제어부 구성

ü Yaw 제어를 위한 시스템 구성은 위 그림과 같이 하였으며, 모터 제어를 위한 모터 

드라이버, 드라이버 및 브레이크 제어용 PLC 그리고 Yaw 제어 알고리즘을 탑재한 

pc와 센서(유향, 유속, Yaw Angle)로 구성됨

ü Yaw Angle측정을 위한 센서는 XSens와 BCB 센서를 사용하였으며, 센서 상세 스펙

은 아래 표와 같음

Sensor Type : Barcode Band BCB

위치 정밀도 : ±0.15mm

이동 속도 : 10m/s

통신 : RS232, RS485/422

[표 122] BPS 센서 

Sensor Type : AHRS

Gyro bias stability : 10°/h

roll/Pitch accuracy : 0.2°|0.3°

Yaw accuracy : 1.0°

통신 : RS232, RS485/422, USB

[표 123] AHRS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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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서보모터 및 모터 드라이버(악세사리 포함)와 기어박스는 모두 발주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납품대기 중

·PLC 제어 설계

- 설계요구 조건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필요성

·프로세스 혹은 장비의 논리적 구동을 위한 메모리 기능 필요

·논리연산, 순시(sequence) 제어, 지연, 계산 및 산술 연산 등의 제어동작을 시키기 위

해, 제어순서를 일련의 명령어 형식으로 기억하는 메모리를 갖고 있어야 함.

·비상 시 대처 방안 필요

ü SCADA와 입출력 통신을 하는 각 하부 제어모듈(YAW, 피치, 브레이크 등등)의 경우 

통신이 불량하거나 끊어지게 되면 비상 시 대응이 어려운 단점이 있음.

ü 비상 시 터빈의 제어를 안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중요한 부품들은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자체적으로 안전 지향 구동을 해야 함. 

·조건별 사항

ü 터빈의 기본적인 발전 운영에 관여하는 제어 모듈(발전기 제외)의 통제 관여

ü 터빈의 일반 정지 및 긴급 상황 정지에 우선순위 관여

ü 조류의 전류 시 180 회전에 관여하는 제어 모듈의 통제 관여 

- 설계

·기본 설계 조건

·하드웨어 호환성 여부 확인

ü 러더 및 피치 제어에 필요한 드라이버 호환성이 필요함.

ü 브레이크 작동에 관여하는 유압 시스템은 독립적인 메모리 구성이 필요함.

·비상 시 구동 가능 여부 확인

ü 러더와 피치는 비상 시 상황을 인지 후, 터빈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 정지 모드로 진입.

ü 브레이크는 러더와 피치가 정지모드가 끝난 후 개입할 것.

ü 자동뿐만 아니라 수동 구동 조작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함.

·부가 설계 조건

ü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용 각종 제어 장치의 구비조건’ 준수

§ 보수가 쉽고 수리가 가능하며, 플러그인(Plug-In) 타입을 기본으로 할 것.
§ PLC 유닛은 터빈의 주위환경 속에서 relay control panel보다 신뢰성이 높을 것.
§ SCADA에 데이터 전송이 가능할 것.
§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대폭적으로 변경하지 않고도 기본 유닛이 확장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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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0] PLC를 이용한 제어 모듈 간 구성도안

 
·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6차년도에 육상테스트 및 실해역 실험 시 사용 예정 

·허브, 나셀, 요 구조부

·설계요구조건

ü 초기 및 정상운전 조건에서 안전율 2.5 이상, 극한 및 비상조건에서 안전율 1.2 이

상을 만족하여야 함

- 설계

·설계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설계를 위해 터빈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수치해석

을 수행하여 안정성을 평가하고 설계요구조건 미달 시에는 설계보완을 하고자 함

·해석의 효율성을 위해 내부 구성품의 모델링은 생략하고 각 구역별로 분리하여 해석 수행

·상용 소프트웨어 Solidworks로 구조해석 수행

·구역 #1: 로터부

ü 정상하중

§ 정상하중은 설계 유속에서 터빈이 정상 작동할 때의 하중임. 수평방향 추력은 
247.63kN로 블레이드 당 82.54 kN의 하중이 적용되며 허브 중심부에 중력방향으로 
776.4N 작용

§ 내부 부품 및 전장품을 포함한 자중과 부력, 수압하중도 고려하였음
§ 허브와 메인축 결합부의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였으며 볼트 결합 부는 용접 조건 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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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1] 구역 1 경계조건

§ 해당 모델의 유한요소모델을 [그림 472]에 나타내었으며 요소개수는 1,475,479개임
§ 곡률기반 메쉬를 적용하고 야코비안 포인트는 16개, aspect ratio는 3.0 미만이 되

도록 유한요소모델 생성

[그림 472] 구역 1 요한요소모델

§ 해석결과를 [그림 473]에 나타냄. 최대응력은 허브 내 블레이드 베어링 블록과 이를 
지지하는 보강재의 접촉선상에서 723kg/㎠ 의 응력이 발생하며 이 때 안전율은 4.9
임 (고려된 재질은 A131  Gr. DH-36이며 항복응력은 3,600 kg/㎠ 임)

§ 블레이드 축 해석결과를 [그림 474] (a)에 나타냄. 최대 응력은 허브 내 베어링 지지
부에서 발생하며 이 부분은  STS630 재질로 항복응력이 7,350 kg/㎠정도이며  kg/
㎠정도의 응력이 발생 (안전율 4.5)

§ 안전율 결과를 [그림 474] (b)에 나타내었으며 최소 안전율 4.15로 모든 부분에서 안
전율 2.5를 상회함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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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3] 로터 허브 정상하중 해석결과

[그림 474] 정상하중 해석결과: 블레이드 축 응력결과(a) 및 전체 안전율(b)

 
ü 극한하중

§ [표 124]에 두 가지 극한하중 케이스에 대한 하중조건을 정리하였으며 [그림 475]에 
허브, 블레이드 및 좌표계를 같이 도시함

§ Case 1은 비균일 유속 분포에 따른 하중과 발전제어 중 delay로 인한 과 하중이 동
시에 작용하는 경우의 하중이며 Case 2는 발전제어 중 발생할 수 있는 무 부하 운전 
시의 하중임

§ 두 케이스의 공통하중으로 자중(-57.96kN), 수압하중(200kN/m2)이 적용됨 

Case 1 Case 2 적용 위치
Fxn (kN) 90.8 92.11 블레이드의 하중 중심
Fyn (kN) -34.28 -13.81 허브 중심
Fzn (kN) 13.73 7.84 허브 중심

Myn (kN·m) 392.69 418.15 허브 중심
Mzn (kN·m) -101.64 -108.23 허브 중심

[표 124] 극한하중 및 적용위치

ü 극한하중 해석결과 : Case 1

§ 해석 결과와 같이 구역 #1은 발전 시 작용 하중 및 극한 조건  하중 작용 시 모두 안
전율 1.2를 상회함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됨.

§ 최대 응력은 허브 내 블레이드 베어링 블록과 이를 지지하는 보강재의 접촉선상에서 
발생하며 이 부분은  A131  Gr. DH-36재질로 항복응력이 3,600 kg/㎠ 정도이나  
684kg/㎠정도의 응력 발생 (안전율 5.2)

§ 블레이드 축의 최대 응력은 허브 내 베어링 지지부에서 발생하며 이 부분은  
STS630 재질로 항복응력이 7,350 kg/㎠정도이며 1,795 kg/㎠정도의 응력 발생 (안
전율 4.1)



- 334 -

§ 안전율 결과를 [그림 476]에 나타내었음. 최소 안전율 3.77로 고려된 모든 부분에서 
안전율 1.2를 상회함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됨.

[그림 475] 로터허브 응력결과

[그림 476] Case 1 해석결과: 블레이드 축 응력결과(좌) 및 전체 안전율(우)

ü 극한하중 해석결과 : Case 2

§ 극한 상황 시 허브의 최대 응력은 허브 내 블레이드 베어링 블록과 이를 지지하는 보
강재의 접촉선상에서 발생하며 이 부분은  A131  Gr. DH-36재질로 항복응력이 
3,600 kg/㎠정도이나  716kg/㎠ 정도의 응력 발생 (안전율 5.0)

§ 극한 상황 시 블레이드 축의 최대 응력은 허브 내 베어링 지지부에서 발생하며 이 부
분은  STS630 재질로 항복응력이 7,350 kg/㎠정도이며 1,819 kg/㎠ 정도의 응력 
발생 (안전율 4.0)

§ 안전율 결과를 [그림 478]에 나타내었음. 최소 안전율 3.72로 고려된 모든 부분에서 
안전율 1.2를 상회함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됨.

[그림 477] 로터허브 응력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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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8] Case 2 해석결과: 블레이드 축 응력결과(좌) 및 전체 안전율(우)

ü 시운전 조건

§ 시운전 조건 시 허브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구조해석 수행
§ 허브와 시험용 모터 연결부에 194.57kN·m의 토크를 적용 (그림 479)
§ 시운전은 육상테스트이므로 자중(-110.35kN)만 고려하였음

[그림 479] 경계 조건

§ 해석결과 시운전 시 허브의 최대 응력은 시운전용 모터 연결부와 이를 지지하는 보
강재의 접촉선상에서 발생하며 이 부분은  A131  Gr. DH-36재질로 항복응력이 
3,600 kg/㎠정도이나  66kg/㎠ 정도의 응력 발생 (안전율 54.5)

§ 안전율 결과를 [그림 481]에 나타내었음. 최소 안전율 47.39로 모든 부분에서 안전율 
2.5를 상회함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함

[그림 480] 응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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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1] 안전율 결과

·구역 #3: 뒤쪽 나셀

ü 정상조건

§ 구역 #3을 [그림 482]에 나타냄. 정상조건은 러더가 ±20°내로 회전할 때이며 작용 
하중은 나셀 길이방향(Fx)으로 3.60kN, 러더 축 수직방향(Fy)으로 –31.99kN이 작용
함.

§ 그 외에 자중, 부력 및 수압하중을 적용하였으며 별도 언급이 없는 부분은 모두 
bonded 조건 적용

[그림 482] 구역 #3 경계조건

§ 해당 모델의 유한요소모델을 [그림 483]에 나타내었으며 요소개수는 3,390,242개임
§ 곡률기반 메쉬를 적용하고 야코비안 포인트는 4개, 세장비(aspect ratio)는 3.0 미만

이 되도록 유한요소모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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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3] 구역 #3의 유한요소모델 

ü 정상조건 해석결과

§ 최대 응력은 러더 축에서 발생하며, 이 부분은  STS630재질로 항복응력이 7,250 
kg/㎠ 정도이나 1,764kg/㎠ 정도의 응력 발생 (안전율 4.3).

§ 안전율 결과를 [그림 485]에 나타내었음. 최소 안전율 4.26으로 고려된 모든 부분에
서 안전율 2.5를 상회함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됨.

[그림 484] 응력 결과

[그림 485] 안전율 결과

ü 극한조건

§ 극한조건은 러더가 40° 회전 시의 하중으로 나셀 길이방향(Fx)으로 1.37kN, 러더 축 
수직방향(Fy)으로 –38.60kN이 작용함.

§ 그 외에 자중, 부력 및 수압하중을 적용하였으며 별도 언급이 없는 부분은 모두 
bonded 조건 적용

§ 해석결과 최대 응력은 러더 축에서 발생하며, 이 부분은  STS630재질로 항복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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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0 kg/㎠정도이나 2,088kg/㎠정도의 응력이 발생 (안전율 3.5).
§ 안전율 결과를 [그림 487]에 나타내었음. 최소 안전율 3.47로 모든 부분에서 안전율 

1.2를 상회함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됨.

[그림 486] 응력 결과

[그림 487] 안전율 결과

·기타 구역

ü 정상조건

§ 앞쪽 나셀과 상부타워, 메인 축을 포함한 구역을 기타구역이라 정의하였으며 [그림 
488]에 나타냄

§ 고려된 하중은 크게 4 가지이며 아래와 같음
① 작동 중 유체에 의한 하중
   Fxn : 247.63 kN (메인축 결합부에 작용)
   Fzn : -0.78 kN (허브 중심부에 작용)
② 구역#3과 결합부에 적용되는 하중
   Fx : 3.60 kN (나셀 길이 방향에 작용)
   Fy : -32.00 kN (러더 축 수직 방향에 작용)
③ 구역 #1, #3을 포함한 자중(내부 장비 포함) 및 부력
   Wp :- 790.05 kN (구역 #1~3의 자중, 무게중심부에 작용)
   Wb : 507.84 kN (구역 #1~3의 부력, 부력중심부에 작용)
④ 수압하중 
   Ws : 200 kN/㎡ (수중 20m 기준, 구역 #2 외면에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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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8] 기타구역 경계조건

§ 해당 모델의 유한요소모델을 [그림 489]에 나타내었으며 요소개수는 1,378,590개임
§ 곡률기반 메쉬를 적용하고 야코비안 포인트는 16개, 세장비는 3.0미만이 되도록 유

한요소모델 생성

[그림 489] 기타 구역의 유한요소모델

§ 해석결과 최대 응력은 메인 축과 허브의 연결부에서 발생하며, 이 부분은  SC480재
질로 항복응력이 2,450 kg/㎠정도이나  940kg/㎠정도의 응력이 발생 (안전율 2.6)

§ 안전율 결과를 [그림 497]에 나타내었음. 최소 안전율은 2.69로 고려된 모든 부분에
서 안전율 2.5를 상회함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됨.

[그림 490] 응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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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1] 안전율 결과

ü 극한조건

§ [표 125]에 두 가지 극한하중 케이스에 대한 하중조건을 정리함
§ Case 1은 비균일 유속 분포에 따른 하중과 발전제어 중 delay로 인한 과 하중이 동

시에 작용하는 경우의 하중이며 Case 2는 발전제어 중 발생할 수 있는 무 부하 운전 
시의 하중임

§ 두 케이스의 공통하중으로 자중(-790.05kN), 부력(507.84kN), 수압하중(200kN/m2) 
그리고 구역 #3과의 결합부에 나셀 길이 방향 하중 1.37kN, 러더 축 수칙방향에 –
38.60kN이 적용됨 

Case 1 Case 2 적용 위치
Fxn (kN) 272.39 276.33 메인축 결합부
Fyn (kN) -34.28 -13.81 허브 중심부
Fzn (kN) 13.73 7.84 허브 중심부

Myn (kN·m) 392.69 418.15 허브 중심부
Mzn (kN·m) -101.64 -108.23 허브 중심부

[표 125] 극한하중 및 적용위치

§ 해석결과 극한 상황 시 케이스1,2 모두 발전기 부분을 제외하면 메인 축과 허브의 연
결부와 발전기와 나셀3~4 연결부에 최대 응력이 발생하며, 이 부분은 SC480 및 
A131  Gr. DH-36재질로 최소항복응력이 2,450 kg/㎠정도이나  최대 741kg/㎠정
도의 응력 발생 (안전율 3.3)

§ 안전율 결과를 [그림 494]에 나타내었음. 케이스 1, 2의 최소 안전율은 각각 3.97, 
4.89로 고려된 모든 부분에서 안전율 1.2를 상회함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
됨.

[그림 492] Case 1 응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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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3] Case 2 응력 결과

[그림 494] Case 1(좌), Case 2(우) 안전율 결과

·구조해석 결과 종합

ü 구조해석을 통해 터빈 시스템의 구조물이 설계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

으므로 해당 모델을 바탕으로 제작도면이 생성되었음 

- 제작

·제작도면 중 조립도를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음.

[그림 495] KS200 제작도

(3) 현장실험과 수밀체계

① SCADA 시나리오 검증용 현장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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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제어 추가

- 4차년도에 진행된 발전 자동 제어에 180도 회전 추가

- 조류 전류 시, 터빈의 180도 회전의 자동화

- 터빈의 방향과 조류의 방향에 대해서 차이 값을 통해 요 에러 값을 분석 수행함.

- 요 에러와 SCADA 유속 조건이 일치 시, 러더를 이용한 180도 회전 실시.

[그림 496] 180도 자동 회전 제어 평가: 낙조에서 

창조(좌), 창조에서 낙조(우)

- 180도 회전 실험 및 결과

[그림 497] 180도 자동 회전 제어 평가: 낙조에서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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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8] 180도 자동 회전 제어 평가: 창조에서 낙조

·낙조와 창조 방향에 대한 터빈 회전 방향

- 유속 1.0 m/s 이상에서 각 경우에 대해 10회씩 수행함.

- 요 에러 오차 범위 10 도 이내로 회전이 구현됨.

- 회전 후, SCADA에서 터빈 진단을 위한 브레이크 on/off를 추가함.

- 각 모듈과 간섭 없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함.

- 각 모듈별 상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log)파일 추가

- 로그 파일을 통하여 CMS에서 구현하지 못한 제어 오류를 감지할 수 있음.

·SCADA 시나리오 검증을 통한 블록 다이어그램(block diagram) 작성

- 상기 내용을 통해 KS200에 적용할 수 있는 발전, 180도 회전, 정지 과정을 수립함.

- 차후 각 절체 구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함. 

[그림 499] KS200에 적용 될 SCADA 블록 다이어그램

② 수밀 체계 구축

·누수 감지 기능과 펌프 기능과의 연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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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년도에 진행했던 누수 감지 기능은 기본적으로 채택하기로 함.

- 터빈 나셀과 하부가 연결되는 타워 상부 내, 유로를 만들어 유입된 해수를 펌프를 통해 

강제 배출.  

·비상 상황 산정

- 발생 상황 대비 손상 예상 범위를 나열하고, 이를 통해 확인 및 수행 사항을 정립할 수 

있음.

-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 SCADA에서 확인 및 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위치 발생 상황 손상 예상 범위 확인 및 수행 사항

허브 전체 누수 감지
- 제어 모터 

손실
- 블레이드 파손

- 지속적으로 경보가 울릴 시, 
발전중지 및 80도 페더링(feathering) 

후 피치 제어 전원을 종료.

발전기 앞단
격실 전체

누수 감지

- DAQ 파손
- 센서 파손
- 전원 장치 

파손

- 피치 제어와 발전 모두 종료.
- 타워 상부 배수 펌프 동작.

- 실험 조건 대비 적은 누수량일 경우 
발전 진행. 

발전기 뒷단 
격실 전체

누수 감지
- 토크 센서 

파손
- 모터 파손

- 러더 제어 종료 및 모터 전원 차단.
- 실험 조건 대비 적은 누수량일 경우 

발전 진행.
- 많은 누수량일 경우 러더각 0도 

정렬 후, 차단. 

타워 상부
누수량 
감지

- 
자세관성센서파

손
- DAQ 파손

- 위치 감지센서 
파손

- 수위 레벨이 50 % 이상 오를 경우 
발전 중지.

- 수위 레벨이 10, 20, 30 % 경우 
펌프의 출력을 조절하여 강제 배출.

[표 126] 수밀 요약 및 체계

·수밀 감시 시나리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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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0] KS200에 적용 될 수밀 감시 블록 다이어그램

- 수밀 상황에 대해 각 센서는 초당 10회씩 관측

ü 센서의 종류는 누수 검출 센서와 수위 검출 센서 두 종류로 구성함.

ü 누수 검출 센서는 나셀의 표면에, 수위 검출 센서는 타워 상부 해수가 모여지는 부

위에 위치함.  

(4) 조류관측체계 구축

·목적: 조류발전 시 유속/유향 자료를 SCADA 시스템에 제공하여 조류발전시스템 제어 및 

발전효율평가에 사용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

[그림 501] 조류관측제계 구축 흐름도

① 조류관측 위치 선정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와의 이격 거리: 67 m

·선정위치 유속 : 1개월 관측자료 기준 최강창조 3.8 m/s, 최강낙조 4.2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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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2]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실증실험 해역의 수심 및 구조물 

설치위치

② 조류관측 항목 선정

·SCADA 시스템에 제공하는 자료는 창･낙조 각 시기에 조류발전 장치에 수직으로 입사하

는 1) 조류발전 수차 구간의 유속/유향(조류발전시스템 제어) 및 2) 수심평균 유속/유향

(발전효율평가)의 2가지 종류를 제공

·고려사항

- 조류발전 시 창/낙조 모두 발전

- 조류발전을 위한 조류는 조류발전 수차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흐름 이용

- 발전효율 평가를 위한 수심평균 유속 필요

[그림 503] 조류관측체계 자료 흐름도

·조류관측 항목

- 조류발전 수차 영역에 수직 입사하는 영역평균 조류(국제 조류발전 IEC-TS 62600-200 

규격 권고 사항)

- 조류발전 수차에 수직 입사하는 수심평균 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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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류관측 장비 선정 및 SCADA 시스템 연계 테스트

·관측장비 선정

- 조류관측 항목을 고려하여 층별 조류관측이 가능한 ADCP 계열 장비인 Teledyne RDI

(미)의 WHS ADCP 300 kHz와 Nortek(노)의  Signature ADCP 500 kHz를 비교 및 검토

- 도입 비용, 성능 및 실증실험 시 요구조건 등을 고려하여 Signature ADCP 500kHz로 최

종 선정

·관측장비/SCADA시스템 연계 테스트

- 실험실에서 기존에 타 연구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Signature ADCP와 SCADA시스템

의 연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장비와 시스템 간의 정보교환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

비교 항목
Signature ADCP 
500kHz(Nortek)

WHS ADCP 300kHz(RDI)

 Profile Range 106 m 70 m
Velocity 

Resolution
± 0.1 cm/s ± 0.1 cm/s

Velocity Range ± 5.0 m/s ± 5.0 m/s

Minimum Cell Size 0.5 m 1.0 m
All Raw data 

Record
○ ×

Multi-Tasking 
Observation

○
(Average, Burst, Wave)

×

기타

2014년 이후 개발되어 최신 
기술 적용

전층과 수차영역의 조류를 동시 
관측 가능

상대적으로 비용 저렴
VECTOR와 비슷한 I/O 형태로 

SCADA와 연계 용이
다수의 유럽 조류에너지 

연구팀에서 운영 중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 성능 
검증

전층 조류관측 가능

최종 선정 ○ ×

[표 127] 조류관측 장비 비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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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4] Signature ADCP 500kHz

④ 조류관측 장비 설치 방법 선정

·해저지형, 발전구조물 설계 결과 및 발전시스템 제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렬형 

관측형식을 조류관측 형식으로 선정

- 조류발전 장치를 기준으로 조류관측 위치에 따라 관측형식 구분

  ∘ 직렬형: 조류관측 장비와 수차를 조류흐름과 일직선으로 배치

  ∘ 병렬형: 조류관측 장비와 수차를 조류흐름과 수직으로 배치

[그림 505] 조류관측 형식(좌: 직렬형, 우: 병렬형)

·조류발전 장치와 조류관측 장비의 이격 거리는 수차 직경(DE)의 2배로 설정(국제 조류발

전 IEC-TS 62600-200 규격 권고 사항)

·장비 설치 및 SCADA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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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관측 장비는 별도의 프레임을 제작하여 설치

- 관측장비와 SCADA 시스템의 연결은 1) 관측장비-조류발전 구조물 구간은 수중케이블

(TCP/IP)을 이용하며, 2) 조류발전 구조물-SCADA 구간은 광케이블을 이용

[그림 506] 조류관측 장비 설치 계획도(출처: IEC-TS 62600-200)

바. 6차년도

(1) 수차(조류발전기) 제작완료 및 시험

① 제작 완료 및 공장시험

·수차 규격과 주요 모듈 

- 12m 로터 직경과 16.5m 전체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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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7] 수차 규격과 주요 모듈 및 용어

·제작&조립&설치 주체: 3개사로 이루어진 공동 수급체

- 총괄 및 시운전: 금성E&C

- 설계 및 조달: BSR

- 제작 및 설치: EK중공업

·주요모듈 납품 및 세부 참여사  

- 블레이드: AMSystem 설계/유니온텍 제작

- 발전기: 윈파워텍 

- 계통선/커넥터: 극동전선/성진씨앤티 

- 수중전기결합장치: 원방포스텍

- PLC 제작 및 전계장 설치: 리젠코

- 조류발전기 조립: 금천테크 

- 방부식/방오 도장: 강남제비스코

·시스템 설계/제작/설치와 핵심 부품 조달은 국내 업체가 수행: 국내 supply-chain 구성

·센서, 모터, 브레이크, DAQ, 저조도 카메라 등은 해외 완제품 조달 

② 로터, 나셀, 발전기, 동력전달계, 제어기 제작·조립·단위시험 

·제작 도면과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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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8] 제작도면

- 허브 내 제어 계측기는 중공축을 통해 전기 및 신호 전달, 중공축 끝단에 축 슬립링 있음

- 나셀 내 제어 계측기는 상부타워 상단 홀을 통해 전기 및 신호 전달, 요 회전을 하므로 

상부타워 내부에 요 슬립링이 있음 

- 조류발전기와 계통선과는 수중결합(wet-mating)하며 이를 위해 수중 전기결합 장치, 정

션박스, 수중 통신커넥터가 있음     

- 지지구조물, 하부타워, 계통선, 정션박스, 수중 전기결합장치 하부 챔버는 조류발전기 

전에 설치되어 반영구적으로 수중에 거치됨       

- 조류발전기 구조 결합·분리의 경우, 원형케이슨 지지구조물(콘크리트)과 체결되어 있는 

하부타워(강재)와 사각뿔 형태로 결합·분리됨

- 조류발전기 전기 결합·분리의 경우, 조류발전기의 수중 전기결합 장치 상부 챔버가 하

부타워의 하부 챔버와 반자동 방식으로 결합·분리됨 

- 조류발전기 신호 결합·분리의 경우, 조류발전기의 수중 리셉터클에 정션박스에서 분기

된 수중 플러그가 결합·분리됨 

- 지지구조물과 하부타워 건전성 감시 센서는 정션박스와 수중 결합(wet-mating)되며 반

영구적으로 수중에 거치됨     

- 복합재 블레이드, 콘크리트 지지구조물 외는 강재로 제작되어 있으며  육상 중량은 81

톤, 수중 중량은 23톤임

- 강재의 경우 해수에 노출된 일반 강재는 해수용 도장이 되며, 볼트와 수중결합장치, 정

션박스 등은 해수용 SUS316 방부식 강재를 사용함  

·하중 산출 및 구조해석 개요 

- 하중 산정 개요 

·블레이드  로터 ->  축 ->  나셀 ->  타워로 전파되는 하중을 자체 개발 설계 툴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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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방향 하중이 가장 크고, CFD해석 결과 나셀에 미치는 하중의 95%를 차지함을 확인

·상기 하중이 주요 하중이므로, 실시 설계에 반영

- 설계 요구조건

·초기 및 정상조건 : 안전계수 2.5 (250%) 이상

·극한 및 비상조건 : 안전계수 1.2 (120%) 이상

-  설계 방법

·KS200 구조 전반에 대한 구조해석을 통한 안전성 평가

·상용 소프트웨어 ANSYS  및 Solidworks로 구조해석 수행 

·설계요구조건 미달 시에 설계보완 수행을 거쳐 제작 도면 반영

·구조해석

- 하중조건: 정상발전조건 중에 하중이 가장 높은 경우와 2개의 극한조건을 선정함

·· 극한조건 1: 비균일 유속 분포에 따른 하중 + 발전제어 중 지연으로 인한 과하중

·· 극한조건 2: 발전제어 중 발생할 수 있는 무 부하 운전 시의 하중

[표 128] 하중 조건 별 각 component 하중

- 블레이드 구조해석 결과 정상하중에서 2.5 이상, 극한조건에서 1.2이상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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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9] 정상조건 최대하중 하 블레이드 변위와 안전계수

- 그 외 모듈 구조해석 결과 정상하중에서 2.5이상, 극한조건에서 1.2이상 확보함

[그림 510] 주요 모듈의 구조해석 및 안전계수 결과

·블레이드 제작·조립·단위시험 

- 복합재 재료 변경 후 구조해석 시행

·5차년도 적용 예정이던 오웬스 코닝의 재료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삼우

의 유리섬유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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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재료의 물성치(탄성계수 및 강도)는 아래 도표에 표시함

ü 스킨 유리섬유 복합재 : E-Glass – 3Axial Fabric (0/45/-45), DB Fabric (45/-45)
ü 스파 유리섬유 복합재 : E-Glass – Tape (0/90), DB Fabric (45/-45)

3Axial-directional 
(0/45/-45)

Tape 
(0/90)

Biaxial or Double 
bias 

(45/-45)
분류 E-Glass Triaxial E-Glass UD E-Glass DB

물성
E1 GPa 30.3 35.0 2) 12.3 2)
E2 GPa 15.8 9.4 2) 12.3 2)

G12 GPa 3.8 1) 2.5 11.2 2)
ν12 0.18 1) 0.18 0.05

강도
σ1ut MPa 672.3 635.0 314.0
σ1uc MPa -553.0 -383.0 -250.7
σ2ut MPa 143.7 78.5 314.0
σ2uc MPa -143.7 -90.0 -250.7
σ12u MPa 35.7 1) 35.7 24.4

※ 3Axial-directional 재료의 시편시험이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제조사에서 제공된 
물성치의 80%값을 구조해석에 사용하였으며 주석 1) 이 표기된 값은 Owens Corning의 유사한 

재료의 실험 data를 원용함 

·변경된 재료의 블레이드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결과 요약

ü 끝단 변위가 블레이드 길이의 3% 이내

ü 강도해석 결과 안전율 2.5이상 확보 확인 (최대응력판별식과 Tsai-Hill판별식 적용)

ü Tsai-Hill 판별식은 2차 현장점검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요청으로 추가하여 해석에 적용

ü 최대응력 판별식과 Tsai-Hill 판별식에 의한 최소 파손지수 값은 거의 동일하였고, 

최소 파손지수 발생 위치는 일치하였음 

ü 좌굴해석을 통하여 좌굴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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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유한요소해석 결과: 끝단 변위=2.66%R)

[그림 512] 최대응력판별식에 의한 파손지수 분포 (최소값=0.386, 안전율=2.59)

[그림 513] Tsai-Hill 판별식에 의한 파손지수 분포 (최소값=0.386, 안전율=2.59

·변경된 재료에 대한 물성치 특성 실험 진행 중이고, 추후 측정치와 유한요소해석에 적

용한 물성치를 비교 분석할 예정임

·복합재에 섬유 함유량이 적정량 포함되어야 강성 및 강도가 확보되므로, 시편의 섬유 

함유량(fiber volume fraction)을 측정할 예정임(섬유 함유량이 대체로 60%~70%일 것으

로 예상)

- 제작 및 조립

·구조시험용 블레이드 1기와 터빈 장착용 블레이드 3기 제작 완료

·블레이드는 전방 및 후방 스파, 상하 스킨을 제작한 후에, 접착 방식으로 조립함

·각 구성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적층 몰드(lay-up mold)를 제작하였고, 각 구성품의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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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조립 지그를 설치한 후, 각 구성품을 조립함

[그림 514] 블레이드 제작 순서도

·스킨 외피에는 균열이 없는 경우 특별히 수밀을 위한 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

고(제작사 의견), 외피에 칠할 페인트가 수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블레이드 체결부에 있을 틈 사이에 수지를 덧칠함으로써 수밀 처리를 함

  

[그림 515] 제작된 복합재 블레이드 스파 구조물

[그림 516] 제작된 복합재 상하 스킨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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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블레이드 루트 부에 허브 체결부가 조립된 복합재 블레이드

- 복합재 블레이드 강도시험 

·블레이드 강도 시험 계획서를 한국재료연구소의 검토 하에 작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ü 실제로는 블레이드에 분포하중이 작용하나, 블레이드 루트 부에 작용하는 굽힘모멘

트와 동일한 크기의 굽힘모멘트가 가해지는 집중하중으로 대체하여 실험을 단순화

함

ü 정상하중에 대한 집중하중의 크기는 62,4kN이고, 위치는 블레이드 고정부에서 

3.95m 이격된 지점임

ü 최대하중은 안전율 2.5에 대한 하중이므로, 정상하중의 2.5배인 156kN이고, 하중점

의 위치는 동일함

ü 하중은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각 단계에서 10초간 유지하여, 변형률 및 변위 자료

를 획득함

ü 집중하중부의 블레이드 단면은 2.55도의 비틀림각이 있고, 루트 고정부는 21.82도의 

비틀림각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블레이드를 고정하고, 집중하중 지그를 설계도

록 함

ü 구조시험용 블레이드에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상하 스킨 외피에 부착하되, 길이 방

향으로 0.5m, 1.0m, 2.0m, 3.0m 위치, 코드 방향으로는 전후방 스파 중앙 및 전방 

스파 캡 위치에 부착함

ü 굽힘변위는 블레이드 길이(4.95m)를 4등분하는 위치에서 측정함

·강도 시험 참관 기관인 한국재료연구소와 협력하여, 명지대학교 하이브리드구조실험센

터에서 아래의 사진과 같이 시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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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시험지그에 장착 중인 구조 시험용 블레이드(좌), 집중하중 인가부의 체결지그(우)

           

[그림 519]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 중인 블레이드 (좌), 시험지그에 장착된 구조 시험용 블레이드(우)

 

[그림 520] 시험 중 전경

·한국재료연구원의 참관 결과 보고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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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시험 계획서의 계획대로 단계별로 하중을 부여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10 초의 홀딩 

타임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음.

ü 시험 장치의 용량 부족으로 (액츄에이터 스트로크 330 mm) 최종 목표 하중(정상하

중의 2.50배)의 100 % 하중인 155.9 kN을 부여하지 못하고, 135.2 kN (정상하중의 

2.17배)까지 부여한 후 시험을 종료함.

ü 시험 중 스트레인 및 변위 값들 모두 정상적으로 측정이 됨을 확인함.

ü 정상 하중 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 초기 블레이드에서 일부 소음이 발생하였으나, 

블레이드 자체 파손이 아닌 시험 장치가 자리를 잡는 와중에 발생한 소음으로 판단

됨.

ü 시험 중 Catastrophic failure 없이 시험을 정상적으로 마침을 확인함.

·허브 제작·조립·단위시험 

- 제작 및 조립

·조부 및 전계장부 제작 및 조립 완료 

ü 베어링 조립 및 베벨 기어간 정렬 완료

ü 모터 및 전계장 라인 설치 완료

- 피치제어기 구축 및 단위 시험

·나셀 부착 전 모터 내부의 냉각팬 및 내장 브레이크를 사용하기 위한 배선을 구성하고 

모터 전용 프로그램(START program, SIEMENSE)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진행 함

·모터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서보 드라이브 내부에서 모니터링/제어할 파라미터를 선정함

·아래 사진과 같이 KS200용 피치제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시스템을 구성함

[그림 521] 피치제어 구동용 베벨기어, 서보모터 시험모습, 전계장라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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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서보모터 단위 테스트 진행

   

[그림 523] KS200 피치 제어시스템 구성

·피치제어와 관련된 장비들과의 통신은 LAN(TCP/IP)를 통해 이루어짐

·SCADA와 통신하여 유속 및 유향 그리고 터빈운용을 위한 명령어를 받으며, 피치 서보

모터 상태정보를 전송함

·터빈 내부에 부착된 DAQ로부터 터빈 회전속도 데이터를 받음

·터빈 내부에 부착된 PLC와 통신하여 피치용 서보모터의 상태정보를 받으며, 서보모터 

구동을 위한 명령어를 전송함

·DAQ, PLC를 위한 각각의 테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신 테스트를 진행함 

[그림 524] KS200 내부 블레이드 피치제어 모듈 구성

·긴 전선 및 슬립링으로 인한 엔코더 신호 라인의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위 그림의 구성

과 같이 엔코더 모듈을 허브 내부에 부착시킴

·피치제어 모듈을 구성하는 모든 장비들을 터빈 내부에 부착, 서보 모터 구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위 시험을 진행함



- 361 -

[그림 525] 장착된 서보모터 및 서보 드라이브

·스케일에 따른 플랜트 파라미터 특성 변화 영향 분석

ü 관성모멘트는 스케일의 5제곱에 비례하고, 피치각에 따른 제어력은 스케일의 제곱

에 비례하므로 터빈의 스케일 조정에 따라 제어 이득 조절 필요함을 확인

·나셀 전단부(나셀 1) 제작·조립·단위시험 

- 제작 및 조립

·축 제작

ü EPC업체의 요청 사항으로 메인축의 재질을 일괄 SMC440으로 설계 변경함

ü 축 재질 변경에 따른 성능 영향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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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강도
축 강도 : 
240[MPa]

축 강도 : 
415[MPa]

당초 재질보다 변경된 재질은 물리적 강도 
특성이 우수함

2. 
부식성

부식에 취약함 내부식성 뛰어남

부식에 대한 우려에 해수 노출 구간, 해수 
노출 제외 구간으로 나누어 오버레이, 도장 

처리함
(1) 해수 노출 구간

  - STS316L 재질 or 세라믹 재질로 
Overlay

(2) 해수 노출 제외 구간
  - 표면처리 : Sa 2 1/2

  - 도장
   1st : Modified epoxy 125um X 2 = 

250um
   2st : Viny1 modified epoxy tie coat 

50um
   3st : Anti-fouling 100um X 2 = 

200um

[그림 526] 오버레이 구간

·메인 축의 아래와 같이 제작되었음

[그림 527] Main 축

·구조부 및 전계장부 설치 및 조립 완료

ü · 베어링 및 축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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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 브레이크 및 작동 유압유닛(HPU) 설치 완료

ü · 축계 토크 센서 설치 완료

ü · 회전 센서 및 나셀 3과 연결하는 전계장 작업 완료

·

  
- 단위 시험 

·메인축 정렬상태의 경우 설치 후, 베어링에 전용 구리스 주입 후 검사 시험 실시

ü 1차적으로 구동축에서 발생되는 소음 측정 및 육안 검사 실시 후 이상 없음 확인

ü 2차적으로 축을 회전하여 선형엔코더(linear encoder)의 펄스(pulse) 주기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함 (회전축이 정렬이 안 되어 있을 경우, 펄스의 주기는 어긋나게 됨) 

·브레이크의 경우 (1) 유압 유닛(Hydraulic Power Unit)과 (2) 브레이크 패드의 간격 및 

반복 동작 시험 실시 

·유압 유닛의 유압 유출 여부 판단 및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치인 120 bar 압력 충

진 후 12시간 확인함. 유압은 0.2~0.3 bar 정도 감소하였으며, 이는 설계치에 이상없는 

수준임을 확인.

·브레이크 패드의 경우 간격과 배치를 확인 후, 반복 동작(3회 이상 실시)을 함. 패드의 

간격이 2-3 mm 이상 이격되어 이상 없음을 확인함.

  
·제작된 축에 대한 치수 검사 시 이상 없음을 확인함

[그림 528] 메인축 설치 전경, 베어링 및 브레이그용 작동유압유닛 설치, 전계장 설치을 위한 배선작업

[그림 529] 브레이크 패드 설치를 위한 조립(좌), 유압 유닛 설치(중앙), 설치 후 시험 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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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축 치수 검사 기록서

·발전기 (나셀 2) 제작·조립·단위시험 

- 제작 현황

ü 구조부 및 전계장부 제작 조립 완료 

ü 발전기 제작사 납품 및 결선 확인 완료

ü 입고 후 외함 설치 완료

ü 진동계 브라켓 가공 및 계측 위치 설치 완료

ü 온도 센서 설치 완료

 

[그림 531] 발전기 외형 및 설치를 위한 준비, 결선을 위한 외함 설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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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시험 

· 발전기 기본 시험 결과 : 내전압, 절연저항 및 상 저항 측정 시험 결과 양호

[그림 532] 전기적 특성 검사

·발전기 온도센서 시험 결과 : 발전기 온도센서(R, S, T상) 측정 시험 결과 양호

ü 온도 센서 결선 및 PLC 연결 확인 완료

ü 실시간 온도 센서 계측 값 확인 완료

[그림 533] 발전기 온도센서 설치 확인(좌), 실시간 온도센서 계측 값 확인(우)

 

·나셀 전계장 컨트롤부 (나셀 3) 제작·조립·단위시험 

- 제작 및 조립 

·구조부 및 전계장부 제작 및 조립 완료 

ü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전기분배기, UPS(Uninterruptible Power 

System) 등 조립 및 설치 완료

ü 전계장 배관라인 작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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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PLC, 전기분배기 조립 및 시험 모습, 내부 설치 전경, 전계장 배관라인 작업 전경

 

- 단위 시험 

- PLC는 각 센서별 입출력 리스트를 작성 후, 통신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시험함.
ü PLC와 연결된 센서와 액츄에이터(i.e. 서보모터, 배수펌프 등)들의 상태값 전송, 입-

출력 신호 노이즈, 작동확인을 시험함. 

ü 단위 시험이 완료된 PLC의 구성 요소들은 통합 시험에서 모두 사용 예정. 

