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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operations and maintenance (O&M) planning approach for floating offshore 

wind farm using the mathematical optimization. To be specific, we present a MILP (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that suggests the composition of vessels, technicians, and maintenance works on a weekly 

basis. We reflect accessibility to wind turbines based on weather data and loss of power generation using 

the Jensen wake model to identify downtime cost that vary from time to time. This paper also includes a 

description of two-stage approach for maintenance planning & detailed scheduling and numeric analysis of 

the number of vessels and technicians on the O&M cost. Finally, the MILP model could be utilized in 

order to establish the suitable and effective maintenance planning reflecting domestic situation. 

▸Key words: Offshore Wind Farm, Operations & Maintenance, Integer Programming, 

Linear Programming, Optimization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최적화기법을 활용한 수리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간 단위로 선박과 기술자를 운용하는 

계획정비와 고장정비 작업의 배정에 혼합정수계획법(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MILP)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의 최적화 모델을 활용한 사례연구에서는 선박과 기술자의 투입 규모가 유지

정비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1년간 정비계획 수립에서 더 나아가 정비작업별 상세 

스케줄링까지 연계되는 단계적 최적화 방법론을 함께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기상 데이터와 

정비 데이터를 활용한 발전량 손실을 비가동 비용으로 반영하여 정비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해상풍력단지의 유지보수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해상풍력발전, 유지보수, 정수계획법, 선형계획법,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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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1. O&M of Offshore Wind Farm

해상풍력은 육상풍력보다 풍황 자원이 우수하여 장시간 

고출력의 가동이 가능하다.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우 연안

이 아닌 먼바다에서 더욱 풍부한 바람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입지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대규모 단지 

조성을 통한 에너지 평준화 비용(Levelised Cost of 

Energy, LCOE) 절감 등에 유리하다.

다만 해상풍력은 파고, 풍속 등 기상 상태에 따라 터빈

에 접근 가능한 날의 예측이 쉽지 않고, 해상 환경으로 인

한 터빈의 고장률도 육상에 비해 높아 육상풍력에 비해 유

지보수 비용이 훨씬 증가하여 발전사업에서 생애주기 비

용의 20-30%를 차지한다 [1]. 이러한 조건 때문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있어서는 확률적인

(Stochastic) 외부 요인과 선박, 기술자 등 유지보수 재원

을 동시에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2].

해상풍력은 영국, 독일, 덴마크 등 북해를 접한 국가들

의 주도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최근 정부

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의 일환에서 해상풍력

발전 설비 설치, 개발, 부품 국산화 등에 힘쓰며 2030년까

지 13GW 신규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풍

력사업체들은 해상풍력 운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

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효

율적인 정비계획 수립 등의 제반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유지보수 업무는 Fig 1과 같이 크게 계획(예방)정비

(Preventive Maintenance)와 고장정비(Corrective 

Maintenance)로 나뉜다 [9][10]. 계획정비는 예방정비의 

개념으로 수행되는 정비로서 고장이나 성능 저하를 방지

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주기 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수

행되는 유지보수 활동이다 [11]. 이는 세부적으로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수행되는 주기적 유지보수(Predetermined 

Maintenance)와 부품의 현재 상태 기반 유지보수

(Condition-based Maintenance)로 분류할 수 있다.

고장정비는 터빈 또는 부유체 등에 결함이 발생하여 터

빈의 가동이 중지되었을 때 수행하는 것으로서 정비 시간 

동안에만 비가동이 발생하는 계획정비와 다르게 고장 발

생시점부터 정비를 완료하는 시간까지 비가동이 발생한다. 

고장 상황은 비가동에 따른 발전량 손실이 커지는 주된 요

인이기 때문에 고장정비는 가능한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12]. 최근에는 IoT 센서와 기계학습의 발달로 예지 정비

(Predictive Maintenance)가 도입되고 있다 [13]. 예지정

비는 감시 제어 및 데이터 수집 시스템(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CADA)과 상태 모니터

링 시스템(Condition Monitoring System, CMS) 등으로 

획득한 데이터를 고장 등 이력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잔존

수명과 부품 교체 필요 시기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적용

함으로써 적정 시점에 정비를 수행하는 것이다.

Fig. 1. Maintenance types for wind farm

해상풍력 유지보수 비용은 정비활동에 투입되는 직접적

인 비용만이 아니라 터빈 정비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

는 비가동에 수반되는 발전량 손실을 포함한다 [3]. 직접비

에는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선박, 기술자, 부품 등의 고정

비용과 이들을 운용하는데 발생하는 변동비용이 포함된다. 

