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개정(안)
개정(안) 검토
□ 목차
현행

531 일반사항
531.1 나셀 등의 접근 시설

개정(안)

531 일반사항
532 육상 풍력발전설비

531.2 항공장애 표시등 시설

532.1 하중 및 하중 조합

531.3 화재방호설비 시설

532.1.1 자중(고정하중)

532 풍력설비의 시설

532.1.2 적재하중(활하중)

532.1 간선의 시설기준

532.1.3 적설하중

532.2 풍력설비의 시설기준

532.1.4 풍압(풍하중)

532.3 제어 및 보호장치 등

532.1.5 지진(지진하중)
532.1.6 기타 하중
532.1.7 하중 조합
532.2 로터 블레이드
532.3 기계 시스템
532.3.1 일반사항
532.3.2 허브
532.3.3 기어박스
532.3.4 축(Shaft)
532.3.5 커플링
532.3.6 브레이크
532.3.7 블레이드 피치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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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532.3.8 요 구동장치
532.3.9 베어링
532.3.10 유공압 시스템
532.4 전기시스템
532.4.1 간선의 시설기준
532.4.2 개폐장치의 시설
532.4.3 변압기의 시설
532.4.4 모터 구동장치 및 컨버터의 시설
532.4.5 허브시스템
532.4.6 보호 설비
532.4.7 접지 설비
532.4.8 피뢰 설비
532.5 제어시스템
532.5.1 제어 및 보호장치 시설의 일반 요구사항
532.5.2 풍력터빈 정지장치의 시설
532.6 지지 구조물
532.6.1 타워
532.6.2 기초
532.7 계측장치의 시설
532.8 유지관리
533 해상 풍력발전설비
533.1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설비
533.1.1 하중 및 하중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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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533.1.2 로터 블레이드
533.1.3 기계시스템
533.1.4 전기시스템
533.1.5 제어시스템
533.1.6 지지 구조물
533.1.7 계측장치의 시설
533.1.8 유지관리
533.2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
533.2.1 하중 및 하중 조합
533.2.2 로터 블레이드
533.2.3 기계시스템
533.2.4 전기시스템
533.2.5 제어시스템
533.2.6 지지 구조물
533.2.7 계측장치의 시설
533.2.8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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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현행

개정(안)

502 용어의 정의

502 용어의 정의
1. “풍력터빈”이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1.~7. (현행과 같음)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가동부
베어링, 나셀, 블레이드 등의 부속물을
포함)를 말한다.
2.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이란 타
워와 기초로 구성된 풍력터빈의 일부분
을 말한다.
3. “풍력발전소”란 단일 또는 복수의 풍
력터빈(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포함)을 원동기로 하는 발전기와 그 밖
의 기계기구를 시설하여 전기를 발생시
키는 곳을 말한다.
4. “자동정지”란 풍력터빈의 설비보호를
위한 보호장치의 작동으로 인하여 자동
적으로 풍력터빈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
한다.
5. “MPPT”란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이 현재 조건에서 가능한 최대의 전력
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인버터 제어를 이
용하여 해당 발전원의 전압이나 회전속
- 4 -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현행

도를

조정하는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최대출력추종(MPPT,

Maximum Power Point Tracking) 기능을
말한다.
6.“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이란 태양광모듈
을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 부자재의 역
할 및 기능과 전력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설비로 창호, 스팬드럴, 커튼월, 이
중파사드, 외벽, 지붕재 등 건축물을 일부
또는 완전히 둘러싸는 벽, 창, 지붕 형태
로 모듈이 제거될 경우 건물 외장재의 핵
심기능이 상실 또는 훼손될 수 있어 다른
건축자재로 대체되어야 하는 구조의 태양
광설비의 유형을 말한다.
7.“건물부착형 태양광발전(BAPV : Building
- Attached Photovoltaic)”이란 건축물 경
사 지붕 또는 외벽 등에 밀착하여 설치하
는 태양광설비의 유형을 말한다.
<신설>

8. “소형 풍력발전”이란 계통 연계형과

□ 소형풍력발전 관련 현황

독립형 용도로 교류 1,000 V, 직류 1,500

<IEC 61400-2 Small wind turbines>

V 미만의 전압에서 발전하면서 로터 회

1. Scope

전면적이 200 m2 이하인 풍력발전을 말

This standard applies to wind turbines

한다.

with a rotor swept area smaller tha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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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equal to 200 m2, generating electricity
at a voltage below 1000 V a.c. or 1500
V d.c. for both on-grid and off-grid
applications.
<KS C 8570 소형 풍력터빈>
1. 적용범위
- 소형풍력터빈 : 날개의 회전 면적이 200
m2 미만, 정격전압이 AC 1 000 V 또는
DC 1 500 V 미만
- 초소형풍력터빈 : 날개의 회전 면적이
6.5 m2 미만(정격 출력으로는 1 kW 미
만)으로 정격전압이 AC 1000 V 또는 DC
1500 V 미만
<KS C 8571 소형 풍력터빈용 인버터>
- 정격 출력 회전자 면적 200 m2 미만[또
는 정격 출력 30 kW(정격 전압 AC 1
000 V 또는 DC 1 500 V 미만)]
<미국>
1. NEC 694(Wind electric systems)
명확한 기준 없음. 다만 수동정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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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관련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 명시
: Exception: Turbines with a swept area
of less than 50 m2 shall not be required
to have a manual shutdown button or
switch.
2. DOE Small wind guidebook
- Small wind turbine : A wind turbine
that has a rating of up to 100-kilowatts,
and is typically installed near the point
of electric usage, such as near homes,
businesses, remote villages, and other
kinds of buildings.
-

Microturbine
turbine,

:

usually

A

very

under

a

small

wind

1,000

Watt

rating, which is appropriate for small
energy needs

3.

ACP
Turbine

101-1

202X

The

Small

Standard(AMERICAN

Wind
CLEAN

POWER ASSOCIATION)
- Small wind turbine : wind turbines
having a Peak Power of 150 kW or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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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 Micro wind turbine. A wind turbine
with a Peak Power up to 1 kW
<캐나다>
- Canadian Wind Energy Association :
This guide covers turbines ranging from
smaller than 1000 Watts (W) up to 300
kilowatts (kW). Turbine “size” is given
in terms of rated capacity: the net level
of power (in Watts, or kilowatts) that
the

turbine

is

capable

of

delivering

under normal operation. The table below
shows the size ranges suited to different
“small wind” applications.
<일본 JIS 1400-2 소형 풍력 터빈>
- 이 표준은 로터의 200m2 이하의 풍력
수신 면적과 교류 1 000 V 이하 또는 직
류 1 500 V 이하의 발전 전압
<신설>

9. “고정식 해상용 풍력터빈”이란 수력학
적 하중을 받고 해저에 세워진 하부구조
를 가진 풍력 터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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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1400-3-1>
1. 적용범위
풍력 터빈은 지지 구조물이 수동역학적

현행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하중을 받고 해저에 설치된 경우 고정식
해상용 풍력 터빈으로 간주해야 한다.
<신설>

10. “부유식 해상용 풍력터빈” 이란 수력
학적 하중을 받고 부력과 해저에 세워지

<IEC 61400-3-2>
1. 적용범위

고, 지지되는 하부구조를 가진 풍력 터빈

부유식 하부구조가 수력학적 하중을 받고

을 말한다.

부력과 스테이션 유지 시스템으로 지지
되는 경우 FOWT로 간주된다.

<신설>

11. “로터 회전 면적”이란 로터가 1회전
하는 동안 형성하는 풍향에 수직으로 투
영된 면적을 말한다.

<IEC 61400-1>
3.57

로터 회전 면적(swept area)

로터 블레이드 선단의 회전에 의한 궤적
이 풍향에 수직한 평면에 투영한 면적

<신설>

12.“로터-나셀

조립품(Rotor

–

Nacelle

Assembly, RNA)”란 지지 구조물로 지지

<IEC 61400-3-1>
3.43

로터-나셀

조립품(rotor–nacelle

하는 풍력발전 설비의 일부로 로터부와

assembly)

나셀부로 구성된다.

지지 구조물에 의해 지지되는 해상용 풍
력 터빈의 부품

<신설>

13.“로터부”란 블레이드, 로터축, 허브 등
으로 구성된 풍력발전설비 부분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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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풍력 발전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통일적 해설(일본)>

현행

개정(안)

다.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 풍차(로타 나셀·어셈블리)
지지 구조물에 의해 지지되는 해상 풍력
발전 설비의 일부이며, 로터 부와 나셀

<신설>

14. “나셀부”란 발전기축, 발전기, 제어기

부로 구성된다. 로터부는 블레이드(날개),

기, 증속기 등으로 구성된 발전기부가 나

로터축, 허브 등으로 구성된다. 발전기부

셀이라 불리는 조체에 수납된 부분을 말

는 발전기축, 발전기, 제어기기, 증속기

한다.

등으로 구성되며, 나셀이라고 불리는 조
체에 수납된다. 이 구성 요소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변환합니
다. 로타-나셀 어셈블리는 RNA로 표현될
수 있다

<신설>

15. “지지 구조물”이란 RNA를 지지하는
구조물을 총칭하며 육상 풍력의 경우에

<신설>

<IEC 61400-1>
3.55

지지 구조물(support structure)

는 타워 및 기초,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풍력 터빈> 타워와 기초로 구성된 풍력

타워, 하부구조, 기초로 구성된다.

터빈의 일부분

16. “타워”란 육상의 경우, RNA와 기초

<IEC 61400-3-1>

사이, 해상의 경우, RNA와 하부구조 사

3.63 타워(tower)

이에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하부구조물 로터-나셀 조립품을 연결하는
해상용 풍력 터빈 지지 구조물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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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설>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17. “기초”란 RNA, 타워, 하부구조에 작
용하는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구조물
을 말한다.