[그림 535] PLC 입출력 리스트 및 통신 테스트 리스트

·전계장 배관라인 도면 대비 설치 확인 후, 각 구성요소에서 발생되는 노이즈 값을 제

거하기 위해 보완 중 

ü 전계장의 각 구성품들은 동작 전원, 입출력 방식, 설치 위치가 모두 상이하므로, 각 

구성품들에 대해 노이즈 값을 제거하기 위한 접지, 필터 설계를 반영하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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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완성된 나셀 3 부위의 슬립링 시험 모습(좌), 

접지 및 노이즈 시험 모습(우)

·나셀 후단부 (나셀 4) 제작·조립·단위시험 

- 제작 및 조립

·제작 및 조립 완료 

ü 전계장 배관 및 배수 펌프 설치 작업 완료

 

[그림 537] 배수펌프 배관 및 수위센서 설치, 전계장 배관 작업

- 단위 시험 

·토크센서 설치 및 데이터 취득 시험 완료

·배수펌프는 설치 완료

ü 신호 확인 및 실제 펌프 동작 성능 검증은 진행 중.

·러더 제작·조립·단위시험  

- 제작 및 조립

·KS 200의 요제어시스템의 경우 조류발전기 끝단에 설치된 수동축 하부 러더와 능동축

인 상부 러더로 구성됨

·수동축 하부러더의 경우 제작 완료되어 아래 그림과 같이 용접을 통해 나셀에 고정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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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8] 하부러더

  

·능동축 러더의 경우 제작된 러더를 확인한 결과 아래제작 사진과 같이 NACA0012 형

상이 아닌 임의의 형상으로 제작 되어진 것을 확인함.

·러더 제작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작된 러더와 설계한 러더를 비교 검토 하였음

·아래 그림중 붉은색으로 된 러더는 설계 도면이며, 검정색으로 표현된 러더는 제작사

에서 제작한 러더임.

·러더 사이즈 및 형상 비교를 위해 두 러더를 겹쳐서 확인해본 결과 높이 방향의 길이

만 일치하고, 다른 부분의 길이는 Rudder UP 부분은 28.48mm, Rudder Down 부분은 

23.8mm 크게 제작되었음을 확인함

·따라서 재제작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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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9] 설계 제작 모델 비교

·재제작된 러더의 경우 3D스캐너를 이용한 형상 및 치수 검사할 예정임

- 러더 제어부 제작

·능동축 러더의 구동부의 경우 지멘스사의 30.6kW급 서보모터와 Bonfiglioli사의 55:1기

어박스를 적용하여 제작

SIMENSE Synchronous motors for SINAMICS S120
1PH8137-4EF02-2AA1-ZU60

Rated speed 1500 rpm
Shaft heigh 132
Rated power 30.6 kW
Rated torque 195 Nm
Rated current 60 A
Rated voltage 356 V

Rated Frequency 50 Hz
Max. Operating speed 2700 rpm

Max Speed 4500 rpm
Option Holding Brake (1 phase AC 230V 50/60Hz)

Encoder Absolute encoder 2048 ppr

[표 129] 러더 제어용 모터 상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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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figlioli Gearbox
A90 3 UH100 F1A 55.0 P180 B3

Gear ratio 55.0
Rated output torque 14000 Nm
Rated input power 41 kW

[표 130] 러더 모터용 기어박스 상세 사양

· 능동축 러더의 구동용 모터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셀 선미부에 설치됨

 

[그림 540] 러더 제어용 모터 설치 및 단위 시험

·아래 그림과 같이 러더 구동 모터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아래 그림의 축연결부에 러더

를 부착하여 구동함

[그림 541] 러더 구동 테스트(0도 -> 45도 -> -45도)

· 포함 상부타워 제작·조립·단위시험 

- 제작 및 조립  

·구조부 및 전계장부 제작 완료 

ü 가공품 및 전계장 구성품 준비 완료

ü 조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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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2] 상부 타워 구성품 일체, 브레이크 연결부, 조립 후 전경

- 단위 시험 

·요 부분에는 조류발전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한 바코드 기반의 위치 센서가 

장착되어 있으며, (1) 육상에서 절대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2)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

는 시험을 진행함.

ü 바코드 기반 위치 센서는 90도 간격으로 배치하여 회전 방향성을 알 수 있고, 상보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함.

ü 바코드는 라미네이트 코팅 재질로 이루어져 해수 부식과 습기에 강하고, 절대 위치

를 제공할 수 있음.

ü 바코드를 통해 읽은 결과 각도는 0.01도의 해상도 내에서 0도에서 360도 회전이 가

능함을 시험함.  

ü 또한 회전 각속도를 변경시켜 진행하는 경우에도 데이터 획득이 잘 이루어짐을 확

인함.

 [그림 543] 바코드 기반의 위치 센서 테스트를 위한 간이 구성(좌), 바코드를 

통한 센서 실험 장면(우)>

·하부 전계장부 제작·조립·단위시험 

- 제작 현황 

·구조부 및 전계장부 제작 및 조립 완료

ü 수중 정션 박스 제작 완료 

ü 계통선 제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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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4] 수중 정션 박스, 계통선

  

- 단위 시험 

·유속계 시험 

ü KS200  조류관측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 신규 구매한 2대의 조류관측 장비

(Signature) 및 wet-mate 커넥터가 적용된 수중 케이블의 동작 시험 실시

ü 실제 연결되는 환경과 유사하게 2개의 조류관측 장비를 1개의 광 네트워크 장비에 

연결하여 PC로 시험자료 전송

ü PC에서 조류관측 장비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 2대의 

장비를 각각 접속하여 자료 전송 여부를 시험한 결과 관측장비 및 케이블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

 [그림 545] 조류관측 장비 및 wet-mate 커넥터 적용 수중 

케이블 동작시험 사진

·정션박스 내 통신 장비 

ü LAN To Optical Fiber 장비 시험을 위해 내부 네트워크와 광 네트워크 장비를 연결 

구성함.

ü 광 네트워크 장비에 설치된 9개의 LAN To Optical Fiber Slot에 순서대로 Serial To 

Optical Fiber 장비를 연결하여 시험 진행실시.

ü 설치된 9개의 LAN To Optical Fiber Slot들이 정상적으로 Serial To Optical Fiber 에

서 전송하는 데이터를 전송함을 확인함.

ü 그 외 데이터 취득장치(DAQ) 4대를 광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여 내부 네트워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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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연결하여 시험 진행하였으며, 정상적으로 광 네트워크 장비를 경유하여 데

이터를 전송함을 확인함.

 

[그림 546] 정션박스 내 광 네트워크 장치, DAQ 등 데이터 송수신 순차 시험

·수중결합 보조 장치 제작·조립·단위시험  

·수중결합 보조 장치는 상-하로 나누어져 한 곳은 상부타워에, 다른 한 곳은 하부타워

에 위치하게 제작되어짐. 

·수중결합 보조 장치는 잠수사가 물속에서 조작 및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와 제작이 

되었으며, 수중커넥터를 이용한 상하부 결합을 버튼을 통해 도킹(docking) 할 수 있도

록 구성됨.

    

[그림 547] 수중결합 보조 장치의 구성(좌), 조립(중간), 내부 결선 확인(우)

·조립 후, 육상에서 단위 시험을 실시함.

ü 조립된 상태에서 버튼 조작을 통해, (1) 수중 플러그 결합 육안 확인, (2) 리미트 스

위치 동작성능 반복 확인, (3) 도통-합선-누전의 검사, (4) 기밀성 확보를 위한 가압 

후, 압력 유지 및 거품을 이용한 육안 검사 등을 통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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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8] 수중결합 보조 장치의 제품 조립성 확인(좌), 전기 

시험(중간), 기밀 시험(우)

·수중 시험

ü 육상에서 시험이 완료된 수중결합 보조 장치의 수밀성을 확인하고, 수중 내 동작성

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작장 내 도크에 투입하여 시험을 진행함.

§ 상부와 하부 파트를 각각 나누어서 전문 잠수사를 통한 수밀성과 동작성을 확인함.
§ 상부 챔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밀 문제 여부를 점검. 특히 예인 후 진수 시 단계별

로 해수 내 입수하며, 이 때 육안 및 동작 검사는 전문 잠수사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기록하였음.

§ 완전 해수 입수 후 15분 동안 안착 후, 꺼내어 수밀성과 동작성을 확인함. 

  [그림 549] 수중결합 보조 장치의 수밀성 및 동작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부 구성품의 도크실험 전경

 [그림 550] 수중결합 보조 장치의 수밀성 및 동작성을 확인하기 위한 하부 

구성품의 도크실험 전경

ü 시험이 끝난 상-하부 구성품은 육상으로 예인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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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전 과정에 거쳐 동작 버튼, 내-외부 상태 등에서 이상 없이 작동 되었으며, 수
밀과 기밀성을 유지했음을 확인함.

[그림 551] 수중결합 보조 장치의 수중 테스트 후 육상 점검 및 평가
  

·전력변환장치 제작·조립·단위시험 

·제작 및 조립 완료 

·구동 시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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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2] 고압 NPC 컨버터 구동 시험 완료

 

·비상대응 체계 구축·단위시험

- 핵심 비상 상황과 대처 절차 수립

·전원 혹은 통신 단선 시: 자동 페더링(feathering) 구성 (오토파킹(auto-parking))

·고유속(4.4 m/s 이상) 에서 피치 모터가 고장 시: 축을 비상으로 정지하는 브레이크가 

고용량으로 설계되어 있어 블레이드가 파단 됨.

·상기 두 경우 (A, B)에 대하여 작동을 지시 및 유지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로서 (1) 무정전 전원장치와 이와 연동 구성된 (2)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 

(PLC) 장치를 탑재함

-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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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혹은 장비의 논리적 구동 및 비상 구동을 가능케 함

·피치, 요, 브레이크, 배수펌프의 작동을 판단 및 지시하도록 구축 완료

·비상 시 대처를 위한 대응 프로그램 시험 진행 중

·통신이 불량하거나 끊어지게 되면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비상 대응 진행

[그림 553] PLC 로직 개괄 구성도

- 무정전 전원장치 

·상용 전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원 장애를 극복하여 좋은 품질의 안정된 전력을 공급

하는 장치

ü  오프라인: 전원 장애가 있을 때 유휴 상태에 진입시킨 다음, 거의 즉시 효용 전력

에서 자체 전력으로 전환 (모터 구동으로만 2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완료)

ü 모터 구동 외 센서만 작동 시: 24시간 구동 (설치 시 신호선만 먼저 체결 가능)

ü 온라인: 복구 시, 효용 전력 실패에 대한 문제와 모든 전력 문제를 보호

·공장시험 및 나셀3에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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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4] UPS 로직 구성도안

·UPS 단위 시험

 

 

ü KS 절차에 맞춘 구조 검사 및 전기-전자 계통 시험 실시

ü 각 절차서에 명시된 허용 값 내로 측정치는 모두 통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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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장 통합시험  

·공장 통합시험 준비 현황 

- 조립 및 시험 지원용 가대 제작 완료

- 조류발전기 구조부 및 전계장부 조립 완료 

- 다이나모 시험기 조립 완료

[그림 555] 가대에 거치된 조류발전기, 다이나모 시험기

  

·발전기 무부하전압(역기전력) 시험 

ü 조류발전기의 회전속도 변화에 따른 무부하전압 설계(해석)결과와 시험결과를 비교

하여, 설계 및 제작 결과를 검토함

ü 0-10 rpm 범위의 시험결과는 다음 그림들과 같으며, 각 상에 대한 무부하전압 설계

(해석)결과와 시험결과 오차는 3% 범위 이내로 잘 일치함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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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6] 설계해석결과(좌) 및 실험 결과(우)

[그림 557] 설계 및 시험 결과비교

·전력변환장치를 이용한 모터링 시험 수행 후 정상작동 확인

·발전기 성능평가를 위한 다이나모 시험 

·발전기 다이나모 시험 

ü 조류발전기의 발전기의 출력을 설치 전 육상에서 측정하여 발전기의 성능자료 확보 

및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 일체가 필요함

ü 다이나모 시험 시 회전 동력공급 모터와 기어박스를 통해 최종 조류발전기의 정격 

회전수가 16 rpm으로 유지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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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8] 다이나모 시험 및 측정 개요도

ü 다이나모용 인버터는 속도 제어, 발전기는 토크 제어로 시험 시 각각 구동됨.

ü 안전 확보를 위해 인버터 속도는 8 rpm(정격 속도 대비 50%), 12 rpm(정격 속도 대

비 75%)에서 예비 다이나모 시험 진행

ü 예비 시험 진행 중 220V 제어 전원 불안정으로 전력변환장치 오동작 및 소손 발생

ü 전원 공급시 전원의 결선 문제점 파악 및 전원 구성 수정을 통하여 문제점 해결

 

[그림 559 다이나모 시험 전경(좌) 및 설비 시설 내 공급 전원 불안정으로 소손된 소자(우)

[그림 560] 기존 전원부 구성(좌) 및 수정된 전원부 구성(우)

ü 정격 회전속도 대비 50%인 8 RPM, 정격 토크 대비 25% 정도의 토크를 인가하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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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동안 유지하며 부하시험 3차례 수행.

ü 발전기*기어박스 효율이 78% 정도로 측정됨.

ü 기어박스 업체에서 제공한 기어효율 데이터에 따르면 부하에 따라 기어효율이 81%

에서 94% 정도이고 기어가 최대효율로 동작했다는 가정 하에 발전기 효율은 80% 

이상으로 확인됨.

[그림 561] 발전기 회전속도 8 RPM, 정격토크의 25% 조건에서의 실험 데이터

[그림 562] 부하실험 결과 및 기어박스 효율 94%로 계산된 발전기 효율

ü 실험이 진행된 동작점은 정격에 비해 낮은 속도와 부하점에서 진행되었고 발전기 

해석상 각 동작점에서의 효율 분석 결과 정격속도 및 정격토크 인가시에는 과제목

표상의 효율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563] 동작점에 따른 해석상 발전기 효율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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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정격 회전속도 16 RPM의 75%인 12 RPM으로 증가하여 시험 수행 시 축 정렬 이탈 

및 가대 진동 발생 등의 이유로 예비 다이나모 시험이 중단됨 

ü 현재 다이나모 시스템과 조류발전기를 지지하는 가대가 과도한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높은 빔 구조로 되어 있어 full 부하 시험을 위해서 추후 낮은 박스 구조로 변

경할 필요가 있음

·기밀 및 수밀 시험 

- (수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밀 및 수밀 시험 절차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압시험에는 공기, 또는 질소 등 독성 및 인화성이 없는 불활성 기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조류발전기 내부에 설치된 전계장품(센서, DAQ, MCC 및 UPS 등) 및 HPU, 

Servomotor 등의 동력장치에 손상이 없도록 함 

·조류발전기는 설계압력 2.5bar를 충진하고 기압시험을 실시

· 기압 및 수밀 시험 전, 용접 이음 및 외부 홀 가공 등 누수가 발생되는 부위에 대한 

건전성 확인 자료(비파괴검사 보고서 및 육안검사 보고서)를 제출

·기압시험은 최종기압 시험압력의 50%까지 서서히 승압시키고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

한 이후에는 최종 기압 시험압력의 10%씩 단계적으로 승압시키고, 그때마다 안전한 위

치에서 이상 유무를 감시하면서 시험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승압시킨다. 압력시험 선

도는 아래 그림과 같음. 

·

 

·압력유지 시간은 설계압력까지 상승시킨 후 압력이 안정된 후에 최소 10분 이상 유지 

후 누출 및 변형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

·압력유지 시간 중 모든 연결부위와 접속부위에 대해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

압시험 중에는 비누거품용액을 아래 부분에 도포하여 기포발생 유무에 대해 육안검사

를 실시

·조류발전기의 운용 중 침수 시 배수 시스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하기 사항들

을 확인 

ü 발전기 내 유로의 적정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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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펌프 작동성을 확인 

ü 수밀 관련 센서와 펌프와의 연계 작동을 확인

[그림 564] 수밀 관련 센서와 펌프의 연계도

·다이나모 시험 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공동수급체의 공정 지연 사유로, 7차년도에 진

행될 예정  

·전계장 통합 신호 및 시나리오 시험 

- 다이나모 시험 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공동수급체의 공정 지연 사유로 7차년도에 진

행될 예정

④ 통합제어시스템 성능향상

·(20kW 시스템을 이용한) KS200 제어시스템 성능향상 후 적용

- 성능향상은 크게 두 개의 범주에서 이루어짐. 하나는 조류발전기의 제어를 수정하는 것

이며, 다른 하나는 제어를 위한 기준인 유속(혹은 유향)의 후처리 과정으로 나뉨.

- 제어 수정과 관련하여 유속 구간별 모드를 정의 후, 각 터빈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부여함.

·각 터빈 상태는 4차년도에서 6차년도까지의 20 kW 시스템을 실해역에서 운영하며 발

생된 항력, 진동, 발전량 등을 분석한 값을 반영하여 구성함.      

터빈 상태 상태 모드

Align M0

Stand by M1

MPPT CONTROL M2

TORQUE&PITCH CONTROL M3

PITCH 20 M41

PITCH 30 M42

YAW Stand by Y1

YAW CONTROL Y2

YAW TURNING Y3

       
· - 최소 작동 유속(cut in speed) 이상 및 정격유속(rated speed) 이하에서는 최대전력

점추종(MPPT)제어와 러더를 통한 요(yaw)각의 미세제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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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PT 제어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 피치(pitch)각 추가를 함.

· 유향에 대한 요 에러를 검출하도록 하여 100 도 이하일 경우에 발전을 시작하여 최대 

출력을 갖도록 구성함. 

M1&Y1  →  M2
조건  V(cut-in) ≤ V < V(rated)  & YAW ERROR<100

터빈 상태 터빈 발전시작, 최대효율발전

비고

- 180° 회전후 유속이Cut in 이상으로 상승, 터빈 발전시작 
-발전기 대기 상태에서MPPT제어로 변경
- 피치각0°, 요 미세제어 모드
- ②M41ㅡ: 발전기MPPT 제어 투입 전 피치각22.5°변경 명령 
- ③ACK(after) : 20° 변경 후ACK 송신

       
- 발전이 불가능한 최대 유속(cut out speed)이 감소하여, 발전 가능한 유속 범위가 될 시 

급격한 제어 투입은 역회전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확인함.    

·토크값을 통해 역회전 방지를 위해 회전수를 충분히 증가시키기 위한 초기 피치각 적

용. 

·요 미세제어는 진행하지 않도록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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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Y1  →  M3
조건 V(rated) ≤ V < V(cut out)

터빈 상태 정출력발전

·

비고

- 유속이Cut-out 이하로 하강, 터빈 정출력발전
- 발전기 대기상태에서 토크제어로 변경
- 피치RPM제어 시작
- ②M42ㅡ: 발전기 모터링 방지를 위해 피치각30°변경 명령 
- ③ACK(after) : 30° 변경 후ACK 송신

      
- 전류 시 180도 회전의 경우, 조류발전기 회전 중 멈추는 현상이 발견됨.

- 조류발전기 자중과 회전 베어링 및 실(seal)에서 생성되는 마찰력이 회전을 위한 힘보다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회전 중 멈추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힘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유속이상이 5초 

이상 유입되었을 시 브레이크를 풀 수 있도록 구성함.

·또한 요 에러의 경우 10도 이하가 될 때까지 작동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회전이 완료된 

후 곧바로 발전 모드로 진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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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 → Y3 →Y1
조건  V(certain) ≤ V & YAW ERROR > 100

터빈 상태 터빈 발전대기, 180°회전

180° 회전 직전
180° 회전 직후

비고

- 유향 전환에 따른 터빈180° 회전
- YAW ERROR 조건이 최우선 순위로 발전기 및 피치는M1모드에
서 대기
- 180° 회전 중 YAW ERROR 조건이10°이하 인 경우Y1으로 변경
- 특정 유속(certain speed)이 유입될 때 까지 브레이크 on (5초 
확인)

- 한편, 제어를 위한 유속의 후처리 방법에서는 (1) 조류발전기에서 생성되는 회전수의 기

울기를 유속에 교차 비교하여 이용하는 방법과 (2) 유속의 가중평균을 이용한 기울기를 

통한 제어를 수행함.

- 회전수를 이용할 시에는 변동의 추이는 유속을 잘 따라가나, 제어시간 내 변화량이 매

우 높아 기울기가 자주 바뀌게 됨.   

·아래 그림은 같이 정격 유속을 2.1 m/s로 고정 후, 회전수의 변화량(기울기)이 유속의 

변화량 보다 더 높음을 나타냄. 

·특히 이러한 잦은 기울기 변화는 제어 시, 발전기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발전제

어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그림 565] 조류발전기 회전수와 유속간 변화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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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방법으로서, 유속의 가중평균을 이용한 기울기 분석의 경우 유속이 증가되고 감소

되는 추이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급격한 제어를 요구하지 않음. 

- 가중평균 유속은 데이터의 취부 개수에 따라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음.

·아래 그림은 데이터의 취부 개수를 10, 15, 50 개를 이용한 가중평균의 그래프를 비교

한 것이며, 취부 개수간 차이를 이용하여 교차값(crossover value)를 선정할 수 있음.

·취부 개수는 10개와 50개를 이용하여 교차값을 선정하기로 확정함.

 

[그림 566] 데이터 취부 개수에 따른 가중 평균과 일반 평균 유속간 비교

·아래 그림은 데이터의 취부 개수를 10개와 50개로 선정하고 교차값의 차이(녹색)을 나

타낸 것임. 교차값이 0보다 큰 양수이면 유속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음수이면 감소하는 

방향의 추이로 확인할 수 있음.

- 상기 실험과 분석을 통해, 제어 시 가중평균 유속을 적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함.

[그림 567] 가중 평균을 이용한 유속 증·감속 범위 비교

- MPPT 제어 알고리즘도 확인함



- 389 -

[그림 568] MPPT 제어 알고리즘 실험 결과

(2) 기전 및 계측시스템/원격감시제어시스템/통합SCADA 구축  

① 상태감시 시스템 구축

·KS200 상태감시용 센서 설치

- KS200 내 계측 목적에 따라 해당 위치에 각종 센서 설치

- 설치된 각종 센서는 계측장치(DAQ, Data Acquisition),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또는 독립적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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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9] KS200 내부 센서 위치

번호 계측치 센서 종류

1 조류발전기 허브 온도 

온습도계

2 조류발전기 허브 상대습도 

3 조류발전기 나셀2 온도 

4 조류발전기 나셀2 구역 상대습도 

5 조류발전기 나셀3 온도 

6 조류발전기 나셀3 상대습도 

7 조류발전기 기울기 X
경사계

8 조류발전기 기울기 Y

[표 131] 계측장치(DAQ-A)

번호 계측치 센서 종류

1
조류발전기 내 X축 진동(발전기 

위치1)

가속도계2
조류발전기 내 Y축 진동(발전기 

위치2)

3
조류발전기 내 Z축 진동(발전기 

위치3)
4 메인 축 토크(텔레메트리) 토크센서(무선)
5 메인 축 토크(아날로그 동관) 토크센서
6 메인축 회전속도 (LM 13)

RPM 센서
7 메인축 회전속도 (LM 13)
8 러더 토크 계측 토크센서

[표 132] 계측장치(DAQ-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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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0] 경사계 [그림 571] 온습도계

[그림 572] 가속도 센서 [그림 573] 무선 토크센서

[그림 574] RPM 센서 [그림 575] 러더 토크센서

번호 계측치 센서 종류
1 상부 타워 nodding force 측정 (진도대교 방향)

스트레인게이지

2 상부 타워 nodding force 측정 (벽파 방향)
3 상부 타워 유속 입사 방향 (낙조기준)

4
상부 타워 유속 입사 수직 방향 (낙조기준- 

오른쪽방향)
5 상부 타워 유속 입사 방향 (창조기준)

6
상부 타워 유속 입사 수직 방향 (창조기준- 

오른쪽방향)

[표 133] 계측장치(DA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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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6] 스트레인게이지

번호 계측치 추가사항
1 나셀 내부 압력 측정 내부 압력 센서
2 나셀 외부 압력 측정 외부 압력 센서
3 발전기(PMSG) 권선온도(R상)

권선온도 센서4 발전기(PMSG) 권선온도(S상)
5 발전기(PMSG) 권선온도(T상)
6 조류발전기 나셀2 수밀

누액 센서
7 조류발전기 나셀3/4 수밀
8 조류발전기 허브 수위

수위 센서
9 조류발전기 터빈상부 수위

[표 134] PLC 연결 센서

[그림 577] 내부 압력 센서 [그림 578] 외부 압력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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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9] 권선온도 센서 [그림 580] 누액센서

<

[그림 581] 수위 센서

번호 계측치 센서 종류

1 타워 기울기 X

경사계
2 타워 기울기 Y

3 타워 지지구조물 기울기 X

4 타워 지지구조물 기울기 Y

[표 135] 계측장치(DAQ-D)

[그림 582] 타워 기울기 센서 [그림 583] 타워 지지구조물 기술기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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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계측치 센서 종류
1 조류발전기 YAW 각도 BPS(Barcode Positioning 

System, 각도센서)
2 조류발전기 YAW 각도

3 조류발전기 나셀4
AHRS 센서

4 조류발전기 상부타워

[표 136] 독립형 계측센서

 

[그림 584] 바코드 리더기(BPS)

 

[그림 585] BPS 바코드

[그림 586] 자세방위센서(AHRS)

·KS200 상태 감시 시스템 구축

- 계측장치 및 PLC IP 정책 수립 및 적용

ü 원격으로 상태 감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IP 기반인 계측장치 및 PLC에 IP 주소를 할

당하고, TCP/IP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데이터통신 수행

장치 IP 주소 포트 통신방식
DAQ-A 192.168.1.10 5001

TCP/IPDAQ-B 192.168.1.11 5001
DAQ-C 192.168.1.12 5001

PLC 192.168.1.21 502 Modbus TCP/IP

- 계측장치(DAQ) 연결 및 데이터 획득

ü 각 계측장치에 할당된 IP 주소를 통하여 TCP/IP 통신을 수행하고, 연결된 통신을 통

하여 계측장치에 연결된 센서 데이터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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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획득한 센서 데이터는 장치별로 100Hz로 파일화되어 저장

- PLC 연결 및 데이터 획득

ü PLC는 Modbus TCP/IP 통신을 이용하여 통합 SCADA 시스템으로 센서 데이터들을 

전송

ü 획득한 센서 데이터들은 파일화되어 저장

- 독립형 센서 통신규격 설정

ü 시리얼 통신 기반의 독립형 센서들에 대하여 센서별 통신규격 설정

ü 상태 감시를 위해 IP 기반의 시리얼 통신방식을 광통신 방식으로 변환하여 데이터 

송·수신 

장치
Baud 
Rate

Data Bits Stop Bits
Parity 
Bits

통신방식

BPS-1 38400 1 1 N
시리얼통신

RS-422
BPS-2 38400 1 1 N

AHRS-1 115200 1 1 N
AHRS-2 115200 1 1 N

장치 IP 주소 포트 통신방식
Serial->Optical Fiber 

Media Converter
192.168.1.40 60950 TCP/IP

장치 모델 : MOXA NPort 6450 (with 4Port Serial Connector)
Port1=AHRS-1
Port2=AHRS-2
Port3=BPS-1
Port4=BPS-2

- 독립형 센서 연결 및 데이터 획득

ü 시리얼-광변환 통신장치에 할당된 IP 주소를 통하여 TCP/IP 통신 수행

ü 시리얼-광변환 통신장치에 연결된 센서 데이터 획득

ü 획득한 센서 데이터는 장치별로 100Hz로 파일화하여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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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7] CMS를 통한 계측장치 연결

[그림 588] 계측장치로부터 센서 데이터 계측

[그림 589] 계측 데이터 저장

- 상태감시 S/W(CMS)와 통합 SCADA 간의 연동

ü CMS를 통하여 획득한 센서 데이터들을 통합 SCADA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모니터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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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와 통합 SCADA 간의 연동>

(3) 통합 SCADA 장비 구축 및 시험 수행

① 장비 구축

·CMS 연동 및 시험

- 조류발전기에 설치되어있는 CMS와 통합 SCADA 시스템간 통신을 연결하여 CMS와 정상

적으로 TCP/IP 통신을 수행하는지 확인 

- 구동 시험 결과 CMS로부터 정상적으로 실시간으로 센서 데이터를 획득 및 저장

항목 CMS 통합 SCADA 시스템
통신 방식 TCP/IP Server TCP/IP Client

IP Address 192.168.1.5 192.168.1.100
Port 8000 8000

[그림 590] 통합 SCADA와 CMS간 구동 및 통신 시험

·PLC 연동 및 시험

- 조류발전기에 설치되어있는 PLC와 통합 SCADA 시스템간 통신을 연결하여 PLC와 정상

적으로 TCP/IP 통신을 수행하는지 확인 

- 구동 시험 결과 PLC 메모리의 정보(쓰기/읽기)를 정상적으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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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PLC 통합 SCADA 시스템

통신 방식
Modbus TCP/IP 

Slave
Modbus TCP/IP 

Master
IP Address 192.168.1.21 192.168.1.100

Port 502 502

[그림 591] 통합SCADA와 PLC간 구동 및 통신 시험

·자세방위센서 설치 및 구동 시험

- 조류발전기에 설치되는 자세방위센서(2대)를 설치하고 통신을 연결하여 자세방위센서가 

정상적인 통신 및 구동 여부 확인 

- 구동 시험 결과 정상적으로 자세방위센서로부터 센서 정보를 획득 및 저장

항목 자세방위센서 통합 SCADA 시스템
통신 방식 RS-422 RS-422
통신 설정 115200/1/1N 115200/1/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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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2] 자세방위센서 연동 시험

·BPS(각도센서, Barcode Positioning System) 설치 및 구동 시험

- 조류발전기 요 파트에 BPS 센서(2대)를 설치하고 통신을 연결하여 BPS 센서가 정상적인 

통신 및 구동 여부 확인 

- 구동 시험 결과 요 회전 시 정상적으로 BPS센서로부터 회전 각도 획득 및 저장

항목 자세방위센서 통합 SCADA 시스템
통신 방식 RS-422 RS-422
통신 설정 38400/1/1N 38400/1/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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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3] 각도센서(BPS) 연동 시험, 설치

② 장비 시험

·해저 광케이블 및 광-단자함 육상 시험

- 조류발전기와 연결되는 해저 광케이블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육상 및 정션박

스에 설치되는 광-단자함을 직접 연결

- 해저 광케이블 중 멀티모드 케이블의 통신 신뢰성을 확인하였으며, 확인 결과 멀티모드 

해저 광케이블은 정상적으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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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4] 해저케이블 신뢰성 시험

·육상 설치용 전원반 시험

- 해저 케이블과 연결되는 육상 거치용 전원반의 이상 유/무를 확인

- 해저 케이블 중 전원 케이블을 직접 연결하여 시험

- 시험 결과 정상적으로 전원반이 동작함.

③ 통합제어기법 적용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에서 진행한 기검증된 KS20-SCADA 시스템의 통합제어기법을 

KS200-SCADA 시스템에 적용

[그림 595] 상태패턴(State-Pattern)을 이용한 통합제어기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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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7차년도

(1) 기전 및 계측시스템/원격감시제어시스템/통합SCADA 현장설치 및 운용

① 통합SCADA 장비 현장설치 및 운영

·통합 SCADA 시스템 장비 및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조류발전기와 해저케이블은 연결하기 위한 수중전계장 통합분배장치(정션박스) 제작하

고 내압, 기밀 및 수밀통신 시험 완료

[그림 596] 수중전계장 통합분배장치 제작 및 시험

[그림 597] 수중전계장 통합분배장치 기밀 및 수밀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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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전계장 통합분배장치에 연결되는 유속계(ADCP) 케이블을 제작하고, 통신 및 동작 

시험 완료

[그림 598] 유속계 케이블 제작 및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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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9] 유속계(ADCP) 통신 연결 및 동작 시험

- 해저케이블, 정션박스, 수중결합장치 및 조류발전기 결합 후 실제 조류발전시스템의 통

신 선로를 구현하여 통신 시험 완료

[그림 600] 해저케이블, 수중결합장치 및 정션박스를 통한 통신망 시험

- 실제 조류발전시스템 통신 설로와 동일한 환경에서 SCADA 시스템 장비 및 조류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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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시험 절차에 의하여 시험 수행

[그림 601] 조류발전시스템 시나리오 시험

[그림 602] SCADA 시스템 장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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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전계장 통합분배장치 침수 후 해저케이블 직결 방식으로 수정됨에 따라 별도 통신

함을 별도 제작하여 조류발전기 내부에 설치

- 설치된 통신함을 통하여 조류발전기 내부와 통신시험 완료

[그림 603] 통신함 제작, 설치 및 시험

[그림 604] 유속계 및 조류발전기 내부 통신장치 시험

- 조류발전시스템 시운전을 위하여 통합 SCADA 시스템 현장 설치하고, 조류발전시스템 

감시/제어를 위한 환경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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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5] SCADA 시스템 및 발전시스템 시운전 준비

[그림 606] SCADA시스템 현장 설치 및 조류발전시스템 감시/제어 준비

- 조류발전기 설치 후 해저케이블을 자켓구조물로 인양하여 전기 및 통신 선로를 옥외 전

기함에 연결하고 광케이블은 별도의 광분배함을 제작하여 연결

- 해저케이블 연결을 완료 후 자켓구조물 내부로 통신선로를 연장하여 자켓구조물 내부에 

시운전에 필요한 통신망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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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7] 해저 광케이블 인입 및 옥외 단자함(FD) 설치

[그림 608] 자켓구조물 내 광케이블 인입 및 내부 통신망 구축

② 통합제어기법 실해역 환경에서의 안정화

- 조류발전기 침수로 인하여 실해역 환경에서의 통합제어기법 안정화는 완료하지 못함

③ 상태감시 시스템(CMS) 현장설치 및 운영

- 조류발전기 침수로 인하여 상태감시를 위한 센서 및 계측장치 파손

- 조류발전기 침수복구 시 해당 내용 제외로 결정

④ 상태감시 알고리즘 적용 및 자료분석을 통한 발전설비 상태 감시

- SCADA 시스템에 비상대응 시나리오 및 에러코드 대응절차에 따른 상태감시 알고리즘

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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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9] 비상대응 시나리오 및 에러코드 대응절차

[그림 610] KS200 제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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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KS200 데이터 흐름도

(2) 구조물 건전성 감시 시스템(SHMS) 현장설치 및 운영

① 기초구조물-타워-나셀 구조 진동 계측 및 자료 분석

- 기초구조물에 부착된 센서가 파손됨

- 발전기에 부착된 가속도센서, 나셀에 설치된 경사계, 타워하부에 부착된 진동센서등이 

침수로 인하여 파손됨.

- 조류발전기 침수복구 시 해당 내용 제외로 결정

② 기초구조물-타워-나셀 구조 건전성 감시

- 조류발전기 침수복구 시 해당 내용 제외로 결정

(3) 인허가 획득

·KS200 설치공사 및 실해역 실증실험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획득 완료

- 허가 기관 : 진도군

- 2014. 12. 1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관련 1차 협의

- 2016. 04. 25.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서 제출

- 2016. 06. 27.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획득

  ※ 신청서 제출 시 간이해역이용 협의서 첨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증 획득 완료

- 승인 기관 : 진도군

- 2016. 10. 13.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 2016. 12. 14.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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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200 설치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

·전기사업허가증(조류발전) 획득(7차년도 성과)

- 허가 기관 : 진도군

- 2016. 11. 14. 전기사업허가 승인신청서 제출

- 2017. 08. 18. 전기사업허가증 획득

·KS200 설치공사 통보 및 통항선박 안전관리 협조 요청

- 발송일 : 2016. 10. 21. / 2020. 01. 17. / 2020. 12. 07. / 2020. 12. 18.

- 관계 기관 : 

  ∘ 공사통보 : 국립해양조사원

  ∘ 안전관리 협조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경비안전서, 해상교통관

제센터 및 씨월드고속훼리(진도-제주 여객선)

[그림 61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좌) 및 실시계획 승인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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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발전사업허가 공문(좌) 및 허가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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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 울돌목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건설공사 알림-국립해양조사원(좌) 및 통항선박 안전관리 

협조 요청(우)

(4) 시공계획 수립

① 조류예보를 통한 지지구조물 및 조류발전기 설치 가능일자 산정

·KS200 설치지점의 조류관측 자료(2015. 4. 13. ~ 5. 14.)의 조화분석을 통해 37개의 분조

를 추출하고, 이 분조를 합성하여 특정 기간의 유속 및 유향을 1분 간격으로 예측

- 조류예측 기간 : 2016. 9. 1. ~ 2017. 6. 30.

