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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preliminary research about wind turbine certification system improvement to apply wind turbine in

building for reducing building’s energy consumption and CO2 emission. As regards the wind turbine certification, IEC

WT 01 is the international criteria and domestic’s renewable facility certification system is based on IEC WT 01. In

case of domestic wind turbine certification is the lack of experience and technical expertise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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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전 세계적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경우 그 해결방안 중 하나로써

최근 일반 건물을 비롯하여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기를

적용하는 계획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풍력

발전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풍력발

전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아직 선진국과 비교하여 관

련 연구자료 및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풍력발전기 인증제도의 개

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국제 풍력발전 인

증기준을 비롯한 국내 풍력발전 인증제도의 개요 및 현

황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 IEC WT O1 개요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는

1906년에 설립되어 전기전자와 관련된 모든 기술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조직이다.2) 풍력분야로는 1988년 풍

력기술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비하는 기술위원회인

IEC/TC88이 결성되어 풍력발전기의 안전, 로터 블레이드

시험, 출력곡선, 소음과 하중 측정 및 IEC 61400 시리즈

를 기반으로 전력품질에 관한 기술적 설계서와 기준들을

발표하고 풍력발전기 인증절차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2001년 4월 풍력발전기 인증시스템의 관련 규칙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한 IEC WT 01을 공표하였다.

IEC WT 01에서는 “인증이란 제 3자가 제품, 공정 또

는 서비스가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른 것임을 명기한 보

증서를 발행하는 절차, 또는 적합성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풍력발전기 제조사(자)는 IEC/TC88 국제기

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절차를 거친 뒤 인증서

를 획득하게 된다. IEC WT 01에서는 인증범위를 크게

형식인증(Type Certificate), 프로젝트인증(Project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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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인증(Component Certificate)으로 구분하였으며 부품

인증을 제외한 전반적인 인증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IEC WT 01 인증절차

또한 각각의 인증범위들은 표 1과 같이 필수요소와 선

택요소로 구성된다.

표 1. 각 인증에 관한 구성요소

인증범위 필수요소 선택요소

형식인증

(Type Certificate)

⦁설계평가
⦁형식시험
⦁제작평가
⦁최종평가

⦁기초설계평가
⦁형식특성측정

프로젝트인증

(Project Certificate)

⦁지역평가
⦁기초설계평가

⦁설치평가
⦁운영·유지 감독

부품인증

(Component Certificate)

⦁설계평가
⦁형식시험
⦁제작평가
⦁최종평가

-

2.1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

인증범위 중 가장 일반적인 인증으로 풍력발전기가

설계가정, 특정기준 및 타 기술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설계

되었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수요소인 설계평가는 풍력발전기가 설계가정, 특정기

준 및 기술적 요구사항들과 일치하게 설계되었는지 검사

한다. 다음으로 형식시험은 분석에 의해 평가될 수 없는

출력성능과 추가적인 실험, 안전 측면, 발전성능을 검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작평가는 특정

풍력발전기가 설계문서와 일치하여 제작되었는지 평가하

며 품질시스템평가와 제작검토 요소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최종평가 단계에서는 형식인증 요소평가가

포함된 모든 운영기관들의 조사결과 서류를 제공한다.



2.2 프로젝트인증(Project Certificate)

프로젝트인증은 형식인증을 받은 풍력발전기에 한 하

여 기초설계가 외부조건 및 설치 지역주변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어 설치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3 부품인증(Component Certificate)

부품인증은 풍력발전기의 설계가정과 특정기준 및 기

술적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된 특정 타입의 주요부품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국내 풍력발전 인증제도 개요

국내의 경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제13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근거하여

인증기관을 통해 일정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 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전체적인 인증절차는 그림 2와 같다. 인증신청을 받은

뒤 일반심사에서 인증기관이 제조업체의 생산, 품질유지,

사후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다음 설비심사에서 성능검사 기관

이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그림 2.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절차

풍력분야의 설비심사는 소형과 중대형으로 구분하여

성능검사기관이 제품성능, 내구성 등을 평가한다. 인증유

효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

다. 표 2는 성능검사 지정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성능검사 지정현황(2011.4월 말 기준)

분야 품목명 기관명

풍력

소형 풍력발전시스템
에너지기술연구원

강원대학교

소형풍력발전용 인버터 산업기술시험원

중대형

풍력발전용

시스템

(용량 30kW 이상)

블레이드,

소음실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출력 및

하중시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력품질시험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설계평가 (사)한국선급

국내 소형 풍력발전기 설비심사세부기준은 IEC 61400

시리즈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요 구

성요소, 외부조건, 구조설계, 안전시험, 출력성능 시험, 문

서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총 14절로 구성되어 각

주제에 관한 기준들이 차례대로 정리되어 있다. 소형풍력

발전기의 인증현황(2011.06월말 기준)은 3개의 업체에서 총

5개의 모델이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

풍력발전 제조업체가 2010년 기준으로 32여개3)인 것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설비제도가 도

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제조업체에서 관련 정보 및 교육

을 쉽게 접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 풍력발전기가 소비자의 신뢰성과 국제적으로 경쟁

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취득하

3)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조사 보도자료, 2010.04.06

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IEC/TC88는 풍력발전기의 안전, 로터 블레이드 시

험, 출력곡선, 소음과 하중 측정 및 IEC 61400 시리즈를

기반으로 풍력발전기 인증절차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

과 풍력발전기 인증시스템의 관련 규칙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한 IEC WT 01을 공표하였다.

(2) IEC WT 01에서는 인증에 관해 정의하였고 인증범

위를 크게 형식인증, 프로젝트인증, 부품인증으로 구분하

였다.

(3) 형식인증의 목적은 풍력발전시스템이 설계가정, 특

정기준 및 타 기술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설계되었는지 검

증하는 것으로 설계평가, 형식시험, 제작평가, 최종평가의

필수요소로 구성되며 선택요소로 기초설계평가와 형식특

성측정이 있다.

(4) 프로젝트인증은 형식인증을 받은 풍력발전기를 중

심으로 기초설계가 외부조건 및 설치 지역주변의 요구조

건에 부합되어 설치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

수요소로는 지역평가, 기초설계평가가 있으며 선택요소로

는 설치평가와 운영 및 유지 감시가 있다.

(5) 부품인증은 풍력발전시스템의 설계가정과 특정기준

및 기술적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된 특정 타입의 주요부

품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으로 설계평가, 형식시험 , 제작

평가, 최종평가 요소들로 구성된다. 　

(6) 국내의 경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제13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근거하여 인증기관을 통해서 일정기준 이상의 신·

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 수행하고 있다. 풍력발전

시스템의 경우 현재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용량 30kW 미

만), 소형 풍력발전 인버터(정격출력 10kW 이하)에 관한

설비심사 세부기준이 있으며 인증현황(2011.06월말 기준)

으로는 총 5개의 제품이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IEC WT 01는

3개의 인증범위가 필수요소와 선택요소들로 구성되어 각

각의 기준들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있다. 이에 반해 국내

의 인증제도는 형식인증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인증절차 역시 IEC WT 01에 비해 간소화되어있지만 시

험과정이 복잡하고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시스템의 객관

적인 평가를 하는데 있어 한계성을 지닐 수 있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인증제도 기준

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는 노력과 함께 풍력발전기 제조

업체 및 제조업자들을 대상으로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관

련 평가와 관련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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