<신설>

18. “하부구조”란 해상에 시설하는 풍력

<IEC 61400-3-1>

발전설비의 지지 구조물로 타워와 기초

3.57 하부구조물(sub-structure)

사이를 연결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해상용 풍력 터빈 지지 구조물 중 해저의
위쪽 부분에 해당하는 일부이며, 기초부
와 타워를 연결함

<신설>

19.

“부유식

하부구조물(floating

substructure)”이란 해저면 위에 부유하

<IEC 61400-3-2>
3.81

부유식

하부구조물(floating

는 지지 구조물의 부분으로서, 타워 및

substructure)

위치 유지 시스템에 연결되며 운영 하중

해저면 위에 부유하는 지지 구조물의 부

을 지지하기 위한 부력 구조로 구성된다.

분으로서, 타워 및 위치 유지 시스템에
연결되며 운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부
력 구조로 구성됨

<신설>

20. “계류 시스템(mooring system)”이란
부유식 하부구조물이 바람, 유속 등에 따

<IEC 61400-3-2>
3.82 계류 시스템(mooring system)

라 흘러가지 않도록 위치를 고정시키는

일반적으로 계류삭, 앵커, 커넥터 및 하드

시설 중 수동형 위치 유지 시스템을 말

웨어로 구성되며 부표, 클램프 웨이트

한다.

(clamped weight), 터릿(turret), 분리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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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템 등과 같은 기타 구성품을 포함할 수
있는 수동형 스테이션 유지 시스템
<신설>

21.

“위치

유지

시스템(station-keeping

system)”이란 규정된 한계 내에서 부유
식 하부구조물의 이탈 및/또는 가속을 제

8. 기타 용어는 112에 따른다.
531 일반사항
<신설>

<신설>

<IEC 61400-3-2>
3.86

위치

유지

시스템(station-keeping

system)

한하고 의도된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규정된 한계 내에서 FOWT의 이탈 및/또는

계류 시스템과 능동형 시스템을 총칭한

가속을 제한하고 의도된 방향을 유지할

다.

수 있는 시스템

22. 기타 용어는 112에 따른다.
531 일반사항
1. 이 한국전기설비규정(KEC)는 기술기준

<KEC 6장 발전용 화력설비>
601 일반사항

제6장(발전용 풍력설비)에서 정한 안전

1. 이 한국전기설비규정(KEC)는 기술기준

성능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현수단

제3장(발전용 화력설비) 및 제5장(발전설

을 규정한 것으로 모든 발전용 풍력설비

비 용접)에서 정한 안전 성능에 대하여

에 적용한다. 단, 소형 풍력터빈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실현수단을 규정한 것으

에는 KS C IEC 61400-2를 적용할 수 있

로 발전용 화력설비를 설계, 제작, 설치

다.
및 검사하는데 적용한다.
2. 기술기준 제168조에 따른 적절한 조치는 <발전용 풍력설비의 기술기준 해석(일본)>
다음과 같다. 다만 설치 지역의 상황에 [성령]
따라 외부인의 출입 우려가 없는 경우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
는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① 풍력발전소를 시설함에 있어서는,

가. 풍력발전설비 설치 장소 주변에 담 취급자 이외의 사람에게 보기 쉬운 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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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장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풍차가 위험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과 동시

나. 출입구에는 출입 제한을 표시하고 에, 해당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우려가 없도
잠금장치 등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적 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해야 한다.
절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발전용 풍력 설비가 일반용 전기 공작물
인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은, 동항 중 「풍력
발전소」라고 있는 것은 「발전용 풍력 설
비」라고, 「해당자가 용이하게」라고 어떤
것은 "당사자가 쉽게 풍차에"로 읽어 적용한
다.
[해석]
【취급자 이외에 대한 침입 방지 조치】
(성령 제3조)
제2조 ① 발전용 풍력 설비를 설치하는 장소
에는, 해당 장소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
어가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
해 조치를 강구하는 것. 다만, 토지 또는 수
역의 상황에 의해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
는 개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전용 풍력 설비 주변에 가서, 헤이를 마
련하고, 그 출입구에 출입을 금지하는 취지
를 표시하는 것과 동시에, 시정 장치 그 외
적당한 장치를 시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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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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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차를 지지하는 공작물의 출입구에 입입
을 금지하는 취지를 표시하는 것과 동시에,
시정 장치 그 외 적당한 장치를 시설하는
것.
② 발전용 풍력 설비가 일반용 전기 공작물
인 경우에는, 발전용 풍력 설비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용이하게
풍차에 접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하고,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 풍차를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용이하게
접근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
2. 풍차에 접촉 방지를 위한 커버 등을 설치
할 것.
3. 발전용 풍력 설비 주변에 끼우거나 헤이
를 설치할 것.
3. 기타 안전 요구사항
531.1 나셀 등의 접근 시설

가. 나셀 등의 접근 시설

나셀 등 풍력발전기 상부시설에 접근하기

나셀 등 풍력발전기 상부시설에 접근

위한 안전한 시설물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기 위한 안전한 시설물을 강구하여
야 한다.

531.2 항공장애 표시등 시설
발전용 풍력설비의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

나. 항공장애 표시등 시설
발전용 풍력설비의 항공장애등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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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표지는 ｢항공법｣ 제83조(항공장애 표시등의

간장애표지는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의 규정

｢공항시설법｣

제36조

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531.3 화재방호설비 시설

다. 화재방호설비 시설

500 kW 이상의 풍력터빈은 나셀 내부의 화

500 kW 이상의 풍력터빈은 나셀 내

재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부의 화재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화재방호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소화할 수 있는 화재방호설비를 시설

<신설>

하여야 한다.
라. 육상 풍력 터빈을 설치하는 경우, 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당 설비의 도괴 및 붕괴에 따른 도로, - 한국에너지공단>
민가, 축사 등의 기능에 영향이 미치지

6. 풍력설비 시공기준

않도록 해당 시설 등과 충분한 이격거

가. 설치위치

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주변의 시설이나 도로, 민가, 축사 등이
풍력타워의 넘어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신설>

한다.
마. 항만 기능 및 주변 해역의 이용 등 <해상 풍력 발전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통
에 대한 영향

일적 해설(일본)>
2.10 항만 기능 및 주변 해역의 이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상 풍력 발전 설
비 등의 설치

1) 해상용 풍력 터빈을 설치하는 경

(1) 해상 풍력 발전 설비 등의 배치에 있어

우, 해당 설비의 도괴 및 붕괴에

서는, 해상 풍력 발전 설비 등이 도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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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따른 항만 기능에 영향이 미치지

붕괴한 경우라도, 항만 기능에 지장이

않도록 항만 시설 등과 충분한 이

미치지 않도록 항만 시설 등과의 이격

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거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2) 해상용 풍력 터빈의 설치가 항만

(2) 해상 풍력 발전 설비 등의 설치에 의

의 개발·이용·보전 또는 주변

해, 항만의 개발·이용·보전이나 주변

해역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지 않

해역의 이용 등에 지장이 미치지 않는

아야 한다.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2.11 항행선박으로부터의 시인성의 향상

<신설>

바. 항행 선박에 대한 시인성 확보

(1) 해상풍력발전설비 등은 선박항행의 충

해상용 풍력 터빈을 설치하는 경우,

분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야나 기

환경 조건에 관계없이 항행 선박이

상 등의 환경조건에 관계없이 포착·식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별성을 확보·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야 한다.

(2) 당해 설비가 선박조선시에 있어서 다른
선박, 지형, 항행원조시설, 그 외의 물
표등의 포착·식별을 저해하는 일이 없
도록,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
다.

<신설>

사. 선박 등과의 접촉 방지

2.12 선박 등과의 접촉 방지

해상용 풍력 터빈을 설치하는 경우,

해상풍력발전설비의 회전날개가 항행하는

블레이드가 항행하는 선박 등과 접촉

선박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상풍력발전

하지 않도록 터빈의 설치 위치 및 로

설비의 설치위치 및 로터 최하단의 높이를

터 최하단의 높이를 적절하게 설정하

적절히 설정한다.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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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4.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신재생에
너지법, 항만법, 선박안전법, 공유수면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

<신설>
<신설>

<신설>

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532 육상 풍력발전설비
532.1 하중 및 하중 조합
기술기준 제172조에 따라 설계 시 고려하여
야 하는 하중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532.1.1 자중(고정하중)
블레이드, 나셀, 타워, 기초 등의 구조물
자체 중량이나 구조물에 항상 고정되어 < KDS 41 10 15 – 국토교통부 >
2. 고정하중
있는 장비(케이블, 사다리 등)의 중량을
- 구조물 자체의 무게와 구조물의 생애주기
고려하여 산정한다.
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수직하중
- 구조물 각 부분의 고정하중은 각 부분의
실상에 따라 산정
- 각 부분의 중량은 사용하는 재료의 밀도,
단위체적중량, 조합중량을 사용하여 산정
※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용어집>
- 고정하중 : 구조물의 수명 기간 중 상시
작용하는 연직하중으로서 자중과 구조물
에 고정된 하중
<해상 풍력 발전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통
일적 해설(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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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개정(안)

532.1.2 적재하중(활하중)
적재하중(활하중)은 풍력발전설비의 유지
관리 작업원이나 유지관리 시 필요한 설
비·기기류에 의한 하중으로, 유지관리
계획 등에 근거하여 실제 작업에서 상정
되는 값으로 산정한다.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3.11 고정하중
- 블레이드, 나셀, 타워, 하부구조, 기초 등
의 구조물의 자중에 의한 하중을 설정
<해상 풍력 발전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통
일적 해설(일본)>
3.12 기타 하중 <해설>
- 적재하중은 해상풍력발전설비 등의 메인
터넌스 작업원이나 메인터넌스시에 필요
한 설비·기기류에 의한 하중을 총칭한
것이다. 적재 하중은 유지 관리 계획 등
에 근거하여 실제 작업에서 상정되는 값
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DS 41 10 15 – 국토교통부 >
3. 활하중
- 활하중은 점유ㆍ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는 최대의 하중이어야 한다.