·조류예보 검증

- 2015년 관측자료와 비교 및 검증한 결과 유속의 단주기 변동은 재현하지 못하나 평균 

유속은 유사하게 재현

- 관측기간 동안의 전류 발생 횟수는 123회 였음

  ∘ 전체 전류 대비 55%(68회)에서 10분 이하의 오차 발생

  ∘ 전체 전류 대비 22%(27회)에서 20분 이상의 오차 발생

  ∘ 전체 전류 대비 23%(28회)에서 예보치와 관측치의 전류 발생 시간 일치

- KS200 설치지점에서 국립해양조사원의 명량수도 예보(진도대교) 및 수치실험 예측치 보

다 정확하게 예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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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KS200 설치지점의 조류예측 검증 결과(1)

[그림 616] KS200 설치지점의 조류예측 검증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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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7] KS200 설치지점의 조류예측 검증 결과(3)

·지지구조물 및 조류발전기 설치 가능일 산정

- KS200 1차 설치 예정 기간인 2016년 9월 ~ 12월 중 해상작업이 가능한 시간 도출

  ※ 10월 24일 ~ 25일, 11월 8일 ~ 9일을 지지구조물 및 조류발전기 1차 설치일로 선정

- 지지구조물의 경우 계획대로 제작되어 2016년 10월 24일 설치 완료

- 조류발전기의 경우 조류발전기 제작 지연으로 2020년 1 ~ 2월(2차 설치), 11 ~ 12월(3, 4

차 설치)의 설치 가능일 산정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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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가능 시간
(2016)

작업일 의
수심평균 유속 

(cm/s)
유속별 작업가능 시간 (분)

전류시 조위

평균 최대 50cm/s이하 100cm/s이하 150cm/s이하

10월

09일 10:00~12:50 130 194 50 100 170 저조

10일 10:50~14:30 117 201 50 110 220 저조

11일
07:00~10:10

122 223
70 150 220 고조

12:30~15:50 50 110 230 저조

24일 11:10~14:00 145 224 60 100 200 저조

25일
07:00~09:30

142 226
40 90 150 고조

12:30~15:30 40 110 210 저조

26일
08:40~10:40

160 238
30 70 120 고조

14:10~16:40 40 80 150 저조

11월

07일 09:50~12:10 153 224 40 90 140 저조

08일 10:40~13:30 142 219 40 100 200 저조

09일 12:00~14:50 140 233 50 100 200 저조

22일 10:50~13:30 150 236 50 100 190 저조

23일 12:00~15:00 142 225 50 110 210 저조

24일
08:10~10:10

152 235
30 70 120 고조

13:30~16:10 40 100 190 저조

12월

07일 10:30~12:40 172 269 40 80 130 저조

08일 11:30~14:00 160 256 40 90 130 저조

09일
07:00~09:30

157 257
50 90 150 고조

12:40~15:20 50 90 190 저조

22일 11:20~14:20 145 233 50 110 210 저조

23일
07:10~09:40

141 227
30 80 150 고조

12:30~15:40 50 110 220 저조

24일
08:40~10:40

147 241
30 70 120 고조

14:00~16:40 40 90 160 저조

  ※ 작업 가능시간 7:00 ~ 18:00, 작업 한계유속 : 해상장비 1.5m/s, 잠수사 0.5m/s

[표 137] 지지구조물 및 조류발전기 설치 가능일 사정 결과(2016. 1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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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가능 시간
(2020)

수심평균 
유속 

(cm/s)
유속별 작업가능 시간 (분) 전류시 

조위
평균 최대 50cm/s이하 100cm/s이하 150cm/s이하

10월

21
08:30 ~ 09:50

218 364
25 51 81 저조

15:03 ~ 16:45 31 65 103 고조

22
09:01 ~ 10:38

193 325
31 63 98 저조

15:39 ~ 17:46 38 79 128 고조

23
09:33 ~ 11:37

168 274
38 79 125 저조

16:22 ~ 18:56 45 94 155 고조
24 10:09 ~ 13:00 142 221 51 105 172 저조

25
04:34 ~ 08:57

123 202
64 145 264 고조

10:58 ~ 14:52 67 142 235 저조

26
07:00 ~ 10:16

129 209
48 106 197 고조

12:21 ~ 16:12 67 140 232 저조

27
09:02 ~ 11:07

154 237
36 76 126 고조

14:25 ~ 17:08 45 97 164 저조

28
10:13 ~ 11:48

183 265
29 61 96 고조

15:56 ~ 17:52 35 73 117 저조
29 11:05 ~ 12:26 207 295 26 52 82 고조
30 11:46 ~ 13:01 220 313 24 49 76 고조

11월

3
07:11 ~ 08:32

210 334
25 52 82 저조

11:34 ~ 15:16 32 65 103 고조

4
07:36 ~ 09:03

198 320
27 57 88 저조

14:03 ~ 15:54 34 71 112 고조

5
08:02 ~ 09:40

184 302
30 63 99 저조

14:38 ~ 16:40 37 77 123 고조

6
08:31 ~ 10:25

167 281
35 70 115 저조

15:19 ~ 17:34 42 85 136 고조

7
09:05 ~ 11:21

154 250
39 83 137 고조

16:08 ~ 18:36 45 94 149 저조

8
09:51 ~ 12:29

145 219
45 95 159 저조

17:05 ~ 19:42 48 100 158 고조

9
05:13 ~ 8:28

137 226
56 117 196 고조

10:56 ~ 13:52 49 103 177 저조

10
06:35 ~ 9:40

141 245
58 118 186 고조

12:21 ~ 15:13 50 105 173 저조

11
07:57 ~ 10:32

159 267
48 98 156 고조

13:50 ~ 16:16 45 92 147 저조
  ※ 작업 가능시간 7:00 ~ 18:00, 작업 한계유속 : 해상장비 1.5m/s, 잠수사 0.5m/s

[표 138] 조류발전기 설치 가능일 사정 결과(2020. 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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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가능 시간
(2020)

수심평균 
유속 

(cm/s)
유속별 작업가능 시간 (분) 전류시 

조위
평균 최대 50cm/s이하 100cm/s이하 150cm/s이하

2020 12

6
09:06 ~ 10:55

180 294
32 68 109 저조

15:59 ~ 17:50 34 71 111 고조
22:12 ~ 00:09 34 71 117 저조

7
09:51 ~ 11:55

175 280
36 77 124 저조

16:46 ~ 18:45 36 76 119 고조
23:00 ~ 01:09 36 78 129 저조

8

05:03 ~ 07:33

165 265

44 92 150 고조
10:45 ~ 13:05 41 87 140 저조
17:38 ~ 19:47 40 81 129 고조
23:58 ~ 02:15 37 81 137 저조

9
06:12 ~ 08:49

156 256
48 99 157 고조

11:50 ~ 14:25 45 96 155 저조
18:36 ~ 20:53 42 87 137 고조

10

01:06 ~ 03:21

158 261

38 81 135 저조
07:27 ~ 09:55 44 93 148 고조
13:12 ~ 15:44 44 94 152 저조
19:41 ~ 21:59 40 86 138 고조

11

02:17 ~ 04:18

173 264

36 75 121 저조
08:51 ~ 10:51 35 74 120 고조
14:48 ~ 16:49 36 75 121 저조
20:57 ~ 22:58 34 72 121 고조

21

03:43 ~ 06:41

157 252

54 111 178 고조
09:41 ~ 12:12 44 94 151 저조
16:28 ~ 19:02 45 95 154 고조
22:56 ~ 01:30 43 91 154 저조

22

04:41 ~ 07:57 142 228 58 122 196 고조
10:28 ~ 13:36 142 228 56 117 188 저조
17:12 ~ 20:10 142 228 50 109 178 고조
23:44 ~ 02:36 132 217 48 104 172 저조

23
05:51 ~ 09:06

132 217
51 114 195 고조

11:25 ~ 14:54 65 134 209 저조
17:57 ~ 21:16 54 120 199 고조

24

00:36 ~ 03:31

132 228

52 109 175 저조
07:12 ~ 10:06 43 95 174 고조
12:32 ~ 16:01 61 131 209 저조
18:42 ~ 22:15 54 125 213 고조

25

01:30 ~ 04:17

139 245

51 106 167 저조
08:37 ~ 10:58 37 80 141 고조
13:50 ~ 16:58 50 110 188 저조
19:26 ~ 23:03 50 122 217 고조

26

02:24 ~ 04:59

148 257

47 98 155 저조
09:44 ~ 11:43 32 70 119 고조
15:13 ~ 17:48 42 90 155 저조
20:09 ~ 23:44 45 108 215 고조

  ※ 작업 한계유속 : 해상장비 1.5m/s, 잠수사 0.5m/s

[표 139] 조류발전기 설치 가능일 사정 결과(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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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저 케이블 안전성 검토

·해저면 케이블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한 안전성 검토

- 설치 수심 : 30m(실제 수심 20m)

- 해저 케이블에 작용하는 수압

  ∘ × ×      

- 케이블에 작용하는 압력

  ∘  ×  ×  ×   

- 작용 수압에 대한 안전성 검증(crush test) 결과

  ∘ 이번에 선택한 케이블은 다른 케이블에 비해 내압성이 강한 제품으로 압력에 취약한 

다른 케이블의 경우 400까지 문제가 없었으므로 이번에 적용한 해저 케이블은 작

용수압에 대해 안전함

·케이블의 허용장력(외장철선의 장력)

-  ×  ×  ×  ×       

·유속별 케이블 장력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

- 케이블 1m당 발생 장력

   

·유속별 발생 장력 및 케이블 자체 장력에 대한 안전성 계산(3m 간격 고정 기준)

- 유속 4m/s 시 안전율 2.62 확보

   

·유속별 케이블 고정 앵커 안전성 계산(3m 간격 고정 기준)

- 유속 4m/s에서 앵커인발력은 안전율 4.02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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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설치 시 풀링 장력에 대한 안전성 검토

- 케이블 설치 시 바지선위에 케이블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부이를 띄어 설치하므로 케이

블 자중에 의한 장력은 발생되나 자기 자중에 의한 장력이 외장철선의 허용 장력보다 

작으므로 케이블에 스트레스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감겨진 케이블은 바지

선 위에서 풀링힘에 의해 자연스럽게 풀어지므로 인위적 장력은 미발생

- 단, 케이블에 장력은 wire grip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거나 외장철선을 이용하고, 도체에

는 직접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 필요

·케이블 설치 시 자중에 의한 장력 계산

- 케이블 설치 시 부이가 부착되어 해상에 계류하는 부분의 장력은 3m 단위로 부이가 지

지하지만 부이가 제거되어 해저까지 설치 중인 부분은 케이블 자중에 의한 장력이 작

용. 이에 이 부분에 대한 자중 및 유속에 의한 케이블 안전성 검토

- 안전율 3.4 확보

  ∘    ×      ×   

  ∘       

    여기에서,  : 유속에 따른 케이블 1m 당 발생 장력(잠수사 작업 기준 유속은 0.5m/s

이나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1.0m/s 기준의 장력 적용)

              : 해저 케이블의 자중

               : 케이블 길이(수직 거리가 최대 24.2m이나 여유를 고력하여 30m 적용)

[그림 618] 해저 케이블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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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박계획 수립

·조류발전기를 전, 후, 좌, 우, 4 방향에서 고정하고, 조류발전기의 주 고박과 보조 고박을 

실시하여 운송물이 움직임이 없도록 안정되게 고정

·고박 종류 및 수량은 주 고박장치 6개소, 보조 고박장치 4개소 이상을 설치

·바지선에 조류발전기를 고박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량 만큼의 러그를 만들고 러그를 고정 

할 수 있도록 용접을 수행하며, 용접은 러그가 단단히 고정되도록 사전 현장 작업 수행

·용접된 러그에 턴 버클을 체결하여 조류발전기를 고정

·운송은 가대를 포함하므로 주 고박시(붉은색) 조류발전기에 직접 용접 및 부착은 하지 

않으나 필요시 보조 고박(파란색)은 가접 등을 통하여 고정 보조장치를 설치 가능

        

[그림 619] 조류발전기 고박 계획도(붉은색: 주 고박, 파란색: 보조 고박)

④ 운송계획 수립

·EK중공업에서 조류발전기(가대 포함)와 부속설비를 고박 및 선적하고 벽파항으로 운송

·운송물품 : 조류발전기 1식(케이블 및 정션박스 및 부속기가재)

  ※ 중량 약 100톤(가대포함)

·운송은 예인선과 바지선으로 수행하며 필요시 보조선을 사용

·운송 전에는 고박이 확실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운송간 기상악화 및 문제에 대

응하기 위한 피항 경로 등을 확인

· 이동경로 및 피항지:

- 인근 피항지(여수항, 삼천포항, 나로도항, 녹동신항)으로 피항, 재출항 여부 및 추후 일

정계획은 3일 이상의 기상 상황을 파악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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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예인선 바지선 크레인
명칭 MPR-911127 BSB-969313 MPB-070072
제원 750hp, 35ton 2100p 413ton
길이 22.01m 46.08m 38.42m
너비 4.30m 15.00m 20.00m
깊이 2.00m 3.00m 3.00m

[표 140] 예인선 및 바지선, 크레인 제원

[그림 620] 조류발전기 고박 계획도(붉은색: 주 고박, 파란색: 보조 고박)

⑤ 조류발전기 설치계획 수립(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직결 방식)

·공사개요

- 위치 :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에서 약 70m 이격된 해역

         (34°33′56.65036″N, 120°18′38.16145″)

- 수심 : DL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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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조류발전기 설치공사 위치도

[그림 622] KS200 설치 해역의 해저 지형도

·설치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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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해저
케이블

Uraduct 내경 106mm, 1세트: 2m m 70
Uraduct 내경 106mm, 1세트: 2m m 25
반원형 
보호관

SUS316, R≥820mm 개 2

간격 양측 
2.0m

SUS316, Φ24×0.25m H 개 20

유속계 
케이블

Uraduct 내경 15mm, 1세트: 2m m 60
간격 10.0m SUS316, Φ19×0.25m H 개 8

조류 
발전기

로터규격 블레이드 회전반경 6m 개 3

규격
Φ2.37m x Φ1.77m x 16.51m 

L
개 1

중량 육상 톤 81
수중 톤 23

해저케이블

케이블 길이 J/Box ~ 기존 조류 발전소 m 92
케이블 사양 0.6/1kV 케이블 - -

중량 92m(단위중량: 18kg/m) 톤 1.65
PHC 콘크리트 파일 포설 600 Ø 10m 개 8
PHC 콘크리트 파일 포설 450 Ø 10m 개 4

유속계

유속계 사양 signature 500 개 2

케이블 길이 낙조용 m 32
창조용 m 32

케이블 사양 18AWG2C + 2C x 2 Pairs - -
조류방향

설치
사전연결

(wet 
mate)

통신용 커넥터 13개소 사전 연결 후 설치로 
개선

식 1
사전 
연결

Hang-off 
system

타워 인입부 1개소 개 1

·전체공정 흐름도

  

순서 공종 업무내용 참조

1 사전작업

현장조사 및 잠수조사

앵커홀 작업 및 앵커볼트 설치

해저케이블 지지용 와이어 점검 기존 설치 확인

주작업 바지고정용 앵커 설치

2 선적 및 운송
케이블 및 조류발전기 선적, 수밀시험 EK중공업 

케이블 및 조류발전기 이송 및 거치 울돌목(벽파항)

3 해저케이블 작업 케이블 설치 및 고정 확인 기 설치분

4 조류발전기 설치 작업 조류발전기 설치 작업

5 준공 준공검사(통전 상태 확인)



- 425 -

·장비 투입계획

-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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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장비명 규격 단위 투입계획 비고

앵커설치

보조예인선 1000 hp 척 1 Anchor 작업용 공용사용
예인선 1000 hp 척 1 Anchor 작업용 공용사용
선외기 300hp 척 1 거치용 공용사용, 8인승

발전기
5.75.100k

W
대 3 잠수사 공기공급용 압축기 구동

잠수장비 - 식 2 잠수사 2팀 운영용
수중착암기 - 대 2 앵커 홀 작업용
통신장비 - 식 2 잠수사와 선단 통신용
소모품 - 식 1

운반
주작업선박 1000 hP 척 1 선적항(고성) → 목포 운반

예인선 1000 hp 척 1 선단예인
크레인 150 ton 대 1 조류발전기 외 자재 선적

거치

예인선 1000 hp 척 1 Anchor 작업용
보조선박 500 hp 척 1 Anchor 작업용
선외기 300 hp 척 1 인원 및 부수자재 수송, 7인승

잠수장비 - - - 해저케이블 설치와 공용사용

케이블 
지지대 
설치

다목적바지
선

2000P 척 1 운반용 공용사용

예인선 1000 hp 척 1 Anchor 작업용공용사용
보조선박 500 hp 척 1 Anchor 작업용공용사용
선외기 300 hp 척 1 거치용 공용사용, 8인승

발전기
5.75.100k

W
대 3 잠수사 공기공급용 압축기 구동

잠수장비 - 식 2 잠수사 2팀 운영용
촬영장비 - 식 1 해저케이블 설치 상태점검
통신장비 - 식 1 잠수사와 선단 통신용

부이 - 식 1 해저케이블 포설 및 위치확인
소모품 - 식 1

설치
(발전기 및 

케이블)

다목적바지
선

2000P 척 1 운반용 공용사용

예인선 1000 hp 척 1 Anchor 작업용공용사용
보조선박 500 hp 척 1 Anchor 작업용공용사용
선외기 300 hp 척 1 거치용 공용사용, 8인승

발전기
5.75.100k

W
대 2 잠수사 공기공급용 압축기 구동

잠수장비 - 식 2 잠수사 2팀 운영용
촬영장비 - 식 1 발전기 설치 상태점검
통신장비 - 식 1 잠수사와 선단 통신용

부이 - 식 1 발전기 설치 위치확인
소모품 -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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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투입계획

-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구분 직종 단위
투입계

획
비고

앵커설치

작업반장 명 1 작업총괄
안전관리 명 1 안전관리 업무
잠수사 명 4 2팀(잠수사 2인 1조) 운영

잠수보조 명 2 잠수사 업무지원
특별인부 명 2 업무지원

운반

작업반장 명 1 운반작업 총괄
안전관리 명 1 안전관리 업무
비계공 명 2 바지선에 조류발전기 고정

특별인부 명 2 운반중 고정상태 확인 및 점검

거치

작업반장 명 1 거치작업 총괄
잠수반장 명 1 잠수작업 종괄
잠수사 명 6 3팀(잠수사 2인 1조) 운영

잠수보조 명 2 잠수사 업무지원
비계공 명 2 바지선에서 특별인부 관리

특별인부 명 2 바지선에서 거치작업 지원

케이블 
지지대 
설치

작업반장 명 1 작업총괄
안전관리 명 1 안전관리 업무
잠수사 명 8 4팀(잠수사 2인 1조) 운영

잠수보조 명 2 잠수사 업무지원
특별인부 명 2 업무지원
보통인부 명 10 보호공 취부업무

발전기 
설치

(케이블)

작업반장 명 1 작업총괄
안전관리 명 1 안전관리 업무
잠수사 명 8 4팀(잠수사 2인 1조) 운영
비계공 명 2 발전기(케이블) 설치업무

특별인부 명 2 발전기(케이블) 설치업무 지원

·주요장비 제원

- 크레인 바지선 : 조류발전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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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규격 크레인 사양 규격
제원 (P) 2,500 P 인양능력 200 톤

사이즈
81m x 26m x 

17.6m
권양속도 2m/min

[표 141] 크레인 바지선 제원표

[그림 623] 크레인 바지선 전경

- 예인선 및 작업선박 : 크레인 바지선 이동 및 조류발전기 설치 보조

예인선(1300 hp) 보조 예인선(1300 hp)

동력 : 2500 hp
규격 : 29.0 x 8.0 x 3.8
총톤수 : 230 ton

동력 : 1300 hp
규격 : 25.17 x 6.5 x 2.7
총톤수 : 66 ton

잠수 작업선(500 hp) 선외기(300 hp)

동력 : 500 hp
규격 : 18.06 x 4.18 x 2.20
총톤수 : 38 ton

동력 : 300 hp
규격 : 10.0 x 2.0 x 1.0
총톤수 : 5 ton

[표 142] 예인선 및 작업선박 전경 및 제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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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작업

- 해저케이블 고정용 PHC파일 및 φ100 체인, 해저케이블 보호관, 크레인 바지선 고정용 

앵커 사전 설치

  ∘ 해저케이블 설치 전 해저케이블 고정을 위한 앵커홀, 앵커볼트 및 지지용 와이어, 반

원형 보호관설치 작업 수행

  ∘ 보조예인선 및 잠수작업선을 이용하여 앵커홀 작업 및 발전기 지지구조물을 워터젯트

로 청소 수행

  ∘ 리볼빙 크레인 200t을 이용하여 장애물 제거(바위, 피복)

  ∘ 앵커홀 작업 완료 후 앵커볼트(재질 SUS316, 메인케이블용: M24, 유속계용: M19) 설치

와 동시에 해저케이블 지지용 와이어(SUS316, ∅25)를 설치

  ∘ 보조예인선 및 잠수작업선을 이용하여 잠수팀이 주작업선박 고정용 Anchor를 좌표에 

맞게 설치

[그림 624] 해저 케이블 배치 및 설치도(빨강실선: 기존 해저케이블 노선, 녹색점선: 

변경 해저케이블 노선)

·크레인 바지선 거치

- 크레인 바지선 거치전 잠수사가 기 설치된 앵커에 부표를 설치하여 위치를 확인

  ※ 육상 앵커는 육안으로 확인하여 작업하며, 수중앵커는 잠수사를 이용하여 위치 확인 

후 설치

- 주작업선박을 예인선(1300 hp)을 이용하여 이동 후 앵커설치용 예인선(1000 hp)을 이용

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정조 시간 전에 다목적 바지선을 앵커에 고정

- 주작업선박 고정 후 조류발전기 및 해저케이블 설치를 위한 사전준비작업(비상발전기 

설치, 공기압축기 설치, 리프팅와이어 점검, 해저케이블 포설준비 등)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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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5] 앵커 위치 및 크레인 바지선 설치 순서도

·조류발전기 및 해저케이블 설치

- 조류발전기와 해저케이블을 슬립링 박스에 직접 연결하여 설치

- 설치순서 : ①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직결)를 지지구조물과 결합, ②해저케이블 육상부 

울돌목 조류발전구조물(자켓구조물)에 고정, ③해저케이블을 기 설치된 PHC

파일 및 체인에 고정

[그림 626] 자켓구조물 구간의 해저케이블 상세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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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7] 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설치 개념도

(5) 조류발전기 현장설치

① 이송․설치․침수사고 경과

·2019. 11. 29. : 조류발전기 최종 조립 및 이송 준비 완료

·2019. 11. 5. ~ 2020. 1. 17. : 조류발전기 및 해저케이블 설치 사전 작업 수행

- 지지구조물(KS200)-자켓구조물(울돌목 조류발전구조물) 구간에 해저케이블 설치 가이드

라인 설치

- 지지구조물 상태 점검 및 오손생물 제거

- 해저케이블 고정용 PHC파일 및 φ100 체인 설치

- 해저케이블 보호관 설치

- 조류관측용 통신케이블 고정용 φ40 체인 설치

·2019. 11. 30. ~ 12. 4. : 조류발전기 이송(EK중공업[경남 고성] ⇒ 벽파항[전남 진도])

·2020. 1. 19. : 해저케이블 및 수중 전계장품 1차 설치 및 침수

·2020. 1. 20. ~ 1. 21. : 해저케이블 및 수중전계장품 전체 회수

·2020. 2. 4. : 조류발전기 수밀시험 수행 및 침수

·2020. 2. 19. : 조류발전기 누수 부위 현장복구 완료

·2020. 2. 20. : 해저케이블 복구 완료 

·2020. 2. 21. : 동기발전기 1차 건전성 시험(벽파항, 절연불량)

·2020. 3. 4. : 동기발전기 2차 건전성 시험(벽파항, 절연불량)

·2020. 4. 7. : 조류발전기 복구를 위한 제작사 이송 완료(벽파항 ⇒ EK중공업)

·2020. 4. 10. : 조류발전기 세척, 건조 및 3차 건전성 시험(EK중공업, 절연불량)

·2020. 6. 1. ~ 6. 13. : 조류발전기 분해

·2020. 6. 14. ~ 6. 18. : 동기발전기 상태 확인 및 복구방향 결정

·2020. 6. 14. ~ 9. 18. : 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연결 방안 확인 및 개조 검토

·2020. 6. 22. ~ 6. 28. : 조류발전기 외부 지그 제작

·2020. 6. 28. : 내부 전계장 결선 확인 및 배선 분해

·2020. 6. 30. : UPS 화재 발생 확인(UPS 교체 결정)

·2020. 7. 7. : 동기발전기 제작 업체 현장 진단 수행

·2020. 7. 9. : 조류발전기 복구방안 재검토 / 동기발전기 신규제작 발주

·2020. 7. 16. : 전계장 복구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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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7. ~ 10. 8. : 조류발전기 조요 자재 재제작 및 복구

·2020. 10. 9. : 해저케이블 보호 수중설치물 및 지지구조물 상태 점검

·2020. 10. 17. : UPS 제작 및 설치 완료

·2020. 10. 19. ~ 10. 24. : 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직결 작업

·2020. 9. 1. ~ 10. 22. : 동기발전기 제작 및 이송

·2020. 10. 12. ~ 10. 16. : 블레이드 파손, 점검, 분해

- KS200 침수 복구의 일환으로 피치의 서보모터 및 서보드라이브 작동상태 확인 중 블레

이드 3개중 2개 파손 발생 

·2020. 10. 19. ~ 10. 27. : 블레이드 복구

·2020. 10. 23. ~ 11. 2. : 조류발전기 조립

·2020. 10. 24. ~ 10. 25. : 조류 관측장비 프레임 설치

·2020. 11. 2. ~ 12. 4. : 전계장 연결 및 시험

·2020. 12. 3. ~ 12. 4. : 수밀시험

·2020. 12. 4. ~ 12. 6. : 조류발전기 이송(EK중공업[경남 고성] ⇒ 벽파항[전남 진도])

·2020. 12. 7. : 해저케이블 외피손상 점검 및 보수, ADCP 케이블 및 통신상태 최종 점검, 

조류발전장치 이송(벽파항 ⇒ 울돌목 조류발전기지), UPS 충전(조류발전기

지에서 380V 육전 공급)

·2020. 12. 8. : 전계장 통신 점검, 요/러더 브레이크 자동제어 확인, 해수펌프 작동여부 점

검, UPS 정전 테스트, 피치모터 영점 점검 완료

- 조류발전기 2차 설치 시도(18:20 ~ 19:00)

  ※ 바지선 앵커 파손, 지지구조물 표시부이 위치 이동 등의 사유로 설치 실패

·2020. 12. 9. : 바지선 앵커 복구 및 지지구조물 표시부이 재고정

·2020. 12. 10. : 

- 조류발전기 3차 설치 시도(7:30 ~ 10:35)

  ※ 바지선 2번 앵커 구속으로 설치 실패

- 앵커 위치 재조정 (앵커 4번 => 해남 방향)

- 조류발전기 나셀2 후미 하부 에어포켓 타공

- 조류발전기 전,후면 견인 로프 장착

- 조류발전기 해저케이블 레이스 포인트 추가 (2 => 4개)

- 조류발전장치 4차 설치 시도(20:30 ~ 21:40)

  ※ 조류발전기와 지지구조물이 90%이상 도킹되었으나 발전기의 심한 경사각으로 인해 

완전 도킹 실패

  ※ 조류발전기 경사각 발생 원인: 너셀 2, 3의 에어포켓, 빠른 유속(조류발전기 입수 시

간이 늦음)

 2020. 12. 11. :

- 조류발전기 5차 설치 시도(10:00 ~ 12:00)

  ※ 4차와 동일하게 조류발전기와 지지구조물이 90%이상 도킹되었으나 발전기의 경사각

으로 인해 완전 도킹 실패(에어포켓 타공으로 조류발전기 후미의 부력을 감소하여 

발전기의 경사각 완화 하여 설치 시도)

  ※ 조류발전기 회수 중 요 회전 제어용 구동러더 유실

·2020. 12. 11. ~ 12. 19. : 조류발전기 이송(울돌목 조류발전기지 ⇒ 벽파항), 구동러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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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색․인양․복구, 조류발전기 후미 하중 추가 및 경사도 완화

·2020. 12. 20. : 조류발전기 이송(벽파항 ⇒ 울돌목 조류발전기지)

·2020. 12. 21. ~ 12. 23. : 조류발전기 설치 준비

·2020. 12. 24. : 조류발전기 및 해저케이블 설치(6차) 완료 및 시운전 준비

·2020. 12. 25. : 시운정 중 요 배수펌프 동작 신호 확인

·2020. 12. 26. : 발전기 내부 해수 유입 확인(내부 CCTV), 육상전원 차단 및 SCADA, 모니

터링 종료, 잠수부 수중 점검(요 회전 추정)

·2020. 12. 27. : 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인양 및 점검

·2020. 12. 28. : 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건정성 검사 및 내부 전계장 확인

② 1차 설치 및 침수사고

·현장이송

- 기간: 2019. 11. 30. ~ 12. 4.

- 주요 이동지점: EK중공업(경남 고성) ⇒ 지세포항(거제도) ⇒ 벽파항(전남 진도)

- 6차년도에 수립한 현장이송 계획을 적용하여 선적․고박․이동․하역 진행

[그림 628] 조류발전기 운송 준비(상) 및 운송 전경(하)

·수중전계장품 및 해저케이블 설치계획 현장검토 및 실행

- 해저케이블 안전성 확보 작업 수행

  ∘ 
  ∘ 해저케이블 고정용 고강도 프리스트레스도(PHC, 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rete) 파일 및 체인(Φ100) 설치

    ⁃ 설치 후 모니터링 결과 PHC 파일과 체인의 거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

  ∘ 해저케이블 보호관 설치(고정용 클립 재질: 티타늄)

  ∘ 수중전계장품(정션박스 포함)이 고정된 프레임(이하 전계장 프레임)을 지지구조물에 

결속하기 위한 접속함 설치 완료

  ※ 전계장 프레임 수정 작업

    ⁃ 일정: 2020. 1. 9. ∼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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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사유: KS200 지지구조물 하부의 스티프너 및 기초와 기존의 전계장 프레임의 

간섭이 발생하여 프레임 설치 불가

    ⁃ 수정 시 유의 사항: 용접 진행 시 용접부위와 정션박스 및 수중결합장치는 용접 시 

발생 가능한 전기적인 충격 방지를 위해 전계장 프레임에서 분리

[그림 629] 해저케이블 고정용 PHC 파일(좌) / φ100 체인(중) 및 φ40 체인(우)

[그림 630] 해저케이블 보호관 설치(좌) 및 설치 완료 전경(우)

[그림 631] 전계장 프레임 수정 작업 모습

- 설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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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 16.: 안전기원제

  ∘ 2020. 1. 17.: 수중전계장품 및 해저케이블 선적 및 크레인선 세팅

  ∘ 2020. 1. 18.: 수중전계장품 및 해저케이블 설치

  ∘ 2020. 1. 18. ~ 1. 19.: 해저케이블 고정 작업

- 작업순서 및 방법

  1) 해저케이블을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자켓구조물(이하 자켓)에 고정

  2) 크레인선으로 이동(자켓-KS200 설치 지점)하면서 해저케이블 투하

    ※ 해저케이블은 투하 초기 부이를 이용하여 해수면에 위치

  3) 전계장 프레임 진수 및 지지구조물 타워에 설치

    ※ 전계장 프레임 설치와 동시에 고정 작업 완료

  4) 자켓으로 해저케이블을 견인 및 고정 / PHC 파일 및 체인에 해저케이블 가고정

    ※ 4)번 작업 동시 진행

[그림 632] 전계장 프레임 설치도

[그림 633] 해저케이블 선적 예상도(좌)와 설치 예상도(우)

- 작업자(잠수사 포함) 투입 계획

  ∘ 수중전계장품 및 해저케이블 설치일(2020. 1. 18.)

    ⁃ 3개조를 동시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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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 자켓에서 대기하며, 지지구조물에 전계장 프레임이 안착되었다는 신호를 받고 

해저케이블을 PHC 파일 및 자켓에 고정(도비 및 잠수사)

    ⁃ 2조: 전계장 프레임을 지지구조물의 접속함에 안착시킨 후 지지구조물 타워에 고정(잠수사)

    ⁃ 3조: 자켓-지지구조물 사이 해상에 대기하며, 지지구조물에 전계장 프레임이 안착되

었다는 신호를 받고 해저케이블과 연결된 부이줄을 끊어 해저케이블을 해저면

으로 가라앉힌 후 해저케이블 포설 라인의 중간 부분을 PHC 파일에 2~3개소 

임시 고정(잠수사)

  ∘ 해저케이블 고정 작업(2020. 1. 18. ~ 1. 21.)

    ⁃ 3개조를 자켓, 자켓~지지구조물, 지지구조물 지점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해저케이블

과 PHC 파일/체인 고정 작업 40개소 진행 

- 설치 전 확인 및 보완사항

  1) 수중결합장치 인가 전원 확인

  2) 수중결합장치 절연유 충진

  3) 조류발전기와 해저케이블 말단의 RSTN 상의 결선 확인

  4) 1번 너셀의 배수펌프 추가 설치

  5) 육상 전기작업 진행(KS200 발전시스템과 한전 계통연계 등)

  6) PHC 파일 결속용 와이어로프 고정클립 재질 변경: 아연 → SUS

  7) PHC 파일 결속용 로프 재질 변경: PP로프 → 체인

  8) PHC 파일 및 체인 고정용 앵커볼트 추가 설치

·조류발전기 설치 계획

- 설치 방법 및 일정

  ∘ 2020. 1. 18.: 조류발전기 이송(벽파항-울돌목) 및 울돌목에 정박하고 있는 크레인선으

로 이동

  ∘ 2020. 1. 20.: 조류발전기 설치

    ⁃ 작업내용(하기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

     1) 발전기와 지지구조물 타워 고정

     2) 해저케이블 수중 결합장치 도킹 및 고정

     3) 통신케이블 커넥팅 및 보호장치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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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4] 벽파항의 조류발전기 전경

작업일 작업 내용

2019. 11. 05. KS200 지지구조물 위치 표시용 부이 설치
KS200 지지구조물 ~ 조류발전 자켓구조물 수중와이어(가이드라인) 설치

2019. 11. 06.
KS200 지지구조물 ~ 조류발전 자켓구조물 수중와이어(가이드라인) 상태 

확인
KS200 지지구조물 오손생물 제거

2019. 11. 07.

KS200 지지구조물 ~ 조류발전 자켓구조물 수중와이어(가이드라인) 상태 
확인(계속)

  - 지지구조물 위치 표시용 부이 재설치
KS200 지지구조물 오손생물 제거

2019. 11. 16. KS200 지지구조물 ~ 조류발전 자켓구조물 수중와이어(가이드라인) 설치

2019. 11. 17.
KS200 지지구조물 ~ 조류발전 자켓구조물 수중와이어(가이드라인) 

설치(계속)
바지선 고정용 앵커 작업용 장비 이송

2019. 11. 20. 해저케이블 고정용 앵커(20mm) 천공작업 진행

2019. 11. 21. 해저케이블 고정용 앵커(20mm) 천공작업 진행
KS200 지지구조물 오손생물 제거

2019. 11. 22. 해저케이블 포설 작업용 바지선 셋팅
2019. 11. 23. 해저케이블 고정용(해저 골 일부 구간) PHC 파일 설치

2019. 11. 24.
해저케이블 고정용(해저 골 일부 구간) PHC 파일 설치

해저케이블 포설 작업용 바지선 철수

2019. 12. 04.
PHC 파일 용접 및 기설치 파일 점검
KS200지지구조물 오손생물 제거 작업

[표 143] 조류발전기 및 해저케이블 설치 사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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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05.

PHC파일 용접
앵커볼트 가설

KS200 지지구조물 정비
크레인 세팅

2019. 12. 06.
기설치 PHC 파일 수정(1단) 및 인양(2단)

PHC파일 2단, 3단 설치
KS200 지지구조물 정비(계속)

2019. 12. 07.
PHC파일 4단, 5단 설치 

PHC파일 2. 6단 설치 실패 - 회수
앵커볼트 가설(계속)

20109. 12. 08.
PHC 파일 6단 설치 실패

앵커볼트 가설(계속)

2019. 12. 09.
PHC 파일 6단 설치 완료

앵커볼트 가설(계속)
크레인선 철수(울돌목 현장 ~ 벽파항)

2019. 12. 10.

PHC 파일 연결 작업
발전기 및 정션박스 및 케이블 보강
해저케이블 UR덕트 설치 사전 준비

120t 크레인 인장력 실험

2019. 12. 19.
기설치 PHC 파일 수중 확인

  - PHC 파일 4, 5, 6단 거동 확인
크레인선 셋팅

2019. 12. 20. 기설치 PHC 파일 5단 인양

2019. 12. 21.
기설치 PHC 파일 4단 인양
기설치 PHC 파일 6단 인양

5단, 6단 위치- 100ø 체인 25M 설치 

2019. 12. 22.
PHC 파일 5단 재설치
PHC 파일 4단 재설치

  - PHC 파일 4 거동 확인으로 명일 회수 예정

2019. 12. 23.
PHC 파일 4단 재설치

PHC파일 4, 5, 6단 연결 및 고정 작업
크레인선 철수(울돌목 현장 ~ 벽파항)

2019. 12. 24. PHC파일 4, 5, 6단 연결 및 고정 작업(계속)

2019. 12. 30.
기 설치 PHC 파일 수중점검

해저케이블 UR덕트 조립

2019. 12. 31. 해저케이블 UR덕트 조립(계속)

2020. 01. 01. KS200 지지구조물 타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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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설치된 케이블 덕트 제거
  - 파손된 앵커볼트 제거

  - 오손생물 제거

2020. 01. 02.

KS200 지지구조물 타워 정비(계속)
  - 기 설치된 케이블 덕트 제거

  - 파손된 앵커볼트 제거
  - 오손생물 제거

PHC 파일 추가 고정
울돌목 조류발전기지 자켓구조물 해저케이블 고정 부분 정비

2020. 01. 03.
해저케이블 고정용 체인(100mm) 설치 및 고정

해저케이블 루트에 표시 부이 설치
울돌목 조류발전기지 자켓구조물 해저케이블 고정 부분 정비(계속)

2020. 01. 04.
해저케이블 고정용 체인(100mm) 고정(계속)

울돌목 조류발전기지 자켓구조물 해저케이블 고정 부분 정비(계속)
정션박스 프레임 개조 준비

2020. 01. 05.

해저케이블 고정용 체인(100mm) 고정(계속)
KS200 지지구조물 타워 정비

  - 정션박스 고정용 앵커볼트 설치
정션박스 프레임 개조 준비(계속)

2020. 01. 06.

해저케이블 고정용 체인(100mm) 고정(계속)
KS200 지지구조물 타워 정비(계속)

  - 정션박스 고정용 함 설치
정션박스 프레임 개조 준비(계속)

2020. 01. 07.
KS200 지지구조물 타워 정비(계속)

  - 정션박스 고정용 함 고정

2020. 01. 08.
KS200 지지구조물 타워 정비(계속)

  - 정션박스 고정용 함 고정

2020. 01. 09.
KS200 지지구조물 타워 정비(계속)

  - 정션박스 고정용 함 고정
정션박스 프레임 개조 준비

2020. 01. 10. 정션박스 프레임 개조

2020. 01. 11. 정션박스 프레임 개조(계속)

2020. 01. 12. 정션박스 프레임 개조(계속)

2020. 01. 15.
조류 관측장치 통신케이블 고정용 체인(40mm) 설치(벽파 방향)

정션박스 프레임 개조(계속)
조류 관측장치 수평 프레임 제작

2020. 01. 16. 안전기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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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수중 전계장품 설치(1차 설치) 및 침수사고

- KS200 실해역 설치 전일 해저케이블 설치·고정 과정에서 해저케이블 및 정션박스 등 

수중전계장 침수에 의한 파손 발생(1.19.)

  ∘ 2차례의 현장설치 시뮬레이션 및 리허설 후 현장설치 실시 및 수중전계장 가거치 완료

  ∘ 가거치 후 외관검사, 도통시험 등을 실시, 해저케이블, 수중정션박스, 수중결함장치 

등 수중전계장 전체에 수밀손상 등에 대한 문제점 인지

  ∘ 관계자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해저케이블 포함 수중전계장에 대한 파손 범위 정밀 분

석, 대응 규모 및 방안 등의 파악을 위해 전체 회수를 결정

  ∘ (원인) 수중전계장 가거치 시 무리한 힘을 가해 수중 정션박스(수중전계장 분배장치) 

해저케이블 고정단의 수밀 파손, 이에 따른 정션박스 하부 충진재 파손으로 단계별 

침수 진행

- 조류발전기 수밀시험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조류발전기 전계장품 침수 발생

  ∘ 수밀시험 절차

    1) UPS 충전 및 수밀시험 예행연습: 조류발전기 인양 중 안정성 확인

    2) 1차 수밀시험(해수면, 10분): 해치 모두 개방, 누수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3) 2차 수밀시험(해수면하 11m, 10분): 발전기 내부 촬영, BMS 및 각종 센서 동작 로깅

    4) 3차 수밀시험(해수면하 11m, 30분): 2차와 동일

  ∘ 조류발전기 수밀시험을 위해 UPS 충전(1.31 09:30) 및 수밀시험 예행연습/1차 수밀시

험/ UPS 방전율 실험 완료(2.4 11:50)

  ∘ 당초 2.4 오전 정조에 수행한 1차 수밀시험 이후 2.4 오후 정조에 2차 수밀시험을 계

획하였으나 크레인과 연결한 인양로프의 절단으로 저수심에서의 예비 수밀시험(해수

면하 5.7m, 14분)으로 대체 수행 완료(2.4 16:00)

  ∘ 조류발전기 거치 직후 수행한 누수 검사에서 해치 2개소, 케이블용 U자 배관 플렌지, 

후방 저조도 카메라(총 4개소)에서 누수 발생 및 전계장품(UPS, PLC 판넬, DAQ, 발전

기 등) 침수 확인

    ⁃ DAQ, BMS 서버(모니터 포함), 센서 모니터링용 노트북(임시 설치), 보조 UPS(임시 

설치) 등을 1차 회수하여 세척·건조 수행

  ∘ 관계자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조류발전기 내부(UPS, PLC 판넬, 발전기 등 포함) 세

척·건조 및 전계장품 상태 점검 진행 후 복구 일정 수립

  ∘ (원인) 조류발전기 해치, 케이블 U자 배관 프렌지, 외부 연결 케이블 수밀 부위의 설

계(비스알) 및 제작(EK중공업) 오류 등으로 인한 부분 파손과 단차로 인해 침수 진행

조류 관측장치 통신케이블 고정용 체인(40mm) 설치(진도대교 방향)
해저케이블 고정용 체인(100mm) 점검

2020. 01. 17.

해저케이블 선적
정션박스 프레임 아노드 설치

수중결합장치 상부 절연유 충진 및 통신선 연결
조류 관측장치 수평 프레임 제작

2020. 01. 18.

정션박스 케이블 보호캡 부착
조류발전기 예비 배수펌프 추가 설치 완료

발전기 수밀시험 준비
UPS 충전 케이블(한전 380V) 충전 케이블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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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5] 해저케이블 및 수중전계장품 설치 및 침수 전경

[그림 636] 조류발전기 수밀시험 전경

[그림 637] 조류발전기 침수 현황도

- 동기발전기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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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장 원인

    ⁃ 수밀시험 진행 시 발전기 해치(나셀-1, 나셀-3), 케이블 U자 배관 플랜지의 수밀 유

지가 되지 않음 

    ⁃ 그 결과, 조류발전기 내부로 수압에 의한 해수누수가 일어나면서 해수가 발전기 내

부로 인입된 것으로 판단됨

  ∘ 판단 근거

[

[그림 638] 발전기 침수 현황도

    ⁃ <사진-A> 나셀-3번 해치에서 발생한 해수누수로 인해 해수가 나셀 벽을 타고 흐르

면서 격벽(발전기, 나셀-3) 사이에 해수가 고인 것으로 판단됨. 흘러내린 해수가 발

전기 권선으로 인입된 것으로 판단됨 

    ⁃ <사진-B> 발전기 프레임에 해수 흔적이 남아 있음을 근거로, 해수누수로 발전기 권

선 내부로 직접 인입된 것으로 판단됨. 그 근거로 <사진-C> 발전기 권선이 개방되

어 있음 

    ⁃ <사진-D> 나셀-1의 U자 배관 플랜지 주위 및 발전기 프레임에 해수가 흐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근거로, 흘러내린 해수가 발전기 권선으로 인입되었을 것으로 판단

됨 

    ⁃ <사진-E> 나셀-1번 해치에서 해수누수가 발생하여, 나셀 벽을 타고 격벽(발전기, 나

셀-1) 사이에 해수가 고인 것으로 판단됨. 누수된 해수가 발전기 권선으로 인입되었

을 것으로 판단됨

  ∘ 조치 사항

    ⁃ 조류발전기 침수 직후 발전기 내부의 해수 제거 작업을 진행

    ⁃ 발전기 권선 부분에 대하여 특수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세척

    ⁃ 조류발전기 내부 습기제거를 위해 열풍기 및 제습기 가동 및 제습제를 거치

  ∘ 건전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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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도통시험(2020.2.21.) 및 2차 도통시험(2020.3.4., 제작사 점검 동시 수행) 결과 절

연 불량으로 수리 또는 교체 필요

1안 2안 3안

복구방법
200℃ 이상의 고온에서 
고정자 및 권선 건조

고정자에 재권선 신규 제작

소요기간 ※ 영구자석형 발전기 
제작사의 회신 대기

약 2개월 약 4개월
예상금액 약 1.2억원 약 3억원

[표 144]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복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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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9] 영구자석형 발전기 제조사(윈파워텍) 현장 점검 보고서

③ 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복구 및 보완

·조류발전기 사고 직후 조류발전기 외부 침수 발생 부위(2020.2.18. ~ 2.19.) 및 해저케이블 

(2020.2.20.) 긴급 복구 완료

- 조류발전기 상부 해치(2개소), 케이블 U-자 배관 플랜지, 저조도카메라 설치 부위 복구 

완료(2020.2.18. ~ 2.19.)