직접비에서는 기술자와 부품 이송 등 정비 활동에 직접 투

입되는 선박 운항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도입

과 운항에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4][5]. 선박 운영 비용은 사업자 입장의 경제적인 문제로 

한정할 수도 있지만, 탄소중립 패러다임 관점에서 볼 때 

해상풍력단지의 정비 운항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온

실가스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행하는 아이러

니를 초래할 수 있다 [6]. 터빈이 정상가동 시 풍향, 풍속, 

후류 효과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전 손실에 따른 비

가동비용 역시 각 터빈별로 시시각각 변한다. 또한 풍력터

빈 배치에 따라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후류 효과의 영향도 

고려될 수 있는데, 전단 풍력터빈이 비가동일 때는 후단 

풍력터빈에 후류 효과가 제거되기 때문에 후단 풍력터빈

의 출력은 오히려 만회될 수 있다 [14]. 비가동 비용을 포

함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적화 계

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상 여건과 터빈의 

가변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해상풍력단지로의 접근은 기상 영향이 크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기술자와 부품 운송에 쓰이는 이송선(Crew 

Transfer Vessel, CTV) 이외에도 다양한 운송수단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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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되고 있다 [7]. 유의파고가 약 1.5m 이상만 되어도 터빈 

접근이 불가능한 CTV와 달리 대형 작업선(Service 

Operation Vessel, SOV)은 운항 비용은 비싸지만 유의파

고가 2.5~3미터가 넘는 거친 기상 여건에도 기술자들이 

터빈에 접근할 수 있고 풍력단지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정비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헬리콥터, Jack-up 

선박 등의 특수 수단들이 동원되기도 한다. 이러한 운송수

단들을 통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적

정 대수와 조합의 선박이 투입되어야 한다 [8].

2. Scope of Research 

해상풍력 유지보수 최적화 문제는 위의 다양한 고려사

항들을 고려하면서 어떤 운송수단을 얼마나 운용하고 기

술자를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전략적인

(Tactical) 영역과 실행단계 관점에서 하루 단위로 어느 

경로로 선박을 운용해 정비 비용을 최소화할지를 탐색하

는 스케줄링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비가동 비용을 고려한 최적의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하여 2-Stage 기반의 접근법을 제시한다, 

Stage 1은 각 주별로 투입할 선박, 기술자의 적정 투입량 

그리고 수행할 정비 작업의 수를 파악하는 정비계획을 수

립하는 것이다. Stage 2는 Stage 1의 정비계획을 바탕으

로 언제 어느 터빈을 정비하고 베이스로 복귀해야 비용 또

는 이동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하루 단위의 스케줄링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Stage 1에서 

유지보수 비용 최적화 관점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수

리 모델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발전량 손실을 고려한 혼합

정수계획법(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MILP)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동해 상에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운영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행되었고, 국내외 풍

력 O&M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사례를 

반영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비 방안들을 세부적인 요건

들로 삼았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가 대상으로 하는 동해 

지역은 일본과 경계수역으로서 헬리콥터 운항이 제한되기 

때문에 운송수단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운송선인 CTV만 

고려하였으며, 주기적 예방정비와 고장정비를 위주로 정비

를 수행하며 예지정비는 제외하였다. 또한 대상 해상풍력

단지 위치에 대한 바람/파랑 후측 데이터를 생성하여 비가

동 비용과 터빈 접근 가능일을 계산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해상풍

력 유지보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각각의 성과

와 한계점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모델 개발의 배경이 된 

시나리오와 기상 데이터 적용 과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해상풍력단지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선박/정비계획 할당

문제에 대한 제약식들을 포함한 MILP 모델을 제안한다. 5

장에서는 이러한 모델을 적용하여 컴퓨터로 Case Study 

문제를 풀어보고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 서술하며, 마지막

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과 추후 연구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II. Literature Review

해상풍력발전 유지보수 최적화 문제는 실시간으로 변하

는 기상조건과 후류 효과를 고려한 발전량 계산, 선박과 

기술자의 가용성, 정비작업의 요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해상풍력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계

획 문제는 터빈(노드)의 수가 20기 이상만 되어도 유전자 

알고리즘(Genentic Algorithm)과 같은 휴리스틱으로 접

근해야 하는 NP-hard 문제로 알려져 있다 [16][17]. 

Irawan et al.(2021)는 Large Neighbourhood Search 

휴리스틱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비를 완료하는 

확률론적 스케줄링 모델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몬테카를

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입증하였다 [18]. Stock-Williams 

& Swamy (2019)는 정비작업별 소요인력을 외판원문제

(Traveling Salesman Problem, TSP)의 이동시간처럼 

배정하고 정비작업별 이송계획(Transfer plan) 편성을 위

해 단위작업(Service order)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전자 

알고리즘으로 평가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19]. 