<신설>

※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용어집>
- 구조물의 사용 및 점용에 의해 발생되는
하중으로서 크기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하중
532.1.3 적설하중
< KDS 41 10 15 – 국토교통부 >
적설하중은 “KDS 41 10 15(건축구조기 4. 적설하중
준 설계하중)의 4. 적설하중”에 따라 산 - 기본지상적설하중 :재현기간 100년 수직
최심적설깊이 기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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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지상적설하중은 0.5kN/㎡
- 고려 계수 : 적설하중계수, 노출계수, 온
도계수 등
<해상 풍력 발전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통
일적 해설(일본)>
3.12 기타 하중 <해설>
- 적설하중은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86조에
준거하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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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 일반적인 건축 구조물의 지붕에 상당하다
고 간주되는 나셀 상면에의 적설을 적설
하중으로 하고, 적설의 단위 하중에 나셀
의 수평 투영 면적 및 그 지방에 있어서
의 수직 적설량을 곱하여 구함
- 적설 하중의 단위 체적 중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설량 1cm마다 20N/m2 이상
- 연초과 확률이 2%에 상당하는 적설량의
값(50년 재현 기대치 )를 구할 수 있는 경
우에는 그 값을 설계 수직 적설량으로 정
할 수 있음
532.1.4 풍압(풍하중)
< KDS 41 10 15 – 국토교통부 >
5. 풍하중
1. 기본방침
가. 풍하중은 설계풍압에 유효수압면 5.1.2 기본방침
(1) 풍하중은 주골조설계용 수평풍하중ㆍ지붕
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풍하중과 외장재설계용 풍하중으로 구분
한다. 풍하중은 각각의 설계풍압에 유효
수압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주골조설계용 수평풍하중은 풍방향풍하
중, 풍직각방향풍하중, 비틀림풍하중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나. 허브 높이에서의 속도압을 기준 (4) 통상적인 건축물에서는 지붕의 평균높이
를 기준높이로 하며, 그 기준높이에서의
으로 풍하중을 산정한다.
속도압을 기준으로 풍하중을 산정한다.
5.1.3 특별풍하중
다음의 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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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로 인하여 건축구조물에 발생하는 특수한 영
구조물에 발생하는 특수한 영향을 향들을 고려하기 위해 5.15(풍동실험)에 따라
고려하기 위하여 다.에 따른 풍동 특별풍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1) 풍진동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건축물형상
실험을 통하여 특별풍하중을 산정
비가 크고 유연한 건축물 가운데 다음의
하여야 한다.
①, ②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15(풍
동실험)에 따라 풍방향진동 외에 풍직각
방향진동 및 비틀림진동에 따른 동적 영
향을 고려한 풍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① 원형평면인 건축물
1)  ≥ 인 구조물
여기서,  는 허브 높이
는

높이   에서의 타워 외



≥



(5.1-1)

여기서,  ：높이 2  /3에서의 건축물의
경
외경(m)
2) 국지적인 지형 및 지물의 영향 (3) 골바람효과가 발생하는 건설지점국지적인
지형 및 지물의 영향 또는 풍상측의 장애
또는 풍상측 장애물로 인하여
물로 인하여 골바람효과가 발생하는 곳에
골바람효과가 발생하는 곳에
건축물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를
위치하는 구조물
확인하여야 한다.
(4) 인접효과가 우려되는 건축물신축건축물이
3) 구조물이 집단으로 건설될 경
집단으로 건설될 경우 풍상측 장애물의
우, 풍상측 장애물의 와류방출
와류방출영역에 건축물이 위치할 때에는
진동으로 인해 증가하는 풍하중의 효과를
영역에 구조물이 위치할 때,
검토하여야 하고, 또한 풍상측 장애물의
또한 풍상측 장애물의 후류 버
후류버펫팅이 발생하는 곳에 건축물이 위
펫팅이 발생하는 곳에 구조물
치할 때에는 국부적으로 증가하는 풍하중
이 위치할 때
의 효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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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골조설계용 수평풍하중
(2) 주골조설계용 풍방향풍하중 는 다음 식으
가. 풍방향풍하중
로 산정한다.
   
   
(N)
(5.2-1)
여기서,  ：설계풍압(N/m2). 단,
여기서,
 ：주골조설계용
설계풍압
2
2
500N/m2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N/m ). 단, 500N/m 보다 작
아서는 안 된다.
 ：지상높이  에서
풍향에 수
 ：지상높이 에서 풍향에 수직
직한 면에 투영된 구조물의 유효
한 면에 투영된 건축물의 유
수압면적(m2)
효수압면적(m2)
1) 설계풍압

2. 수평풍하중

     (N/m2)

5.2.1 밀폐형건축물
여기서,  ：허브높이  에 대 밀폐형건축물의 주골조설계용 설계풍압 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한 설계속도압(N/m2)
          (N/m2)
(5.2-2)
 ： 풍 방 향 가 스 트 영 향 계 수
단, 원형평면을 가진 건축물의 경우에는
(KDS 41 10 15의 5.6에 따름)
     대신에  를 적용한다.
 ：풍력계수(KDS 41 10 15의
5.7에 따름)
2) 설계속도압

    


(N/m2)

여기서,  ：공기밀도로서 균일
하게 1.22kg/㎥로 한다.
  ：설계풍속(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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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설계속도압
기준높이 에서의 설계속도압 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N/m2)

(5.5-1)

여기서,  ：공기밀도로서 균일하게 1.22kg/㎥
로 한다.

현행

개정(안)
         (m/s)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설계풍속(m/s) (5.5.1에 따른다)

여기서,   ：기본풍속(m/s), 지
표면조도구분  인 경우, 지상 5.5.1 설계풍속
설계풍속 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10 m 높이에서 10분간 평균풍
         (m/s) (5.5-2)
속의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여기서,   ：기본풍속(m/s) (5.5.2에 따른다)
값. 건설지점 부근의 유효한
  ：풍속고도분포계수 기준높이  에
풍관측자료를 공인된 극치통계
서의 값(5.5에 따른다)
해석법을 사용하여 처리하고,
  ：지형계수(5.5.4에 따른다)
자료의 길이, 측정오차, 평가시
간, 풍속계높이, 풍속계 주변의 5.5.2 기본풍속
기본풍속   는 지표면상태가 5.5.3에서 정한
지표면상태 등을 고려해야하
지표면조도구분  인 경우, 지상 10 m 높이
며, 풍속자료는 지표면조도구
에서 10분간 평균풍속의 재현기간 100년에
분  인 지상 10 m에서 10분간 대한 값이고, 건설지점이 위치한 지역에 따
평균풍속의 재현기간 100년 값 라 그림 5.5-1 또는 표 5.5-1에 의해 정한다.
으로 균질화해야 함.
다만, 건설지점 부근의 유효한 풍관측자료가
  ：풍속고도분포계수로 기준 있는 경우에는 그 값에 따라 설정할 수 있
높이  에서의 값(KDS 41 10 다. 이 경우 풍속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공인
된 극치통계해석법을 사용하고, 자료의 길이,
15의 5.5.3에 따름)
측정오차, 평가시간, 풍속계높이, 풍속계 주
   ：지형계수((KDS 41 10 15
변의 지표면상태 등을 고려해야하며, 풍속자
의 5.5.4에 따름)
료는 지표면조도구분  인 지상 10 m에서 10
분간 평균풍속의 재현기간 100년 값으로 균
질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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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풍직각방향풍하중
풍직각방향풍하중은 KDS 41 10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5.9 풍직각방향풍하중
<생략>

15의 5.9에 따라 산정한다.
다. 비틀림풍하중

5.10 비틀림풍하중
비틀림풍하중은 KDS 41 10 15의 <생략>
5.10에 따라 산정한다.

라. 수평풍하중의 조합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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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 고층 및 유연건축물의 수평풍하중 조
합

현행

개정(안)

조합
조건

풍직각

풍방향

방향

1



2

    


3



주)

비틀림

0.4  

0.4  



0.55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식 (5.1-2)의 조건을 만족하는 고층 및 유연
건축물의 경우에는 표 5.12-1에 나타낸 3종
류의 조합하중을 고려한다.
<생략>

：각각 풍방향풍하중, 풍직

각방향풍하중, 비틀림풍하중


：풍방향가스트영향계수

3. 풍동실험

5.15 풍동실험

가. 실험 조건

5.15.2 실험조건

1) 풍동 내의 평균풍속의 고도분 풍동실험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포, 난류강도분포 및 변동풍속 (1) 풍동 내의 평균풍속의 고도분포, 난류강
의 특성은 현지의 자연대기경 도분포 및 변동풍속의 특성은 건축 현지의
계층 조건에 적합하도록 재현 자연대기경계층 조건에 적합하도록 재현하여
하여야 한다.
야 한다.
2) 대상 구조물을 포함하여 주변 (2) 대상건축물을 포함하여 주변의 건축물 및
의 구조물 및 지형조건을 현지 지형조건을 건축 현지조건에 적합하도록 재
조건에 적합하도록 재현하여야 현하여야 한다.
한다.
3) 풍동 내 대상구조물 및 주변 (3) 풍동 내 대상건축물 및 주변 모형에 의한
모형에 의한 단면폐쇄율은 풍 단면폐쇄율은 풍동의 실험단면에 대하여 8%
동의 실험단면에 대하여 8%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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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풍동 내의 압력 분포는 일정하 (4) 풍동 내의 압력 분포는 일정하도록 하여
도록 하여야 한다.

야 한다.

5) 레이놀즈수에 의한 영향은 최 (5) 레이놀즈수에 의한 영향은 최소화하여 실
소화하여 실험하여야 한다.

험하여야 한다.