- 전원부 도통시험, 광케이블 통신시험, 내전압시험 결과 해저케이블의 건전성에 이상 없

는 것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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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0] 조류발전기 외부 침수부위 복구 작업 모습

[그림 641] 해저케이블 복구 작업 모습

·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복구 및 보완 계획 수립(2020.5.26. 기준)

구 분 현 황 계 획

해저케이블
(복구완료)

- 해저케이블 복구 및 롤 교체 완료
- 조류발전기와 해저케이블 직결 도

면 작성 및 검토 완료

- 조류발전기와 해저케이블의 직결작업 
진행

수중결합장치 - KS200 설치방법을 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직결 방식으로 변경에 따라 사용
하지 않음 정션박스

전계장품
- 조류발전기 및 정션박스 전계장품

에 대한 침수 확인 후 1차 점검 완
료

- 조류발전기 전계장품 중 작동이 확
인된 9개 품목에 대한 정밀 점검 
수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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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발전기 및 해저케이블 설치 개선 방안 검토

- 목적: 조류발전기와 전력 케이블과 통신의 연결 방법이 기존에는 정션박스를 통하여 연

결되어지는 방식으로 시공하였으나 울돌목의 짧은 정조 및 작업시간의 특수성과 

정션박스와 케이블 중량이 크므로 수중에 케이블 포설시 공정 시간이 지연되며, 

설치 하중으로 인한 케이블 손상(cable twist) 등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해소하고

자 케이블과 발전기의 설치 및 연결 방법을 짧은 시간에 하는 설치 및 유지보수 

상황을 고려하여 개선하고 함

- 설치방법(안)

  ∘ 1안 : 케이블 직접 연결(Direct wire) 방식

    ⁃ 조류발전기와 전력 케이블, 통신선을 직결로 연결하여 설치하는 방법

  ∘ 2안 : 조류발전기+수중전계장품 일체형 설치 방식

    ⁃ 조류발전기와 수중결합장치+정션박스+해저케이블을 일체화하여 동시에 설치하는 방법

  ∘ 3안 : 기존 설치 방식

    ⁃ 조류발전기와 수중결합장치+정션박스+해저케이블을 따로 설치하는 방법

- 변경된 조류발전기 설치 방안(조류
발전기+해저케이블 직결)을 적용하
여 복구 계획 재수립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PMSG)

- 조류발전기 침수 직후 벽파항에서 
PMSG의 세척 및 건조를 진행하
였으나 건전성 시험에서 절연불
량 판정을 받아 다음의 복구방안 
검토

  ∘ 1(안) PMSG 재권선, 2(안) 
PMSG 신규제작, 3(안) 고정자 
및 권선 고열 건조

- 조류발전기를 EK중공업으로 이송하
고,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
용 세척제로 PMSG를 세척·건조 후 
건전성 시험을 진행하였으나 절연이 
불량한 실정임

- 국내외 발전기 제작사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류발전기를 분해 후 
PMSG 복구 방안 검토

  ∘ 1(안) PMSG 분해·보수·재조립
  ∘ 2(안) PMSG 신규제작

설 치

- 울돌목 현장의 짧은 작업 시간 등 
해상작업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치방법 개선(안) 검토

  ∘ 조류발전 설치 방법을 조류발전기+
해저케이블 직결 방식으로 변경

- 변경된 조류발전기 설치 방법을 적
용한 시공계획서 작성 및 검토 진행 
중

- 기설치한 해저케이블 보호 장치 재
점검

기 타

- 조류발전기 배수펌프 1대 추가 설
치(기존 2대)

- 조류발전기 누수부분 수리 및 보완
작업 완료

- 조류발전기 복구 후 수밀부에 대한 
상세 점검 진행 예정

- 조류발전기 복구 후 전체 시스템의 
기능 시험 및 검증은 기수행한 시
나리오시험 방법에 준하여 진행 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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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안 2안 3안 비고

형상

설명

조류발전기와 케이블을 슬립링 
박스에 직접 연결하고, 통신선도 

조류발전기내부로 직접 
연결(또는 내부 단자함) 설치

조류발전기와 기존의 
수중결합장치+정션박스+해저케이
블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방법

기존과 같이 조류발전기와 
기존의 

수중결합장치+정션박스+해저케
이블을 따로 설치하는 방법

연결구
조

케이블 ▶ 
조류발전기(파이프라인)▶ 

슬립링에 연결

케이블 ▶ 정션박스 ▶ 
조류발전기 ▶ 슬립링에 연결

케이블 ▶ 정션박스 ▶ 
조류발전기 ▶ 슬립링에 연결

장점
설치 시 수중작업 감소로 유리

조류발전기 구조가 단순 
연결부 침수 우려가 낮음

설치 시간을 줄일 수 있음
케이블, 통신선 일부 분리 가능

설치 전 사전 해상작업 가능

전력선과 통신선의 분리 운영 가능
보수 시 인양 없이 수중 분해, 결합

기존 계획, 구조 및 형태 유지

단점
점검 보수 시 전체 인양 필요
유지보수 분해 절차가 복잡
통신선 통합 설치(내부연결)

보수 시 일정 부분 인양 필요
설치 시 난이도가 약간 높음

침수 우려가 상존함

설치 위험, 침수 위험이 상존함
수중 설치가 복잡하고 난이도 높음
정션박스 내 전력+통신선 재 배치 

설치 
순서

케이블, 조류발전기 직접 해상 
연결 ☞ 동시 설치 ☞ 

케이블을 하부에 지지 및 
고정(케이블 수평 거치용 러그 

필요)

케이블과 소형 정션박스가 
부착된 조류발전기 해상 조립 
연결 ☞ 동시 설치 ☞ 케이블 

고정

정션박스+케이블 설치 ☞  
케이블 고정  ☞ 조류발전기 
설치 + 수중결합장치 순차적 

연결(수중작업)

해체는
역순

추가 
공정 
및 

시행업
체

조류발전기와 케이블 연결부를 
직접 연결되도록 개선 검토 및 

작업(30일)
KIOST 

공동수급체(EK중공업+대불리조트)

조류발전기와 케이블 연결부 
개선 및 소형 정션박스 추가 

제작
KIOST + J/B제작사
공동수급체(EK중공업 

+대불리조트)

기존 정션박스의 정비 및 
재사용을 위한 보완작업 및 

몰딩 
KIOST + J/B제작사
공동수급체(EK중공업 

+대불리조트)

설치 
기간

W/D 20일(발전기 설치부분 
24h)

W/D 30일(발전기 설치부분 
24h)

W/D 50일(발전기 설치부분은 
24h)

W/D: 
work 
day 

설치 
비용

약 2500만원
약5000만원 

  (개조비+ 소형 J/B 제작비)
정션박스 보수, 정리 및 결선 

배치
직접비

검토 ◉

의견 울몰목의 작업시간의 한계와 수중 작업의 최소화로 설치가 용이한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

[표 145] 설치방법 비교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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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발전기 복구 및 보완 진행

복구 및 보완 항목 사유 완료일 비고

해치 재제작 누수부 재 가공 2020. 4. 10.
최초 제작 시 

치수가 맞지 않음
상부 연결부위 실링부 누수 2020. 10. 30.

1차 수밀시험 시 
누수 부위

전계장 작업 침수 및 화재 소손 2020. 12. 4.
UPS 재제작 내부 발화로 소손 2020. 10. 17.
동기발전기 해수유입 손상 2020. 10. 27.

블레이드 전계장 확인 중 손상 2020. 10. 27. -

해저케이블 직결 
장치

KS200 1차 설치 
문제점 보완

2020. 10. 23. -

- 동기발전기 건전성 시험 및 육안검사 결과

  ∘ 시험기관: 한국전기연구원

  ∘ 권선 저항 측정

    ⁃ 기존 제작사양 비교 이상 없음 (측정단위 [ ])

측정일시 제품 n1-frame n2-frame n3-frame n1-n2 n2-n3 n3-n1

2016.09.02
기존 
발전
기

233 238 220 313 295 307

2020.11.02

발전
기 

재권
선

282 258 192 360 311 335

[표 146] 권선 저항 측정 결과(동기발전기)

  ∘ 절연 저항 측정

    ⁃ 기존 제작사양 비교 이상 없음 (측정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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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일시 제품 n1-frame n2-frame n3-frame n1-n2 n2-n3 n3-n1
295 307

2016.09.02
기존 
발전
기

233 238 220 313

311 335

2020.11.02

발전
기 

재권
선

282 258 192 360

[표 147] 절연 저항 측정 결과(동기발전기)

  ∘ 내전압 테스트

    ⁃ 기존 제작사양 비교 이상 없음 (측정데이터 제작사 성적서 제출 예정)

[그림 642] 발전기 권선 구조(각 상별로 3권선 병렬)

  ∘ 육안검사: 이상 없음

- 조류발전기 건전성 시험 및 육안검사 결과

  ∘ 시험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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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출력 (u, v, 
w)

상용전원 3Φ 380V / 220V (R, S, T, N, 
G)

[그림 643] 해저케이블 구조

  ∘ 발전기 조립 및 해저케이블 직결 후 시험 (계측기 : 울돌목기지 내부용)

    ⁃ 권선 저항 측정 (계측기 : FLUKE 179)

측정일시 제품 u-v v-w w-u

2020.11.16
조류발전기 + 
해저케이블

0.5 0.5 0.4

  ※ 해저케이블 종단에서 측정 (측정단위 [ ]) 

[표 148] 권선 저항 측정 결과(동기발전기)

    ⁃ 절연 저항 측정 (계측기 : HIOKI IR4033)

      ① 발전출력 계통 (3Φ 575V)

        ㉠ 조류발전기 (측정위치 : 요 하부 해저케이블 접속점 / 측정단위 [ ])

측정일시 제품 u-frame v-frame w-frame

2020.11.16
조류발전기(KS20

0)
100 100 100

[표 149] 절연 저항 측정 결과(동기발전기)

        ㉡ 해저케이블 (측정위치 : 요 하부 해저케이블 접속점 / 측정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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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일시 제품 u-frame v-frame w-frame
2020.11.16 해저케이블 1000 1000 1000

[표 150] 절연 저항 측정 결과(해저케이블)

        ㉢ 조류발전기 + 해저케이블 (측정위치 : 해저케이블 종단 / 측정단위 [ ])

측정일시 제품 u-frame v-frame w-frame

2020.11.16
조류발전기 + 
해저케이블

50 30 30

 ※ 조류발전기와 해저케이블 직결로 인한 전기회로 L,C 용량성에 따른 절연값 상
이

[표 151] 절연 저항 측정 결과(동기발전기+해저케이블)

      ② 상용전원 계통 (3Φ 380/220V) 

        ㉠ 해저케이블 (측정위치 : 요 하부 해저케이블 접속점 / 측정단위 [ ])

측정일시 제품
R-frame(G

)
S-frame(G

)
T-frame(G

)
N-frame(G

)
2020.11.16 해저케이블 1000 1000 10 1000

   ※ 380V T상 절연 불량에 따른 조치사항 (해저케이블 T상, GND 용도 변경)
     - GND는 조류발전기 프레임과 접지로 연결되어 절연이 필요하지 않음

[표 152] 절연 저항 측정 결과(해저케이블 수정 전)

 
        ㉡ 해저케이블 수정 후 (측정위치 : 요 하부 해저케이블 접속점 / 측정단위 [ ])

측정일시 제품
R-frame(G

)
S-frame(G

)
T-frame(G

)
N-frame(G

)
2020.11.16 해저케이블 1000 1000 1000 1000

[표 153] 절연 저항 측정 결과(해저케이블 수정 후)

  ∘ 발전기 조립 및 해저케이블 직결 후 권선저항 및 절연저항 측정결과 이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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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4] 동기발전기 제작 및 이송 후 모습

[그림 645] 동기발전기 건전성 시험 및 육안검사 모습

  ∘ 2020. 10. 12. ~ 10. 16. : 블레이드 파손, 점검, 분해

    ⁃ KS200 침수 복구의 일환으로 피치의 서보모터 및 서보드라이브 작동상태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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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발전기를 지지하고 있던 슬링바에 부딪혀 블레이드 3개중 1개 파손 발생

    ⁃ 작동 시험으로 파손된 블레이드를 확인 중 다른 블레이드 1개 역시 작은 파손 부위

가 확인됨(보관 시 파손된 것으로 판단됨)

슬링

바

[그림 646] 블레이드 파손부위 및 복구 후 모습

[그림 647] 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직결 및 조류발전기 결합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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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류발전기 수밀시험․이송 및 설치

·이송 전 2차 수밀시험 수행

- 일시: 2020. 12. 4. ~ 12. 5.

- 장소: EK중공업 전면 해상

- 심험결과: 

  ∘ 3번 나셀의 저조도 카메라 설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완벽한 기밀 확인

  ∘ 3번 나셀의 저조도 카메라 설치 부분을 용접하여 기밀을 유지하기로 결정

[그림 648] 수밀시험결과 보고서

※ 수밀시험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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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9] 수밀시험결과 보고서

·조류발전기 이송

- 기간: 2020. 12. 4. ~ 12. 6.

- 주요 이동지점: EK중공업(경남 고성) ⇒ 벽파항(전남 진도)

- 6차년도에 수립한 현장이송 계획 및 1차 이송 경험을 적용하여 선적․고박․이동․하역 진행

·조류발전기 설치 및 시운전 준비

- 2020년 12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5차례(2차: 12/10, 3차, 4차: 12/10, 5차: 12/11, 6차: 

12/24)에 걸쳐 조류발전기의 설치를 시도하여 6차 시도만에 조류발전기를 지지구조물에 

안착 및 고정 성공

  ∘ 실패 원인: 

    ⁃ 2차 설치: 바지선 앵커 파손 및 지지구조물 위치 표시부이 이동 등

    ⁃ 3차 설치: 바지선 앵커의 구속

    ⁃ 4, 5차 설치: 

      ※ 조류발전기의 너셀 2, 3의 에어포켓과 해저케이블 직결에 따른 발전기 무게 중

심의 이동으로 조류발전기 전․후의 무게 불균형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크레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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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양 시 경사 발생

  ∘ 해결방법:

    ⁃ 조류발전기 너셀 2의 하부 및 너셀 3의 후미 에어포켓 부분에 공기 방출 구멍 타공

    ⁃ 조류발전기 너셀 3의 내외부에 웨이트를 추가하여 무게 균형 유지

[그림 650] 조류발전기 설치 전경

 
[그림 651] 구동러더 유실 후 전경

[그림 652] 조류발전기 설치 및 해저케이블 자켓 거치

- 해저케이블 육상 설치 작업

  ∘ 주요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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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출력(3C * 240㎟) 및 상용전원(5C * 50㎟ / 제어용) 결선 작업

    ⁃ 발전출력 및 상용전원 절연 및 계통 전력 이상유무 확인 작업

    ⁃ 광케이블(LT-SM & MM-HT) 및 접속함 설치 작업

- 수변전설비 및 전력변환장치 설치 작업

  ∘ 주요항목

    ⁃ 수변전설비 설치 및 전력변환장치 발·송전 라인 결선 작업

    ⁃ 상용전원(제어용) 분전함 설치 작업

- 시운전 준비

  ∘ 조류발전기 감시 및 제어 시스템 점검을 위해 발전기 내 소내전원(380V) 인가

  ∘ 조류발전시스템(전련변환기, SCADA) 점검 및 발전제어 준비

  ∘ 조류발전기 회전축 상태 확인(무부하 동작)

  ∘ 조류발전기 브레이크 동작 상태 확인(로터, 요)

∘

[그림 653] 해저케이블 육상 설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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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4] 수변전설비 및 전력변환장치 설치 작업

[그림 655] SCADA 시스템 통신 연결 및 발전 시운전 준비

⑤ 시운전 및 침수사고 발생

·발전 시운전 진행

- 2020년 12월 25일 13:00부터 발전 시운전 시작

  ∘ 발전기 무부하, 피치각도 페더링 상태에서 조류발전기 모터링 진행

  ∘ 모터링 중 조류발전기시스템 상태 감시(SCADA, CCTV)

·침수사고 발생

- 시운전 시작 약 9시간(설치 후 42시간) 경과 시점(2020. 12. 25. 22:35)에 요 배수펌프

(UPS 전원용) 동작 및 고수위 알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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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셀 1의 CCTV를 통해 해수유입 및 침수 확인

- (대응) 안전을 위해 조류발전기의 육상전원(380/220V) 차단, 너셀 1, 3의 CCTV 녹화 종

료, SCADA 시스템 제어 및 모니터링 종료(2020. 12. 26. 3:52)

- 조류발전기 침수원인 파악을 위한 수중 점검 및 인양 점검 실시(2020. 12. 27.)

  ∘ (수중점검) 수중 점검 결과 요(Yaw)가 약 200〫 이상 회전 확인

  ∘ (인양점검) 조류발전기를 인양하여 바지선에 거치 후 육안으로 외관상태 확인 결과 

요와 발전기 사이의 요(Yaw) 회전 베어링 결합부의 상하부가 약 30mm 정도 이격됨

을 확인

- 조류발전기 및 해저케이블 건전성 검사 및 전계장 확인 (2020. 12. 28.)

  ∘ 조류발전기 나셀1 바닥면 기준 약 절반(1200mm) 해수 유입

    ⁃ HPU 유압 시스템, 광·이더넷 및 ADCP 통신 접속함, 요 배수펌프   (보조) 제어함 

침수 

  ∘ 조류발전기 나셀3 바닥면 기준 약 1/3(800mm) 해수 유입

    ⁃ PLC, 블레이드 피치 및 러더 인버터 드라이버 판넬 하부 침수

    ⁃ 이더넷 스위칭허브 침수 

    ⁃ 조류발전기 RPM 엔코더 고정축 파손

  ∘ UPS 시스템 및 배터리 상태 양호 

    ⁃ 2020 12. 26. 04:01:47 정전 (입,출력 저전압으로 출력 중지/알람내역)

    ⁃ 제어전원 ON 상태 (내부 배터리 잔량 有)

  ∘ 발전기 권선 부 침수 현황

    ⁃ 나셀 1,3 침수 결과로 권선 1/3 이상 침수된 것으로 추정됨 (현재 발전기 권선 침수 

수위 - 나셀3 바닥면 약 200mm)

  ∘ 조류발전기 내부 침수 수위 (양수펌프 나셀1,3 해수 배출 후)

    ⁃ 나셀1 바닥홀 육안 확인 : 요 베어링 위치 (바닥면 하부 약 200mm)

  ∘ (발전기/해저케이블 건전성) 조류발전기 권선 및 해저케이블 건전성 시험결과 0~20 ㏁ 

절연 불량으로 확인 (완성검사시 절연값 100 ~ 1000 ㏁/고성 EK중공업)

  ※ 건전성 시험 결과

    ⁃ 설치 완료 및 시운전 중 침수에 따른 건전성 시험 (계측기 : 울돌목기지 내부용)

      1) 권선 저항 측정 (계측기 : FLUKE 179)

측정일시 측정장소 제품 u-v v-w w-u

2020. 12. 28. 진도 벽파항
조류발전기 + 
해저케이블

0.3 0.3 0.3

2020. 11. 16.
고성 

EK중공업
조류발전기 + 
해저케이블

0.5 0.5 0.4

  ※ 해저케이블 종단에서 측정 (측정단위 [ ]) 

[표 154] 권선 저항 측정 결과

    
      2) 절연 저항 측정 (계측기 : HIOKI IR4033)

        ① 발전출력 계통 (3Φ 57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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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류발전기 권선 (측정위치 : 해저케이블 직결프레임)

측정일시 측정장소 제품 u-frame v-frame w-frame

2020. 12. 28. 진도 벽파항
조류발전기 

권선
0 Ω 0 Ω 0 Ω

2020. 11. 16. 고성 EK중공업
조류발전기 

권선
100 ㏁ 100 ㏁ 100 ㏁

[표 155] 절연선 저항 측정 결과(발전출력 계통-동기발전기)

          ㉡ 해저케이블 (측정위치 : 해저케이블 직결프레임–케이블 종단 / 측정단위 [ ])

측정일시 측정장소 제품 u-frame v-frame w-frame

2020. 12. 28. 진도 벽파항 해저케이블 20 20 20

2020. 11. 16. 고성 EK중공업 해저케이블 1000 1000 1000

[표 156] 절연선 저항 측정 결과(발전출력 계통-해저케이블)

        ② 상용전원 계통 (3Φ 380/220V) 

          ㉠ 해저케이블 (측정위치 : 해저케이블 직결프레임 / 측정단위 [ ])

측정일시 측정장소 제품 R-frame S-frame T-frame N-frame

2020. 12. 
28.

진도 벽파항 해저케이블 5 20 5 20

2020. 11. 
16.

고성 
EK중공업

해저케이블 1000 1000 1000 1000

[표 157] 절연선 저항 측정 결과(상용전원 계통-해저케이블)

·침수원인 분석

- 조류발전기 및 해저케이블 인양 점검 분석 결과, 

  ∘ 요(Yaw) 브레이크를 작동한 상태로 설치하였으나 강한 조류가 조류발전기 하부 러더

에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브레이크의 밀림이 발생하여 요의 떨림 발생

  ∘ 또한, 역방향으로 유입되는 조류로 인해 조류발전기와 페더링 상태의 블레이드에 일

시적인 양력이 발생 

  ∘ 이로 인해 요와 발전기 사이의 요 회전 베어링 결합부의 상하부가 약 30mm 정도 이

격되었고, 이 부분으로 해수가 발전기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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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6] 조류발전기 해수 침수 및 해수펌프 동작

[그림 657] 조류발전기 침수 상태 확인, 배수 및 회수

[그림 658] 회수 후 조류발전기-요 상하부 이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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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9] 조류발전기 인양 후 바지선 거치

해저케이블 절단 및 외피 제거 조류발전기 권선 절연 시험

조류발전기 권선 절연 시험 해저케이블 절단 및 외피 제거

해저케이블 절연 시험 조류발전기 및 해저케이블 권선저항 시험

[그림 660] 조류발전기 권선 및 해저케이블 건전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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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M 엔코더 고정축 파손 (나셀3) 조류발전기 권선 침수 (나셀3)

조류발전기 권선 침수 (나셀3) PLC 판넬 하부 침수 (나셀3)

블레이드 인버터 판넬 하부 침수 (나셀3) 러더 인버터 판넬 하부 침수 (나셀3)

[그림 661] 조류발전기 내부 전계장 및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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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시스템 알람 발생 (양호/나셀3) UPS 배터리 (양호/나셀3)

광·이더넷 및 ADCP 통신 접속함 침수 (나셀1) 요 배수펌프(보조) 제어함 침수 (나셀1)

현재 조류발전기 내부 침수 수위 
(양수펌프 해수 배출 후 / 나셀1)

[그림 662] 조류발전기 내부 전계장 및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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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조류발전 표준모델 개발 및 복합발전 단지 적용 방안 도출

(1)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 기반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 시스템 개발

① 블레이드 형상 최적설계 프로그램 적용

·본 과제에서 개발한 BEMT 기반의 블레이드 익형 최적설계 프로그램인 BEMBO(Blade 

Element Momentum for Blade Optimizer)을 이용하여 1MW급 조류발전시스템 로터 블레

이드 기본 설계 수행

[그림 663] BEMBO 입력화면
[그림 664] BEMBO로 설계된 블레이드 

형상

② Tidal Bladed 초기 입력값 적용 및 초기설계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 기본 제원(specification)을 이용하여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 

시스템 초기 제원을 결정

·이러한 초기 제원을 이용하여 Tidal Bladed에 의한 통합하중해석을 수행하고, 통합하중해

석 결과를 이용하여 초기 설계하중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허브, 나셀 및 지지구

조물 등의 초기 제원 결정 및 설계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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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5] Tidal bladed의 주요 계산항목

③ 저속 회전 조건에서의 영구자석형 발전기 개발 경험 적용

·15RPM 미만의 저속 회전 조건에서의 200kW급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개발 경험 및 성

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저속 회전 조건에서의 1MW급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개발 착

수 및 상세설계 완료

·특히 690V 저압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개발 중 조류발전 실해역 시험장 구축 과제에서 

해저케이블 사양을 6.6kV 고압으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690V 동기발전기 설계를 3.3kV 

동기발전기 설계로 변경하고, 200kW급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개발 시 적용한 설계 프

로세스를 적용함으로써 설계 기간을 단축

[그림 666] 발전기 초기 

외형형상 [그림 667] 회전자와 고정자의 유한요소 모델

④ 조류발전시스템 운영 시나리오 적용

·1MW급 조류발전시스템 제어 및 운영 시나리오 결정 시 200kW급에 적용된 제어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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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안전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링 네트워크 방식을 적용

(2)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 설치 경험 기반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 시스템 

주요 형식 개선

① 일체시공 방식 고려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바 있는 100kW급 이상 수평축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한 분리 설

치 시공(지지구조물 설치 후 조류발전기를 설치)을 통하여, 높은 탁도 및 짧은 정조시간 

등을 가진 국내 해상환경에서는 기초구조물과 조류발전기를 분리 시공하는 것이 매우 어

려움을 확인(높은 탁도로 인하여 잠수사 및 영상을 이용한 확인이 매우 어렵고, 짧은 정

조시간 내에 시공을 할 수 있는 해상크레인 등의 사용이 매우 제한적임)

·따라서 프랑스 조류발전시스템인 Sabella 등과 같이 조류발전기와 기초구조물을 일체 시

공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을 확인

[그림 668] 일체 시공 중인 Sabella 조류발전시스템(출처: Sab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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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9] 지지구조물 설치 후 조류발전기 설치(출처: Atlantis)

② 조류발전기와 지지구조물을 일체화하여 시공하기 위해서는 강재 중력식 기

초가 유리함을 확인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에 적용된 콘크리트 중력식 기초의 경우 재료비는 강재에 비하

여 작지만, 제작장 확보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며, 특히 육상 중량이 강재 중력식 

기초에 비하여 과도함에 따라 일체 시공 시 대용량 해상크레인 사용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하여 설치시공비가 증가(예를 들어, 수중중량 100톤 확보 시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 육

상중량이 171톤이나, 강제 기초의 경우 육상중량이 115톤임) 

·따라서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 시스템 개발 과제 1차년도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다중

격벽식 중공형 수중기초 대신 2차년도(2020년)에는 강재 중력식 기초로 변경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③ 철저한 수밀시험 수행 필요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의 경우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전남 진도군 벽파항과 경남 

고성군 제작장 인근 해역에서 단계별로 수심을 달리해 가며 수밀시험을 수행한 바 있으

나, 이는 정수압 상태에서의 수밀시험만을 수행한 것임

·실제 (1) 로터 블레이드가 회전하는 경우의 허브-나셀 간 수밀과 (2) 유속에 의하여 블레

이드가 항력을 받아 변형이 발생할 때 허브-블레이드 결합부위에서의 수밀성능 등을 충

분히 검토하지 못함

·따라서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 시스템의 경우에는 수밀시험을 육상에서도 보다 철저히 

하고 해상에서도 이러한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단계를 추가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확

인

·실제 KS200의 경우 요잉 시 요 베어링의 성능을 육상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실해역에 설

치하였으나, 실해역 운전 중 요잉이 발생하고, 요잉 시 수밀성능이 저감되어 누수가 발

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수밀시험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예기

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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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잉에 필요한 토크를 육상에서는 기계적으로 가할 수 없음. 이를 위한 토크 재하 비용 

부족

④ 가변요 방식 대신 고정요 방식 채택

·외국 선진 제조사에서 개발한 Atlantis AR1500, Andritz Hydro Hammerfest Mk1의 경우 

가변요(variable yaw)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200kW급 시스템의 경우에도 가변요 방식으

로 설계, 제작한 바 있음. 

·이와 같이 가변요를 채택하는 경우, 요 회전부의 직경이 커 수밀성능 확보가 매우 어려

우며, 또한 전력케이블 연결 시 슬립링(slip ring)을 적용하거나 풍력터빈에서와 같이 loop 

cable을 적용해야 함. 슬립링을 적용하는 경우 수밀성능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 누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loop cable의 경우 케이블 감김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음.

·따라서 현재 개발 중인 1MW급 시스템의 경우, 기존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과 달리 고

정요(fixed yaw) 방식을 적용함

·고정요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전력/통신케이블 연결이 용이하고, 요구동부를 제거할 수 

있어 비용을 줄이고, 수밀에 따른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또한 1MW급 조류발전시스템 설치 예정 해역인 장죽수도의 경우 창조류와 낙조류 사이

의 방향이 거의 180도로 후류식(downstream) 방식과 상류식(upstream) 방식을 적용하여 

블레이드를 180도 회전시킴으로써 요제어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효율을 가질 수 있음

[그림 670] 고정요 방식의 조류발전시스템

(출처: reNEWS.biz, Nova Innovation)

[그림 671] 고정요 방식의 조류발전시스템

(출처: openocean.fr, Sabella)

⑤ 전자방식의 피치제어 대신 유압방식의 피치제어 고려

·현재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의 피치제어를 위하여 전자방식의 모터를 이용한 피치드라

이버를 적용하고 있으나 외국 선진 제조사와 풍력터빈의 경우에도 유압방식의 피치제어

가 일반적임

·일부 외국 선진 제조사에서도 모터 방식을 고려하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앞선 기술이라

고 사료되지만, 이를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어려움(허브 내 피치모터 설치로 인한 허브 

수밀, 고신뢰성 엔코더 등의 채택 필요)이 있어 1MW급 조류발전시스템 보완설계 시 유

압방식의 피치제어를 추가 고려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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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2] 유압식 피치제어 

(출처:windpowerengineering.com) [그림 673] 유압식 피치제어(출처: Atlantis)

[그림 674] 모터방식의 피치제어(KS200) [그림 675] 피치모터 설치 장면(KS200)

⑥ 나셀 설계 시 해치부의 확장

·현재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의 경우 수밀성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나셀 해치부

를 상대적으로 작게 설계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나셀 내부 설비 교체 시 나셀을 분해하

거나 혹은 추가 설치가 매우 어려웠음

·따라서 1MW급 조류발전시스템 보완설계 시에는 해치부를 넓게 하거나 혹은 나셀 후방

부를 개폐 가능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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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6] KS200의 해치부 [그림 677] Andritz Hydro Hammerfest Mk1의 

해치부 (출처: Andritz Hydro)

(3) 발전단지 개발 계획 등 향후 조류발전 기획 수립

① 10MW급 조류발전단지 개발 기획

·10MW급 조류발전 실증단지 개발을 통한 해양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신산업 창출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기획연구를 수행(2018)

·본 기획과제 수행 시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이때 200kW급 조류

발전시스템 개발 과정을 통하여 조사 및 적용된 설계비용, 부품 구입 및 제작비용, 해저

케이블 구입 및 설치 비용 등을 조정하여 적용한 바 있음

·10MW급 조류발전 실증단지 개략공사비 및 설치 운영 비용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규격 수량 공사비(단위: 억원)

주기기 제작비 1MW 조류발전기 10기 444

하부구조물 제작 및 운반 Tripod Jacket 10기 47

조류발전 구조물 설치 조류발전기 + 하부구조물 10기 147

기타 해상공사
장비 동원 철수비 및  

항사용료 등
1식 10

계통연계 공사비 22.9kV 해저케이블 8.5km 166

부대공사 및 기타 비용 1식 380

총 공사비 956

건설단가 95.6억원/MW

[표 158] 10MW급 조류발전 실증단지 개략공사비 산출 내역



- 480 -

구분

(단위: 억원)

사업기간 내 사업기간 이후
소계

(1단계) 설계 (2단계) 제작 및 설치 상용운전

CAPEX - 928 - 928

OPEX - - 631 631

R&D 90 - 90

합계 1,649

[표 159] 조류발전 실증단지 개발 설치 운영 비용

·10MW급 조류발전 실증단지 운영을 통한 전력생산판매 수익 도출 결과 시 사용한 적용

값과 근거는 다음과 같으며, 수익을 차감한 전체 소요 비용은 다음 표와 같음

항목 기준값 근거

기준년도 2018 　

할인율 4.50% 기재부, `17년 사회적 할인율 5.5% → 4.5%

(1안)

기본 

가정값

시간대별 

SMP
75.73원/kWh 전력거래소 기준, 2016년 평균 기준

REC 단가 134,211원/REC 전력거래소, 2016년 평균 기준

거래물량(RE

C)
2.0REC 공급인증서 가중치

(2안)

적용변

수

시간대별 

SMP
81.74~127.71원/kWh

한국전기연구원 REC 가중치 연구 

기준(‘18.03)

REC 단가
97,930~26,460원/RE

C

한국전기연구원 REC 가중치 연구 

기준(‘18.03)

[표 160] 전력생산판매 수익 도출을 위한 주요 항목별 적용값과 근거

구분

(단위:억원)

1안 2안

소요비용 현재가치 소요비용 현재가치

case 1 546.9 520.4 825.5 687.3 

case 2 474.5 476.5 781.0 660.2 

case 3 305.7 374.2 677.2 596.9 

[표 161] 전력생산판매 수익을 차감한 전체 소요 비용

·편익으로는 조류발전을 통한 발전 편익과 CO2 감축 편익을 고려하였으며, 경제성은 

REC 단가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분석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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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안(단위: 억원)

비고
설비이용률 

30%

설비이용률 

33%

설비이용률 

40%

비용  520 477 374 
현재가치  

기준(2020~2033년)

편익 I 334.8 368.3 446.4
시장 진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2026~2033년)

편익 II 460.5 506.5 613.9
CO2 감축  

효과(2026~2045년)

총 편익 795.3 874.8 1,060.3 편익 I + 편익 II

B/C 1.53 1.84 2.83 총 편익 / 비용

[표 162] REC 단가(134,211원/REC 적용, 2016년 기준) 시 경제성 분석 결과

구분

2안(단위: 억 원)

비고
설비이용률 

30%

설비이용률 

33%

설비이용률 

40%

비용 687 660 597 
현재가치  

기준(2020~2033년)

편익 I 209.0 229.9 278.6

시장 진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2026~2033년)

편익 II 460.5 506.5 613.9
CO2 감축  

효과(2026~2045년)

총 편익 669.4 736.4 892.6 편익 I + 편익 II

B/C 0.97 1.12 1.50 총 편익 / 비용

[표 163] REC 단가(SMP 및 REC 가중치에 따른 값 적용, (조기선, 2018)) 시 경제성 분

석 결과

·총 기간은 2017~2024이고 발전사 주도의 대규모 사업으로 기획함  

·사업개요: 조류발전 상용화 조기 정착을 위해 10MW급 실증단지 구축 및 운영 

- 사업화는 FS&EIA è EPC è OM의 단계로 진행됨

- 10MW급 조류발전 실증단지 2-1단계(준비단계) : '17∼'20(4년), 24억원

- 10MW급 조류발전 실증단지 2-2단계(구축단계) : '21∼'24(4년), 1,500억원

- 10MW급 조류발전 실증단지 2-3단계(운영단계) : '25년 이후

 
·세부방안: 발전사 주도로 제작사, 건설사, 연구기관 등 Supply Chain을 구성하여 추진

- (Supply Chain 구성) 발전사 주도로 설계사, 제작사, 건설사 등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

웨어 전문기업으로 Supply Chain을 구성, 역할 분담과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분업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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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추진

- (정부 지원) 관련규정 보완 정비, 인허가 협력 및 인프라(도로, 항만 등) 지원과 전문연

구기관을 통한 R&D 지원으로 진입 장벽과 기술 장벽 제거 및 기술 기반 제공

Ÿ 국가예비타당성조사 심의 지원

- (지자체 지원) 인허가 협력과 주민수용성 향상 지원

·추진전략: 발전사가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 설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위험요소 분담 

및 실현가능성 제고

- (단계별 추진) 본 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

Ÿ (과제 2-1-1) 기획 연구 ; 정부+발전사 공동 수행

Ÿ (과제 2-1-2) 타당성조사 ; 정부+발전사 공동 수행

Ÿ (과제 2-1-3) 환경영향평가 ; 발전사 주관, 정부 지원 

Ÿ (과제 2-2-1) 단지 설계 ; 발전사 주관, 정부 지원 

Ÿ (과제 2-2-2) 단지 구축 ; 발전사 주관, 정부 지원 

Ÿ (과제 2-3-1) 운영 관리 ; 발전사 주관

Ÿ (과제 2-3-2) 유지 보수 ; 발전사 주관, 정부 지원 

Ÿ (과제 2-2-2) 사후 환경영향평가 ; 발전사 주관, 정부 지원 

- (SPC 설립 추진)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되는 2019년경 발전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특수목적법인(가칭 한국조류발전주식회사)을 설립

Ÿ 한국해상풍력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로 추진

- (SPC에 의한 사업추진) 2-2단계 사업부터 독립법인에 의한 사업 추진으로 실현가능성 

제고 및 위험요소 분담 가능. 

·추진일정: 준비/구축/운영의 3단계로 추진

- (2-1 준비단계)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을 검증

Ÿ 외국 조류발전기를 도입하더라도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의 준비단계

는 필수적으로 요구됨  

Ÿ (과제 2-1-1) 2017년 기획 연구

Ÿ (과제 2-1-2) 2018∼2019년 타당성조사

Ÿ (과제 2-1-3) 2019∼2020년 환경영향평가

- (2-2 구축단계) 단지 실시설계, 제작/현장설치 및 시운전

Ÿ 조류발전기 제작 능력(제작사 생산라인의 단기간 확장은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작/

조립/시험/인도/현장설치를 순차적으로 실시  

Ÿ 제작/조립된 조류발전기 시험에 실해역 시험장 최대한 활용  

Ÿ (과제 2-2-1) 2021년 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Ÿ (과제 2-2-2) 2022∼2024년 조류발전단지 구축

- (2-3 운영단계) 2025년 이후 단지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Ÿ (과제 2-3-1) 조류발전단지 운영 관리

Ÿ (과제 2-3-2) 조류발전단지 유지 보수

Ÿ (과제 2-3-3) 조류발전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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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장 진출) 국외 대규모 조류발전단지 개발 사업에 프로젝트 수출 

Ÿ 특히 향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동남아시아와 남미의 대규모 조류발전단지 개발 

사업에 프로젝트 수출경쟁력 확보. 건설시장 뿐 아니라 관리운영/유지보수 시장도 

점유 가능

Ÿ 조류발전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외국과의 경쟁력 확보로 해양에너지 주권 

확대

·기타사항: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사항 고려 필요

- 본 사업은 발전사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R&D 분야에 대해 지원  

Ÿ (발전사의 역할) 발전사(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으로 추진  

Ÿ (정부의 역할) 정책적, 행정적 지원 및 R&D 분야 지원 

Ÿ (1+1 형태로 추진) 발전사는 개발 사업 형태로 사업을 독자 추진하며, 정부는 R&D 

형태로 정책적, 행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여, 사업목표의 조기달성에 협력 기여

Ÿ (MOU 체결 추진) 실현가능성 제고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발전사(특수목적

법인), 해당 지자체,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2단계 MOU 체결 필요

·예상 적지와 배치 

- 예상 적지는 장죽수도이며, 1MW 조류발전시스템 10기 배치를 계획

[그림 678] 10MW급 조류발전단지 설치 위치 및 

개념도

② MW급 부유식 조류발전시스템 개발 기획

·2020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간의 공동기획연구를 통하여 

MW급 부유식 조류발전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

·본 기획과제에서도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 개발 시 적용된 주요 제원 및 비용 등을 적

용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설계를 수행하고,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함

·기획과제의 비전 및 목표는 “1MW급 부유식 조류발전시스템 설계기술 개발을 통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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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너지 분야 신산업 창출”이며, 이를 위하여 MW급 부유식 조류발전시스템 아이디어

를 도출하고 연구개발 로드맵을 작성함

·기술개발 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200kW급 조류발전시스템 설계 및 제작, 설치 시 

노하우를 적용

[그림 679] MW급 부유식 조류발전시스템 

운용 개념도(안)

[그림 680] MW급 부유식 조류발전시스템 

운용 수중 개념도(안)

[그림 681] MW급 부유식 조류발전시스템 

유지보수 개념도(안)

[그림 682] MW급 부유식 조류발전시스템 

단지 배치 수중개념도(안)

③ 해양에너지 복합발전

·해양에너지 복합발전 시, 아래 그림과 같이 조류, 조력, 파력 발전을 기본 에너지로 발전

을 수행하고,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원을 추가적인 발전 시

설로 계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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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3] 해양에너지 복합 발전의 구성 개념 

·조류 에너지-해상풍력 복합발전

- 국내외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상풍력과 조류에너지를 연계한 복합

발전의 시도가 이루어짐

- 국내에서 해상풍력-조류 복합발전 기술개발(‘16~’20년, 정부출연 435억, 민간 365억)

에 대한 연구를 계획 중임

- 구조물(모노파일식, 잔교식, 중력식)을 이용한 복합발전시스템은 기존 개별 발전으로 인

한 공사비의 대폭 절감(30%) 가능함.

- 다음 그림은 국외(Modec社)에서 개발된 조류-풍력 복합발전 시스템으로 수직축을 기본

으로 하고 있음

[그림 684] 국외(Modec社)에서 개발된 조류-풍력 

복합발전 시스템

·에너지 저장을 통한 전력효율 극대화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정보를 교환하여 에너지 효율

을 최적화하는 Smart grid의 핵심 요소이며, 해양에너지 복합 발전 경제성 향상을 위해 

결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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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5] 풍력발전 연계 CAES 및 Micro-CAES 개념도

자. 조류발전 기술표준화 및 인증체계 수립 동향

(1)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한 인증 관련 국내외 현황

① 국내외 기술동향

·국내에서는 현재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한 인증 기반이 구축되어져 있지 않음

·국외에서는 조류발전시스템을 비롯하여 여러 해양에너지 발전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평가 

시스템(Conformity Assessment System, CA System) 구축에 대하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e)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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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6] IEC 조직체계와 IECRE(IEC Renewable Energy)

·2014년 IECRE가 신설되기 전까지 IEC에서 운영하고 있는 CA 시스템으로 IECEE, IECEX, 

IECQ 등 세 개의 시스템이 있었음

·해양에너지 분야는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IEC/TC114 WG15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2014

년 풍력발전, 태양광 등과 함께 IECRE(IEC Renewable Energy)를 구성하여 IEC 

CAB(Conformity Assessment Board)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로써 IECRE는 IEC 산하의 네 

번째 CA시스템으로 조직됨.

- IEC/TC114 WG15은 미국, 캐나다, 영국,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일본, 한국 등 8개국이 

참여, 20여 인증기관, CA 전문기관, IEC CO(Central Office) 등이 참여하여, 풍력(TC88)

과 태양광(TC82)와 연계하여 IECRE를 제안

[그림 687] TC114 WG15과 IECRE 시스템 구성

·IECRE의 구조는 다음과 같고, 해양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은 TC114 SC(Subcommittee)에서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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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8] IECRE 구조

·IECRE는 재생에너지 적용에 사용되는 설비의 표준 인증을 위한 시스템임

- 태양광(TC82, TC117), 풍력(TC88), 연료전지(TC105), 해양에너지(TC114), EES(TC120)을 

포함하고 있음

- IECRE 회원국은 중국, 인도, 일본, 한국, UAE, 미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이며, 산하에 RECB(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Bodies), REIBs(Renewable Energy Inspection Bodies), RETLs(Renewable Energy Test 

Laboratories) 등으로 구성

·IECRE 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위원회(OMC, Operational Management Committee)로 

ME-OMC를 비롯하여 PC-OMC, WE-OMC가 있으며, ME-OME는 해양에너지 분야의 운영

관리위원회로 의장은 TC114 의장을 맡고 있는 미국 Verdant Power의 Jonathan Colby가 

맡고 있음

- 현재 ME-OMC 회원국은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총 5개국이며, RETL과 

RECB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 중임

·현재 인증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WG 360에서 시험보고서(OD 300), 적합성 문서(OD 310) 

등을 바탕으로 ISO/IEC 17025에 적합한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 시험기관인 ME 

RETL을 설립하고자 하고 있음

·현재 해양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인증체계는 풍력 인증체계에 사용되고 있는 기준을 활용

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단기적으로, 인증기관(CB) 및 시험기관(TL)에 대한 신청 및 평가를 수행하고, 이때 (1) 

시험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준으로 IEC TS 62600-30, 100, 102, 200를 적용, (2) 적합성 

문서로는 IEC TS62600-2, -10 적용하며, (3) 블레이드, 증속기, 발전기 등 부품인증

(Component Certification)을 위해서 풍력분야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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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 절차를 마련할 계획임

·한편 국내에서는 IECRE에는 가입을 하고 있으나 IECRE ME-OMC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

음. 

·그러나 향후 조류발전 실해역 시험장 및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에 대한 운영노하우가 

쌓이고 시험기술을 완성한 후에는 RETL(Renewable Energy Testing Laboratory)로 신청

을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따라서 RETL 신청 시점에 IECRE ME-OMC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RECB(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Body)의 경우, 향후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으로 추진 예정인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과제 등을 통하여 해양에너지에 대한 KS 규

격이 제정된 후 RECB도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국내에

서도 해양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인증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② 국내 신재생에너지 인증 및 보급 담당기관의 의견

·재생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인증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업무협의를 통하

여 해양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기술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

음

- (신재생에너지 개발 R&D 최종목표 및 REC의 관계) 신재생에너지 개발 R&D의 최종 목

표와 관련하여, REC는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궁극적으로는 Grid 

Parity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

- REC는 탄소저감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항구

적인 지원이 아님.

-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시점) 공단의 경우 표준화 및 인증체계는 R&D를 통하여 개

발된 기술에 대한 성능 검증 후,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제도권으로 들어오

게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

- 실증 R&D > 시범보급 > 보급확대의 단계이며, 인증체계는 보급확대 시 갖춰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IECRE 및 상호인증) 한국은 IECRE 회원국이며, 풍력, 태양광의 경우 OMC 회원으로 가

입한 상황이나, 이러한 회원가입만으로 상호인증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상호

인증은 매우 까다로운 검토가 필요

- (KS 인증체계와 REC 발급간의 관계) REC만 있고, 관련 KS 인증체계가 없는 경우(조류

발전, IGCC 등),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REC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즉, REC 발

급 시 반드시 KS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KS 표준 외 기타 표준 활용)  표준 역시, 기관표준, 단체표준,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의 

단계가 있으므로, 우선 KIOST 또는 KRISO의 기관표준을 만들고, 이후 신재생에너지협회 

등의 단체표준으로 제정한 후, 국가표준으로 제정, 이를 근거로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것

이 바람직함.

- (표준관리 및 COSD) 표준관리 및 보급촉진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역할이며, 이와 관련하

여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Co-operating for Standards Development)로 KIOST 등 연구

소가 지정될 수 있음

- 국가에너지정책에 해양에너지를 반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며, 향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이를 위하여 발전 잠재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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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R&D 사업 성과와 REC) 정부출연금으로 수행된 R&D사업 성과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REC를 국가가 REC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확실하지 않음.

- (산업화와 인증체계) 산업이 없는 상태에서 표준 및 인증체계 구축은 국고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임.

(2) 해양에너지 기술표준화

① IEC TC114

·IEC TC114 주요 기술표준화 관련 기술 동향 

·2019년 5월 기준 IEC TC114 발간 문서는 다음과 같이 총 10종이 있음

- IEC TS 62600-1:2011 - Part 1: Terminology

- IEC TS 62600-2:2016 - Part 2: Design requirements for marine energy systems

- IEC TS 62600-10:2015 - Part 10: Assessment of mooring system for marine energy 

converters (MECs)

- IEC TS 62600-30:2018 - Part 30: Electrical power quality requirements

- IEC TS 62600-100:2012 - Part 100: Electricity producing wave energy converters - 

Power performance assessment

- IEC TS 62600-101:2015 - Part 101: Wave energy resource assessment and 

characterization

- IEC TS 62600-102:2016 - Part 102: Wave energy converter power performance 

assessment at a second location using measured assessment data

- IEC TS 62600-103:2018 - Part 103: Guidelines for the early stage development of 

wave energy converters - Best practices and recommended procedures for the testing 

of pre-prototype devices

- IEC TS 62600-200:2013 - Part 200: Electricity producing tidal energy converters - 

Power performance assessment

- IEC TS 62600-201:2015 - Part 201: Tidal energy resource assessment and 

characterization

·2019년 다음의 4종의 신규 TS가 재정 발간됨

- IEC TS 62600-20:2019 - Part 20: Design and analysis of an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OTEC) plant - General guidance

- IEC TS 62600-40:2019 - Part 40: Acoustic characterization of marine energy converters

- IEC TS 62600-300:2019 - Part 300: Electricity producing river energy converters - 

Power performance assessment

- IEC TS 62600-301:2019 - Part 301: River energy resource assessment

·또한 2019년 다음의 2종의 신규 TS가 개정 및 추가 발간됨

- IEC TS 62600-1:2011/AMD1:2019 Amendment 1 - Part 1: Ter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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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TS 62600-2:2019 - Part 2: Marine energy systems - Design requirements

·TS62600-200:Ed2.0 개정판 발행 시 일본에서 추진 중인 해류발전(ocean current energy 

converter)에 관한 내용 포함

·국제적으로 해양에너지 기술표준화와 관련된 연구사업이 추진 중임

- 유럽에서의 기술표준화 관련 연구사업으로 H2020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MET-Certified, 

WECANet, Marinerg-i, OPERA 등이 있음

- 덴마크는 DS/S-614를 통하여 TC114 기술표준화 활동 수행

- 중국은 매년 해양에너지 관련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TS 62600-30, 103 2

편의 IEC TC114 기준에 대한 자국 내 부합화 활동 착수

- 아일랜드는 기술표준화와 관련하여 OPERA H2020 프로젝트 및 Interreg 프로젝트 진행

·현재 진행 중인 기술표준화 작업을 다음과 같이 정리

- TS62600-1:Ed2.0 개정 작업 중

- PT62600-3 Measurement of mechanical loads 연내 CD 검토 및 DTS 발행 목표

- PT62600-4 Establishing qualification of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량적 평

가)와 관련하여, CD를 2019년 6월까지, DTS를 2019년 11월까지 완료하여, 2020년 1월에 

승인, 2020년 4월에 재정 발행 목표

- AHG 10 Power Quality for MEC (전력품질)의 경우, TS62600-30 Ed. 1 발표 후 피드백

을 받아 검토하며 이때 H2020 프로젝트, OPERA WP5, Mutriku OWC 결과를 반영할 예

정

- PT62600-40 Acoustic characteristics of MEC (수중음향)과 관련하여, DTS를 2019년 3월 

완료 후, 2년간 AHG 운영 예정

- AHG9 : Physical model test (수리모형실험)의 경우 TRL1~TRL6 단계의 시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 중 MT로 전환, 2022년까지 안정화 예정

- PT62600-202 Scale testing of tidal stream energy systems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한 축소

모형 실험)의 경우, CD를 2019년 7월, DTS를 2020년에 발표 예정

·2019년 기준 TC114 활동 전체를 아래와 같이 요약(2020년의 경우 COVID19로 인하여 

IEC TC114 총회 취소)

- 2011년에서 2018년 동안 총 10개의 TS가 발표

- 7개의 TS가 현재 활동 중, 2개의 PT가 CD1에 근접

- 7개의 MT(Ed. 2)가 활동 중

- 3개의 AHG가 활동 중

- 주요 대상 : AEP, 불확실성, 난류, 파도-조류의 간섭 등

- 모든 그룹에서 Case study를 반영하는 것을 권장

- 62600-1 Ed. 2를 2019년 하반기에 완료 예정

- MT-10, -100, -101, -200, -201는 CD가 2019년 하반기에서 2020년 초반에 완료 예정

② 유럽의 조류발전 기술표준화 동향

·조류발전시스템에 관련된 기술표준 혹은 설계지침으로 BV, DNV-GL, 그리고 유럽해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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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센터(EMEC)에서 제시한 내용이 있음

- Bureau Veritas, BV (프랑스 선급):

NI631-R00-Certification scheme for marin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NI603 R01-Current and tidal turbines

- DNV-GL (노르웨이-독일 선급):

DNV-SE-163-Certification of tidal turbines and arrays

DNVGL-ST-0164 – Tidal turbines
- European Marine Energy Centre, EMEC (영국, 유럽해양에너지센터)

EMEC에서 조류발전 시스템에 적용하는 기준서의 종류

(3) 결론

·국내에서는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한 인증 관련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국외에서는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하여 IEC TS 62600 기준을 준용하여 인증을 받은 사례

가 보고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국내에서는 한국선급에서 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1)부품인증, (2) 형식인증, (3) 프로젝트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재료연구소 풍력핵심기술연

구센터에서 풍력터빈 출력 및 하중 평가와 블레이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선급에서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양수산부 R&D 사업으로 구축 중인 조류에너지 실해역 시험장의 경우 시험기관(RETL)

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외에서는 EMEC(European Marine Energy Center), AMEC(Asian Marine Energy Center) 

등이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한 현장실증 및 관련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RETL

을 신청 준비 중인 상황

- EMEC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를 한국 내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검토가 필요(수온, 탁도 등 해양특성과 통항선박, 주변 양식장 등 주

변 상황 등이 EMEC 시험장 조건과 상이함)

(4) IEC TS62600-200에 의한 조류발전시스템의 성능 평가

① 터빈 성능 평가 보고서 형식

·현재 조류발전터빈의 발전성능평가와 관련하여 IEC/TS 62600-200에 관련 내용이 제시되

어 있으며 이 내용을 중심으로 조류발전터빈 성능 평가보고서의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

이 정리함

·IEC 자료에서 제시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TEC(Tidal Energy Converter, 조류발전터빈) 보고서 

- 평가 대상 TEC에 관한 상세 사항

Ÿ TEC 제조사, 종류(type), 제품번호(serial number), 생산연도

Ÿ 조류에너지를 얻는 조류발전 기술 상세

Ÿ TEC의 규격 및 크기



- 493 -

Ÿ 투영된 에너지 획득 면적(projected capture area), 

Ÿ 지지구조물 기초/플랫폼/계류 시스템

Ÿ 바닥고정형 장비와 해저 또는 부유식 장비와 해수면과의 거리 등

Ÿ 장비의 등가지름(equivalent diameter)

Ÿ 에너지 추출 평면의 위치(location of the energy extraction plane)

Ÿ 제어시스템 설명(장비와 소프트웨어의 버전)

- TEC 정격발전량과 운영 시 파라미터(operational parameters) 

Ÿ TEC의 정격발전량

Ÿ 정격 유속

Ÿ 등가 지름

Ÿ 발전 시작 유속 (cut-in 유속)

Ÿ 유속이 감소할 경우의 발전 종료 유속 (low cut-out 유속)

Ÿ 발전 가능 최고 유속 (cut-out 유속)

Ÿ 회전속도범위

·TEC 실증해역 보고서 

- TEC 실증해역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Ÿ 수로측량(hydrographical)/항해(navigational) 도표

Ÿ TEC 위치[위도, 경도 또는 UTM(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in WGS84(World 

Geodetic System 1984, 세계측지계) 로 표현]; 계류된 장비에 대해 정조, 밀물, 썰물 

때의 TEC의 대표 위치와 watch circle의 삽화/실험을 하는 동안의 TEC가 고정되어 

있는 위치 

Ÿ TEC(고정된 장비)가 고정되어 있는 위치 또는 부유식 장치의 앵커위치를 표현한 삽

화

Ÿ 진북(Truth North)에 대한 TEC방향의 각도(고정된 장비에 대해 사용을 하는 곳에서)

Ÿ 전기케이블의 위치와 길이(만약 사용한다면)

Ÿ 해안선 정보

Ÿ 참고자료를 포함하여, MLW, MHW, LAT, HAT를 이용한 수심과 조석 범위 

Ÿ 주변의 조석게이지(tidal gauge)또는 환경 감시소(environmental monitoring stations)

-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이나 장비에 가까이 있는 사회기반시설

Ÿ 조류에너지평가 시 흐름을 측정한 장소 정의

- 특별한 특징을 정확히 정의를 하여 5.2절에서 기술된 조사(survey)에 상응하는 

bathymetry를 보고(reporting)

Ÿ 8.9절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삽화를 포함한 유속계의 위치를 보고

Ÿ 수직 치수와 해저의 위로 중앙지점 그리고 에너지 추출 평면에서 current profiler 

bins를 보고

Ÿ 조류타원도와 5.3절과 9.6절(그림8을 참조)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주요흐름방향을 보

고

Ÿ 5.4절(그림9를 참조)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TEC와 그 기초가 있는 실험 위치의 단면

적을 도표와 함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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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5.5절에서 토의되었던 장비의 성능 또는 작동 기간에 영향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

는 외부적 제약들을 보고

Ÿ 9.1.2항에서 토의되었던 계산에 사용될 수 있는 해수 밀도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의 

변화를 보고

Ÿ 8.9.3항에서 기술되었듯이 파랑의 상태를 보고

·전력망(electrical grid)과 부하(load)

- 전압, 주파수, 허용오차(permitted tolerances) 등 그리드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 실증 기

간 동안 출력전력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리드 상태도 제시

- 전력망에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장비 등의 경우에는 전기적 부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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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자세하게 기술되어져야 하며, 사용하는 위치에서 배터리, 충전제어기, 시스템에서 

전기를 소모하는데 사용되는 부하에 대한 사양을 보고.

·실험 장치

- 센서, DAQ, 유속계, 동력인출장치를 포함한 모든 실험 장비에 대해서 기술

- 이름, 모델번호, 일반 설명서

- 보정 문서 또는 증명서, 또한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절차를 준수한다는 문서

- 유속계　설정 

- DAQ end-to-end 실험의 방법 및 결과

·측정 절차

-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측정절차를 기술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 

Ÿ 데이터를 받을 때의 시간(UTC ± T hours), 절차의 단계들, 실험 조건, 샘플링 주기

-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일지(a log book)

·측정 데이터의 표현 

- 밀물 및 썰물 때 각각의 계측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상세하게 제시

- 각각의 그래프에서, 실험기간 동안 각 계측점에서의 기록된 평균 유속()에 따른 기

록된 평균에너지(), 최대값과 최소값, 표준편차

- 유속의 수직분포, RMS 값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밀물과 썰물 때의 자료에 대하여 각각 

제시

- 그림 10은 평균 출력의 산포도(scatter plot)의 한 예를, 표1은 그림 11의 예제 그래프에

서 제시한 것과 같이 수직 유속분포를, 표 2에서는 허브 높이에서의 RMS 변동 유속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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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곡선의 표현

- 밀물과 썰물 때의 자료 세트를 각각 자세하게 표로 제공

Ÿ bin 번호

Ÿ bin 유속 범위

Ÿ bin 평균유속 ()

Ÿ bin 기록된 TEC평균 출력에너지 ()

Ÿ 선택된 bin에서의 지속시간과 각각의 bin에서 자료세트의 번호

- 평균유효전력 vs 유속 그래프

Ÿ 밀물과 썰물 각각의 자료 세트를 포함하고, 기록된 TEC의 평균 유효전력 () vs. 

조류 평균유속()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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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밀물과 썰물 각각의 자료 세트를 포함하고, 표준 불확실성 bar를 포함한 기록된 

TEC의 평균 유효전력 () vs. 조류 평균유속()의 그래프

Ÿ 표에서 보간된 계측점은 반드시 bin 번호 다음에 “INT"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하고 

해당되는 표에서의 열과 그래프로 그려진 점들은 반드시 다른 색으로 표현해야 함 

(표 3 참조)

Ÿ 그림 12,13,14는 요구되는 그래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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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 전체 효율(TEC overall efficiency)

- TEC 전체 효율()은 반드시 밀물과 썰물 각각의 자료 세트에서 테이블과 그래프 

형태로 제시. 보간된 출력곡선 계측점을 이용하여 계산된 값은 표에서 bin 번호 다음에 

“INT"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하고, 해당되는 표의 열과 그래프에 표시된 점은 반드시 

다른 색을 이용하여 표현(표 4, 그림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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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EC의 연간 에너지 생산량 계산법

·TEC 이용률(availability)은 최소 1년 이상의 자료로부터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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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적으로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함. 평가기간은 연속적여야 하고 그 기간 동안 한번 또는 

그 이상 공백은 허용되지 않음

·TEC의 연간 에너지 생산량 (TEC AEP)

- 단위가 kWh인 연평균 에너지 생산량은 특정 위치에서 연평균 조류 에너지 자원 자료와 

각각의 출력곡선을 결합하여 구할 수 있음

- 출력곡선은 조류발전 장치에서 얻은 밀물과 썰물 때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음

- 조류자원평가(tidal resource assessment)에서 속도 분포(또는 exceedance curve)와 는 

1년동안의 평균유속을 계산할 수 있는 수직유속정보가 필요

- TEC의 연간에너지생산량은 다음과 같이 구함

1

·외삽법(Extrapolation)

- TEC AEP을 구하는 동안 데이터의 외삽법은 오직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가능

Ÿ 정격유속보다 빠른 모든 유속에서 일정하게 발전하는 특성(power characteristic)을 

가진 터빈의 경우, 측정된 최고 유속보다 높고 cut-out 유속까지의 모든 유속에서의 

에너지 곡선은 일정한 값을 사용할 수 있음

Ÿ 정격유속이 된 후에 출력이 떨어지는 터빈의 경우에는 측정된 최고 유속보다 빠르

고 cut-off 유속까지의 모든 유속에서 계측이 필요

Ÿ 에너지 곡선이 측정된 최대 에너지값 이상으로 증가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외삽 가

능

Ÿ 측정된 최대 유속을 넘은 에너지 곡선의 형태는 빠짐없이 보고되어져야 하며, 모든 

외삽된 자료는 반드시 측정된 자료와 구별되어야 함

·측정 AEP(AEP-measured)와 예상 AEP(AEP-predicted)

- TEC AEP는 측정 AEP값과 예상 AEP의 두가지 형태로 제시하여야 함. 만약 측정된 에

너지곡선이 정격유속까지의 자료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정격유속까지의 최대 측정된 유

속으로부터 얻은 에너지곡선은 예측하여 구할 수 있음

- 측정된 출력곡선에서 측정된 가장 높은 유속과 cut-out 유속 사이의 모든 유속에 외삽

법을 사용하여 결정된 에너지값과 측정된 에너지곡선에서 가장 낮은 유속 아래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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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들을 에너지를 0으로 가정한 측정된 전력 곡선으로 예상 AEP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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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제시



 o 지지구조물 

  - 경제적인 시공과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지구조물 개발/실험/평가/표준모델 제

시 

  - 전용 유지관리 장치와 시공방법 개발 

 o 실해역 실험 및 산업화 기반구축 

  - 실해역 실증장 구축 및 조류발전기/지지구조물 실증실험/평가    

  - 인증 기반 구축 및 복합발전/단지화 방안 연구

연구개발성과

  - 블레이드 설계해석 툴 개발 및 기술이전(BEMBO)

  - 방오도료 개발

  - KS200 설계

  - 실해역 축소모형 시험을 통한 시스템 효율 35.2% 달성

  - 지지구조물 개발 및 설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o 기술적 측면

  - 세가지 형태 조류발전기 설계 방법론 정립 및 형태별 적합한 제어 방식 제시

  - 효율적이고 넓은 발전유속 범위를 갖는 능동 제어형 조류발전시스템 일관기

술 정립 및 확보로 관련 산업의 기술적 기반 강화

  -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설계기술 개발은 대형 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기술 

제고에 기여

 o 경제 산업적 측면 

  - 무공해 자연에너지 획득기술 실용화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기후변화 분야 적

극 대처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토대 마련

  - 조류발전 입지와 개발 가능량 확대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

여

  -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사단가를 낮출 수 있는 지지구조물 설계 및 시공기술은 

조류발전시스템의 전반적인 단가를 낮춰 경쟁력 확보 가능

핵심어(5개 이내) 조류발전 능동제어 지지구조물 현장실증



〈Summary〉

Purpose

◦ Development, validation and standard model suggestion of an efficient and 

wide scope applicable tidal current generator through actively dealing with 

variations of flow speed and direction as well as controlling flow amounts

- larger than 200kW power in large than 2m/s flow speed 

- higher than 25% system efficiency

- higher than 30% capacity factor 

◦ Development of substructure design and construction techniques with low 

cost of construction as well as maintenance, and suggestion of a standard 

model 

◦ Design, assembly, testbed valid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active-controlled tidal current generator over 200kW and substructure 

Contents

o Tidal current power generator

  - Determination of single candidate in each famous 3 type tidal current 

generator through data analysis, real experiments, numerical analysis, and 

consultation 

  - Development/experiment/validation of active-controlled systems for improving 

capacity factor  through actively dealing with variations of flow speed and 

direction 

  - Development/evaluation of flow amounts controlling systems 

  - Standard model suggestion of an efficient and wide scope applicable tidal 

current generator 

 o Substructure

  - Development/experiment/validation of substructure with low cost of 

construction as well as maintenance, and suggestion of a standard model

  - Development of a customized maintenance equipment and construction 

technique 

 o Testbed demonstration and base set-up for commercialization 

  - Testbed construction and experiment/validation of tidal current 

generator/substructure

  - Base set-up of certification and study on complex/array power generating 

method  

Development

Results

 - Development of the blade design analysis tool and technology

transfer(BEMBO)

- Development of anti-fouling paint

 - Engineering design for the KS200

 - Achieve 35.2% system efficiency through outdoor scaled model test 

 -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of supporting structures

Expected

Contribution

 o Technical aspects



  - Establishment of design methodologies of three type tidal current generators 

and suggestion of proper active controller for each type generator

  - Establishment and acquisition of total solutions of an efficient and wide scope 

applicable tidal current generator with active controllers, and improvement of 

base of related industry

  - Elevation of technical level through developing the design method of large 

ocean substructure and plant

 o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 Base set-up of sustainable nation growth by coping climate change, and the 

elevation of nation competitiveness through commercializing power 

generation of nature energy with no pollution 

  - Direct contribution of new industry and job positions by widening the area 

for tidal current generation 

  - Elevation of technical competitiveness by lessening cost of substructure 

through design and construction techniques of substructure with low cost

Keywords
Tidal current 

generation 

Active

control
Substructure

Field(testbed)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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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가. 연구개발 최종 목표

(1) 최종목표

·유향, 유속 변화에 능동 대처하고 유속량 강화 제어 기법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용범위가 

넓은 조류 발전 시스템 개발·성능평가 및 표준모델 제시

- 유속 2m/s 이상 조건에서 발전출력 200kW 이상

- 발전효율 25% 이상

- 시설용량 대비 설비이용율 30% 이상

·시공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형 지지구조물 설계·시공기술 개발 및 표준모델 제시

·200kW 이상 능동제어형 조류발전기 설계․현장실증․성능제고를 통한 산업화 기반구축  

(2) 최종목표의 성격 및 설정근거

① 최종연구개발 성과물 

·조류발전 핵심 요소기술, 시제품 개발 및 신형식 경제적 시공공법 

② 최종목[표 설정근거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현재 조류발전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단계에서 선진국 

등 관련 기관에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외부유출을 엄격히 금하고 있어 자료 수집의 한계, 

그리고 현단계의 기술수준 등을 감안하고, 조류발전 산업화 추진을 위하여 최종목[표 설

정 근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조류발전 산업화 추진을 위하여 최종목[표 선정은 적절함 

- 유향, 유속 변화에 능동 대처하고 유속량 강화 제어 기법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용범위

가 넓은 조류 발전 시스템 개발·성능평가 및 표준모델 제시는 조류발전 산업화에 필수

적이고,

- 또한, 조류발전의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시공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형 지지구조물 설

계·시공기술 개발 및 표준모델 제시 역시 필수적이며,

- 200kW 이상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시스템 실증실험 및 성능개선은 저유속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조류발전 시스템으로 조류발전 산업화를 위한 중요한 연구목표임지지구

조물 연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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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지구조물 연구 실적

가. 1차년도

(1) 조류발전시스템 지지구조물 특성 분석

① 세계 기술동향 조사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조류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투자 및 사업 확대 중

이며, 실증 단계를 지나 상업화 단계에 진입한 사례들도 다수 존재

·영국

- 2020년까지 해양에너지로 자국 전력소비량의 20% 충당 목[표 

-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로 해양에너지 관련 산업이 발전했으며, 상용화에 근접한 기술

을 보유한 MCT사와 같은 다수의 해양에너지 업체들(Open Hydro, Atlantis, SMD, …)을 

보유 

·기타 유럽

- 독일 : Voith Hydro사가 조류발전 산업 주도

- 노르웨이 : Hammerfest사가 1MW급 HS1000 개발 및 조류발전단지 조성 계획 

- 네덜란드 : Torcardo사가 Oostershelde지역(하구)에 1MW급 array 설치 프로젝트 계획

·북유럽

- 미국 : Verdant사의 RITE(Roosevelt Island Energy) project 진행

- 캐나다 : 정부의 대체에너지 정채과 함께 Clean Current사, Alstom Hydro사가 터빈 개발

·아시아

- 일본 : KHI TCP사, Nova Energy사 등이 조류발전 관련 연구 개발 중

- 인도 : Gujzrat주에 250MW급 조류발전단지 조성 계획

② 수차형태별 분석

특  성

- 조류흐름의 유향에 평행하게 터빈축을 맞추는 형태로서 보편적인 조류 발전 방식
- 터빈 날개부는 효율이 좋은 양력식 타입이 주로 개발 적용되고 있음
- 효율 극대화를 위해 축 및 터빈날개의 방향 조절 장치 및 추가적 터빈날개

가 설치되기도 함
- 수평력이 주된 외력으로서 이에 대한 지지부 필요

장  점
- 수평축 터빈은 발전주기 동안 효율이 높음
- 해저에 설치되는 고정식 조류터빈은 수중에 설치되어 풍하중 및 파랑하중에 
의한 영향이 미미함 

단  점
- 조류의 전체 주기동안 발전하기 위한 추가적 장치가 필요함
- 터빈부가 주로 수중에 설치되기 때문에 누수의 위험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수반됨

[표 1 수평축 조류 터빈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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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방향 수평축 조류 터빈

[그림 2] 양방향 수평축 조류 

터빈 (Atlantis AK1000)

특  성

- 조류흐름의 유향과 상관없이 발전이 가능한 조류 발전 방식
- 흐름환경에 맞게 양력식 및 항력식 타입이 적용됨
- 수직방향 터빈 회전축에 큰 하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이 요구됨

장  점
- 유향에 상관없어 조류의 전체 주기동안 발전 가능
- 터빈부를 수면 위에 설치가 가능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음 

단  점
- 터빈 회전축이 길어질 경우 하중 이외에 모멘트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
- 수면에 드러난 구조물은 파랑 및 풍하중에 노출됨
- 회전축에 주위에 부유물질이 감기거나 갇혀 회전을 방해할 수 있음

[표 2] 수직축 조류 터빈의 특징

③ 지지형태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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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파일고정식 자중착저식 부유계류식 자켓식

개념도

특  성
- 해저 강관파일로 고정
- 해저에 파일을 드릴
하여 그라우팅 시공

- 해저 자중/앵커로 고정
- 연약지반에서 불리
- 선박 운항의 위협
- 유지관리에 불리

- 계류라인으로 해저
  앵커링
- 시공과 유지관리 용이

- 트러스 형태로 파력이
  큰 곳에서 유리
- 용접부 피로에 의해 
  설계가 지배될 가능성
  이 있음

적용사
례

- 영국 MCT
- 아일랜드 Open Hydro
- 미국 Verdant

- 영국 Lunar Energy
- 독일 Voith Hydro
- 영국 Atlantis

- 영국 SMD 
Hydrovision
- 이탈리아 Enerma
- 한국 오션스페이스

한국 KORDI

[표 3] 지지형태별 분석표

특  성

- 강관 또는 철근철근콘크리트 파일을 사용한 형식으로 종류로는 Monopile, 
Tripod, Dolphin식 및 Jacket식 구조물이 있음

- Monopile, Tripod식은 수평축 조류발전
- Dolphin , Jacket식은 주로 수직축 조류발전에 쓰임

장  점
- 구조가 경량이므로 연약지반에 적함
- 조류나 파랑이 심한 곳에서도 외력조건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매립 등의 공정이 필요 없어 석재확보가 어려운 곳에 유리

단  점
- 대규모 집중하중에 대하여 불리하며 수평력에 비교적 약함
- 강재를 사용할 경우 부식 등의 대책이 필요

[표 4] 파일고정식 지지구조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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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T (영국)

- 직경 16m의 600kW급 로터 두개로 구성(1.2MW)
- 유지, 보수를 위해 블레이드와 발전기가 상하이동이 가능
- 조류의 입사속도에 따라 블레이드 각도 변환 가능
- 2008년 완공되어 시험발전 및 환경영향 평가 수행중
- Current Speed > 2.4m/s

Verdant Power (미국)

- HAT방식, 축방향 유속
- 직경 5m의 3개의 블레이드로 구성
- 200kW급 조류발전기 6기 설치, 일부 지역 전력 공급중
- Current Speed > 2.0m/s
- 2010년 전라남도와 2,000만달러 규모의 MOU 체결

Open Hydro 
(아일랜드)

- 원형 제트엔진 형태의 터빈을 개발하여 2006년 250kW급 조류발
전시스
  템에 대한 실해역 시험을 수행
- 유지, 보수를 위해 블레이드와 발전기가 상하이동이 가능
- 캐나다의 Nova Scotia Fundy만에 1MW급 조류발전기를 설치하였음 
- EMEC에는 파일고정식이 설치되었으며, 착저식 모델도 있음

Tocardo BV T500 
(영국)

- HAT방식, 500kW급 모델로서 배수갑문 상부에 파일로 고정설치 
- 직경 10m의 2개의 블레이드로 구성
- Scotland Pentland Firth지역에 10MW급 Demo Park 개발예정
- Current Speed > 3.0m/s
- 스코트랜드 정부는 2020년까지 Pentland Firth지역에 1.3GW급 

조류발전단지 조성 예정

[표 5] 파일고정식 지지구조물 사례

특  성 - 파압, 조류압 등의 외력에 대하여 자중과 마찰력에 의하여 저항하는 구조물

장  점
- 중량물인 콘크리트로 벽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견고하며 내구성이 높음
- 육상에서 제작 이동 후 사용하며, 공정관리가 용이
- 지반이 견고한 경우 가장 안정적인 구조물로 설치 이용 가능

단  점
- 대부분의 경우 대규모의 제작장이 필요하며 기중기선, 예인선 등의 작업선단

이 필요
- 지반이 양호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별도의 지반처리 공정이 필요

[표 6] 자중착저식 지지구조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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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r Energy (영국)

- 덕트형 HAT 조류발전
- 직경 14m 블레이드 4개로 구성(1MW)
- Current Speed > 1.0m/s
- 2008년 중부발전, 전라남도와 1MW급 발전기를 전라도 완도인근

에 적용하기 위한 MOU 체결

Engineering Business
(영국)

- 가오리의 지느러미 움직임처럼 패달의 상하운동으로 추진력을 발
생시킴

- Stingray 장치의 가장 주요한 요소기술은 Hydroplane
- Yell Sound 해역 35m 수심에서 150kW Stingray(가오리) 터빈

형태 조류발전 실험 성공
- Current Speed > 2.0m/s

Voith Hydro (독일)

- HAT방식, 3개의 블레이드로 구성
- Current Speed > 3.0m/s
- (주)레네텍, 포스코건설, 전라남도 지자체와 M.O.U. 체결
- 2018년까지 장죽수도 인근 110kW급 조류 발전 시범 설치,
- 장죽수도 150MW, 맹골수도 250MW급 조류 발전 단지 계획

Atlantis AR1000 (영국)

- HAT방식, 3개의 블레이드로 구성
- 1MW급 자중 착저식
- 2011년 EMEC에 설치되어 상용 Test 수행중
- Current Speed > 2.6m/s
- Atlantis사는 덕트형 HAT방식의 AS Series도 개발중
- 인도 Gujarat주에 100MW급 조류발전 단지 개발 추진중

[표 7] 자중착저식 지지구조물 사례



- 7 -

특  성
- 파압, 조류압 등의 외력에 대하여 계류 앵커와 부체 요동으로 저항하는 구조물
- 구조물의 요동을 허용하므로 흐름0.5m/sec이하, 파랑은 1m이하에 설치권장

장  점
- 콘크리트 폰툰 이나 Steel 바지선을 이용하므로 구조물 제작비가 저렴
- 수심이 깊은 해역에 적용시 공사비 및 공기 절감 효과가 매우 큼
- 유지 보수가 쉽고, 사용 후 철거가 쉬우며, 구조물의 이동이 가능함

단  점
- 고파랑/강조류 해역에서는 구조적 안정성 문제로 적용이 어려움
- 구조물의 요동에 따른 조류 발전 효율 저감 및 해저 케이블의 파단 발생 가
능

[표 8] 부유계류식 지지구조물 특징

SMD Hydrovision 
(영국)

- 2개의 피치고정 500kW 15m 로터 사용
- 자체부력으로 물위에 뜨며, 해저 계류체인으로 고정
- 조류의 입사방향 변화에 자체적으로 조절가능
- 추가적인 구조물이 따로 필요 없음

오션스페이스 (한국)

- 강재지지구조물 + 콘크리트 앵커블록
- 상부데크(10m x 13m) + 전기시스템
- 블레이드 직경 8m의 100kW급 조류발전 장치
- Pitch Control System(양방향 + 정지)
- 최소 요구 수심 16m 이상
- 수중발전기, 해수 자연냉각 방식

KORDI (한국)

- 가로 16m, 세로 16m, 높이 48m, 총중량 1,000톤 규모의 시험조
류발전소

- VAT타입의 헬리컬 조류발전 장치가 설치됨
- 다양한 형태의 수차, 발전기 및 전력변환장치 등이 설치되어 여

러 분야에 대한 실증실험이 가능
- 최대 조류속 5.3m/s

[표 9] 부유계류식 지지구조물 사례



- 8 -

Tripod (2-Pile)

- Monopile 시공 후 A형 Frame을 부착하여 Monopile 보강
- 수심이 깊어질수록 Monopile이나 Gravity Base에 비해 경제적임
- 부재간 용접이 많아 제작비 고가
- 용접부 피로에 의하여 설계가 지배될 가능성이 높음
- Monopile에 비하여 강재량이 작아 자재비는 적게 들지만, 용접

등에 의한 제작비가 많이 소요됨

Tripod (3-Pile)

- 모두 공장에서 제작하여 한번에 시공하는 형식
- 수심이 깊고 터빈용량이 클 경우 2-Pile보다 3-Pile이 적합하나
  Substructure를 운반, 설치하는 대형 해상장비 필요
- 부재간 용접이 많아 제작비 고가
- 용접부 피로에 의하여 설계가 지배될 가능성이 높음
- 강관파일의 시공정밀도 확보 필수

Suction Bucket
(Caisson, Pile)

- 관입/설치 검토 : 관입성 검토, 펌프 용량 등 장비 구성
- 지지력 검토 : 주면 마찰력 및 내부단면 지지력, 수평/수직/모멘

트 지지력 검토
- Oil & Gas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
 ▷ 중력식 구조물(GBS)
 ▷ 부유식 구조물 (Catenary, TLP 등)
 ▷ 심해저 플랜트(Subsea) 기초
- 토목 분야 적용 연구
 ▷ 중력식 및 부유식 방파제
 ▷ 해상 교량 기초 및 충돌방지공
- 해양 신재생 에너지 분야 적용 연구 : 경제성 향상 요구 대응
 ▷ 해상풍력타워 기초(연구중) 및 기상탑 기초(실용화)
 ▷ 조류 및 복합발전 기초

[표 10] 기타 지지구조물 사례

④ 형태별 개념 설계

·지지구조물 설계시 고려할 조건

- 해양조건 : 수심, 파고, 파력 등

- 구조물 조건 : 자중 및 상재하중

- 운전상태 조건 : 로터에 작용하는 양력, 항력 및 추력

- 내진 조건 : 지진과 지진력

- 운영 조건 : 유지 보수 장치 하중, 선박 접안/충돌 하중

- 기타 : 시공 중 안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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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고정식/잔교식 설계 방법

[그림 3] 파일고정식/잔교식 설계 순서

- 횡방향 지반반력계수 : Kh=1.5N, N=지반의 1/β부근까지의 평균 N치

- 직항잔교에서 해저지반속에 고정점을 가정하여 라아멘 구조물로 계산하는 경우 말뚝의 

가상고정점은 가상지표면 아래 1/β 로 가정







 

 : 횡방향 지반력계수()
 : 횡말뚝의 직경 또는 폭()
 : 말뚝의 휨강성()

- 상세구조 해석 : SAP, MIDAS 등

- 부식방지대책 : 전기방식, 도복장 공법 등

·지중착저식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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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중착저식 설계 순서

구  분
활동

(Sliding)
전도

(Overturning)
지지력

(Bearing Capacity)
평상시 지진시 평상시 지진시 평상시 지진시

국내 1.2 이상 1.1 이상 1.2 이상 1.1 이상 1.2 이상 1.1 이상
BS 6349 1.75 이상 1.1 이상 1.5 이상 1.1 이상 1.5 이상 1.1 이상

[표 11] 설계 안전율

·부유계류식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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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부유계류식 설계 순서

(2) 환경 조건별 해저고정방식 검토

① 기초 형식 검토

구  분 수심 30m 수심 30 ~ 60m 대수심 해역

개념도

제안구
조

- Monopile 기초
- 자중 착저식

- 잔교 돌핀식
- Jacket 식

- 부유식 구조
- 수중 계류식

적용사
례

- COWI 해상풍력기초
- MCT, Open Hydro

- 중국 Donghai 해상풍력
- 제주 월정리 해상풍력

- 오션스페이스
- SMD Hydrovision

특  성

- 해저 강관파일로 고정
- 중력식의 경우 자중 저항
- 지반 조건에 따라 공사
비 증감이 크게 좌우됨
- 해저 착저식은 선박운항 유리

- 해저 강관파일로 고정
- 연약층 깊이에 따라 공

사비 및 시공성 좌우됨
- 세굴 방지공 필요
- 유지관리에 불리

- 계류라인으로 앵커링
- 시공과 유지관리 용이
- 부유식 구조로 이동용이
- 부유체 Motion 저감/ 계

류식 자세유지  필요

[표 12] 수심 조건별 기초 형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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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암반 지반 연약 지반 사질토 지반

개념도

제안구
조

- Hybrid 기초
- 자중 착저식

- 잔교 돌핀식
- Suction Pile식

- Monopile 식
- Double Pile식

적용사
례

- NEDO 해상풍력기초
- Voith Hydro

- Mooring Dolphin
- Donghai  해상풍력

- MCT
- Open Hydro

특  성

- 자중에 의한 위치 고정
- 설치용 대형 장비 필요
- 유지관리에 불리
- 발전기 수밀구조 필요
- 착저식은 선박운항 유리

- 해저 강관파일로 고정
- 연약층 깊이에 따라 공사

비 및 시공성 좌우됨
- 세굴 방지공 필요
- 유지관리에 불리

- 해저 강관파일로 고정
- 시공과 유지관리 용이
- 공사비가 가장 저렴
- 세굴 방지공 필요

[표 13] 지반 조건별 기초 형식 검토

② 적합재료 조사

·해양 콘크리트 시방 규정

-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2009년 개정판)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2005년 개정판)

-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6-4-7 해양 콘크리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5075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 시방서 070206 해양콘크리트

- 참조 표준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411 포틀랜드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쉬

- 일반사항

해양구조물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30MPa 이상으로 함

철근의 방식을 위한 방법으로는 콘크리트 피복두께를 크게 하는 것, 균열폭을 적게 하

는 것, 적절한 재료와 시공 방법을 사용하는 것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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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콘크리트 시공 및 내염해 대책

- 해양 구조물은 시공 이음부를 둘 경우 성능 저하가 생기기 쉬우므로 만조위로부터 위로 

0.6m,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m사이의 감조 부분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게 함.