6) 풍동 측정기기의 응답특성은 (6) 풍동 측정기기의 응답특성은 요구하는 조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다.
나. 동적응답
구조물의

5.15.3 동적응답
동적응답을

결정하기 건축구조물의 동적응답을 결정하기 위한 실

위한 실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1) 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5.15.2(실험조건)을 만
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구조모 족해야 하고, 구조모델과 관련 해석을 수행
델과 관련 해석을 수행할 경우에 할 경우에는 질량분포, 강성, 감쇠를 고려해
는 질량분포, 강성, 감쇠를 고려 야 한다.
해야 한다.
다. 풍동실험에 따른 풍하중의 제한

5.15.4 풍동실험에 따른 풍하중의 제한

1) 풍동실험결과로부터 평가한 주 (1) 풍동실험결과로부터 평가한 주골조설계용
골조설계용 수평풍하중은 축과 수평풍하중은 축과 축 방향의 전체 주하중이
축 방향의 전체 주하중이 나. 5.2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 값의 80% 이하가
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 값의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전체 주하
80%를 초과하도록 하여야 한 중이란 유연건축물인 경우에는 전도모멘트,
다. 여기서 전체 주하중이란 기타 건축물은 밑면전단력이다.
전도모멘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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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동실험을 위해 재현한 상세 (2) 풍동실험결과로부터 평가한 외장재설계용
주변 모형의 범위 안에 대상구 풍압은 5.4의 절차에 따라 벽의 경우에는 ④
조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구 영역, 지붕의 경우에는 ①영역에서 산정한
조물이나 장애물이 없는 경우 풍압의 8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에는 위 1)에서 규정한 80%의 (3)풍동실험을 위해 재현한 상세 주변 모형의
제한값을 적용하지 않고 풍동 범위 안에 대상건축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실험에서 얻어진 풍하중과 풍 건축물이나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위 (1),
압을 사용할 수 있다.

(2)에서 규정한 80%의 제한값을 적용하지 않
고 풍동실험에서 얻어진 풍하중과 풍압을 사
용할 수 있다.

<신설>

532.1.5 지진(지진하중)
육상 풍력발전설비는 180의 규정에 따른

<신설>

최소 내진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532.1.6 기타 하중

정부 요청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외기 온도
1. 풍력발전설비는 해당 지역의 외기온 에 대하여 고려하기 위한 규정

도 등 기후 및 환경조건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2. 상기 하중 외에

수송, 시공 및 유지

보수 시 발생하는 하중에 대하여 추가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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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7 하중 조합
532.1.1에 따른 하중은 사용하는 설계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조합하여 작용응력

<신설>

또는 소요강도를 구하여야 한다.
532.2 로터 블레이드
1. 로터 블레이드는 532.1.1에 따른 하중 및
532.1.2에 따른 조합된 하중에 대하여 충
분한 강도를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로터 블레이드 제조자는 IEC 61400-5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KS

- IEC 61400-5에서는 제조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한국 선급의 기술기준에서는 강도 계산을
위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실
규모 구조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IEC 61400-23과 유사함)

C IEC 61400-23의 규정에 따른 실규모
구조 시험을 통하여 설계 수명 동안 작
용하는 하중을 견딜 수 있음을 검증하여
<신설>

야 한다.
532.3 기계 시스템
한국선급 <풍력발전 시스템의 기술기준>
532.3.1 일반사항
1. 기계시스템은 532.1.1의 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피로해석이 요구되는 기계 시스템은 피
로해석을 수행하여 충분한 내구한도를
가지는 지 검증하여야 한다.
3. 기계 시스템에 사용되는 재료는 KS에 적
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4. 제동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 중, 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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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품의 잔여 수명은
자동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정기 검
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비상 정지에 필요한 예비 부품이 부족한
<신설>

경우, 풍력 터빈을 정지하여야 한다.
532.3.2 허브
한국선급 <풍력발전 시스템의 기술기준>
1. 주물로 제조되는 허브는 응력집중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형상이 변하는 곳에서
는 완만한 곡선 및 필렛을 가져야 한다.
2. 소성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성영역
을 한계상토로 가정하고 설계하여야 한
다.
3. 허브와 블레이드 연결부는 외부 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충분한 강도를 확보

<신설>

하여야 한다.
532.3.3 기어박스
기어박스는 532.1에서 규정한 하중에 대하

KS C IEC 61400-1

여 충분한 안전율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S C IEC 61400-4
<신설>

의 규정에 따른다.
532.3.4 축(Shaft)
한국선급 <풍력발전 시스템의 기술기준>
1. 축에 사용되는 재료는 충분한 연성을 확
보하여야 한다.
2.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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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를 하여야 한다.
3. 축에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하중에 대해
정적 강도 및 피로강도계산을 수행하여
<신설>

축이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532.3.5 커플링
한국선급 <풍력발전 시스템의 기술기준>
1. 강도계산 시, 축 방향 및 반경 방향 정렬
오차와 정렬오차각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최대 모멘트로 인한 하중이 커플링에 손
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비금속 부폼을 가진 브레이크 디스크가
사용되는 경우, 온도에 의한 영향(화재,

<신설>

고무 손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32.3.6 브레이크
한국선급 <풍력발전 시스템의 기술기준>
1. 제동장치의 마찰제동부위는 외부 이물질
이 부착되어 마찰성능이 저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덮개 등으로 적절
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2. 압력구동 제동장치의 경우, 동력이 공급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로터 블레이드를

<신설>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532.3.7 블레이드 피치 제어기
한국선급 <풍력발전 시스템의 기술기준>
블레이드 피치 제어기에는 유지보수 및 수
리 시 고정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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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설>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532.3.8 요 구동장치
한국선급 <풍력발전 시스템의 기술기준>
1. 반복하중에 의한 기어 이의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및 수리 중 구동장치를 고정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의 회전수를 계측하고 케이블 꼬
임을 풀어주어야 하는 시기를 감지할 수

<신설>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32.3.9 베어링
한국선급 <풍력발전 시스템의 기술기준>
1. 베어링 제조자가 제시한 허용 정렬오차
를 고려하여 정렬하여야 한다.
2. 베어링은 주변 기계 시스템의 작동으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

<신설>

여야 한다.
532.3.10 유공압 시스템
1. 재료
가. 배관에는 이음매 없는 강관 또는 전
기저항용접강관이 사용되어야 한다.
나. 유연호스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규
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파열압력
은 유압장치 설계압력의 4배 이상이어
야 한다.
다. 부식방지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구성
품은 부식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1 -

한국선급 <풍력발전 시스템의 기술기준>

현행

개정(안)

2. 유공압 시스템 태부 압력이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장소에 안전밸
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유공압 시스템의 모든 구성품은 조립, 조
정 및 정비를 위해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압력이 없거나 유압장치가 고장난 경우
에도 풍력터빈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작동유 누설을 확인할 수 있는 감시설비
를 갖추어야 한다.
6. 작동유 누설에 대비하여 적절한 장소에
충분한 크기의 기름받이를 설치아혀야
<신설>
532.1 간선의 시설기준
1. 간선은 다음에 의해 시설하여야 한다.
가. 풍력발전기에서 출력배선에 쓰이는

한다.
532.4 전기시스템
532.4.1 간선의 시설기준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전선은 CV선 또는 TFR-CV선을 사용
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이 지면
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
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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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나. 기타 사항은 512.1.1에 따를 것
2. 단자와 접속은 512.1.2에 따른다.
532.3.2 주전원 개폐장치

2. (현행과 같음)
532.4.2 개폐장치의 시설

풍력터빈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유지,

1. 풍력터빈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유

보수 및 점검 시 전원 차단을 위해 풍력터

지, 보수 및 점검 시 전원 차단을 위해

빈 타워의 기저부에 개폐장치를 시설하여야

풍력터빈 타워의 기저부에 개폐장치를

한다.

시설하여야 한다.

<신설>

2. 고압의 개폐장치는 금속으로 밀폐되어야
하며, 외함의 보호 등급은 최소 IP2X 이
상이어야 한다.

<IEC 61400-1, Ed 4.0(2019)>
10.21 High voltage switchgear
HV switchgear shall be located in areas of the
turbine only accessible by authorized
personnel. Cautionary markings shall be posted
on the turbine access, hatch or door to wear
appropriate personnel protection equipment for
the hazards inside the area beyond the access,
hatch or door.
HV switchgear installed in areas accessible to
normal maintenance personnel shall be metal
enclosed
and
specified
for
internal
arc
containment classification (IAC). The IAC shall be
classification A as defined in IEC 62271-200 for
all equipment sides where personnel may
reasonably have access.

<KS

C IEC 62271-200 (2020)>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200부: 정격전압 1 kV초과 52kV이하의 교류 금속 밀
폐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5.102 외함
5.102.1 일반
외함은 금속성이어야 한다. 단, 모든 고전압 부품
이 금속 격벽이나 또는 접지에 연결된 셔터로 완
전히 둘러싸인 경우 외함의 일부는 비금속 재료일
수 있다.
금속으로 밀폐된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가 설치될
경우, 외함은 IEC 62271-1 표 7에 따라 적어도 보
호등급 IP 2X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532.4.3 변압기의 시설
<KS C IEC 60076-1 (2020)> (전력용 변압기 제1부: 일반사항)
풍력터빈 내의 단상 1 kVA 초과, 3상 5
kVA 초과 범위의 정격을 갖는 변압기는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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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현행

개정(안)

전히 밀폐되도록 시설하거나, 격벽 또는 패
널 뒤의 전용 구역에 배치되도록 시설하여
야 한다.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이 표준은 3상 또는 단상 전력용변압기(단권 변압
기를 포함)에 적용한다. 다음과 같은 소형 및 특수
변압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정격 전력이 1kVA보다 작은 단상 변압기 및 정
격 전력이 5kVA보다 작은 3상 변압기
- 정격 전압이 1000V를 초과하는 권선을 갖지 않
는 변압기
- 계기용 변압기
- 철도 차량에 설치된 견인용 변압기
- 기동 변압기(기동 보상기)
- 시험용 변압기
- 용접용 변압기
- 방폭 및 채광 변압기
- 심해용 변압기

<IEC 61400-1, Ed 4.0(2019)>
10.19 Power transformers
Power transformers included within or as part of
a turbine system shall comply with IEC 60076
(all parts).
Low voltage transformers within the wind
turbine shall either be fully enclosed, including
all terminations, or they shall be located in
dedicated areas behind barriers or panels as
required in recognized national or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des.
High voltage (HV) transformers within the wind
turbine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for
restricted accessibility and lock out as defined in
10.21.
10.21 High voltage switchgear
HV switchgear shall be located in areas of the
turbine only accessible by authorized personnel.
Cautionary markings shall be posted on the
turbine access, hatch or door to wear
appropriate personnel protection equipment for
the hazards inside the area beyond the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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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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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ch or door.
HV switchgear installed in areas accessible to
normal maintenance personnel shall be metal
enclosed
and
specified
for
internal
arc
containment classification (IAC). The IAC shall be
classification A as defined in IEC 62271-200 for
all equipment sides where personnel may
reasonably have access.