- 간만의 차가 커서 콘크리트를 1회 타설하는 높이가 매우 높은 경우나 시공이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콘크리트를 해수로부터 보호하는 기간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5일, 고로 슬래

그 시멘트 등 혼합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설계기준압축강도의 75%이상의 강도가 확보될 

때까지 연장하여야 함.

- 강재와 거푸집 판과의 간격은 소정의 피복을 확보하여야 하며, 간격재의 개수는 기초, 

기둥, 벽 및 난간 등에는 2개/m2이상, 보 및 슬래브 등에는 4개/m2이상을 표준으로 함.

- 모래와 자갈을 포함한 파랑 작용, 선박의 충격 등의 영향을 받는 구조물에서는 고무 완

충재, 목재, 양질의 석재, 강재 및 고분자 재료 등 적당한 재료로 표면을 보호하거나 철

근의 피복두께 또는 단면을 증가시켜야 함.

- 물보라에 의한 비말해수가 직접 닿는 부분이나 해풍의 영향으로 비래 염분이 콘크리트 

표면에 흡착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장기적인 내구성능 저하를 고려하여 콘크리트 표면

의 보호나 철근의 부식 방지 등을 위한 염해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 해양 콘크리트 구조물은 통상의 검사에 추가하여 콘크리트 표면의 균열 검사를 꼼꼼히 

실시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해양 구조물용 강재 시방 규정

-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에서는 석유산업에서 사용되는 강재를 API강재라 규정

하고 등급별 규격을 제시하고 있음.

- 규격은 API 2H Gr42,50 / API 2W Gr 42,50,60등이 있음

- API규격의 체계는 API5L-X70인 경우 5는 강관, 2는 해양구조물을 의미, L은 용도의 구

분상 Line Pipe, H/W는 해양구조물, CT는 Casting & Tube를 의미, 70은 항복강도의 최

소값으로 단위는 ksi를 사용함

- 해양구조물의 강재의 부식 대책은 수상부 도복장 공법, 수중부 희생 양극법을 주로 사

용

·해양 구조물용 강재 생산 회사

- POSCO, 현대제철, 동국제강에서 후판을 제작하며, 이를 공급받아 API X65급 송유관용 

강관은 스틸플라워, 동양철관, EEW KOREA, API X70급 강관은 세아제강, 하이스코, 동

양철관이 제조

- POSCO - API 2H Gr42, API 2W Gr50T, API 2W Gr60, EN10225 S355G9+M, S355G10+M 

- 현대제철 - API 2H-42/50, API 2W-42/50/60

·합성 구조물 설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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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복합트러스교 설계 사례

[그림 7] FRP 합성형 구조 설계 사례

③ 강-콘크리트 접합부 구조실험

·실험목적

- 착저식 수평축 조류발전과 같이 강재 기둥이 콘크리트가 매입되는 구조에 대한 구조상

세 검증이 필요함 

- 강-콘크리트 접합부 균열 등은 구조물의 해수에 잠기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현

저히 저하시킬 수 있음

·실험개요

- 강재 기둥 둘레에 설치되는 원형-리브에 따른 인발 강도 평가 

- 콘크리트: W800×L800×H520, 강재: D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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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실험체 제원

·해석 및 실험결과

- 원형 리브 두께 및 개수에 따른 응력해석 수행 (1/4 모델)

- 원형 리브의 유무에 따라 극한강도가 100kN이상 차이가 발생함

[그림 9] 하중-변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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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매입 강재 응력

[그림 11] 콘크리트 응력

[그림 12] 균열형상

(3) 유지보수 시스템 개발

① 유지보수 시스템 조사

·Open-Centre Turbine (Open Hydro., Uk)

- 자중고정식 (상업용 발전기)

- 제트엔진 형태의 1MW급 터빈

- 자중고정식 발전기는 쌍동선 형태의 전용선박을 이용하여 설치 및 유지/보수

- 수중에서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ROV 활용하여 시야 확보 및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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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를 위해 터빈을 수면 위로 올려야 할 경우 설치 전용선박 활용

·AR-1000 (Atlantis,UK)

- 자중고정식의 하부구조에 자중고정식의 상부구조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해상 크레인 이

용

- 볼트나 용접에 의한 결합이 아닌 요철의 결합 방식

- 요철 결합 방식은 설치 및 유지/보수 시 작업이 간단

- ROV를 이용하여 상부구조물의 탈부착 및 외관검사 수행

·RTT(Lunar Energy, Uk)

- 1MW급의 덕트형 조류발전기

- 초기 개념설계단계에서는 콘크리트 하부구조의 자중고정식

- 이후 Tripod 파일 형태의 자중고정식으로 변경

- 덕트에 작용하는 강한 외력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지 구조물 대형으로 제작

- 무거운 무게로 인하여 구조물 전체의 위치 및 방향 수정 어려움

- 터빈을 포함하는 발전부 모듈을 탈부착하는 방식을 적용해 유지/보수 수행

·TidEl (DMD Hydrovision, UK)

- 500KW급의 2-blade 터빈 2기 구성

- 계류방식을 이용한 조류발전기 고정

- 부유식 구조물의 계류에 의한 고정방식으로 유지/보수 및 철거 작업이 용이

- 원격으로 계류 체인을 제어하여 수면 위로 떠오르도록 하여 유지/보수를 진행

- 해상 크레인 선박과 같은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유지/보수 시 10knot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한 ROV 이용

·Rolls Royce (UK)

- 180톤의 tripod 파일 형태의 하부구조물

- 상부구조물은 발라스트를 이용한 반잠수식으로 운반 시 수면상 견인

- ROV를 이용하여 상부구조물의 탈부착 및 외관검사 수행

- 유지보수 시 반잠수식 상부구조물을 분리하여 해안가에서 정비 (크레인 필요 없음)

·Tidal Stream (UK)

- 전체 시스템 지지하는 Seabed는 해당 해역의 환경 조건에 따라 가변적

- 발라스트를 이용하여 유지/보수 시 전체 시스템이 수면 위로 부상

- 운전 중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는 발라스트 구조물의 끝단에 있는 Control room에서 수

행

- Fouling으로 인한 효율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매년 한두 차례 높은 압력을 가해 블레이

드 표면의 청소작업 수행

·HyTide 110-5.3 (Voith Hydro, GR)

- 2.9m/s 유속에서 110KW 출력 발생

- 콘크리트로 구성된 자중고정식 하부구조

- 유지/보수는 Guide chain 을 이용해서 Turbine nacelle을 수면 위로 들어 올림

·HyTide 1000-16(Voith Hydro,GR)

- 2.8m/s 유속에서 1MW 출력 발생

- 영국의 테스트베드 EMEC 설치 예정

- 드릴링으로 관입된 모노파일의 하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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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는 Guide chain 을 이용해서 Turbine nacelle을 수면 위로 들어 올림

·HS300 (Hammerfest,NR)

- 별도의 중량물이 설치된 자중고정식의 하부구조물

- 볼트나 용접에 의한 고정 없이 하부구조물의 핀에 자중고정식의 상부구조물 결합

- 유지/보수를 위해서 상부구조물의 좌우에 와이어를 연결하여 해상크레인으로 이동

- 설치 및 유지/보수에 ROV를 활용

·TTG(Clean Current,NR)

- 덕트형 조류발전장치

- 드릴링으로 설치된 파일고정식 하부구조에 상부구조물의 자중으로 결합

- 설치전용 선박을 사용해 상부구조물의 설치 및 수거를 수행하여 추가적인 비용 절감

- 전문 다이버에 의해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진행

② 지지구조물 및 유지보수 기술 개념 설계

·기본방향

- 현재까지의 대표적 유지/보수 방법은 MCT 사의 상하이동장치

- 국내 조류 환경을 고려한 조류발전기 및 유지/보수 기술 개념설계 수행

- 이미 실용화 되어 있는 기술이나 최대한 원리가 단순하여 구현에 문제가 없는 시스템

- 유지/보수 전용선이 작업 가능한 장치를 개발

- 유지/보수를 위해 조류발전기 파워트레인이 용이하게 수면 위로 부상하도록 개발

·능동유향 수중부이장치

- 수면 하에 부이장치 설치

- 와이어를 통해 수중체와 연결

- 부이는 와이어와 부이 무게보다 크게 설계

- 부이는 부력체와 절연체, 자성체로 구성

- 유지/보수선 크레인 고리에 연결된 전기자석과 수중부이 자성체 연결

- 케이블 롤러장치가 돌아가면서 해저 케이블 풀림

- 수거 역순으로 재 설치

- 인하대학교 특허

·능동유향 수면부이장치

- 수면 상에 부이장치 설치

- 와이어를 통해 수중체와 연결

- 부이는 와이어와 부이 무게보다 크게 설계

- 부이는 부력체와 경고등, 패드아이로 구성

- 유지/보수선 크레인 고리에 부이의 패드아이 연결

- 케이블 롤러장치가 돌아가면서 해저 케이블 풀림

- 수거 역순으로 재 설치

- 인하대학교 특허

·부유식 조류발전 시스템 유지보수

- 부유식 조류발전기는 수심이 깊은 해역에 설치/운용 유리

- 반잠수식 폰툰형태의 부유식 구조물

- 4 point semi-taut 방식의 부유식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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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시 반잠수식 폰툰 사이에 설치된 모터를 이용하여 수면 위로 발전부 올림

- 스토퍼를 이용해 유지/보수에 유리한 각도 고정

- 부유식 구조물의 갑판 위에서 유지/보수 수행

[그림 13] 부유식 조류발전 시스템 유지보수 계획안

③ 조류발전 구조물 시공방안 검토

·저조도 카메라

- 예인선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이동하며 구조물에 접근 및 촬영을 실행

- 예인선 내부에 장착된 제어장치를 활용하여 카메라 단순 제어 (Pan & Tilt & Zoom 

Type)

- 카메라 시야거리가 조류발전 지역에서는 1~2m 예상 

- 용도 : 선박/ 수중건설 분야, 수중탐사/ 해양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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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저조도 카메라

·멀티빔

- 예인선에 멀티빔을 장착하여 구조물 방향으로 음파를 사용하여 조사 

- 빔 개수 : 256개, 빔 간격 : 0.5°, Swath Width : 0~130°

- 해저나 수중의 지형 및 목표물을 탐색, 해저물체의 크기 및 형태, 재질과 구성을 파악

[그림 15] 멀티빔

·ROV

- 작업환경에 따라 추진체 용량변경

- 수중 밖에서 제어장치로 유저가 원하는 대로 ROV 조작 가능

- RS485 통신(제어) 및 영상/Sonar Data 실시간 전송

- Option별 저조도 카메라/Acoustic 카메라 및 2D/3D Sonar 장착

- 선박/ 수중건설 분야, 수중탐사/ 해양연구 분야

- 해저나 수중의 지형 및 목표물을 탐색

- 해저물체의 크기 및 형태, 재질과 구성을 파악

[그림 16] R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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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도 영상

- 영상필터 사용을 통한 영상처리 성능향상

- 필터종류 : 히스토그램 기반 필터, 마스크 기반 필터, 모폴리지 기반 필터 

·Sonar 기반기술

- BVTSDK : Sonar 개발 S/W KIT

- Sonar 입력 값을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화면의 구성을 변경 및 추가 기능

나. 2차년도

(1) 조류발전 지지구조 기본설계

① 형식별 설계순서

[그림 17] 형식별 설계순서

② 파일식/잔교식

·수심: 40m,  바닥 구속 조건: 고정단 

·블레이드 직경: 18m, 나셀 위치: 수심 20m

·파일 길이: 35m, 직경: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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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Flow-3D 해석모델 (파일식/잔교식)

[그림 19] Tidal-Bladed 

해석모델 (파일식/잔교식)

[그림 20] 해석 결과-부재력 (파일식/잔교식)

③ 중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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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40m,  바닥 구속 조건: 고정단 

·블레이드 직경: 18m, 나셀 위치: 수심 22m

·파일 길이: 25m, 직경: 4m 

[그림 21] Flow-3D 해석모델 (중력식)

[그림 22] Tidal-Bladed 해석모델 (중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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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해석 결과-부재력 (중력식)

④ 케이슨식

[그림 24] 시공순서도

⑤ 부유식

·수심: 40m  

·구속조건: Prescribed Motion(Horizontal Only) + 계류로프 

·블레이드 직경: 18m, 나셀 위치: 수심 22m

·파일 길이: 35m, 직경: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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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Flow-3D 해석모델 (부유식)

[그림 26] Tidal-Bladed 해석모델 (부유식)

[그림 27] 해석 결과-부재력 (부유식)

(2) 지지구조 연결부 성능검증실험

① 실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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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지구조 

형식
강-콘크리트 연결

Case 1 중력식 볼트
Case 2 케이슨식 볼트

Case 3
케이슨식

(전단연결형)

트터드
Perfobond
전단후크

강관

Case 4
케이슨식

(강재매입형)

강관 + 언형 리브 1EA (30mm)
강관 + 언형 리브 1EA (20mm)
강관 + 언형 리브 2EA (30mm)
강관 + 언형 리브 2EA (20mm)

[표 14] 실험 케이스

[그림 28] Case 1 : 중력식 지지구조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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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Case 2 : 케이슨식 지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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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Case 1 & 2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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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Case 3 : 케이슨식 지지구조 (전단연결형)

[그림 32] Case 3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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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Case 4 : 케이슨식 지지구조 (매입연결형)

[그림 34] Case 4 실험결과

(3)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① 유지관리 시스템

·인하대학교 회류수조 제원을 고려한 수리모형 설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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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회류수조 (인하대학교)

구  분 Main Particular Measuring Section
Length (m) 6.0 2.3
Breadth (m) 1.0 1.0
Height (m) 3.0 0.9

Max. Velocity (m/s) 1.2 -

[표 15] 회류수조 수리모형실험 조건

- 유지보수시스템 실험모형 설계 수행.

- 회류수조 상부 바지선 형태의 구조물 설치.

- 문풀과 상부 크레인을 이용하여 너셀 및 터빈 회수/설치 과정 검증

- 너셀 및 터빈 거치대 이송과정 검증.

② 시공중 모니터링 시스템

·시공 모니터링 시스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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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카메라 장착 방안 검토 1안

[그림 37] 카메라 장착 방안 검토 2안

- 해상 수중에서의 카메라 동작 환경에서의 방수(Water-proof) 기능의 외관 사양 정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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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 EN(European Standards – 유럽 품질 규격) 표준 규격 : EN61373

[그림 38] 현재 상용화 된 수중 카메라 외관 검토

·모니터링 시스템 아키텍쳐

[그림 39] 모니터링 시스템 아키텍쳐

·모니터링 S/W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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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모니터링 시스템 S/W 아키텍쳐

·GUI 인터페이스 구성(안)

- 1Area당 4분할 Display 방식

- 카메라 화면 출력 화면 

- 해도 화면 : Sonar 정보의 그래프 화면 

[그림 41] GUI 구성(안)

·Sonar 적용 방안 검토

- Sonar Data 수신 인터페이스 

- Sonar 정보 Display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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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ar 장비 검토

[그림 42] Sonar 적용 방안 검토

다. 3차년도

(1) 지지구조물 구조 성능실험 및 평가

① 케이슨식 지지구조물 연결부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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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Case 1 : 중력식

[그림 44] Case 2 : 케이슨식

·최대변위: Case1에서 75% 크게 나타남 (2.39mm vs 1.36mm)

·스틸타워 최대응력: 두 Case에서 비슷하게 나타남 (167MPa vs 169MPa)

·콘크리트타워 최대응력: Case1에서 크게 나타남 (13MPa vs 0.1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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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휨-전단 실험

[그림 45] 휨-전단 실험 개념도

[그림 46] 리브 개수에 따른 하중-변위 곡선

[그림 47] 매입 깊이에 따른 하중-변위 곡선

③ 피로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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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피로실험 개념도

[그림 49] 피로실험 결과

(2) 지지구조 수리모형실험 및 성능평가

① 지지구조물 수치해석

·지지구조 형상별 수리특성 분석(Flow-3D)

파일식/잔교식

- 수심 : 40m, 바닥 구속 조건 : 고정단
- 블레이드 직경 : 18m, 나셀 위치 : 수심 
20m
- 파일 길이 : 35m, 직경 : 4m

중력식

- 수심 : 40m, 바닥 구속 조건 : 고정단
- 블레이드 직경 : 18m, 나셀 위치 : 수심 
22m
- 파일 길이 : 25m, 직경 : 4m

[표 16] 지지구조 형상별 수치해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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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Flow-3D 수치해석 모델

·Tidal-Bladed를 이용한 지지구조물 설계

[그림 51] Tidal-Bladed를 이용한 지지구조물 설계

·지지구조물 유동해석

- 인하대학교 수행

② 지지구조물 수리모형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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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Chamfer형 하부구조 모델

[그림 53] 실험장면

[그림 54] 인장로드셀

·리브 개수에 따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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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ssonChamfer_1-2 (CFD)
Caisson_Chamfer_1-2 

(Experiment)
유속 [m/s] 1.0 0.6

전체 하중 [N] 54.01 23.30
터빈 하중 [N] 38.25 17.53

구조물 하중 [N] 15.76 5.77
항력계수 [Coeff.] 0.44 0.41

[표 17] 리브 개수에 따른 결과

- 유속 0.6m/s 환경에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이 23.3N으로 계측됨

- 하부 구조물의 항력계수는 0.41로 계산되었고, CFD 해석 결과와의 오차는 약 7%로 근

소한 차이를 보임

- 구조물과 하부 지지판 사이의 마찰에 의해 CFD보다 작은 항력계수가 나타남

(3) 유지보수장치 모형실험 및 성능평가

① 유지보수장치 수리모형실험

[그림 55] 가이드와이어 탈착 시스템 개발

·단순 리프팅 방식으로 유속 환경 하에서 설치/회수 어려움

·문풀/리프팅 가이드의 개선연구 수행

·일정 유속 하에서 설치 및 회수절차를 회류수조에서 구현

·가이드와이어 탈착 시스템 고안하여 다양한 유속환경 하에서 설치 및 회수절차 실험

·터빈 및 너셀 중량, 부력, 가이드와이어 텐션, 슬링각 등의 주요변수 설정



- 42 -

[그림 56] 

하부파일/가이드와이어

[그림 57] 터빈 및 너셀

[그림 58] 유지보수 실험 모형

·하부파일/가이드와이어 체결

·크레인바지 가이드와이어 고정

·일정유속 하에서 하강 및 설치 (유속 0.2m/s ~ 1.0m/s)

·유속에따른 슬링각도 측정

·정성설치 여부 확인

·일정유속 하에서 정상 회수

(4) 수중정밀 통합감시 S/W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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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통합감시 시스템 개념도

[그림 60] GUI 구성

[그림 61] 수중정밀 통합감시 s/W OS

[그림 62] 

동작시스템

(5)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실시설계

① 실해역 설계조건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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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 및 조위 분석

[그림 63] 대상해역 위치

대상지점
설계파고
H1/3(m)

설계파주기
T1/3(sec)

파향

운영시 0.80 3.14
NW

폭풍시 1.59 4.29

[표 18] 설계파 산정 결과

분  조 반조차(H) 지각(K) 지각(g)
M2 109.7 337.7 345.9
S2 39.0 4.4 21.8
K1 29.1 217.5 226.6
O1 21.9 194.1 193.3

[표 19] 조위 산정 결과

·조류속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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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조류속 분석 결과

- 울돌목은 다수의 도서에 의해 파랑차폐가 발생되어 풍파의 발달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

임

- 시험조류발전소에서의 최강창조류 : 4.7~5.1kn(2.4~2.6m/s) 

- 시험조류발전소에서의 최강낙조류 : 3.9~5.1kn(2.0~2.6m/s)

- 북측은 창조류, 남측은 낙조류가 우세한 흐름

② 실해역 환경조건 분석

·대상해역 수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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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울돌목 수심도

[그림 66]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인근 상세수심도

- 대상해역 수심분포 : 중앙부 DL(-) 15.0m~20.0m, 최대수심 DL(-) 30.0m

- 기 설치된 시험조류발전소 해역 수심 : DL(-) 20.0m

- 설치해역 동측으로 DL(-) 22.0m~30.0m 깊은 수심 해역 존재

·대상해역 지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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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울돌목 지반조사 위치도

지 층 USCS
두께
(m)

N-값
(TCR/RQD)

비 고

퇴적토층 GP 0.3~0.6 - BH-3, 4
풍화암층 - 50/5 BH-4

연암층 -
44~100
/0~14

BH-3, 4

보통암층 - 100/43 BH-4

[표 20] 울돌목 지층 특성 (BH-3, 4)

지 층
심 도
(m)

단위중량
(g/㎤)

흡수율
(%)

비 중
일축압축
(kg/㎠)

프아송비
탄성계수
(kg/㎠)

탄성파속
도

(m/s)
연 암 2.3 - - - 465.1 - - -
연 암 4.5 - - - 378.4 - - -
연 암 8.0 - - - 361.1 - - -
연 암 5.2 - - - 451.4 - - -
연 암 7.5 - - - 474.6 - - -

보통암 8.4 2.415 1.62 2.51 692.0 0.27 8.946
P:2,614.2
S:1,421.0

[표 21] 실내 암석시험 결과 (BH-3, 4)

·실해역 입지조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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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울돌목 입지조건 분석 위치도

- 기존 시험조류발전소 인근 6개 후보지(A~F) 검토

- 대상입지 제안 고려사항 : 인허가 용이성, 건설 및 운영용이성

- 조류속 확보 및 지반조건이 양호한 구역 대상입지로 제안

[그림 69] 입지조건 분석 결과

- 지지구조 설치 대상입지에 대한 수심, 선박운항로 및 발전소 이격거리, 조류속에 대한 

비교를 통해 최적의 대상입지 제안

- 기존 시험조류발전소 북측에 위치한 D 또는 E를 지지구조 대상입지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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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제작장 및 적출장 위치 (벽파항)

[그림 71] 벽파항 평면도

[그림 72] 부지

- 주소 :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벽파항(소규모 어항)

-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로부터 해상으로 약 5km 거리

- 벽파항 물양장 배후에 콘크리트포장 부지 약 8,000m²에서 케이슨 제작을 위한 FD선 

접안 및 블록제작, 사석 및 블록의 적출장으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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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지구조 실시설계

구  분 내  용

설계조건 검토
- 수치모형실험(설계파, 해수유동, 부유사) 결과 검토
- 대상입지 정밀 수심측량 실시에 따른 현지조사결과 검토
- 설계조건 및 외력조건 검토 (파력, 조류력 산정)

비교안 검토
- 비교안별 시공계획수립
- 시공단계별 안정검토 (항만, 구조, 지반)
- 공사비 및 유지보수비 산정

최종안 
실시설계

- 최종안 선정 (협의 및 보고)
- 구조물 시공단계별 해양구조물에 대한 CFD 검토 (수치적 안정성 
해석)
- 시공단계별 지지구조 안정성 검토를 위한 2차원 수리모형실험 
실시
- 최종안 실시설계 성과품 작성

설계자문 - 시공, 수리, 수치, 학계 전문가 자문 실시

성과품 목록

- 설계보고서
- 구조계산서
- 수량산출서
- 일위대가
- 조감도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설계예산서
- 단가산출서
- 유지관리 지침서

[표 22] 실시설계 수행내용 (2014.09.15. ~ 2015.01.14.)

·시공단계별 안정성 해석

[그림 73] ADINA 프로그램을 이용한 CFD 수치해석

·수리모형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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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전남대학교 해양환경시뮬레이션 실험센터 복합수조

④ 실시설계 보고서 및 도면작성

·제1안 마운드 기초 FD형 케이슨

[그림 75] 마운드 기초 FD형 케이슨 단면도

[그림 76] 마운드 기초 FD형 케이슨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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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마운드 기초 FD형 

케이슨 가시설 평면도

·제2안 직접착저 저판형 케이슨

[그림 78] 직접착저 저판형 케이슨 평면도 및 단면도

[그림 79] 직접착저 저판형 케이슨 가시설 

평면도

⑤ 개략공사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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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지지구조물 형식 비교

[그림 81] 지지구조물 형식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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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유지보수비 검토결과

(6)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실증 준비

① 시공계획서 작성

[그림 83] 다단계 케이슨 장착형 조류발전 시스템 제작 시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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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가물막이를 이용한 부력진수 방법

② 지지구조물 최적시공 계획

[그림 85] 지지구조물 최적시공 계획(안)

라. 4차년도

(1) 지지구조물 최종설계

① 대상해역

·전라남도 진도군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인근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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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대상해역 위치

② 설계 조위

[그림 87] Tide Level

③ 파랑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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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폭풍 시 파랑해석 결과

[그림 89] 평상 시 파랑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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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수유동 해석

·EFDC (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model

[그림 90]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Model 해석 결과

·정점별 유속 비교 (Unit : m/s)

위치 최강창조 최강낙조 비고
기존발전소 2.6 2.4 창조 우세

정점 C 3.1 3.3 낙조 우세
정점 D 3.1 3.3 낙조 우세

[표 23] 유속 비교

- 설계유속 산정 시 강한 조류속, 큰 유속진동이 발생하는 해역 특성상 수치실험으로 실

제 유속을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주변 관측유속 및 수치실험결과를 비교분

석하여 4.4m/sec 를 적용하였음 

⑤ 진수 위치 및 설치 시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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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진수 위치 및 설치 시기 검토 결과

⑥ CSU 공식과 Flow-3D를 이용한 세굴 양상 비교

[그림 92] CSU 공식을 이용한 평형세굴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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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Flow-3D를 이용한 평형세굴심 계산

항목 CSU Eq. Case1 : 1 pile Case2 : 3 piles
Case3 : 1 pile

(scour 
protection)

Case4 : 3 piles
(scour protection)

평형세굴심
(m)

- 5.99 - 5.0 - 6.29 - 4.53 - 5.71

[표 24] 평형세굴심 계산 결과

·CSU 공식을 이용한 평형세굴심 계산 결과 약 5.99m로 나타남(단일파일)

·FLOW3D를 이용한 수치해석결과 단일파일에 비해 군파일(3개)에서 평형세굴심이 훨씬 

크게 나타났으며, 세굴방지공 설치 결과 평형세굴심 깊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함

⑦ Flow-3D를 이용한 CFD 해석

·Caisson type supporti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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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Caisson Type 도면

Items Dimension
Length(m) 30.1
Breadth(m) 27.0
Height(m) 17.0
Bottom(m) 3.0
Draft(m) 14.56
Depth(m) 20m

Current Direction(°) 0°
20°

[표 25] Caisson Type CFD 해석 조건

Items Caisson type structure_0° Caisson type structure_20°

Wall-left(KN)   995.5 8,468.6
Wall-right(KN)   999.3 4,151.8

bottom(KN) 1,061.3 1,074.4
Tower(KN)   130.0   190.3
Nacelle(KN)     55.9     73.4
Total(KN) ≒ 3,215 ≒ 13,025

[표 26] Caisson Type CFD 해석 결과

- FLOW3D를 이용한 CFD 해석 결과 케이슨타입 지지구조물에 작용하는 유향이 0° 일 

때, 총 유체력은 3,215KN 임

- 유향이 20° 일 때 구조물 전체에 작용하는 총 유체력은 13,025KN으로 유향이 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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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와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함

- 유향이 20° 일 때 최대응력 발생위치는 케이슨 좌측 벽으로 유향이 0° 일 때와 비교

해 약 9배 증가함

·Submerged type supporting structure

[그림 95] Submerged Type 도면

Items Dimension
Length(m) 34.3
Breadth(m) 19.75
Height(m) 17.0
Bottom(m) 3.0
Draft(m) 20m
Depth(m) 0°

Current Direction(°) 20°
20°

[표 27] Submerged Type CFD 해석 조건

Items Caisson type structure_0° Caisson type structure_20°

bottom(KN) 646.94 793.46
Tower(KN)   43.63   93.22
Nacelle(KN)   32.15   51.01
Total(KN) ≒ 722 ≒ 936

[표 28] Submerged Type CFD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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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3D를 이용한 CFD 해석 결과 착저식 지지구조물에 작용하는 유향이 0° 일 때, 

총 유체력은 722KN 임

- 유향이 20° 일 때 구조물 전체에 작용하는 총 유체력은 936KN으로 유향이 0° 일 때

와 비교해 약 200KN 증가함

- 유향에 관계없이 최대응력 발생위치는 케이슨 저판에서 발생함

⑧ ADINA-FSI를 이용한 예인해석

[그림 96] ADINA-FSI를 이용한 예인해석 결과

·ADINA-FSI 를 이용한 케이슨식 지지구조물 예인 해석 결과 최대반력은 756,467.4KN 으

로 케이슨 상단 케이블 연결부에서 나타남

⑨ ADINA-FSI를 이용한 거치해석

[그림 97] ADINA-FSI를 이용한 거치해석 결과

·ADINA-FSI 를 이용한 케이슨식 지지구조물 거치 해석 결과 Z방향 최대 변위는 -1.45m로 

나타났으며, X방향 최대변위는 -2.61m로 나타남

⑩ ANSYS-AQWA를 이용한 예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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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 ANSYS-AQWA를 이용한 예인해석 결과

·해석결과 케이슨 상부에 케이블을 연결하여 예인할 경우  Pitch 각이 커져 케이슨 바닥

면과 해저면의 충돌 가능성이 있음. 케이슨 하부에 케이블을 연결하여 예인할 경우 케이

슨 바닥면과 해저면의 충돌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⑪ ANSYS-AQWA 를 이용한 거치해석

[그림 99] ANSYS-AQWA 를 이용한 거치해석 결과

·조류속 1.5m/s 이상일 때, 지지구조물 착저시 Heave 값이 상하진동 하나 조류속 1.0m/s 

이하에서는 상하 요동 없이 일정하게 감소함. Pitch 값 역시 조류속 1.0m/s 이하에서는 

0.5° 이하로 안정적인 거동을 보임

(2) 시공계획 수립

① 공사비 및 보수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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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0] 지지구조 형식별 비교안

[그림 101] 지지구조 형식별 공사비 비교

[그림 102] 지지구조 형식별 유지보수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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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타입별 비교 분석

[그림 103] 지지구조물 비교안 검토

·실증 지지구조 선정안

- 발전효율과 유지관리에 유리한 직접착저 FD형 케이슨은 평탄부지가 넓은 입지 C에 적

용함

- 제어에 의한 벽면간섭이 없으며, 공사비가 저렴한 직접착저 저판형 케이슨은 평탄부지

가 좁은 입지 D에 적용함

③ 직접착저 FD형 케이슨

·안정성 검토

구 분 안 전 율
활 동 전 도

시공시 수직입사 4.02 9.53
경사입사 2.79 6.31

운영시

수직입사

DLC1 2.96 8.89
DLC2 2.97 8.96
DLC3 2.98 8.96
DLC4 3.08 9.51

경사입사

DLC1 2.48 6.60
DLC2 2.49 6.64
DLC3 2.49 6.64
DLC4 2.56 6.94

[표 29] 안정성 검토 결과

·부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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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수모멘트

(kN·m)
저항모멘트

(kN·m)
날개벽

중부단부
512.90 639.50

저판 하면 207.10 317.80

Girder 상면 2395.80 6623.44

[표 30] 부재 설계 결과

·시공계획

[그림 104] 직접착저 FD형 케이슨 시공계획

④ 직접착저 저판형 케이슨

·안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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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안 전 율
활 동 전 도

시공시 수직입사 4.26 13.50
경사입사 4.46 13.62

운영시

수직입사

DLC1 4.50 18.08
DLC2 4.61 19.09
DLC3 4.63 19.23
DLC4 5.46 34.95

경사입사

DLC1 4.81 18.44
DLC2 4.94 19.49
DLC3 4.96 19.64
DLC4 5.94 36.31

[표 31] 안정성 검토 결과

·부재 설계

[그림 105] 케이슨 부재 설계

구 분 Mxx (kN·m)
사용철근량 계수모멘트 저항모멘트

상 면 H16@200 46.31 193.56
하 면 H16@200 65.36 193.56

[표 32] 케이슨 부재 설계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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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가시설 부재 설계

구 분 응 력 검 토
H-488×300×11×18 0.939 <1.0
H-250×250×9×14 0.796 <1.0

L-150×150×15 0.794 <1.0
강관파일(Φ400×9t) 0.710 <1.0

[표 33] 가시설 부재 설계 검토 결과

·시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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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직접착저 저판형 케이슨 시공계획

⑤ 직접착저 저판형 원형 케이슨 (추가안)

[그림 108] 직접착저 저판형 원형 케이슨 검조 결과

(3) 지지구조 수리실험 및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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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리모형실험

·전남대학교의 대형 수리시설을 이용하여 지지구조물 수리모형 실험 수행

- 회류수조 제원은 폭 2m, 높이 3m, 길이 100m, 수심 2m 조건에서 최대 1m/s 실험 가능.

- FD형과 직접 착저형 2가지 구조물을 대상으로 실험 수행.

- 설치시, 시공시, 운영시의 지지구조 안정성 검증

[그림 109] 회류수조 단면도

구 분 제 원
수조제원 100m(길이)×2m(폭)×3m(깊이)

흐름발생장치 성능 최대유속 1m/sec (수심 2m 조건)

[표 34] 수조 제원 및 성능

구 분 유속(m/sec)

부유시 및 주수시
0.5
1.0
1.5

시공시 2.5
운영시 4.4

[표 35] 실험 유속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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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수리모형실험 관련 사진

·모형제작

[그림 111] 직접착저 FD형 케이슨 모형

구 분 원형(Ton)
모형(Ton)

Scale 1/20
케이슨 중량 4500 0.562

가시설 785 0.098
타워 60 0.008

발전기 100 0.012
총 계 5445 0.680

[표 36] 직접착저 FD형 케이슨 모형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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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직접착저 저판형 케이슨 모형

구 분 원형(Ton)
모형(Ton)

Scale 1/20
케이슨 중량 587 0.073

가시설 118 0.015
타워 60 0.008

발전기 100 0.012
총 계 865 0.108

[표 37] 직접착저 저판형 케이슨 모형 제원

② 성능평가

· 지지구조물 안정성 실험결과 도출

- 주수 실험 결과 0.5m/s, 1.0m/s, 1.5m/s 조건에서 40분내에 바닥에 안착이 되게 실험하였

으며, 실험 결과 케이슨 하부가 약간 기울어지나 안착에는 큰 문제가 없음

- 운영시 안정성 실험에 적용된 최대유속은 4.4 m/s, 유향각은 0°, 20° 조건으로 수행

됨.

- FD형은 è=0°, 유속 4.4 m/s 조건에서 속채움 콘크리트 높이 0.5 m로 안정성 확보되었

고, è=20° 조건에서는 속채움 콘크리트 높이 3.0 m로 안정성이 확보됨.

- 직접 착저형은 è=0°, è=20° 모두 유속 4.4 m/s에서 속채움 없이 안정성이 확보됨.

[그림 113] FD형 주수실험, 좌: U=0.5m/s, 중: U=1.0m/s, 우: U=1.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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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유속조건-실제 대응유속 2.5m/s(좌), 

4.4m/s(우)

[그림 115] FD형 유속 4.4m/s 조건, 좌: è=0°, 우: è=20°

[그림 116] 직접착저형 유속 4.4m/s 조건, 좌: è=0°, 우: è=20°

(4) 유지보수장치 설계 : 인하대학교 수행

(5) 통합하중해석

① Tidal Bladed를 이용하여 통합하중해석 수행

·타워에 작용하는 부재력을 도출하여 타워 설계에 반영.

·터빈, 너셀, 타워에 작용하는 추력(thrust)을 도출하여 케이슨 설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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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부재력 도출을 통한 

타워설계

[그림 118] 요소별 추력 도출을 통한 케이슨 

설계

[그림 119] 유속조건 도출을 위한 현장 유속분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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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arameters Value
Turbine dia. 12 m
No. of blades 3 ea
Blade length 5 m
Hub height 11m

Caisson height 3 m
Water depth (LLW) 20 m

Tip clearance 3 m
Bottom clearance 2 m

Nacelle length 10 m
Design vel. 2.5 m/s

Cut-in speed 1.0 m/s
Cut-out speed 3.5 m/s
Wave height 1.6m
Wave period 4.4 s
Tide height 2 m

Target capacity 200 kW

[표 38] 해석조건

②  Design Load Cases(DLC) 정의

·합리적인 해석조건을 정립하고, 여러 상태에서의 하중을 검토하기 위해 DLC를 정의함.

·DLC 1: 정상운전 중에 발생되는 하중을 검토하는 조건.

·DLC 2: 운전 중에 시스템을 급격히 정지시킬 경우 발생되는 하중을 검토하는 조건.

·DLC 3: 운전 중에 정상적인 절차로 시스템을 정지시킬 경우 발생되는 하중을 검토하는 

조건.

·DLC 4: 극한환경 하에서 정지되어 있는 시스템에 발생되는 하중을 검토하는 조건.

Load 
case 

number

Operating 
condition

Velocity condition
Wave

condition
Description

DLC1
Power

production
Vcut-in ≤ Vhub ≤ 

Vcut-out

Hwave= 
1.6m

TP= 4.4s

Cut-in~cut-out유속에서의 정상운전 
상태

DLC2
Emergency

stop

Vhub = 
Vrated±0.5m/s, 

Vcut-out

정격유속 근처와 cut-out 유속에서의 
비상정지 과정

DLC3
Normal

stop

Vhub = 
Vrated±0.5m/s, 

Vcut-out

정격유속 근처와 cut-out 유속에서의 
정상정지 과정

DLC4 Parked Vmax = 4.4m/s
최대유속 환경에서 터빈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

[표 39] Design Load Cases의 정의 및 해석조건

③  통합하중 해석결과 도출.

·각 DLC에서 타워에 작용하는 최대굽힘과 최대축력이 발생되는 케이스 및 하중크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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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최대굽힘은 DLC1, 정격유속에서 타워 하부(root)에 발생하였으며 크기는 약 3.2 MNm로 

계산됨.

·최대 축하중은 DLC2, cut-out 유속에서 타워 하부에 발생하였으며 크기는 약 165 kN으

로 계산됨.

[그림 120] DLC 1-정격유속에서의 해석결과 예시

[그림 121] DLC 2-정격유속에서의 해석결과 예시

DLC Time [s] Mx [Nm] My [Nm] Mz [Nm]
DLC1 1.4 0.70 -2,295 -336,063 3,202,000 
DLC2 2.2 11.75 -28,329 -319,753 2,653,000 
DLC3 3.2 15.95 -115,159 -294,864 3,035,000 
DLC4 4.1 229.70 -10,518 -63,799 856,440 

[표 40] DLC별 최대굽힘 하중-타워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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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C Time [s] Fx [N] Fy [N] Fz [N]
DLC1 1.6 58.55 -146,275 197,184 1,915 
DLC2 2.4 21.40 -165,074 78,498 -71,574 
DLC3 3.4 9.00 -139,230 185,261 12,157 
DLC4 4.1 147.10 -143,442 75,950 -23,593 

[표 41] DLC별 최대 축하중-타워하부

·각 DLC에서 터빈, 너셀, 타워에 작용하는 최대 및 평균 추력을 도출함.

·터빈이 작동하는 DLC1~3에서는 터빈이 가장 큰 추력을 발생시켰고, DLC4에서는 타워에 

작용하는 하중이 가장 큰 것으로 계산됨.

[그림 122] DLC 1-정격유속에서의 해석결과 예시

[그림 123] DLC 4-최대유속에서의 해석결과 예시

DLC Description Turbine Nacelle Tower Total

DLC 1.4 Maximum 361,975 22,085 43,702 427,762 
Average 219,087 10,071 23,556 252,714 

DLC 2.2 Maximum 344,686 21,867 31,815 398,368 
Average 78,449 8,985 20,824 108,257 

DLC 3.2 Maximum 344,686 16,250 33,156 394,092 
Average 51,264 9,072 20,857 81,194 

DLC 4.1 Maximum 15,507 68,994 129,402 213,902 
Average 6,396 30,107 70,565 107,069 

[표 42] DLC별 각 요소에 작용하는 최대 및 평균 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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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중정밀 통합 감시

①  수중 시공 모니터링 시스템 실해역 실험 실시

·일시: 2015년 6월 23일 ~ 24일

·장소: 울돌목 시험 조류발전소 

·실험 내용: 저조도 카메라 및 LED를 이용한 25m 수심에서의 가시거리 영상 해상도 분석

[그림 124] 고해상도 카메라-연직 방향

[그림 125] 중해상도 카메라-수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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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6] 시스템 조립 완료 전경

[그림 127] 시스템 수중 설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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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중 시공 모니터링 시스템 실해역 실험 결과 : 육안 식별 가능성 확인

·횡방향 카메라  - 구조물 길이 : 1m / 식별기구 간격 : 50cm   

[그림 128] 횡방향 카메라

·종방향 카메라 - 구조물 길이 : 2m / 식별기구 간격 : 50cm, 1m   

[그림 129] 종방향 카메라

마. 5차년도

(1)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보완설계

① 해수유동 수치해석

·EFDC (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model – 설치 장소 미소 변경으로 인한 유

속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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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0] 모델검증에 사용한 관측 정점

[그림 131] 최강 창•낙조류 벡터도(광)

정 점 관측기간 경 도 위 도 기 타
A1 2010 06/07~06/22 126° 18′ 13.13″ 34° 34′ 19.55″ 조류검증
A2 2010 06/07~06/22 126° 18′ 21.42″ 34° 34′ 12.75″ 〃
A3 2010 07/06~07/22 126° 18′ 29.18″ 34° 34′ 05.43″ 〃
B1 2013 10/11~11/16 126° 18′ 36.74″ 34° 33′ 57.19″ 〃
T3 2010 04/08~05/09 126° 18′ 27.99″ 34° 34′ 18.96″ 조위검증

[표 43] 관측위치

② 해수유동 수치해석

·EFDC (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model



- 83 -

정 점 관측치(1분,2분) 관측치(10분평균) 실험치
실험치 -

관측치(10분평균)

A1 창조시 4.67 m/s 4.35 m/s 4.30 m/s -0.05 m/s
낙조시 3.10 m/s 3.01 m/s 3.22 m/s +0.21 m/s

A2 창조시 3.78 m/s 3.58 m/s 3.26 m/s -0.32 m/s
낙조시 4.80 m/s 4.74 m/s 4.40 m/s -0.34 m/s

A3 창조시 3.53 m/s 3.18 m/s 2.76 m/s -0.42 m/s
낙조시 4.57 m/s 4.35 m/s 3.51 m/s -0.84 m/s

B1 창조시 3.03 m/s 2.79 m/s 2.73 m/s -0.06 m/s
낙조시 2.52 m/s 2.40 m/s 2.73 m/s +0.33 m/s

[표 44] 정점별 관측치와 실험치 비교 결과

- 해수유동 수치해석을 통해 울돌목 인근 해역의 조류특성을 파악하고, 설계유속을 산출

- 주요 4대 분조를 포함한 20개 분조를 이용

- 창/낙조류 특성은 진도대교 인근 및 북측은 창조류가 우세하며, 시험발전소 및 진도대

교 남측은 낙조류가 우세

- 진도대교 인근 가장 강한 유속발생, 일부 해역 돌출지형에 와류 발생

- 설계 조류속: 4.4m/s 적용, 시공시 안정성 검토용 조류속: 2.5m/s 

③ 설계파랑 수치해석

·SWAN model

[그림 132] 광역 NW 등파고선도 및 벡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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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광역 NNW 등파고선도 및 벡터도

- 광역 50 m, 상세역 20 m의 조밀한 정방격자를 형성

- 국립 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한 해도 및 울돌목 전면 해상의 과거 수심측량자료와 금회 수

행한 수심측량자료를 비교·검토하여 파랑 수치해석을 위한 수심자료로 사용

- 50년 빈도 풍속 자료를 이용하여 SWAN 및 ACES Model로 해석 실시

·SWAN model (50년 빈도 풍속을 이용한 해석 결과)

파 향 파 고(m) 주 기(sec)
N 0.9 4.0
E 0.4 2.2

ESE 0.5 2.9
SE 0.8 3.3

SSE 0.7 3.1
S 0.8 3.1
W 0.7 4.3

WNW 0.9 4.2
NW 1.0 4.3

NNW 1.5 4.6

[표 45] 설계파 산정 결과

④ 100년 빈도 풍속을 이용한 SWAN Model 및 ACES Model 해석 완료

·Hs=1.8m, T=4.7sec로 보완 설계에서 증가된 하중으로 설계 진행중

⑤  Tidal- Bladed를 이용한 통합하중 재해석 

·변경된 터빈 제원으로 타워 상 하부에 작용하는 힘 및 모멘트를 산정하여 지지구조물 안

정성 해석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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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DLC Turbine [N] Nacelle [N] Tower [N] Total [N]

DLC 1.4 361,975 22,085 43,702 427,762 
DLC 2.2 344,686 21,867 31,815 398,368 
DLC 3.2 344,686 16,250 33,156 394,092 
DLC 4.1 15,507 68,994 129,402 213,902 

[표 46] 통합하중 재해석 결과

⑥ 지지구조물 안정성 검토 결과

[그림 134] 표준단면도

명  칭 Pv (kN) Ph (kN) Mr (kN.m) Mo (kN.m) 비  고
연직력 236.92 1,540.01
부  력 -102.84 -668.47

외력 (수평력) 12.79 57.80
외력 (연직력) -0.07 -0.56

소  계 134.02 12.79 870.98 57.80

[표 47] 안정성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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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산정결과 안전율 판  정 비  고
활  동 5.24 1.75 O.K 마찰계수 0.5
전  도 15.07 1.50 O.K

[표 48] 활동 및 전도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

⑦ 축소형 원형케이슨 CFD 해석결과

[그림 135] Chamfer 형태 케이슨 압력 분포

[그림 136] Truncated cone 형태 케이슨 압력 분포

·3차년도 최종 제안된 Caisson_chamfer_1-2 구조물 보다 64.5% 작은 크기의 항력 발생

·초기 box 형 caisson 구조물 보다 86% 작은 수평 하중 발생

·Caisson의 전체적인 크기 감소와 slope 변화, 원형 형상 등으로 인해 수평 하중 감소

·원형 형상에 의해 터빈 하중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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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sson_chamfer_1-2
(3차년도)

Caisson_truncated cone
(5차년도)

전체하중 [N] 54.01 42.15
구조물하중 [N] 15.76 5.59
터빈 하중 [N] 38.25 36.55

항력계수 [Coeff.] 0.44 0.29

[표 49] CFD 해석결과 비교

⑧  실험결과

·유속 0.6 m/s 환경에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이 12.1 N으로 계측

됨.

·하부구조물의 항력계수는 0.29로 계산되었고, 실험 시 바닥 마찰 등으로 인해 오차 발생

함.

·3차년도의 케이슨 하부구조물 보다 약 40%의 항력 계수 감소 효과를 확인함.

[그림 137] 실험 사진

CFD(3차년도) CFD(5차년도) 실험(3차년도) 실험(5차년도)
유속 [m/s] 1.0 1.0 0.6 0.6

전체하중 [N] 54.0 42.2 23.3 13.8
구조물하중 [N] 38.3 36.6 17.5 12.1
터빈 하중 [N] 15.8 5.6 5.8 1.7

항력계수 [Coeff.] 0.44 0.29 0.41 0.24

[표 50] 실험결과 비교

⑨  원형케이슨 하부구조 하중 측정실험 수행.

·인하대학교 회류수조에서 원형케이슨 구조물 하중측정실험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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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8] 케이슨 모형 제작

[그림 139] 하중 측정 프로그램

[그림 140] 실험 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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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제원
수심 0.8m
폭 1.0m

유속범위 0~1.0m/s

[표 51] 회류수조 제원

(2)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시공계획

① 주요장비 및 구조물 제원

·직접착저식 원형케이슨 : 조류속에 대한 저항성 증가 및 유향에 대한 순응성 증대

·지지구조 타워의 연직도 확보를 위한 유압잭 4기 사전 설치 

[그림 141] 직접착저식 원형케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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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예인선 및 현장 타설

② 공사 및 작업가능기간 산정

관측정
점

관측 정점 관측 기간 관측 장비 관측 방법 비고

D
34° 33′ 56″ N
126° 18′ 38″ E

2015.4.13. ~ 5.15. ADCP-600
1분(평균) 간격으로 

유속 관측

[표 52] 조류관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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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조류관측 정점

·조류발전기 설치예정지인 D지점에서 조류속 산정을 위해 관측된 조류관측 결과와 수치

실험 결과를 비교함.

·관측된 1분평균 최강유속자료의 경우 창조시 3.82 m/s로 설계유속보다 강한 유속이 나타

났으나, 당시 조차는 4.41 m로 설계조위의 약 최고고조위인 4.168 m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단됨.

구분
최강유속(m/s)

조차 (m)
비고

(설계유속)1분평균 10분평균
창조시 3.82 3.31 4.41 3.6
낙조시 4.23 3.93 3.77 4.4

[표 53] 조류관측 결과 (D정점, 최강유속)

구분
1분평균 관측치 유속

(m/s)

보정전 실험치 
유속

(m/s)

보정비
(관측치/실험치)

보정후 실험치 
유속

(m/s)
창조시 3.82 2.79 ≒ 1.37 3.82
낙조시 4.23 3.16 ≒ 1.34 4.23

[표 54] 1분평균 관측치와 실험치의 창•낙조시 최강유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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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가능 시간
(D 정점에서 유속 1.5m/s 이하

지속시간)

예측조위 및 시각(고조 및 저조) 유속별 작업가능 시간
비
고

실험결과
(D정점 / 벽파진)

해양조사원 
예보값

(벽파진)

1.5m/s 
이하

1.0m/s 
이하

0.5m/s 
이하

9월

2016.09.10 10:40 ~ 12:50 
(130분)

D정점
09.10 11:40 
(저123cm) 09.10 11:14 

(저134cm)
130분 70분 30분

벽파진
09.10 10:50 
(저123cm)

2016.09.11 11:40 ~ 14:10 
(150분)

D정점
09.11 12:50 
(저125cm) 09.11 12:32 

(저136cm)
150분 80분 30분

벽파진
09.11 12:10 
(저124cm)

2016.09.12 07:00 ~ 09:20 
(140분)

D정점
09.12 08:10 
(고240cm) 09.12 07:47 

(고261cm)
140분 70분 30분

벽파진
09.12 07:10 
(고245cm)

2016.09.12 13:30 ~ 15:30 
(120분)

D정점
09.12 14:10 
(저113cm) 09.12 13:52 

(저123cm)
120분 60분 20분

벽파진
09.12 13:30 
(저111cm)

10
월

2016.10.25 07:20 ~ 09:20 
(120분)

D정점
10.25 08:10 
(고267cm) 10.25 08:06 

(고269cm)
120분 60분 30분

벽파진
10.25 07:10 
(고274cm)

2016.10.26 08:50 ~ 10:50 
(120분)

D정점
10.26 09:20 
(고268cm) 10.26 09:05 

(고287cm)
120분 70분 30분

벽파진
10.26 08:10 
(고278cm)

[표 55] 작업가능 시간

③ 시공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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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4] 공정계획도

④ 케이슨 제작

[그림 145] 케이슨 제작 순서도

⑤ 케이슨 이동 및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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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6] 케이슨 이동 및 거치 순서도

⑥ 앵커링 및 속채움 콘크리트 타설

[그림 147] 앵커 설치 예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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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8] 속채움 콘크리트 타설

·3000p 바지를 예인선으로 이동 후 앵커보트 이용하여 앵커링 실시

·와이어로 케이슨과 바지와의 가이드 선 형성

·펌프카에 15 m 호스를 연결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라 펌프카 호스를 케이슨 개구부 내부

에 세팅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고, 개구부 하단까지 콘크리트가 차오르면 개구부 뚜껑을 덮고 

완료

(3) 현장개설 및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제작(1)
① 조류발전 지지구조시스테 설치용 바지

[그림 149] General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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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0] 조류발전 전용 바지 상세

·용도 : 조류발전기 지지구조물 설치용 조류발전 전용 크레인  바지선

·전장 : 67.5 m, 폭 : 26.0 m, 깊이 : 4.0 m, 만재흘수 : 2.8 m

·총톤수 : 1,400 ton, 재화중량 : 2,500 ton

② 조류발전 지지구조시스템 설치용 조류발전 전용 바지

[그림 151] Overhead Crane 상세도면

·형식 : Overhead crane 

·정격하중 : 175 ton * 2set

·주행 Rail 단위 당 질량 x 주행거리 : 73 kg/m x 60 m

③ 현장사무실 및 제작장

·현장사무실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엑스포대로 320-66, 여수엑스포 여객터미널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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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2] 현장사무실

[그림 153] 지지구조물 제작장

④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제작

·지름 : 13.0 m, 높이 : 2.0 m, 중량 : 320 ton(타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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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4] 지지구조물 일반도 및 표준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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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5] 지지구조물 및 앵커블럭 거푸집 제작

(4) 지지구조물 유지 보수 시스템 제작(1)
① 가이드와이어를 이용한 리프팅 방식의 유지보수 방안 도출

·문풀 및 크레인 설비가 적용된 바지를 이용한 유지보수 방안 제안

·유속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작업 가능한 가이드와이어 탈착 시스템 개념개발

·설치 안정성 및 신뢰성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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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6] 가이드와이어를 이용한 리프팅 방식의 유지보수 방안

② 실험용 유지보수장치 최종 설계안

[그림 157] 실험용 크레인 바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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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8] 실험용 유지보수장치 설계 제원

③ 유지보수 장치 수리모형 제작

·나셀 및 터빈의 비중, 가이드와이어 텐션 조정이 가능한 수리실험용 축소모형 제작

[그림 159] 상부 나셀 실험 모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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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0] 유지보수 바지 및 crane 장치 구현

④ 수리모형 실험 결과

[그림 161] 비중 1.3 모델의 유속 0.4 m/s 설치모습

·작은 하중이 발생하는 터빈 정지상태, 0.4m/s 이하 조건에서는 0°의 슬링각이 적합.

·유속 0.6m/s까지 안정적인 설치 가능. (대응유속 2.5m/s)

·현장 시공 한계유속 2.5m/s를 만족하는 장력은 비중 1.7에서 12.5tonf 로 계산됨.

·가이드와이어의 높은 효용성을 확인하였고, 분석절차 확립함.

⑤ 유지보수 계획 및 운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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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영 및 노후화 방지를 위해 유지보수 시나리오를 정기점검, 교체작업, 정밀안전진

단으로 분류.

·정기점검: 외관 및 기능에 대한 각 시스템 요소의 자체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상

징후를 미연에 발견하기 위한 점검.

·교체작업: 소모성 부품 등의 일정 교체주기를 갖는 항목에 대한 작업으로 제조업체의 가

이드에 따라야 하며 본 계획에서 제시한 기간은 권장 주기임.

Legend: ○ = 점검
△ = 교체

점검/교체항목 점검/교체주기
6개월 1년 10년 20년

너셀 외관 ○
터빈 ○ △

수밀장치 ○ △
피치 컨트롤 ○

발전기 ○ △
전력변환장치 ○
케이블 커넥션 ○

내부 센서 ○
축계 ○

해양부착물 제거 ○

[표 56] 유지보수 계획 및 운영(안)

·점검시기별 유지보수 절차를 산정하기 위해 주요항목별 점검/교체 시기 및 작업내용을 

도출함

·터빈, 발전기, 수밀장치, 축계 등의 정기점검계획을 수립 (작업시간은 시스템 회수/설치 

작업을 제외한 시간임)

(5) 시공안정성 통합감시 S/W 및 장비 제작·운용

① 수중시공 통합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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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2] 시스템 Logical 인터페이스



- 105 -

[그림 163] 선상카메라 장착 방안

[그림 164] 수중카메라 장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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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6차년도

(1) 지지구조시스템 공정 관리

[그림 165] 케이슨 거치 예정공정표

(2) 조류발전 지지구조시스템 통합하중해석

① 하중해석 목[표 및 주요변수

·타워 부재력을 도출하여 타워 설계에 반영

·요소별 추력을 도출하여 케이슨 설계에 반영

② 설계하중 케이스(DLC, Design Load Cases)

·DLC1 : 정상운전 중에 발생되는 하중 검토

·DLC2 : 운전 중에 시스템을 급격히 정지시킬 경우 발생되는 하중 검토

·DLC3 : 운전 중에 정상정인 절차로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하중 검

토

·DLC4 : Pitch feathering으로 터빈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의 하중 검토

·DLC5 : 제어시스템 고장에 의한 공회전 상태의 하중 검토

③ DLC별 타워 최대 부재력

·최대 굽힘 하중은 정격유속에서 발생하였고, 최대 축하중은 cut-out 유속에서 발생함

·제어시스템 고장에 의한 공회전 시에는 최대굽힘 하중이 3,657kNm로 크게 증가하였고, 

축하중은 정상운전 시 발생되는 최대 축하중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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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C
Time

[s]

Top of tower Bottom of tower
Mx

[kNm]
My 

[kNm]
Mz

[kNm]
Fx

[kN]
Fy

[kN]
Fz

[kN]
Mx

[kNm]
My 

[kNm]
Mz

[kNm]
Fx

[kN]
Fy

[kN]
Fz

[kN]
DLC1 1.4 121.65 48 150 -179 -212 278 -7 48 208 2,138 -307 303 -7
DLC2 2.2 14.25 29 152 -134 -211 251 -9 29 228 1,968 -306 276 -10
DLC3 3.2 14.25 29 152 -134 -211 251 -9 29 228 1,968 -306 276 -10
DLC4 4.3 227.85 -151 110 -468 -213 89 44 -151 -278 811 -308 226 52
DLC5 5.1 524.85 488 3 511 -217 370 -2 488 9 3,657 -312 414 1

[표 57] 최대 굽힘(Mz) 작용 케이스

DLC
Time

[s]

Top of tower Bottom of tower
Mx

[kNm]
My 

[kNm]
Mz

[kNm]
Fx

[kN]
Fy

[kN]
Fz

[kN]
Mx

[kNm]
My 

[kNm]
Mz

[kNm]
Fx

[kN]
Fy

[kN]
Fz

[kN]
DLC1 1.9 5.90 359 154 -756 -263 94 -9 359 194 415 -358 196 -1
DLC2 2.4 7.90 283 174 -464 -234 98 -29 283 437 777 -329 206 -36
DLC3 3.4 63.30 -88 110 -711 -248 44 22 -88 -78 37 -343 141 25
DLC4 4.3 370.85 -81 71 -693 -250 43 24 -81 -127 44 -345 139 27
DLC5 5.1 102.00 616 7 182 -228 248 -6 616 45 2,337 -322 287 -4

[표 58] 최대 축력(Fx) 작용 케이스

④ DLC별 파일 하단의 추력 및 전도 모멘트

·터빈이 정상작동 하는 케이스에서는 최대 전도모멘트가 모두 정격유속에서 발생, 터빈 

정지 및 고장상황에서는 극한환경 조건에서 최대 전도 모멘트가 발생함

·DLC 2, DLC 5를 제외하고 최대 전도 모멘트가 발생한 케이스에서 최대추력이 발생함

[그림 166] 파일 하단에 발생하는 전체 추력 및 전도모멘트

⑤ DLC별 케이슨 하단의 추력 및 전도 모멘트

·파일 하단의 추력 및 전도 모멘트 계산결과에서 케이슨의 추가하중이 적용됨

·DLC 1과 DLC 2는 cut-out 유속에서 최대추력이 발생하였으나, 최대 전도모멘트는 터빈 

하중이 지배적인 정격유속 조건에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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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7] 케이슨 하단에 발생하는 전체 추력 및 전도모멘트

⑥ 통합하중해석 결과를 지지구조물 설계에 반영

·검토 조건

- 지름 : 13.4m, 높이 : 2.0m

- 케이슨 및 타워 중량 : 2,990kN

- 케이슨 속채움 : 43.48m³ (86.96㎥ x 50% 적용)

- 조류발전기 : 750kN

[그림 168] 지지구조물 안정성 검토 결과

·TidalBladed를 이용한 통합하중해석 결과를 지지구조물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 시와 운영 

시의 활동 및 전도를 검토한 결과 비정상 상태인 DLC5를 제외한 모든 케이스에서 안전

율 1.75를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3) 조류발전 전용 바지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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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9] 조류발전 전용 바지선 도면

① 조류발전 전용바지선

·Overhead crane을 장착한 콘크리트 블록 또는 중량물 해상 거치용 바지선

·현대건설㈜ 특허인 블록 설치용 H-Type 바지와 조류발전 설치 및 유지보수 바지선의 다

목적 개선 장비

[그림 170] 조류발전 전용 바지선 개발 방향

② 조류발전 전용바지선 개조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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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지구조물 및 고정시스템 제작

① 지지구조물 및 타워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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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1] 직접착저형 원형케이슨 지지구조물 도면

[그림 172] 타워 도면

②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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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육상 및 해상 고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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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지보수 장치 시스템

① 가이드와이어를 이용한 유지보수장치 시스템

·가이드와이어는 하부타워와 바지선 사이에 연결

·터빈이 가이드와이어를 따라 인양

·별도의 제어장치 없이 정확하게 목표지점에 인양 가능

·2-point 리프팅 시스템을 설계하고, 최종 설계된 터빈 및 지지구조물의 형상과 비중을 반

영

[그림 173] 가이드와이어를 이용한 터빈설치 순서도

·가이드와이어를 이용한 리프팅 시스템 고안

·터빈 설치 시 가이드와이어용 윈치-와이어 시스템 2기가 필요

[그림 174] 가이드와이어를 이용한 터빈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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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5] 선미쪽 계류용 보조 윈치

·수리모형실험 결과

·가이드와이어 장력별로 유속에 대한 슬링각을 도출하고 오프셋을 계산함

·장력이 증가할수록 터빈의 거동이 제어됨(15tonf 장력조건에서 오프셋 61% 감소)

[그림 176] 수리모형실험 결과

·장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최대 5.5m까지 오프셋 발생

·10tonf 이상의 장력이 작용할 경우, 유속 1.0m/s 이하에서 0.2m 이하의 오프셋만 발생함.

·터빈설치에 가장 유리하고 안정적인 조건은 10tonf 이상의 장력과 유속 1.0m/s 이하 환

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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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7] 가이드와이어 장력별 유속에 대한 최적 오프셋 변화

(6) 수중모니터링 시스템

[그림 178] 수중카메라 실해역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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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9] 수중카메라 하우징 및 

설치구조물(안)



- 121 -

[그림 180] 수중카메라 설치 위치 및 수직/수평 화각 검토

[그림 181] 수중카메라 하우징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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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류안정성 해석

① 계류방안 1안

·바지선이 조류방향에 평행하게 배치

·조류발전 전용바지선과 크레인바지선이 각각 6개의 계류라인으로 지지

·계류라인들이 서로 크로스되는 형태

·각 바지선별로 1개의 계류라인이 자켓구조물과 연결

[그림 182] 계류방안 1안

② 계류방안 2안

·바지선이 조류방향에 수직으로 배치

·조류발전 전용바지선은 8개, 크레인바지선은  6개의 계류라인으로 지지

·계류라인들이 서로 크로스되는 형태

·조류발전 전용바지선은 1개, 크레인바지선은 2개의 계류라인이 자켓구조물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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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3] 계류방안 2안

③ 계류방안 3안

·바지선이 조류방향에 평행하게 배치

·조류발전 전용바지선은 8개, 크레인바지선은  6개의 계류라인으로 지지

·계류라인들이 서로 크로스되지 않는 spread 방식

·크레인바지선이 2개의 계류라인으로 자켓구조물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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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4] 계류방안 3안

④ 계류해석 결과

·1안에 대한 solver별 최대 인장력

- AQWA : 0°, 158 kN (Line 4) , 180°, 140 kN (Line 1)

- Orcaflex : 0°, 159 kN (Line 9) , 180°, 197 kN (Line 8)

·2안에 대한 solver별 최대 인장력

- AQWA : 0°, 285 kN (Line 11-자켓) , 180°, 422 kN (Line 4)

·3안에 대한 solver별 최대 인장력

- AQWA : 0°, 269 kN (Line 2) , 180°, 131 kN (Line 4)

- Orcaflex : 0°, 216 kN (Line 2) , 180°, 132 kN (Line 3)

·최대 인장력은 계류 1안이 가장 작게 발생하지만, 피항이 용이하고 작업공간이 넓어 시

공성이 용이한 계류 3안을 최종 시공방안으로 채택

(8) 지지구조시스템 설치

① 조류발전 지지구조시스템 실해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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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GPS 및 경사계 계측 결과

·지지구조물 거치 위치 확인을 위해 GPS 측량을 실시한 결과  X축 0.65m,  Y축 0.62m로 

목[표 오차범위 ±1.0m를 충분히 만족시킴

·경사계 계측 결과 최종 설치완료 시 경사도는 최대 0.12° 미만으로 목[표 오차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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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를 충분히 만족시킴

·지지구조물 GPS 측량 결과 목표위치에서 이격 거리가 최대 0.65m로 오차범위 ±1.0m를 

만족시키고, 연직도의 경우 최대 0.12° 미만으로  오차범위 ±0.5°를 충분히 만족시켜 

지지구조물이 안정적으로 거치됨을 확인함

사. 7차년도

(1) 유지보수 실해역 실험 및 구조물 보수보강 업무이관

① 협약 변경 관련 업무 이관 내용

·유지보수장치 이용 및 미 이용시 현장실험 및 유지보수장치 회수

·케이블 덕트가이드 및 Junction Box 앵커 등 손상 부위 보수 보강

② 이관 예산 (현대건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현대건설 재료비: 1.9억원(KIMST 협의 완료 및 KIOST 협약 변경 사항)

(단위 : 천원)
비 목

구 분
당초계획 변경금액 증감 비고

직접비

인건비   196,550   196,550            - 　
학생인건비            -            -            - 　

연구장비•재료비   344,039   154,039 - 190,000 조류발전 유지보수 
실해역테스트 

연구비를 KIOST로 
이체 예정

연구활동비       9,317       9,317            - 
연구과제추진비       4,500       4,500            - 

연구수당     12,150     12,150            - 
위탁연구비     59,000     59,000            - 　

간접비       6,444       6,444            - 　
합계   632,000   442,000 - 190,000 　

③ 유지보수장치 실해역 실험 이관 업무

·소요 기간 : 터빈 설치 전 2일

·소요 예산 : 약 1.47억원(첨부1 참조)

·명량호 가이드와이어 유지보수장치를 이용한 터빈 실해역 설치/회수 실험 1식

- 가이드 와이어용 와이어 끝단 제작 및 부대 준비 작업(추가 와이어 구매) 

- 명량호에 기 설치된 윈치를 이용하여 구조물에 와이어 연결 작업 실시

- 윈치를 이용한 터빈 설치 및 인양 작업 실시(터빈 설치 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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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5] 명량호 보조윈치를 이용한 가이드와이어 인양시스템

[그림 186] 가이드와이어 터빈 설치 및 인양 개념도

·유지보수장치 활용한 경우와 활용하지 않은 경우의 유지보수 비용 비교 검증(현대건설 

지원)

- 가이드 와이어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터빈 설치/인양 실험 수행(터빈 설치 2일전)

- 가이어 와이어를 이용한 경우와 작업시간, 장비 이용시간, 작업 난이도, 공사 위험도 등

을 종합 평가 실시

- Revolving Crane 250톤급 바지선을 이용한 공사비와 비교 실시(장비동원 및 철수, 공기 

고려한 공사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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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7] 명량호를 이용한 유지보수실험

④ 케이블 덕트 가이드 및 Junction Box 앵커 등 손상 부위 보수 보강 이관 업무

·소요 기간: 터빈 설치 전 2주일

·소요 예산: 0.43억원(첨부2 참조)

·수중 촬영을 이용한 타워 손상 부분 조사

- 기조사 결과 JC Box 앵커 1개소 및 케이블 가이드 2개소 손상 발생  

- 잠수부 수중 촬영을 통한 손상 부위 조사 실시(터빈 설치 2주전 1일 소요)

- 조사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계획 수립

- 앵커 절단 및 케이블 가이드 교체 등 보수보강 작업 실시(터빈 설치 1주전 2일 소요)

- 타워 내부 따개비 제거 작업 (상태 확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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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8] 보수 보강



주 의

 1. 이 최종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

니다.

 2. 이 최종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개발

성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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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유향, 유속 변화에 능동 대처하고 유속량 강화 제어 기법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용범위가 
넓은 조류 발전 시스템 개발·성능평가 및 표준모델 제시

- 유속 2m/s 이상 조건에서 발전출력 200kW 이상
- 발전효율 25% 이상
- 시설용량 대비 설비이용율 30% 이상
◦ 시공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형 지지구조물 설계·시공기술 개발 및 표준모델 제시
◦ 200kW 이상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시스템 설계․현장실증․성능제고를 통한 산업화 기반구축

〈국문요약문〉

연구개발 목표

◦ 유향, 유속 변화에 능동 대처하고 유속량 강화 제어 기법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용범위가 넓은 조류 발전 시스템 개발·성능평가 및 표준모델 제시

- 유속 2m/s 이상 조건에서 발전출력 200kW 이상

- 발전효율 25% 이상

- 시설용량 대비 설비이용율 30% 이상

◦ 시공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형 지지구조물 설계·시공기술 개발 및 표준모델 

제시

◦ 200kW 이상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시스템 설계․현장실증․성능제고를 통한 산업

화 기반구축

연구개발 내용

 o 조류발전기 

  - 대표적 3가지 형식의 조류조류발전기 분석, 실험, 해석, 자문을 통한 최종 시

스템 확정

  - 유향, 유속 변화에 능동 대처하여 설비이용률을 높이는 능동제어 시스템 개

발/실험/평가

  - 유속량 강화 제어 기법 개발 및 적용가능성 평가

  - 효율적이고 유향, 유속 변화를 허용하여 적용범위가 넓은 조류발전기 표준모



델제시

 o 지지구조물 

  - 경제적인 시공과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지구조물 개발/실험/평가/표준모델 제

시 

  - 전용 유지관리 장치와 시공방법 개발 

 o 실해역 실험 및 산업화 기반구축 

  - 실해역 실증장 구축 및 조류발전기/지지구조물 실증실험/평가    

  - 인증 기반 구축 및 복합발전/단지화 방안 연구

연구개발성과

  - 블레이드 설계해석 툴 개발 및 기술이전(BEMBO)

  - 방오도료 개발

  - KS200 설계

  - 실해역 축소모형 시험을 통한 시스템 효율 35.2% 달성

  - 지지구조물 개발 및 설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o 기술적 측면

  - 세가지 형태 조류발전기 설계 방법론 정립 및 형태별 적합한 제어 방식 제시

  - 효율적이고 넓은 발전유속 범위를 갖는 능동 제어형 조류발전시스템 일관기

술 정립 및 확보로 관련 산업의 기술적 기반 강화

  -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설계기술 개발은 대형 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기술 

제고에 기여

 o 경제 산업적 측면 

  - 무공해 자연에너지 획득기술 실용화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기후변화 분야 적

극 대처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토대 마련

  - 조류발전 입지와 개발 가능량 확대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

여

  -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사단가를 낮출 수 있는 지지구조물 설계 및 시공기술은 

조류발전시스템의 전반적인 단가를 낮춰 경쟁력 확보 가능

핵심어(5개 이내) 조류발전 능동제어 지지구조물 현장실증



〈Summary〉

Purpose

◦ Development, validation and standard model suggestion of an efficient and 

wide scope applicable tidal current generator through actively dealing with 

variations of flow speed and direction as well as controlling flow amounts

- larger than 200kW power in large than 2m/s flow speed 

- higher than 25% system efficiency

- higher than 30% capacity factor 

◦ Development of substructure design and construction techniques with low 

cost of construction as well as maintenance, and suggestion of a standard 

model 

◦ Design, assembly, testbed valid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active-controlled tidal current generator over 200kW and substructure 

Contents

o Tidal current power generator

  - Determination of single candidate in each famous 3 type tidal current 

generator through data analysis, real experiments, numerical analysis, and 

consultation 

  - Development/experiment/validation of active-controlled systems for improving 

capacity factor  through actively dealing with variations of flow speed and 

direction 

  - Development/evaluation of flow amounts controlling systems 

  - Standard model suggestion of an efficient and wide scope applicable tidal 

current generator 

 o Substructure

  - Development/experiment/validation of substructure with low cost of 

construction as well as maintenance, and suggestion of a standard model

  - Development of a customized maintenance equipment and construction 

technique 

 o Testbed demonstration and base set-up for commercialization 

  - Testbed construction and experiment/validation of tidal current 

generator/substructure

  - Base set-up of certification and study on complex/array power generating 

method  

Development

Results

 - Development of the blade design analysis tool and technology transfer(BEMBO)

- Development of anti-fouling paint

 - Engineering design for the KS200

 - Achieve 35.2% system efficiency through outdoor scaled model test 

 -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of supporting structures

Expected

Contribution

 o Technical aspects

  - Establishment of design methodologies of three type tidal current generators 



and suggestion of proper active controller for each type generator

  - Establishment and acquisition of total solutions of an efficient and wide scope 

applicable tidal current generator with active controllers, and improvement of 

base of related industry

  - Elevation of technical level through developing the design method of large 

ocean substructure and plant

 o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 Base set-up of sustainable nation growth by coping climate change, and the 

elevation of nation competitiveness through commercializing power 

generation of nature energy with no pollution 

  - Direct contribution of new industry and job positions by widening the area 

for tidal current generation 

  - Elevation of technical competitiveness by lessening cost of substructure 

through design and construction techniques of substructure with low cost

Keywords
Tidal current 

generation 

Active

control
Substructure

Field(testbed)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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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가. 연구개발 최종 목표

(1) 최종목표

·유향, 유속 변화에 능동 대처하고 유속량 강화 제어 기법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용범위가 

넓은 조류 발전 시스템 개발·성능평가 및 표준모델 제시

- 유속 2m/s 이상 조건에서 발전출력 200kW 이상

- 발전효율 25% 이상

- 시설용량 대비 설비이용율 30% 이상

·시공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형 지지구조물 설계·시공기술 개발 및 표준모델 제시\

·200kW 이상 능동제어형 조류발전기 설계․현장실증․성능제고를 통한 산업화 기반구축  

(2) 최종목표의 성격 및 설정근거

① 최종연구개발 성과물 

·조류발전 핵심 요소기술, 시제품 개발 및 신형식 경제적 시공공법 

② 최종목표 설정근거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현재 조류발전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단계에서 선진국 

등 관련 기관에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외부유출을 엄격히 금하고 있어 자료 수집의 한계, 

그리고 현단계의 기술수준 등을 감안하고, 조류발전 산업화 추진을 위하여 최종목표 설

정 근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조류발전 산업화 추진을 위하여 최종목표 선정은 적절함 

- 유향, 유속 변화에 능동 대처하고 유속량 강화 제어 기법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용범위

가 넓은 조류 발전 시스템 개발·성능평가 및 표준모델 제시는 조류발전 산업화에 필수

적이고,

- 또한, 조류발전의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시공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형 지지구조물 설

계·시공기술 개발 및 표준모델 제시 역시 필수적이며,

- 200kW 이상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시스템 실증실험 및 성능개선은 저유속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조류발전 시스템으로 조류발전 산업화를 위한 중요한 연구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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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S200 침수원인 분석

가. KS200 설치 및 침수사고 경과 

·KS200 2019년 11월 29일 제작업체인 EK중공업(경남 고성)에서 최종조립 및 이송 준비가 

완료되어 2019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설치해역 인근의 벽파항(전남 진도)으로 

이송하여 KS200의 현장 설치를 위한 최종 점검 및 준비를 수행하였음

·KS200의 1차 설치는 사전에 수립한 설치계획에 따라 해저케이블과 수중전계장품(정션박

스 포함)을 먼저 설치 후 조류발전기를 설치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었음. 이에 2020

년 1월 19일 해저케이블과 수중전계장품을 먼저 설치하였으나 설치 직후 수행한 해저케

이블 건전성시험에서 해저케이블 또는 수중전계장품의 침수 가능성을 인지하여 다음날인 

1월 20일부터 1월 21까지 이틀에 걸쳐 해저케이블과 수중전계장품을 모두 회수하여 침

수구간에 대한 세척 작업 포함 긴급 보수를 진행함

·한편, 해저케이블과 수중전계장품의 침수사고로 인해 조류발전기의 설치가 불가능하나 

2020년 2월 4일 조류발전기의 종합수밀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류발전기의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긴급 복구를 진행함

·종합 점검 결과 현장 복구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KS200의 완전 복구를 위해 2020

년 4월 7일 벽파항에서 EK중공업으로 이송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 8

개월간 작업을 거쳐 KS200의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다시 벽파항으로 KS200을 이송하여 수밀시험 및 이송 중에 발생한 해저케이블 외피 복

구 및 최종 점검을 진행함

·KS200의 2차 설치는 1차 설치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류발전기와 해저케이블

을 직결 및 일체화하여 동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함. 2020년 12월 8일부터 5차례에 

걸쳐 설치를 시도한 끝에 12월 24일에 KS200의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준비함

·그러나 2020년 12월 25일 시운전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던 중 요(Yaw)를 통해 발전기 내

부에 해수가 유입되었으며, 12월 27일 KS200을 인양하고 점검한 결과 조류발전기 내부의 

동기발전기와 전계장품의 침수로 인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림

·다음의 [표 1]에 KS200의 최종조립부터 2차 침수사고까지의 경과를 정리하였음

작업일 작업 내용
2019. 11. 29. - KS200 최종조립 및 이송 준비 완료
2019. 11. 30.

~ 12. 4.
- KS200 이송 (EK중공업[경남고성] ⇒ 벽파항[전남 진도])

2020. 1. 19. - 해저케이블 및 수중 전계장품 1차 설치 및 침수
2020. 1. 20.

~ 1. 21.
- 해저케이블 및 수중전계장품 전체 회수

2020. 2. 4. - KS200 수밀시험 수행 및 침수
2020. 2. 19. - KS200 누수 부위 현장 복구 완료
2020. 2. 20. - 해저케이블 복구 완료

[표 1]  KS200의 설치 및 침수사고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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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1. - 동기발전기 1차 건정성 시험 (벽파항, 절연불량)
2020. 3. 4. - 동기발전기 2차 건정성 시험 (벽파항, 절연불량)
2020. 4. 7. - KS200 복구를 위한 제작사 이송 (벽파항 ⇒ EK중공업)
2020. 4. 10. - KS200 세척, 건조 및 3차 건전성 시험 (EK중공업, 절연불량)
2020. 6. 1.

~ 6. 13.
- KS200 분해

2020. 6. 14.
~ 6. 18.

- 동기발전기 상태 확인 및 복구 방향 결정

2020. 6. 14.
~ 9. 18.

- 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연결 방안 및 개조 검토

2020. 6. 22.
~ 6. 28.

- 조류발전기 외부 지그 부착

2020. 6. 28. - KS200 내부 전계장 결선 확인 및 분해
2020. 6. 30. - UPS 화재 발생 확인 (UPS 교체 결정)
2020. 7. 7. - 동기발전기 제작 업체 현장 진단 수행

2020. 7. 9.
- KS200 복구방안 재검토
- 동기발전기 신규 제작 발주

2020. 7. 16. - 전계장 복구방안 협의
2020. 7. 17.