<DNVGL-ST-0076(2015)>
4.2 Installation
1) Power transformers shall be installed in
separate rooms which can be locked
(interlocking with deenergization required)
and which are accessible to authorized
personnel only. The installation locations for
power transformers shall be sufficiently
cooled. The access to the transformer room
shall only be possible with the power
transformer disconnected and earthed on
the grid side.

<신설>

532.4.4 모터 구동장치 및 컨버터의 시설
1. 모터 구동장치 및 컨버터는 화재, 전기충
격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IEC 61400-1, Ed 4.0(2019)>
10.17 Motor drives and converters
Motor drives and converters shall comply with
the applicable portions of IEC 61800-5-1.
Pitch and yaw motor drive and converter
controls shall additionally comply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in Clause 8.

2. 충전부는 IP2X의 최소 요구사항을 만족 <KS C IEC 61800-5-1, (2020)>

(가변속 전력 구동시

하는 외함 안에 배치되거나 외함 또는 스템 안전요구사항 전기-열 및 에너지)
격벽 뒤에 위치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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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위
이 표준에서는 속도 조절용 전력 변환 장치 또는
그것의 요소 및 전기, 열, 에너지 안전 요구사항에
대해서 규정한다. 이 표준은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을 제외한 구동 장치를 포함하지 않으며, 전력 변
환, 드라이브 구동, 모터 또는 모터들을 포함하는

현행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속도 조절용 전력 변환 장치에 적용한다.
4. 전기 충격, 온도 그리고
에너지 위험에 대한 보호
4.1 일반 이것은 PDS의 디
자인과 구성에 대한 최소 요
구 사항을 정의한다. 전기 충
격에 대한 보호는 정상 사용
상태뿐만 아니라 단일 파괴
조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PDS는 화재, 전기 충격 또는
다른 위험의 결과로 인한 전
부 또는 일부의 파괴 없이
의도된 적용과 관련하여 합
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오용
에 저항할 수 있도록 강하고
견고하게 디자인 되어야 한
다.
4.2.3.3 외함과 배리어에 의한 보호
충전부는 KS C IEC 60529의 5.1에 따라 보호 등급
IP2X의 최소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외함 안에 배치
되거나 외함 또는 배리어 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접근이 가능한 외함이나 배리어의 위쪽 표면은 장
비가 충전될 때, 수직적 접근에 관한 보호 등급
IP3X의 최소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신설>

532.4.5 허브시스템

<IEC 61400-1, Ed 4.0(2019)>

1. 허브시스템은 충격으로부터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외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2. 제어시스템과 관련된 배선은 허브 회전,
허브 내부의 의도하지 않은 충격으로 인
한 손상으로부터 기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0.22 Hubs
Equipment within the hub shall be provided
with enclosures rated for the electrical and
environmental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IEC
60529 to protect electrical components from
damage.
Electrical cabinets and enclosures shall be
provided with doors or covers that are securely
fastened.
Wiring associated with the control systems shall
be mechanically protected from damage due to
hub rotation, service personnel interaction and
unintended impacts within the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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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개정(안)

532.4.6 보호 설비
<IEC 61400-1, Ed 4.0(2019)>
위험 전압이 발생할 경우 등 필요에 따라
10.5 Disconnection devices from supply sources
전기설비에 전원 공급이 차단될 수 있도록
Lockable disconnect device or devices shall be
보호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532.3.4 접지설비
1. 접지설비는 풍력발전설비 타워기초를 이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532.4.7 접지 설비
1. (현행과 같음)

용한 통합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설비
사이의 전위차가 없도록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2. 기타 접지시설은 140의 규정에 따른다.
532.3.5 피뢰설비

2. (현행과 같음)
532.4.8 피뢰설비

기술기준 제175조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에

(현행과 같음)

따라 피뢰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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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to disconnect the equipment from
each electrical source of supply that has a
hazardous live voltage or exceeds the values for
hazardous energy or from which a hazardous
live voltage or energy is derived. The levels of
hazardous voltage and energy are defined in
IEC 60204-1 and IEC 60204-11.

현행

개정(안)

가. 피뢰설비는 KS C IEC 61400-24(풍력

가. (현행과 같음)

발전기－낙뢰보호)에서 정하고 있는
피뢰구역(Lightning Protection Zones)
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만 별도의 언
급이

없다면

피뢰레벨(Lightning

Protection Level: LPL)은 I 등급을 적
용하여야 한다.
나. 풍력터빈의 피뢰설비는 다음에 따라

나. (현행과 같음)

시설하여야 한다.
(1) 수뢰부를 풍력터빈 선단부분 및
가장자리 부분에 배치하되 뇌격
전류에 의한 발열에 용손(溶損)되
지 않도록 재질, 크기, 두께 및
형상 등을 고려할 것
(2) 풍력터빈에 설치하는 인하도선은
쉽게 부식되지 않는 금속선으로
서 뇌격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충분한 굵기여야 하며, 가능
한 직선으로 시설할 것
(3) 풍력터빈 내부의 계측 센서용 케
이블은 금속관 또는 차폐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뇌유도과전압으로
부터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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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현행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4) 풍력터빈에 설치한 피뢰설비(리셉
터, 인하도선 등)의 기능저하로
인해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다. 풍향·풍속계가 보호범위에 들도록

다. (현행과 같음)

나셀 상부에 피뢰침을 시설하고 피뢰
도선은 나셀프레임에 접속하여야 한
다.
라. 전력기기·제어기기 등의 피뢰설비는

라. (현행과 같음)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력기기는 금속시스케이블, 내뢰
변압기

및

서지보호장치(SPD)를

적용할 것
(2) 제어기기는 광케이블 및 포토커
플러를 적용할 것
마. 기타 피뢰설비시설은 150의 규정에

마. (현행과 같음)

따른다.
532.3 제어 및 보호장치 등
532.5 제어시스템
532.3.1 제어 및 보호장치 시설의 일반 요구 532.5.1 제어 및 보호장치 시설의 일반 요구사 <IEC 61400-1, Ed 4.0(2019)>
사항

항

기술기준 제174조에서 요구하는 제어 및 보 기술기준 제174조에서 요구하는 제어 및 보
호장치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제어장치는 다음과 같은 기능 등을

호장치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제어장치는 다음과 같은 기능 등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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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ntrol System
8.2 Control functions
The control functions of a wind turbine shall
control the operation by active or passive means
and keep the operating parameters within their
normal limits the envelope assumed in the

현행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안)

하여야 한다.

structural design.

(1) 풍속에 따른 출력 조절

가. 풍속에 따른 출력 조절

(2) 출력제한

나. 출력제한

(3) 회전속도제어

다. 회전속도제어

(4) 계통과의 연계

라. 계통과의 연계

(5) 기동 및 정지

마. 기동 및 정지

(6) 계통 정전 또는 부하의 손실에 의한 정지

바. 계통 정전 또는 부하의 손실에 의한 정지

(7) 요잉에 의한 케이블 꼬임 제한

사. 요잉에 의한 케이블 꼬임 제한

<신설>

아. 풍향에 대한 정렬

<신설>

자. 이상진동 시 운전제어

<신설>

차. 블레이드 피치 각도

<신설>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2. 제어기능의 고장 시에도 풍력터빈의 안전
한 운전을 유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어야

The control functions may govern or otherwise
limit functions or parameters such as
• power,
• rotor speed,
• connection of the electrical load,
• start-up and shutdown procedures,
• cable twist,
• excessive vibrations,
• alignment to the wind, and
• blade pitch angle.

When a control function failure occurs, the wind
turbine must maintain a safe mode of operation,
which may include maintaining operation or
bringing the wind turbine to a shutdown.

한다.
나. 보호장치는 다음의 조건에서 풍력발
전기를 보호하여야 한다.

3. 보호장치는 다음의 조건에서 풍력발전기
를 보호하여야 한다.

(1) 과풍속

가. 과풍속

(2) 발전기의 과출력 또는 고장

나. 발전기의 과출력 또는 고장

(3) 이상진동

다. 이상진동

(4) 계통 정전 또는 사고

라. 계통 정전 또는 사고

(5) 케이블의 꼬임 한계

마. 케이블의 꼬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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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Control system failure analysis
8.4.1 General
The set of events addressed in the fault analysis
shall include at least the following:
a) excessive rotor speed;
b) excessive vibrations;
c) excessive power production;
d) actuator faults, e.g. pitch and yaw actuation
faults.

현행

532.3.6 풍력터빈 정지장치의 시설

개정(안)

532.5.2 풍력터빈 정지장치의 시설

기술기준 제170조에 따른 풍력터빈 정지장

1. 기술기준 제170조에 따른 풍력터빈 정지

치는 표 532.3-1과 같이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는 표 532.5-1과 같이 자동으로 정지

장치를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표 532.3-1 풍력터빈 정지장치

표 532.5-1 풍력터빈 정지장치

(생략)

(현행과 같음)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IEC 61400-1, Ed 4.0(2019)>
8.6 Emergency stop button function
An emergency stop button function shall be
implemented using recognized methods and
design principles, such as those specified in ISO
13850, which gives guidance on emergency stop
button availability, location, choice of stop
functionality, and reset behaviour.

<KS B ISO 13850 (2017 개정)>
<신설>

2. 풍력터빈은 수동으로 정지가 가능한 비상
정지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운전자의 접
근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신설>

3. 모든 운전조건에서 풍력터빈의 로터를 감
속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제어기능을
갖는 제동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신설>

4. 비상정지 작동 후 로터가 정지하도록 제
동장치를 설계한 경우, 제동장치는 외부
바람조건에 대해 최소 1시간 동안 로터를
정지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4.3.2 비상정지장치는 다음에 위치하여야 한다.
- 각 운전자 제어 스테이션, 위험성평가가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 위험성 평가에 의해 결정된 다른 장소들, 예를들어:
- 입구와 출구 위치
- 기계에 개입이 필요한 위치
- 설계로 인해 사람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예상되
는 모든 장소
비상정지장치는 바로 접근 가능하고 운전자나 작동
할 필요가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 위험하지 않은
구동을 할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DNVGL-ST-0438(2016)>
1.7.2 Terms
Braking system system capable of reducing the
rotor
speed
or
stopping
rotation
(e.g.
aerodynamic system, mechanical calliper brake
chopper resistors)
2.12 Braking systems
2.12.1 General
2.12.1.1 There shall be at least two mutually
independent braking systems by means of which the rotor
can be decelerated or brought to standstill at any time.

<IEC 61400-1, Ed 4.0(2019)>
8.8 Bra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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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It shall be possible to bring the rotor to idling
mode or complete standstill from any operation
condition, including loss of power.
Means shall be provided for bringing the rotor to a
complete standstill in any wind speed less than the
wind speed limit defined for maintenance and repair,
see 7.4.9, unless this is explicitly discounted based
on the results of a risk assessment.
It is recommended that at least one braking system
operate on an aerodynamic principle, as such acting
directly on the rotor. If this recommendation is not
met, at least one braking system shall act on the shaft
directly connected to the rotor or on the rotor of the
wind turbine.
If a braking system is designed to bring the rotor to
standstill upon emergency stop activation, it shall be
able to keep the rotor in standstill for the defined
wind conditions for at least one hour after it is
applied.

<신설>
<신설>

532.6 지지 구조물
532.6.1 타워
1. 육상 풍력발전설비의 특성 및 532.1의 하
중을 포함한 외부 조건 등 설계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안전성, 안정성
및 사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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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발전용 풍력설비의 기술기준 해석(일본)>
2. 타워에 작용하는 횡력에 안전하도록 적 1. 구조상 주요 부분은 특정 지지물에 작용
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하는 수평력을 견디도록 균형있게 배치해
야 한다.

3. 타워는 외력에 의하여 좌굴이 발생하지 2. 구조상 주요 부분은 특정 지지체에 작용
않아야 한다.

하는 외력에 좌굴을 일으키지 않는다.

4. 타워는 사용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3. 구조상 주요 부분에는 사용상의 지장이
록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5. 타워는 충격에 의한 순간 파괴가 발생하
지 않도록 충분한 인성을 가져야 한다.

되는 변형 또는 진동이 생기지 않는 강성
및 순간 파괴가 생기지 않는 인성을 가져
야 한다.
4. 기초가 타워에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을
안전하게 지반에 전달하고 또한 지반의
침하 또는 변형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한
것.

6. 타워 상부 플렌지, 개구부 및 주요 구조 5. 타격, 압력 또는 진동에 의해 마련되는 기
부의 고력 볼트에서 풍력터빈에 작용하

초구리는, 그것을 설치할 때에 작용하는

는 하중에 의한 소요강도는 강도계수를

타격력 그 외의 외력에 대하여 구조상 안

고려한 각 부재의 설계강도를 초과하여

전한 것.

서는 안된다.
7. 타워 용접부 및 볼트 접합부는 피로에 6. 타워 정상부의 플랜지, 타워에 설치하는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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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및 구조상 주요 부분의 고력 볼트

현행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8. 타워 중, 부식 또는 마모의 우려가 있는

에 대해서, 특정 지지물에 작용하는 외력

부위에 대해서는 부식 또는 마모에 강한

에 의해 생기는 응력이 해당 부재의 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용융아연도금처리 또

응력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

는 동등 이상의 녹방지 혹은 마모 방지 7. 타워의 용접부 및 볼트 접합부가 피로 손
처리를 하여야 한다.

상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한 것.

9. 타워에 사용되는 재료는 KS에 적합하여 8. 구조상 주요 부분에서 특히 부식 또는 마
야 한다.

손의 우려가 있는 것에는 부식 혹은 마손
되기 어려운 재료 또는 유효한 녹방지 혹
은 마손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
9.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강재(탄소
강에 한한다.), 콘크리트 그 외의 재료의
품질이, 2004년 건설성 고시 제1446호(건
축물의 기초, 주요 구조부 등에 사용하는
건축 재료 그리고 이러한 건축 재료가 적

10. 회전 장치 및 기타 요소에 의해 발생하

합해야 할 일본 공업 규격 또는 일본 농

는 진동으로 인한 공진이 발생하지 않아

림 규격 및 품질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야 한다.

정하는 건) 별표 제1(이)란에 내거는 재료

11. 블레이드 회전 시, 과도한 변형으로 인
한 타워와의 충돌 방지를 위하여 블레이
드와 타워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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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로)란에 내거
는다 일본 공업 규격에 적합할 것.

현행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12. 동결, 착설 및 분진의 부착 등에 의한

<현행 KEC> 532.2.2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비정상적인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의 구조 등
고려하여야 한다.
13. 풍속변동, 회전수변동 등에 의해 비정상
적인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야 한다.

나. 동결, 착설 및 분진의 부착 등에 의
한 비정상적인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 풍속변동, 회전수변동 등에 의해 비
정상적인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

<신설>

532.6.2 기초
1. 기초 구조물은 육상 풍력발전설비에 작

려하여야 한다.
<발전용 풍력설비의 기술기준 해석(일본)>

용하는 외력을 지반에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반
의 침하 또는 변형에 안전한 구조이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KDS 14 20 01(콘크리 1. 철근콘크리트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일반사항)의 3.
재료는, 다음에 내거는 요건의 모두를 채
재료”에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
우는 것.
가. 골재, 물 및 혼화재료는 철근을 녹이
거나 콘크리트의 응결 및 경화를 방
해하는 산, 염, 유기물 또는 진흙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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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나. 골재는 철근 상호간 및 철근과 기침
판 사이를 용이하게 통과하는 크기여
야 한다.
다. 골재는 적절한 입도 및 입형의 것이
어서, 당해 콘크리트에 필요한 강도,
내구성 및 내화성을 얻을 수 있는
것.
<KDS 14 20 01> 3. 재료
3.1 콘크리트
시멘트 : 한국산업표준 KS L 5201, KS L
5205, KS L 5210, KS L 5211, KS L
5217, KS L 5401에 규정한 것과 같
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골재 : KS F 2527, KS F 2573에 규정된 품질
/ KS F 2502, KS F 2503, KS F 2504,
KS F 2529, KS F 2533, KS F 2468의
골재와 관련된 한국산업표준에 규정
한 것과 같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것을 사용
혼화제 : KS F 2560에 규정한 것과 같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물 : KS F 4009 부속서 B에 적합한 것
혼화재 : KS L 5405, KS F 2562, KS F 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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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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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567에 적합한 것
<발전용 풍력설비의 기술기준 해석(일본)>
2. 철근콘크리트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다음에 내거는 요건의 모두를 만
족하는 것인 것.
가. 4주 압축강도는 1제곱밀리미터당 12
뉴턴(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9뉴턴) 이상일 것.
나. 설계 기준 강도(설계에 있어서 채용하
는 압축 강도를 말한다.이하 같다.)와
의 관계에 있어서, 1956년 건설성 고
시 제1102호(안전상 필요한 콘크리트
의 강도의 기준을 정하는 등의 건)
제1 에 적합하는 것일 것.
<KDS 14 20 40>
3. 콘크리트 강도는 KDS 14 20 40(콘크리트 노출 범주 및 등급
구조 내구성 설계기준)의 노출등급에 따

범주

등급

른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조건

예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일반

E0

의한 콘크리트 손상의

∙ 공기 중 습도가 매우

우려가 없는 경우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

철근이나 내부 금속의

리트

부식 위험이 없는 경우
건조하거나

EC
(탄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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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1

∙ 공기 중 습도가 낮은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또는 영구적으로

∙ 물에 계속 침지 되어

습윤한 콘크리트

있는 콘크리트

현행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범주

등급

조건
습윤하고 드물게

EC2

건조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의 위험이
보통인 경우
보통 정도의 습도에

EC3

노출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 위험이 비교적
높은 경우

예
∙ 장기간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
∙ 외기에 노출되는 기초
∙ 공기 중 습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건물 내
부의 콘크리트1)
∙ 비를 맞지 않는 외부
콘크리트2)
∙ EC2 등급에 해당하지

건습이 반복되는
EC4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않고, 물과 접하는 콘크
리트

탄산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예를 들어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2),

난간

등)
보통 정도의 습도에서
대기 중의 염화물에
ES1

노출되지만 해수 또는
염화물을 함유한 물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ES
(해양환
경,

습윤하고 드물게
ES2

노출되는 콘크리트

제빙화
학제
등

건조되며 염화물에

ES3

항상 해수에 침지되는
콘크리트

∙ 해안가 또는 해안 근
처에 있는 구조물3)
∙ 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공기중의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수영장
∙ 염화물을 함유한 공업
용수에 노출되는 콘크리
트
∙ 해상 교각의 해수 중
에 침지되는 부분
∙ 해양 환경의 물보라

염화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
ES4

건습이 반복되면서

에 위치한 콘크리트

해수 또는 염화물에

∙ 염화물을 함유한 물보

노출되는 콘크리트

라에 직접 노출되는 교
량 부위4)
∙ 도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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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범주

등급

조건

예
∙ 주차장5)

간혹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EF1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직 콘크리트 표면

콘크리트

EF2

간혹 수분과 접촉하고

∙ 공기 중 제빙화학제와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에 노출되는 도로구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조물의
노출되는 콘크리트