~ 10. 8.
- KS200 소요 자재 재제작 및 복구

2020. 10. 9. - 해저케이블 보호 수중 설치물 및 지지구조물 상태 점검
2020. 10. 17. - UPS 제작 및 설치 완료
2020. 10. 19.

~ 10. 24.
- 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직결 작업

2020. 9. 1.
~ 10. 22.

- 동기발전기 제작 및 이송

2020. 10. 12.
~ 10. 16.

- 블레이드 파손, 점검, 분해
  ∙ KS200 침수 복구의 일환으로 피치의 서보모터 및 서보드라이

브 작동상태 확인 중 블레이드 3개 중 2개 파손 발생
2020. 10. 19.

~ 10. 27.
- 블레이드 복구

2020. 10. 23.
~ 11. 2.

- KS200 조립

2020. 10. 24.
~ 10. 25.

- 조류 관측장비 프레임 설치

2020. 11. 2.
~ 12. 4.

- 전계장 연결 및 시험

2020. 12. 3.
~ 12. 4.

- 종합수밀시험

2020. 12. 4.
~ 12. 6.

- KS200 이송 (EK중공업 ⇒ 벽파항)

2020. 12. 7. - 해저케이블 외피 손상 점검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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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CP 케이블 및 통신상태 최종 점검
- 조류발전장치 이송 (벽파항 ⇒ 울돌목 조류발전기지)
- UPS 충전 (조류발전기지에서 380V 육전 공급)

2020. 12. 8.

- 전계장 통신 점검
- 요/러더 브레이크 자동제어 확인
- 해수펌프 작동여부 점검
- UPS 정전 테스트
- 피치 모터 영점 점검 완료
- KS200 2차 설치 시도 (18:20 ~ 19:00)
  ※ 바지선 앵커 파손, 지지구조물 표시부이 위치 이동 등의 사유로 

설치 실패
2020. 12. 9. - 바지선 앵커 복구 및 지지구조물 표시부이 재고정

2020. 12. 10.

- KS200 3차 설치 시도(7:30 ~ 10:35)
  ※ 바지선 2번 앵커 구속으로 설치 실패
- 앵커 위치 재조정 (앵커 4번 => 해남 방향)
- 조류발전기 나셀2 후미 하부 에어포켓 타공
- 조류발전기 전,후면 견인 로프 장착
- 해저케이블 레이스 포인트 추가 (2 => 4개)
- KS200 4차 설치 시도(20:30 ~ 21:40)
  ※ 조류발전기와 지지구조물이 90% 이상 도킹되었으나 발전기의 

심한 경사각으로 인해 완전 도킹 실패
  ※ 조류발전기 경사각 발생 원인: 너셀 2, 3의 에어포켓, 빠른 유

속 (조류발전기 입수 시간이 늦음)

2020. 12. 11.

- KS200 5차 설치 시도(10:00 ~ 12:00)
  ※ 4차와 동일하게 조류발전기와 지지구조물이 90%이상 도킹되었

으나 발전기의 경사각으로 인해 완전 도킹 실패 (에어포켓 타공
으로 조류발전기 후미의 부력을 감소하여 발전기의 경사각 완
화하여 설치 시도)

  ※ KS200 회수 중 요 회전 제어용 구동러더 유실

2020. 12. 11. 
~ 12. 19.

- KS200 이송(울돌목 조류발전기지 ⇒ 벽파항)
- 구동러더 수중수색․인양․복구
- 조류발전기 후미 하중 추가 및 경사도 완화

2020. 12. 20. - 조류발전기 이송(벽파항 ⇒ 울돌목 조류발전기지)

2020. 12. 21. ~ 23. - 조류발전기 설치 준비
2020. 12. 24. - 조류발전기 및 해저케이블 설치(6차) 완료 및 시운전 준비
2020. 12. 25. - 시운정 중 요 배수펌프 동작 신호 확인

2020. 12. 26.
- 발전기 내부 해수 유입 확인(내부 CCTV)
- 육상전원 차단 및 SCADA, 모니터링 종료
- 잠수부 수중 점검(요 회전 추정)

2020. 12. 27. - 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인양 및 점검
2020. 12. 28. - 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건정성 검사 및 내부 전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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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S200 1차 설치 및 침수사고

(1) 설치계획

① 설치작업 순서 및 방법

1) 해저케이블을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자켓구조물(이하 자켓)에 고정

2) 크레인선으로 이동(자켓⇒KS200 설치 지점)하면서 해저케이블 투하

  ※ 해저케이블은 투하 초기 부이를 이용하여 해수면에 위치

3) 전계장 프레임 진수 및 지지구조물 타워에 설치

  ※ 전계장 프레임 설치와 동시에 고정 작업 완료

4) 자켓으로 해저케이블을 견인 및 고정 / PHC 파일 및 체인에 해저케이블 가고정

  ※ 4)번 작업 동시 진행

[그림 1] 전계장 프레임 설치도

[그림 2] 해저케이블 선적 예상도(좌)와 설치 예상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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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작업자(잠수사 포함) 투입 계획

·수중전계장품 및 해저케이블 설치일(2020. 1. 18.)

- 3개조를 동시에 투입

- 1조: 자켓에서 대기하며, 지지구조물에 전계장 프레임이 안착되었다는 신호를 받고 해저

케이블을 PHC 파일 및 자켓에 고정(도비 및 잠수사)

- 2조: 전계장 프레임을 지지구조물의 접속함에 안착시킨 후 지지구조물 타워에 고정(잠

수사)

- 3조: 자켓-지지구조물 사이 해상에 대기하며, 지지구조물에 전계장 프레임이 안착되었다

는 신호를 받고 해저케이블과 연결된 부이줄을 끊어 해저케이블을 해저면으로 가

라앉힌 후 해저케이블 포설 라인의 중간 부분을 PHC 파일에 2~3개소 임시 고정(잠

수사)

·해저케이블 고정 작업(2020. 1. 18. ~ 1. 21.)

- 3개조를 자켓, 자켓~지지구조물, 지지구조물 지점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해저케이블과 

PHC 파일/체인 고정 작업 40개소 진행 

③ 설치 전 확인 및 보완사항

1) 수중결합장치 인가 전원 확인

2) 수중결합장치 절연유 충진

3) 조류발전기와 해저케이블 말단의 RSTN 상의 결선 확인

4) 1번 너셀의 배수펌프 추가 설치

5) 육상 전기작업 진행(KS200 발전시스템과 한전 계통연계 등)

6) PHC 파일 결속용 와이어로프 고정클립 재질 변경: 아연 → SUS

7) PHC 파일 결속용 로프 재질 변경: PP로프 → 체인

8) PHC 파일 및 체인 고정용 앵커볼트 추가 설치

④ 조류발전기 설치 계획

·설치 방법 및 일정

- 2020. 1. 18.: 조류발전기 이송(벽파항-울돌목) 및 울돌목에 정박하고 있는 크레인선으로 

이동

- 2020. 1. 20.: 조류발전기 설치

·작업내용(하기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

ü 발전기와 지지구조물 타워 고정

ü 해저케이블 수중 결합장치 도킹 및 고정

ü 통신케이블 커넥팅 및 보호장치 고정



- 7 -

[그림 3] 벽파항의 조류발전기 전경

(2) 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수중 전계장품 설치(1차 설치) 및 침수사고

·KS200 실해역 설치 전일 해저케이블 설치·고정 과정에서 해저케이블 및 정션박스 등 

수중전계장 침수에 의한 파손 발생(1.19.)

- 2차례의 현장설치 시뮬레이션 및 리허설 후 현장설치 실시 및 수중전계장 가거치 완료

- 가거치 후 외관검사, 도통시험 등을 실시, 해저케이블, 수중정션박스, 수중결함장치 등 

수중전계장 전체에 수밀손상 등에 대한 문제점 인지

- 관계자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해저케이블 포함 수중전계장에 대한 파손 범위 정밀 분

석, 대응 규모 및 방안 등의 파악을 위해 전체 회수를 결정

- (원인) 수중전계장 가거치 시 무리한 힘을 가해 수중 정션박스(수중전계장 분배장치) 해

저케이블 고정단의 수밀 파손, 이에 따른 정션박스 하부 충진재 파손으로 단계별 침수 

진행

·KS200 수밀시험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조류발전기 전계장품 침수 발생

- 수밀시험 절차

1) UPS 충전 및 수밀시험 예행연습: 조류발전기 인양 중 안정성 확인

2) 1차 수밀시험(해수면, 10분): 해치 모두 개방, 누수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3) 2차 수밀시험(해수면하 11m, 10분): 발전기 내부 촬영, BMS 및 각종 센서 동작 로깅

4) 3차 수밀시험(해수면하 11m, 30분): 2차와 동일

- 조류발전기 수밀시험을 위해 UPS 충전(1.31 09:30) 및 수밀시험 예행연습/1차 수밀시험/ 

UPS 방전율 실험 완료(2.4 11:50)

- 당초 2.4 오전 정조에 수행한 1차 수밀시험 이후 2.4 오후 정조에 2차 수밀시험을 계획

하였으나 크레인과 연결한 인양로프의 절단으로 저수심에서의 예비 수밀시험(해수면하 

5.7m, 14분)으로 대체 수행 완료(2.4 16:00)

- 조류발전기 거치 직후 수행한 누수 검사에서 해치 2개소, 케이블용 U자 배관 플렌지, 

후방 저조도 카메라(총 4개소)에서 누수 발생 및 전계장품(UPS, PLC 판넬, DAQ, 발전기 

등) 침수 확인

·DAQ, BMS 서버(모니터 포함), 센서 모니터링용 노트북(임시 설치), 보조 UPS(임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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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등을 1차 회수하여 세척·건조 수행

- 관계자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조류발전기 내부(UPS, PLC 판넬, 발전기 등 포함) 세척·

건조 및 전계장품 상태 점검 진행 후 복구 일정 수립

- (원인) 조류발전기 해치, 케이블 U자 배관 프렌지, 외부 연결 케이블 수밀 부위의 설계

(비스알) 및 제작(EK중공업) 오류 등으로 인한 부분 파손과 단차로 인해 침수 진행

[그림 4] 해저케이블 및 수중전계장품 설치 및 침수 전경

[그림 5] 조류발전기 수밀시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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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조류발전기 침수 현황도

·동기발전기 고장

- (원인) 수밀시험 진행 시 발전기 해치(나셀-1, 나셀-3), 케이블 U자 배관 플랜지의 수밀 

유지가 되지 않음 

·그 결과, 조류발전기 내부로 수압에 의한 해수 누수가 일어나면서 해수가 발전기 내부

로 인입된 것으로 판단됨

- 판단 근거 ([그림 7] 참고)

·<사진-A> 나셀-3번 해치에서 발생한 해수 누수로 인해 해수가 나셀 벽을 타고 흐르면

서 격벽(발전기, 나셀-3) 사이에 해수가 고인 것으로 판단됨. 흘러내린 해수가 발전기 

권선으로 인입된 것으로 판단됨 

·<사진-B> 발전기 프레임에 해수 흔적이 남아 있음을 근거로, 해수 누수로 발전기 권선 

내부로 직접 인입된 것으로 판단됨. 그 근거로 <사진-C> 발전기 권선이 개방되어 있음 

·<사진-D> 나셀-1의 U자 배관 플랜지 주위 및 발전기 프레임에 해수가 흐른 흔적이 남

아 있는 것을 근거로, 흘러내린 해수가 발전기 권선으로 인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사진-E> 나셀-1번 해치에서 해수 누수가 발생하여, 나셀 벽을 타고 격벽(발전기, 나셀

-1) 사이에 해수가 고인 것으로 판단됨. 누수된 해수가 발전기 권선으로 인입되었을 것

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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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동기발전기 침수 현황도

- 조치 사항

·조류발전기 침수 직후 발전기 내부의 해수 제거 작업을 진행

·발전기 권선 부분에 대하여 특수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세척

·조류발전기 내부 습기 제거를 위해 열풍기 및 제습기 가동 및 제습제를 거치

-  건전성 시험

·1차 도통시험(2020.2.21.) 및 2차 도통시험(2020.3.4., 제작사 점검 동시 수행) 결과 절연 

불량으로 수리 또는 교체 필요

·동기발전기 점검 이후 제작사에서 제시한 동기발전기 복구(안)은 [표 2]에 제시

1안 2안 3안

복구방법
200℃ 이상의 고온에서 
고정자 및 권선 건조

고정자에 재권선 신규 제작

소요기간 ※ 영구자석형 발전기 
제작사의 회신 대기

약 2개월 약 4개월
예상금액 약 1.2억원 약 3억원

[표 2] 동기발전기 복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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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동기발전기 제조사(윈파워텍) 현장 점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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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S200 복구 및 보완

·조류발전기 사고 직후 조류발전기 외부 침수 발생 부위(2020.2.18. ~ 2.19.) 및 해저케이블 

(2020.2.20.) 긴급 복구 완료

- 조류발전기 상부 해치(2개소), 케이블 U-자 배관 플랜지, 저조도카메라 설치 부위 복구 

완료(2020.2.18. ~ 2.19.)

- 전원부 도통시험, 광케이블 통신시험, 내전압시험 결과 해저케이블의 건전성에 이상 없

는 것으로 판정

[그림 9] 조류발전기 외부 침수부위 복구 작업 모습

[그림 10] 해저케이블 복구 작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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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복구 및 보완 계획 수립(2020.5.26. 기준)

구 분 현 황 계 획

해저케이블
(복구완료)

- 해저케이블 복구 및 롤 교체 완료
- 조류발전기와 해저케이블 직결 도

면 작성 및 검토 완료

- 조류발전기와 해저케이블의 직결작업 
진행

수중결합장치 - KS200 설치방법을 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직결 방식으로 변경에 따라 사용
하지 않음 정션박스

전계장품
- 조류발전기 및 정션박스 전계장품에 

대한 침수 확인 후 1차 점검 완료

- 조류발전기 전계장품 중 작동이 확
인된 9개 품목에 대한 정밀 점검 
수행 예정

- 변경된 조류발전기 설치 방안(조류
발전기+해저케이블 직결)을 적용하
여 복구 계획 재수립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PMSG)

- 조류발전기 침수 직후 벽파항에서 
PMSG의 세척 및 건조를 진행하였
으나 건전성 시험에서 절연불량 판
정을 받아 다음의 복구방안 검토

  ∘1(안) PMSG 재권선, 2(안) PMSG 
신규제작, 3(안) 고정자 및 권선 
고열 건조

- 조류발전기를 EK중공업으로 이송하
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용 세척
제로 PMSG를 세척·건조 후 건전성 
시험을 진행하였으나 절연이 불량한 
실정임

- 발전기 제작사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류발전기를 분해 후 PMSG 
복구 방안 검토

  ∘ 1(안) PMSG 분해·보수·재조립
  ∘ 2(안) PMSG 신규제작

설 치

- 울돌목 현장의 짧은 작업 시간 등 
해상작업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치방법 개선(안) 검토

  ∘ 조류발전 설치 방법을 조류발전기+
해저케이블 직결 방식으로 변경

- 변경된 조류발전기 설치 방법을 적
용한 시공계획서 작성 및 검토

- 기설치한 해저케이블 보호장치 재
점검

기 타

- 조류발전기 배수펌프 1대 추가 설
치(기존 2대)

- 조류발전기 누수 부분 수리 및 보
완작업 완료

- 조류발전기 복구 후 수밀부에 대한 
상세 점검 진행 예정

- 조류발전기 복구 후 전체 시스템의 
기능 시험 및 검증은 기수행한 시나
리오시험 방법에 준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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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발전기 및 해저케이블 설치 개선 방안 검토([표 3] 참고)

- 목적: 조류발전기와 전력 케이블과 통신의 연결 방법이 기존에는 정션박스를 통하여 연

결되는 방식으로 시공하였으나 울돌목의 짧은 정조 및 작업 시간의 특수성과 정

션박스와 케이블 중량이 크므로 수중에 케이블 포설 시 공정 시간이 지연되며, 

설치 하중으로 인한 케이블 손상(cable twist) 등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해소하고

자 케이블과 발전기의 설치 및 연결 방법을 짧은 시간에 하는 설치 및 유지보수 

상황을 고려하여 개선하고 함

- 설치방법(안)

·1안 : 케이블 직접 연결(Direct wire) 방식

ü 조류발전기와 전력 케이블, 통신선을 직결로 연결하여 설치하는 방법

·2안 : 조류발전기+수중전계장품 일체형 설치 방식

ü 조류발전기와 수중결합장치+정션박스+해저케이블을 일체화하여 동시에 설치하는 방법

·3안 : 기존 설치 방식

ü 조류발전기와 수중결합장치+정션박스+해저케이블을 따로 설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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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안 2안 3안 비고

형상

설명

조류발전기와 케이블을 슬립링 
박스에 직접 연결하고, 통신선도 

조류발전기내부로 직접 
연결(또는 내부 단자함) 설치

조류발전기와 기존의 
수중결합장치+정션박스+해저케이
블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방법

기존과 같이 조류발전기와 
기존의 

수중결합장치+정션박스+해저케
이블을 따로 설치하는 방법

연결구
조

케이블 ▶ 
조류발전기(파이프라인)▶ 

슬립링에 연결

케이블 ▶ 정션박스 ▶ 
조류발전기 ▶ 슬립링에 연결

케이블 ▶ 정션박스 ▶ 
조류발전기 ▶ 슬립링에 연결

장점
설치 시 수중작업 감소로 유리

조류발전기 구조가 단순 
연결부 침수 우려가 낮음

설치 시간을 줄일 수 있음
케이블, 통신선 일부 분리 가능

설치 전 사전 해상작업 가능

전력선과 통신선의 분리 운영 가능
보수 시 인양 없이 수중 분해, 결합

기존 계획, 구조 및 형태 유지

단점
점검 보수 시 전체 인양 필요
유지보수 분해 절차가 복잡
통신선 통합 설치(내부연결)

보수 시 일정 부분 인양 필요
설치 시 난이도가 약간 높음

침수 우려가 상존함

설치 위험, 침수 위험이 상존함
수중 설치가 복잡하고 난이도 높음
정션박스 내 전력+통신선 재 배치 

설치 
순서

케이블, 조류발전기 직접 해상 
연결 ☞ 동시 설치 ☞ 

케이블을 하부에 지지 및 
고정(케이블 수평 거치용 러그 

필요)

케이블과 소형 정션박스가 
부착된 조류발전기 해상 조립 
연결 ☞ 동시 설치 ☞ 케이블 

고정

정션박스+케이블 설치 ☞  
케이블 고정  ☞ 조류발전기 
설치 + 수중결합장치 순차적 

연결(수중작업)

해체는
역순

추가 
공정 
및 

시행업
체

조류발전기와 케이블 연결부를 
직접 연결되도록 개선 검토 및 

작업(30일)
KIOST 

공동수급체(EK중공업+대불리조트)

조류발전기와 케이블 연결부 
개선 및 소형 정션박스 추가 

제작
KIOST + J/B제작사
공동수급체(EK중공업 

+대불리조트)

기존 정션박스의 정비 및 
재사용을 위한 보완작업 및 

몰딩 
KIOST + J/B제작사
공동수급체(EK중공업 

+대불리조트)

설치 
기간

W/D 20일(발전기 설치부분 
24h)

W/D 30일(발전기 설치부분 
24h)

W/D 50일(발전기 설치부분은 
24h)

W/D: 
work 
day 

설치 
비용

약 2500만원
약5000만원 

  (개조비+ 소형 J/B 제작비)
정션박스 보수, 정리 및 결선 

배치
직접비

검토 ◉

의견 울몰목의 작업시간의 한계와 수중 작업의 최소화로 설치가 용이한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

[표 3] 설치방법 비교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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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발전기 복구 및 보완 진행

복구 및 보완 항목 사유 완료일 비고

해치 재제작 누수부 재 가공 2020. 4. 10. 최초 제작 시 
치수가 맞지 않음

상부 연결부위 실링부 누수 2020. 10. 30.
1차 수밀시험 시 

누수 부위
전계장 작업 침수 및 화재 소손 2020. 12. 4.
UPS 재제작 내부 발화로 소손 2020. 10. 17.
동기발전기 해수유입 손상 2020. 10. 27.

블레이드 전계장 확인 중 손상 2020. 10. 27. -
해저케이블 직결 

장치
KS200 1차 설치 

문제점 보완 2020. 10. 23. -

·동기발전기 건전성 시험 및 육안검사 결과

- 시험기관: 한국전기연구원

- 권선 저항 측정

·기존 제작사양 비교 이상 없음 (측정단위 [ ])

측정일시 제품
n1-fra

me
n2-fra

me
n3-fra

me
n1-n2 n2-n3 n3-n1

2016.09.02
기존 

발전기
233 238 220 313 295 307

2020.11.02
발전기 
재권선

282 258 192 360 311 335

[표 4] 권선 저항 측정 결과(동기발전기)

- 절연 저항 측정

·기존 제작사양 비교 이상 없음 (측정단위 [ ])

측정일시 제품
n1-fra

me
n2-fra

me
n3-fra

me
n1-n2

n2-n3 n3-n1
295 307

2016.09.02
기존 

발전기
233 238 220 313

311 335
2020.11.02

발전기 
재권선

282 258 192 360

[표 5] 절연 저항 측정 결과(동기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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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전압 테스트

·기존 제작사양 비교 이상 없음 (측정데이터 제작사 성적서 제출)

[그림 11] 발전기 권선 구조(각 상별로 3권선 병렬)

- 육안검사: 이상 없음

·조류발전기 건전성 시험 및 육안검사 결과

- 시험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발전출력 (u, v, 
w)

상용전원 3Φ 380V / 220V (R, S, T, N, 
G)

[그림 12] 해저케이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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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 조립 및 해저케이블 직결 후 시험 (계측기 : 울돌목기지 내부용)

·권선 저항 측정 (계측기 : FLUKE 179)

측정일시 제품 u-v v-w w-u

2020.11.16
조류발전기 + 
해저케이블

0.5 0.5 0.4

  ※ 해저케이블 종단에서 측정 (측정단위 [ ]) 

[표 6] 권선 저항 측정 결과(동기발전기)

·절연 저항 측정 (계측기 : HIOKI IR4033)

① 발전출력 계통 (3Φ 575V)

㉠ 조류발전기 (측정위치 : 요 하부 해저케이블 접속점 / 측정단위 [ ])

측정일시 제품 u-frame v-frame w-frame

2020.11.16 조류발전기(KS200) 100 100 100

[표 7] 절연 저항 측정 결과(동기발전기)

㉡ 해저케이블 (측정위치 : 요 하부 해저케이블 접속점 / 측정단위 [ ])

측정일시 제품 u-frame v-frame w-frame
2020.11.16 해저케이블 1000 1000 1000

[표 8] 절연 저항 측정 결과(해저케이블)

㉢ 조류발전기 + 해저케이블 (측정위치 : 해저케이블 종단 / 측정단위 [ ])

측정일시 제품 u-frame v-frame w-frame

2020.11.16
조류발전기 + 
해저케이블

50 30 30

 ※ 조류발전기와 해저케이블 직결로 인한 전기회로 L,C 용량성에 따른 절
연값 상이

[표 9] 절연 저항 측정 결과(동기발전기+해저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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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용전원 계통 (3Φ 380/220V) 

㉠ 해저케이블 (측정위치 : 요 하부 해저케이블 접속점 / 측정단위 [ ])

측정일시 제품 R-frame(G) S-frame(G) T-frame(G) N-frame(G)
2020.11.16 해저케이블 1000 1000 10 1000
   ※ 380V T상 절연 불량에 따른 조치사항 (해저케이블 T상, GND 용도 변경)
     - GND는 조류발전기 프레임과 접지로 연결되어 절연이 필요하지 않음

[표 10] 절연 저항 측정 결과(해저케이블 수정 전)

 
㉡ 해저케이블 수정 후 (측정위치 : 요 하부 해저케이블 접속점 / 측정단위 [ ])

측정일시 제품 R-frame(G) S-frame(G) T-frame(G) N-frame(G)

2020.11.16 해저케이블 1000 1000 1000 1000

[표 11] 절연 저항 측정 결과(해저케이블 수정 후)

- 발전기 조립 및 해저케이블 직결 후 권선저항 및 절연저항 측정결과 이상 없음

[그림 13] 동기발전기 제작 및 이송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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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동기발전기 건전성 시험 및 육안검사 모습

·2020. 10. 12. ~ 10. 16. : 블레이드 파손, 점검, 분해

- KS200 침수 복구의 일환으로 피치의 서보모터 및 서보드라이브 작동상태 확인 중 조류

발전기를 지지하고 있던 슬링바에 부딪혀 블레이드 3개 중 1개 파손 발생

- 작동 시험으로 파손된 블레이드를 확인 중 다른 블레이드 1개 역시 작은 파손 부위가 

확인됨(보관 시 파손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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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링

바

[그림 15] 블레이드 파손부위 및 복구 후 모습

[그림 16] 조류발전기+해저케이블 직결 및 조류발전기 결합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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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류발전기 수밀시험․이송 및 최종설치

·이송 전 2차 수밀시험 수행

- 일시: 2020. 12. 4. ~ 12. 5.

- 장소: EK중공업 전면 해상

- 심험결과: 

·3번 나셀의 저조도 카메라 설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완벽한 기밀 확인

·3번 나셀의 저조도 카메라 설치 부분을 용접하여 기밀을 유지하기로 결정

[그림 17] 수밀시험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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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수밀시험결과 보고서

·조류발전기 이송

- 기간: 2020. 12. 4. ~ 12. 6.

- 주요 이동지점: EK중공업(경남 고성) ⇒ 벽파항(전남 진도)

- 6차년도에 수립한 현장이송 계획 및 1차 이송 경험을 적용하여 선적․고박․이동․하역 진행

·조류발전기 설치 및 시운전 준비

- 2020년 12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5차례(2차: 12/10, 3차, 4차: 12/10, 5차: 12/11, 6차: 

12/24)에 걸쳐 조류발전기의 설치를 시도하여 6차례 시도만에 조류발전기를 지지구조물

에 안착 및 고정 성공

·실패 원인: 

ü 2차 설치: 바지선 앵커 파손 및 지지구조물 위치 표시부이 이동 등

ü 3차 설치: 바지선 앵커의 구속

ü 4, 5차 설치: 

  ※ 조류발전기의 너셀 2, 3의 에어포켓과 해저케이블 직결에 따른 발전기 무게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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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동으로 조류발전기 전․후의 무게 불균형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크레인으로 

인양 시 경사 발생

·해결방법:

ü 조류발전기 너셀 2의 하부 및 너셀 3의 후미 에어포켓 부분에 공기 방출 구멍 타공

ü 조류발전기 너셀 3의 내외부에 웨이트를 추가하여 무게 균형 유지

[그림 19] 조류발전기 설치 전경

 
[그림 20] 구동러더 유실 후 전경

[그림 21] 조류발전기 설치 및 해저케이블 자켓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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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케이블 육상 설치 작업

·주요항목

ü 발전출력(3C * 240㎟) 및 상용전원(5C * 50㎟ / 제어용) 결선 작업

ü 발전출력 및 상용전원 절연 및 계통 전력 이상 유무 확인 작업

ü 광케이블(LT-SM & MM-HT) 및 접속함 설치 작업

- 수변전설비 및 전력변환장치 설치 작업

·주요항목

ü 수변전설비 설치 및 전력변환장치 발·송전 라인 결선 작업

ü 상용전원(제어용) 분전함 설치 작업

- 시운전 준비

·조류발전기 감시 및 제어 시스템 점검을 위해 발전기 내 소내전원(380V) 인가

·조류발전시스템(전련변환기, SCADA) 점검 및 발전제어 준비

·조류발전기 회전축 상태 확인(무부하 동작)

·조류발전기 브레이크 동작 상태 확인(로터, 요)

∘

[그림 22] 해저케이블 육상 설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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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수변전설비 및 전력변환장치 설치 작업

[그림 24] SCADA 시스템 통신 연결 및 발전 시운전 준비

마. 시운전 및 침수사고

·발전 시운전 진행

- 2020년 12월 25일 13:00부터 발전 시운전 시작

·발전기 무부하, 피치각도 페더링 상태에서 조류발전기 모터링 진행

·모터링 중 조류발전기시스템 상태 감시(SCADA, CCTV)

·침수사고 발생

- 시운전 시작 약 9시간(설치 후 42시간) 경과 시점(2020. 12. 25. 22:35)에 요 배수펌프

(UPS 전원용) 동작 및 고수위 알람 확인



- 35 -

- 너셀 1의 CCTV를 통해 해수유입 및 침수 확인

- (대응) 안전을 위해 조류발전기의 육상전원(380/220V) 차단, 너셀 1, 3의 CCTV 녹화 종

료, SCADA 시스템 제어 및 모니터링 종료(2020. 12. 26. 3:52)

- 조류발전기 침수 원인 파악을 위한 수중 점검 및 인양 점검 실시(2020. 12. 27.)

·(수중점검) 수중 점검 결과 요(Yaw)가 약 200〫 이상 회전 확인

·(인양점검) 조류발전기를 인양하여 바지선에 거치 후 육안으로 외관상태 확인 결과 요와 

발전기 사이의 요(Yaw) 회전 베어링 결합부의 상하부가 약 30mm 정도 이격됨을 확인

- 조류발전기 및 해저케이블 건전성 검사 및 전계장 확인 (2020. 12. 28.)

·조류발전기 나셀1 바닥면 기준 약 절반(1200mm) 해수 유입

ü HPU 유압 시스템, 광·이더넷 및 ADCP 통신 접속함, 요 배수펌프 (보조) 제어함 침수 

ü 조류발전기 나셀3 바닥면 기준 약 1/3(800mm) 해수 유입

ü PLC, 블레이드 피치 및 러더 인버터 드라이버 판넬 하부 침수

ü 이더넷 스위칭허브 침수 

ü 조류발전기 RPM 엔코더 고정축 파손

·UPS 시스템 및 배터리 상태 양호 

ü 2020 12. 26. 04:01:47 정전 (입,출력 저전압으로 출력 중지/알람내역)

ü 제어전원 ON 상태 (내부 배터리 잔량 有)

·발전기 권선 부 침수 현황

ü 나셀 1,3 침수 결과로 권선 1/3 이상 침수된 것으로 추정됨 (현재 발전기 권선 침수 

수위 - 나셀3 바닥면 약 200mm)

·조류발전기 내부 침수 수위 (양수펌프 나셀1,3 해수 배출 후)

ü 나셀1 바닥홀 육안 확인 : 요 베어링 위치 (바닥면 하부 약 200mm)

·(발전기/해저케이블 건전성) 조류발전기 권선 및 해저케이블 건전성 시험결과 0~20 ㏁ 

절연 불량으로 확인 (완성검사시 절연값 100 ~ 1000 ㏁/고성 EK중공업)

 ※ 건전성 시험 결과

ü 설치 완료 및 시운전 중 침수에 따른 건전성 시험 (계측기 : 울돌목기지 내부용)

1) 권선 저항 측정 (계측기 : FLUKE 179)

측정일시 측정장소 제품 u-v v-w w-u

2020. 12. 28. 진도 벽파항
조류발전기 + 
해저케이블

0.3 0.3 0.3

2020. 11. 16.
고성 

EK중공업
조류발전기 + 
해저케이블

0.5 0.5 0.4

  ※ 해저케이블 종단에서 측정 (측정단위 [ ]) 

[표 12] 권선 저항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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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연 저항 측정 (계측기 : HIOKI IR4033)
  ① 발전출력 계통 (3Φ 575V)
    ㉠ 조류발전기 권선 (측정위치 : 해저케이블 직결프레임)

측정일시 측정장소 제품 u-frame v-frame w-frame

2020. 12. 28. 진도 벽파항
조류발전기 

권선
0 Ω 0 Ω 0 Ω

2020. 11. 16.
고성 

EK중공업
조류발전기 

권선
100 ㏁ 100 ㏁ 100 ㏁

[표 13] 절연선 저항 측정 결과(발전출력 계통-동기발전기)

  
  ㉡ 해저케이블 (측정위치 : 해저케이블 직결프레임–케이블 종단 / 측정단위 [ ])

측정일시 측정장소 제품 u-frame v-frame w-frame

2020. 12. 
28.

진도 벽파항 해저케이블 20 20 20

2020. 11. 
16.

고성 
EK중공업

해저케이블 1000 1000 1000

[표 14] 절연선 저항 측정 결과(발전출력 계통-해저케이블)

② 상용전원 계통 (3Φ 380/220V) 
  ㉠ 해저케이블 (측정위치 : 해저케이블 직결프레임 / 측정단위 [ ])

측정일시 측정장소 제품 R-frame S-frame T-frame N-frame

2020. 12. 28.
진도 

벽파항
해저케이블 5 20 5 20

2020. 11. 16.
고성 

EK중공업
해저케이블 1000 1000 1000 1000

[표 15] 절연선 저항 측정 결과(상용전원 계통-해저케이블)

·침수원인 분석

- 조류발전기 및 해저케이블 인양 점검 분석 결과, 

·요(Yaw) 브레이크를 작동한 상태로 설치하였으나 강한 조류가 조류발전기 하부 러더에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브레이크의 밀림이 발생하여 요의 떨림 발생

·또한, 역방향으로 유입되는 조류로 인해 조류발전기와 페더링 상태의 블레이드에 일시

적인 양력이 발생 

·이로 인해 요와 발전기 사이의 요 회전 베어링 결합부의 상하부가 약 30mm 정도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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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이 부분으로 해수가 발전기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

[그림 25] 조류발전기 해수 침수 및 해수펌프 동작

[그림 26] 조류발전기 침수 상태 확인, 배수 및 회수

[그림 27] 회수 후 조류발전기-요 상하부 이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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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조류발전기 인양 후 바지선 거치

해저케이블 절단 및 외피 제거 조류발전기 권선 절연 시험

조류발전기 권선 절연 시험 해저케이블 절단 및 외피 제거

해저케이블 절연 시험 조류발전기 및 해저케이블 권선저항 시험

[그림 29] 조류발전기 권선 및 해저케이블 건전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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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M 엔코더 고정축 파손 (나셀3) 조류발전기 권선 침수 (나셀3)

조류발전기 권선 침수 (나셀3) PLC 판넬 하부 침수 (나셀3)

블레이드 인버터 판넬 하부 침수 (나셀3) 러더 인버터 판넬 하부 침수 (나셀3)

[그림 30] 조류발전기 내부 전계장 및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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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시스템 알람 발생 (양호/나셀3) UPS 배터리 (양호/나셀3)

광·이더넷 및 ADCP 통신 접속함 침수 (나셀1) 요 배수펌프(보조) 제어함 침수 (나셀1)

현재 조류발전기 내부 침수 수위 
(양수펌프 해수 배출 후 / 나셀1)

[그림 31] 조류발전기 내부 전계장 및 현황 사진

바. KS200 주요부 점검·해체 및 침수 원인 분석

(1) 주요부 점검 및 해체 계획

① 분석 계획

·침수원인으로 추정되는 주요부에 대한 안전한 분석 계획을 수립

·순차적으로 분석하여 명확한 원인 규명이 될 수 있도록 반영

·전문가를 통한 검토 및 자문으로 원인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임

·원인분석을 통하여 분석, 자문자료를 근거로 차기 연구에 반영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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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 분석내용

·블레이드 분해 및 단면 확인

·요 회전부 베어링 및 실링의 분해, 구조 검토

·나셀 전체 분해, 상태 파악과 설계 자료 비교 검토

·설계 또는 제작의 미비점 분석 

·향후 복구 또는 개선 대책 수립

③ KS200 전체 형상

④ 분석 대상

요 회전부 블레이드 나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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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분석 계획 수립

작업 기간 시작 완료 비고

1. 요 회전부 분해 5 일 21-02-18 21-02-23 전문가 : KIMM

   요 분리 1 일 21-02-18 21-02-18 금성 익산 공장

   상하부 분해 2 일 21-02-19 21-02-20 금성 익산 공장

   베어링 및 실링부 분해 1 일 21-02-22 21-02-22 전문가 입회

   분석 및 정리 1 일 21-02-18 21-02-23 금성 익산 공장

2. 블레이드 분해 4 일 21-03-03 21-03-06 전문가 : KIER

   운송(지그 사용) 1 일 21-02-03 21-02-03 익산-금성 본사

   블레이드 분해 1 일 21-02-04 21-02-04 금성 본사

   분해 단면 확인 1 일 21-02-05 21-02-05 금성 본사/KIOST

   분석 및 정리 1 일 21-02-06 21-02-06 금성 본사-익산

3. 나셀 분해 20 일 21-03-15 21-04-07 KIOST

   분해 준비(출입구 및 안전) 2 일 21-03-15 21-03-16 금성 익산공장

   분해 작업 조사 및 결정 2 일 21-03-17 21-03-18 금성 익산공장

   나셀 분해 작업 10 일 21-03-19 21-03-30 금성 익산공장

   분해 후 점검 3 일 21-03-31 21-04-02 금성 익산공장/KIOST 

   분석 및 정리 3 일 21-04-05 21-04-07 금성 익산공장/KIOST

4. 기타 분해 검토 5 일 21-04-12 21-04-16 필요시 KIOST 협의

   추가 분해 검토 2 일 21-04-12 21-04-13 금성/KIOST

   분해 작업 2 일 21-04-14 21-04-15 금성/KIOST

   분석 정리 1 일 21-04-16 21-04-16 금성/KIOST

표 17 분석일정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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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요 회전부 분해

·KS200의 요 회전부를 분해하여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침수 원인 파악

요 회전부 분해 및 확인 요 하부 조립부분 확인 이격흔 확인

요 상부 부식 상태 베어링 절단 베어링 절단부

베어링 볼상태 확인 베어링 압흔



- 44 -

⑦ 침수원인 외부자문 결과

·자문목적 : KS200 능동제어형 조류발전기 현장 실증을 수행 중 침수 원인으로 추정되는 

요 회전부 베어링 및 실링의 분해 검토를 통하여 원인 규명 및 차후 복구 개

선에 활용하고자 함

·자문개요

- 관    련 : KS200능동제어형 조류발전기 요 회전부 베어링, 실링 분해 검토

- 자 문 자 : 한국기계연구원, 시스템 다이나믹스 연구실, 이안성 박사

- 자문일시 : 2021. 02. 22. (월) 13:00~15:00

- 자문장소 : ㈜ 금성이앤씨 지점(익산 공장)

- 검토범위 : 가) 조류발전기 요 회전부의 구조 검토

             나) 요 회전부 베어링 및 실링부의 상태 확인

             다) 기타 참고 의견 

·현장점검 및 검토 방법

- 점 검 자 : 금성이앤씨 담당자 외 2인, 외부전문가 1인.

- 검토방법 : KS200 능동제어형 조류발전기 요 회전부(베어링 및 실링부)의 분해된 구조와 

분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조류발전기의 해수유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자

문 의견

·자문결과

- 상·하부 요잉(Yawing) 회전부 베어링은 2열 볼베어링 형태로 러버시일로 밀봉되어 있

었음. 회전부 내부 및 베어링 주변이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으나, 한 개의 베어링을 절단 

해체한 결과, 시일의 밀봉 효과가 우수하여 그리이스가 충진된 상태에서 해수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음. 그러나, 베어링의 볼 모두의 한쪽 면에 큰 하중이 작용하여 심하게 

눌린 모습과 내·외륜에도 그 흔적을 관찰할 수 있었음. 

- 이러한 관찰로부터, 수직(스러스트)방향에서 작용하는 단순 자중 및/또는 부력 외에도 

큰 미스얼라인먼트 즉 모멘트 하중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 현재 터빈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터빈 너셀과 요잉부의 연결 지점 즉 피봇지점이 터빈 

업스트림 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임. 즉, 기본적으로, 부력과 팔길이 차이에 의한 정적 

피칭(Pitching) 모멘트가 작용하며, 특히, 울돌목의 해류 조건을 고려할 때, 터빈 업 및 

다운 스트림 사이에 와류를 포함한 비정상 유동에 의한 동적 피칭 모멘트가 크게 작용

할 것으로 추정됨

- 반면, 해외 조류 터빈들의 형상비와 비교할 때, KS200 조류발전기의 요잉부가 상대적으

로 작게 설계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피칭 모멘트의 작용으로 나셀부와 요잉부가 서로 

기울어지고 벌어져 그랜트 팩킹 등 해수와 접촉하는 인터페이스 경계에서 해수가 유입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조력 터빈에서는 통상 공기 대비 해수의 밀도가 높아 별도의 러더를 설치하는 않

는 것이 기본이나, 금번 KS200에서는 상하 러더 핀을 설치하여, 유동에 따른 요잉 요동

이 매우 민감하게 되어 상황을 더 심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됨. 아울러, 상·하 러더 핀은 

터빈에 롤링(Roling)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됨.

- 금번 KS200의 설계시, 단순 자중과 부력 외력 외에, 전체 터빈의 구조상 피칭, 요잉, 롤

링 모멘트에 취약한 점등이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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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최종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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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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