수직

콘크리트

표면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EF
(동결융

EF3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해)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평 콘크리트 표면

노출되는 콘크리트
∙ 제빙화학제에 노출되
는 도로와 교량 바닥판

EF4

지속적으로 수분과

∙ 제빙화학제가 포함된

접촉하고 염화물에

물과

동결에

노출되는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콘크리트 표면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 동결에 노출되는 물보

콘크리트

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
대에 위치한 해양 콘크
리트

보통 수준의
EA1

황산염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
(황산염
)

유해한 수준의
EA2

황산염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매우 유해한 수준의

EA3

되는 콘크리트
∙ 해수에 노출되는 콘크
리트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
되는 콘크리트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

황산염이온에 노출되는 되는 콘크리트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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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

∙ 하수, 오·폐수에 노출

현행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범주

등급

조건

예
되는 콘크리트

주 1) 중공 구조물의 내부는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다
만, 외부로부터 물이 침투하거나 노출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표면은 EC4로 간주하여야 한다.
2) 비를 맞는 외부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방수 처
리된 표면은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3) 비래염분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로 해양환경의 경우 해안
가로부터 거리에 따른 비래염분량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으므로 측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계영향 거리를 정해야
한다. 또한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영향을 받는 거리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기존 구조물의 염화
물 측정결과 등으로부터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4) 차도로부터 수평방향 10m, 수직방향 5m 이내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노출면은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도로로부터 배출되는 물에 노출되기
쉬운 신축이음(expansion joints) 아래에 있는 교각 상부도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5) 염화물이 포함된 물에 노출되는 주차장의 바닥, 벽체, 기둥
등에 적용한다.

노출 등급에 따른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
노출등급
항목

E0

EC

ES

EF

EA

EC EC EC EC ES ES ES ES EF EF EF EF EA EA EA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최소
설계기준
압축강도 21 21 24 27 30 30 30 35 35 24 27 30 30 27 30 30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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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발전용 풍력설비의 기술기준 해석(일본)>
3. 전호에 규정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를 요구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996년 건설성 고
시 제1102호 제2에 규정하는 강도 시험에
의한 것.
4. 콘크리트는 발사가 균질하고 밀실해지고
필요한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조합을
정한다.
5. 콘크리트 주입 중 및 주입 후 5일간은 콘
크리트의 온도가 2도를 내리지 않도록 하
고, 또한 건조, 진동 등에 의해 콘크리트
의 응결 및 경화가 방해받지 않도록 양생
할 것. 다만, 콘크리트의 응결 및 경화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콘크리트 부재의 피복두께는 KDS 14 20 6.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덮개 두께는 버
50(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의

최소 피복 두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려진 콘크리트의 부분을 제외하고 6센티
미터 이상으로 한다.
<KDS 14 20 50> 최소 피복 두께 규정
4.3.1 프리스트레스하지 않는 부재의 현장치
기콘크리트
(1) 프리스트레스하지 않는 부재의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다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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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을 따라야 하며, 또한 4.3.6의 규정을 만
족하여야 한다.
① 수중에서 치는 콘크리트

100 mm

②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75 mm

③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
출되는 콘크리트
가. D19 이상의 철근

50 mm

나.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
의 철선

40 mm

④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가. 슬래브, 벽체, 장선
(가) D35 초과하는 철근

40 mm

(나) D35 이하인 철근

20 mm

나. 보, 기둥
콘크리트의

40 mm
설계기준압축강도

  가

40 MPa 이상인 경우 규정된 값에서
10 mm 저감시킬 수 있다.
다. 쉘, 절판부재

20 mm

4.3.6 특수 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1) 해수 또는 해수 물보라, 제빙화학제 등
염화물에 노출되어 철근 또는 긴장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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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부식이

우려되는

40(4.1.3)에서

환경

규정하고

(KDS
있는

14

20

노출범주

EC)에서는 다음 값 이상의 피복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이나 기존
실적으로 입증된 별도의 부식 방지 대책
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4.3.1~4.3.3의 규정
을 적용할 수 있다.
① 현장치기콘크리트
가. 벽체, 슬래브

50 mm

나. 가. 외의 모든 부재
노출등급 EC1, EC2

60 mm

노출등급 EC3

70 mm

노출등급 EC4

80 mm

②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가. 벽체, 슬래브

40 mm

나. 가 외의 모든 부재

50 mm

③ KDS 14 20 60(4.1.2(3))에 정의된 부분균
열등급 또는 완전균열등급의 프리스트
레스트콘크리트 부재는 최소 피복 두께
를 4.3.2와 4.3.3에서 규정된 최소 피복
두께의 50%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다
만, 프리스트레스된 인장영역이 지속하
중을 받을 때 압축응력을 유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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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는 경우에는 최소 피복 두께를 증가시
키지 않아도 된다.
(2) 유수 등에 의한 심한 침식이나 심한 마모
가 우려되는 환경에서는 필요한 만큼 피
복두께를 증가시키거나 침식 또는 마모
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
(3) 내화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의 피복 두께
는 화열의 온도, 지속시간, 사용골재의 성
질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4.3에
규정된 최소 피복 두께보다 더 큰 값이
요구될 때에는 동등한 내화성능의 재료나
피복 재료를 사용하거나 피복 두께의 값
을 증가시켜야 한다.
(4) 증축 또는 확장을 위해 노출된 철근 또는
매입 철물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발전용 풍력설비의 기술기준 해석(일본)>
7. 전호의 규정은 물, 공기, 산 또는 염에 의
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고, 또한 철근과
콘크리트를 유효하게 부착시킴으로써 동
호에 규정하는 덮개 두께로 한 경우와 동
등 이상의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지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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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로, 2005년 국토교통성 고시 제1372호(건
축 기준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철근 콘크리트조의 부재
및 동령 제7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부재의 구조
방법을 정하는 건)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에 규정하는 구조방법을 이용하는 부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동고시 제1항 제3호 중 「령 제 138조 제
1항 제2호에 내거는 것」이 있는 것은
「특정 지지물」로 읽어야 한다.
5. 독립기초 및 말뚝기초의 설계에 대한 상 8. 특정 지지물의 지지지반은 특정 지지물의
세 규정은 KDS 14 20 70(콘크리트 슬래

안정에 필요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브와 기초판 설계기준) 및 KDS 41 20 9. 특정 지지물의 기초는 전도 및 활동을 일
532.3.7 계측장치의 시설

00(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을 따른다.
532.7 계측 장치의 시설

1. 풍력터빈에는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1. 육상 풍력발전설비에는 설비의 손상을

위하여 운전 상태를 계측하는 다음의 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 상태를 계측하는

측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음의 계측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회전속도계

가. 회전속도계

나. 나셀(nacelle) 내의 진동을 감시하기

나. 나셀(nacelle) 내의 진동을 감시하기

위한 진동계
다. 풍속계

위한 진동계
다. 풍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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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키지 않고 강체인 것.

현행

개정(안)

라. 압력계

라. 압력계

마. 온도계

마. 온도계

2.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손상을

2. 지지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지반 등의 변형을

기초, 지반 등의 변형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시설 또는

계측장치를 시설 또는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532.8 유지관리

<현행 KEC>
532.2.1 풍력터빈의 구조

육상 풍력발전설비의 유지, 보수 및 점검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잠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육상 풍력발전설비의 로터, 요 시스템 및

기술기준 제169조에 의한 풍력터빈의 구조

피치 시스템에는 각각 1개 이상의 잠금

자의 안전을 위한 다음의 잠금장치를 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설하여야 한다.

에 적합한 것은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
는 것을 말한다.
2. 풍력터빈의 유지, 보수 및 점검 시 작업

2. 잠금장치는 육상 풍력발전설비의 정지장

가. 풍력터빈의 로터, 요 시스템 및 피치

치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로터, 나셀, 블

시스템에는 각각 1개 이상의 잠금장

레이드의 회전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나. 잠금장치는 풍력터빈의 정지장치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로터, 나셀, 블레
이드의 회전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신설>
<신설>

533 해상 풍력발전설비
533.1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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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533.1.1 하중 및 하중 조합
1. 하중
가.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에 작용하
는 하중은 532.1의 하중에 더해 파랑,
해류, 수위, 해빙/호빙, 해양생물오손,
해저이동과 세굴 등 해상 하중을 추가
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해상 하중 산정 시, KDS 64 10 10(항
만 및 어항 설계기준 – 설계조건) 또
는 KS C IEC 61400-3-1(고정식 해상용
풍력 터빈에 대한 설계 요구 사항)을

<신설>

참조할 수 있다.
2. 하중 조합
1.의 하중은 사용하는 설계법에 따라 적
절한 방법으로 조합하여 작용응력 또는

<신설>

소요강도를 구하여야 한다.
533.1.2 로터 블레이드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로터 블레이드

<신설>

는 532.2의 규정에 따른다.
533.1.3 기계시스템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기계시스템은

<신설>

각각 532.3의 규정에 따른다.
533.1.4 전기시스템
<IEC 61400-3-1, Ed 1.0(2019)>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전기시스템은 10 Electr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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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532.6을 따른다.

<신설>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The design of the electrical system of an
offshore
wind
turbine
shall
meet
the
requirements stated in IEC 61400-1 except
where it is clear that those requirements are
only relevant to an onshore site.

533.1.5 제어시스템
<IEC 61400-3-1, Ed 1.0(2019)>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은 8 Control system
The operation and safety of an offshore wind
532.5를 따르며, 추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turbine shall be governed by a control system
meets the requirements stated in IEC
1. 원격제어로 로터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 that
61400-1.
Provisions shall be made to ensure adequate
다.
protection of all components of the control and
2. 요 시스템의 원격제어 및 원격 고정이 가 protection system against the effects of the
marine environment. Guidance relating to
능해야 한다.
corrosion protection is given in Annex G.
In addition, the following shall apply:
It shall be possible to bring the rotor to a
standstill by remote control to be used prior to
the possible arrival of personnel, if necessary in
terms of personnel safety.
If necessary to ensure personnel safety (e.g. for
heli-hoist operations or to prevent possible
blade tip-ship collisions), remote control of the
yaw
system,
as
well
as
its
remote
immobilization, shall be possible on request of
the pilot of a helicopter or ship operating near
the turbine.

<신설>
<신설>

533.1.6 지지 구조물
1. 지지 구조물은 533.1.1의 하중 및 하중조
합에 대하여 충분안 안전성, 안정성 및

<신설>

사용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타워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타워 구조물은
532.6.1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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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3. 기초 및 하부구조물
<IEC 61400-3-1>
가. 고정식 해상 풍력 터빈의 기초 및 11 기초 및 하부구조 설계
하부구조는 ISO 해상용 구조 설계 표
해상용 풍력 터빈의 기초 및 하부구조 설
준 또는 기타 인정되는 해상용 설계
계 및 구조 해석은 ISO 해상용 구조 설계
표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표준 또는 기타 인정되는 해상용 설계 표

1) 해상용 구조물의 지반 특성에 대한

준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이 표준의 표

요구사항은 ISO 19901-4에 따른다.
2) 파일 기초 설계 시, ISO 19902에 따
른다.

2 및 표 3에 규정된 설계 하중 케이스와
관련 하중 안전 계수를 기초 설계의 근거
로 사용해야 한다.

3) 천해용 중력식 기초 설계 시, ISO
19903 에 따른다.

ISO 19900에 따라 설계 및 해석을 수행할
때 다음 표준이 관련된다. 광범위한 해상

나. 기초는 구조물에 과도한 변형 또는

용 구조물에 적용 가능한 지질학적 및 지

진동이 없이 정적 및 동적 하중을 지

반공학적인 측면에 대한 지질공학 및 지

반에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

반 특성 요구사항은 ISO 19901-4에 근거

다.

한 다. 고정식 강구조물과 전통적인 관련

다. 이송 및 설치 중 발생하는 하중을
고려여 설계하여야 한다.

이 있는 파일 기초는 ISO 19902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고정식 콘크리트 구조와

라. 파일 기초로 설계하는 경우, 파일의

전통적인 관련이 있는 천해용 중력식 기

해저 관입시 발생하는 하중에 대해 피

초 설계를 위한 특별 요구사항은 ISO

로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19903 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다.

기초는 구조물에 과도한 변형 또는 진동
이 없이 (과도적일 뿐만 아니라 반복적
인) 정적 및 동적 작용을 전달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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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록 설계해야 한다. 지지 지반의 강도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응답에 반복 및 과도 작
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초 부재에 대한 해저의
이동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 예상되는
경우, 이러한 이동에 의한 하중을 설계에
고려해야 한다.
이송 및 설치 중에 하부구조 및/또는 기
초에 작용하는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파
일 구조에 대해서(그림 1 참조) 파일이
해저에 관입될 때 파일이 견디는 피로 손
상 )) 계산을 해석에서 고려해야 한다. 피
로 해석은 파일을 박는 충격과 관련된 하
중, 파일의 세부 설계 사항 및 파일 관입
절차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파일의 구조
동력학 및 응력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4. 해수나 빗물에 의한 금속의 부식 또는
표사의 이동 등에 의한 표면 마모 등의
방지를 위하여 환경 조건, 내용 연수, 경
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방식 공법 적용 시,
KDS 64 10 30(방식)을 참조할 수 있다.

<신설>

533.1.7 계측장치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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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신설>
<신설>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손상 방지를 위
해 532.7에서 규정한 계측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533.1.8 유지관리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유지, 보수 및
점검에 대한 규정은 532.8을 따른다.
533.2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
533.2.1 하중 및 하중 조합
IEC 61400-3-2 참조
1. 하중
가. 부유식 해상 풍력에 작용하는 하중은
533.1.1의 규정에 따른다. 단, 해상 하중
중 해빙/호빙 하중은 ISO 19906에 따라
산정한다.
2. 하중 조합
부유식 해상 풍력에 작용하는 하중 조합

<신설>

<신설>

<신설>

은 533.1.1의 규정에 따른다.
533.2.2 로터 블레이드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블레이드는

532.2의 규정에 따른다.
533.2.3 기계시스템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기계시스템은
532.3의 규정에 따른다.
533.2.4 전기시스템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532.6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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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5 제어시스템
<IEC TS 61400-3-2, Ed 1.0(2019)>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제어 및 보호시스
8 Control system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s stated in IEC
템은 533.1.4를 따르며, 추가 요구사항은 다음
61400-1 and IEC 61400-3-1, the control and
과 같다.
protection systems of the FOWT support
structure (e.g., a ballast control system) shall
1. 부유체의 균형 유지를 위한 밸러스트의 제
meet applicable recognized offshore design
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standards.
2. 보호 계통은 다음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
In addition to the protection system functions
defined in IEC 61400-1:2019, Clause 8, the
동작하여야 한다.
protection system shall be activated at least in
가. 지지 구조물의 제어 기능 고장
the following dangerous events:
• failure of the control function of the FOWT
나. 부유식 하부 구조의 움직임과 가속도가
support structure,
• motions and accelerations of the floating
작동 한계를 초과
substructure exceed operational limits,
다. 타워 경사각이 작동 한계를 초과
• tower inclination angle exceeds operational
limits.

<신설>
<신설>

533.2.6 지지 구조물
1. 지지 구조물은 533.2.1의 하중에 대하여
충분안 안전성, 안정성 및 사용성을 확보

<신설>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타워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타워 구조

<신설>

물은 532.4.1의 규정에 따른다.
3. 부유체
가.일반사항
해양

지지

시스템

17. 해양 지지 시스템

ISO 17.1 일반사항
19901-4 또는 기타 공인 표준에 따른 FOWT의 해양 지지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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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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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9901-4 또는 기타 공인 표준에 따라 이

나. 빌지(Bilge) 시스템

절의 다음 고려사항과 함께 설계되어야 한

1) 모든 탱크와 빈 공간에서 물을 배 다.
출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단, 영구적으로 침수된 탱크는 제외 17.2
한다.

빌지(Bilge) 시스템

영구적으로 침수된 탱크를 제외하고, 모든

2) 영구 빌지 시스템 대신 휴대용 파 탱크와 빈 공간에서 펌핑(pumping)하거나 배
워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2개 수하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영구 빌지
이상을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설비 시스템 대신 휴대용 파워 펌프를 사용하는
내에 보관하거나 유인 서비스 선박 경우, 이러한 펌프를 최소 2개 제공하여야
이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하며 FOWT에 보관하거나 유인 서비스 선박

3) 물을 배출하기 위한 장치는 쉽게 이 운반해야 한다. 펌핑을 위한 펌프 및 장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밸러스트(Ballast) 시스템
1) 밸러스트 시스템은 물을 채우고 비
울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단, 영구 밸러스트 탱크는 제외한 17.3
다.

밸러스트(Ballast) 시스템

밸러스트 시스템은 영구 밸러스트 탱크로 사

2) 모든 펌프와 밸브에는 원격으로 운 용되지 않는 모든 밸러스트 탱크의 물 밸러
전 가능해야 한다.

스트(ballast)를 채우고 물 밸러스트를 비우는

3) 밸러스트 시스템의 정상 또는 비상 (deballast)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펌프
운전은 수밀 경계에 있는 해치, 맨 와 밸브에는 원격 운전 수단이 장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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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등의 개방으로 인해 점진적인 한다. 밸러스트 시스템의 정상 또는 비상 운
침수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전은 수밀 경계에 있는 해치, 맨홀 등의 개

4) 필요 시, 밸러스트 내의 물의 빙결 방으로 인해 점진적인 침수 위험을 초래해서
을 고려하여야 한다.

는 안 된다. 추가 지침은 IMO 비손상시 안정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IMO intact 성
stability

code,

코드,

결의

MSC.267(85)[IMO

intact

Resolution stability code, Resolution MSC.267(85)]를 적

MSC.267(85)을 참조할 수 있다.

절하게 참조한다.
밸러스트 물의 잠재적 동결은 해당되는 경우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한다.

<신설>

4. 위치유지시스템(계류시스템, 기초(앵커) 포
함)
가.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앵커 기초
설계 시, ABS Guide for Building and
Classing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Installations 또는 DNV-OS-J103(Design of
floating wind turbine structures)을 참조할
수 있다.
나. 위치 유지 시스템의 설계 시, KS B ISO
19901-7, API RP 2T, KDS 64 55 10, KDS 64
55 20, KDS 64 55 30, KDS 64 55 40 또는
KDS 41 70 02를 참조할 수 있다.

- 64 -

<IEC TS 61400-3-2:2019>
Annex E
(informative)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foundation
and substructure design
Specific guidance relating to the design of
anchor foundations for FOWTs may be
found in the following RCS rules:
ABS Guide for Building and Classing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Installations
DNV, DNV-OS-J103, Design of floating wind
turbine structures
<IEC TS 61400-3-2:2019>
14 Stationkeep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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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sign of a catenary, semi-taut or taut
station-keeping systems shall be basically in
accordance with ISO 19901-7; for tendons,
refer to API RP 2T. Design situations and
load cases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7.4. In the case of non-redundant
station-keeping systems, an increase in
safety factors is to be considered to reach
the same level of safety as for a redundant
station-keeping system (see Annex M).
Simulations for the loads analysis of the
FOWTs (see Clause 7) shall account for the
interactions among the RNA, tower, floating
substructure, station-keeping system, and if
deemed necessary, power cables.
KDS
KDS
KDS
KDS
KDS
<신설>

533.2.7 계측장치의 시설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손상 방지를 위
해 532.7에서 규정한 계측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단, 532.7의 2.에서 규정한 장치는 부유
체의 변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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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4
64
64
41

55
55
55
55
70

10
20
30
40
02

계류시설 일반설계
고정식 계류시설
부유식 계류시설
기타형식 계류시설
부유식 구조

현행

<신설>

개정(안)

533.2.8 유지관리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유지, 보수 및
점검에 대한 규정은 532.8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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