해상풍력의 운영비용 중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선박 

운영에 대해 어떤 선박을 몇 대 도입하여야 하는지(Fleet 

size and mix problem) 등을 결정하는 문제에 관한 연구

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Halvorsen-Weare et al. 

(2017)는 날씨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박을 편성

하는 메타 휴리스틱을 제시하였다 [20]. Stålhane et al. 

(2021)은 전력 단가의 변화, 선박 기술의 발전 등의 장기

적 불확실성과 날씨와 터빈 상태 변화에 따른 단기적 불확

실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선박 종류와 수를 결정하는 

이중 확률적 모델(Dual-stochastic model)을 제시하였다 

[21]. 기상 상태와 터빈 고장이 발생하는 상황을 연구에 모

두 반영할 시 모델의 난이도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

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결정론적

(Deterministic) 접근도 다수 진행되었다. 이러한 접근법

은 불확실성을 단순화시켜주기 때문에 휴리스틱을 사용하

지 않고도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Halvorsen-Wear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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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3), Stålhane et al. (2016)은 최적의 선단 배치 

계획을 위해 시나리오 기반 MILP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선

박과 유지보수 베이스 구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전 정보, 

즉 1년의 시나리오 동안 발생하는 기상 조건(풍속 및 파

고) 및 고장을 사전에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CTV, SOV, 

Jack-up 및 헬리콥터 등의 운송 대안을 비교하였다 

[22][23]. Gutierrez-Alcoba et al. (2019)는 터빈을 각각 

지정할 필요 없이 각 교대 근무 간격(time shift)에 진행하

는 최적의 작업 개수를 구할 수 있는 MILP 모델을 제시하

였다 [8]. 이는 다양한 유지보수 리소스를 체계적으로 제시

함과 동시에 비교적 정비 업무를 잘 반영한 제약식을 제시

한 효용성은 있지만, 정비작업의 선입선출(Fist in fisrt 

out, FIFO) 이외에 정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는데는 다

소 한계가 있어 추후 보완할 점이 있다. Elkinton et 

al.(2006)은 후류 효과를 고려하여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최적 레이아웃을 결정하였지만 후류 영향과 연동되는 유

지보수 방안의 제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24]. 

이처럼 해상풍력단지 정비계획 최적화 연구들은 정비 

비용, 방법, 운송수단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

나 발전량 손실을 후류 효과와 연계한 연구는 크게 주목을 

끌지 못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터빈 비가동 비용이 

모든 시간대에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발

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비 수행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투

입보다 안정적인 발전량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정비 비

가동이 오히려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주

요 변수로 설정한 정비계획 모델링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상풍력단지 정비계획 모형에 후류 영향을 고려

한 발전량 손실을 비가동 비용으로 반영하였다. 비가동 비

용 계산에는 후류 영향을 고려한 Jensen모델[15] 기반의 

발전량과 최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가중치를 반영하였다.

III. Scenario and Data Description

본 연구에서는 유지보수 모델링을 위해 배후항만에서 

선박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가상의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다루기로 한다. 해당 풍력단지는 연구 분야에서 널

리 활용되는 DTU 10MW 터빈 모델[25]이 도입된 것으로 

가정하였고 Fig 2와 같이 100대의 풍력 터빈을 정사각형 

격자 형태로 배치하였다. DTU 10MW 터빈 모델의 풍속에 

따른 발전량 곡선은 Fig 3과 같으며 4m/s 풍속에서 기동

을 시작하고 풍속 11.5m/s에서 정격 출력에 도달한다. 배

후항만은 유지보수 베이스를 겸하고 있으며 정비팀은 기

술자 4명으로 구성된다. 해상에서 터빈 접근을 지원하는 

이송선(CTV)은 최대 4팀까지 탑승이 가능한 사양이다.

정비계획에 고려되는 주요 기상 정보는 풍속, 풍향, 그

리고 유의파고이다. 이송선(CTV)은 일반적으로 풍속이 

10m/s(북해 15m/s) 이상, 유의파고가 1.5 m 이상일 경

우 풍력단지 접근이 제한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풍속과 유

의파고 데이터를 통해 풍력터빈에 접근이 가능한 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정비작업이 수행되는 일정별로 발

생하는 발전량 손실은 비가동 비용으로 환산되는데 이 과

정에서 풍속과 풍향 데이터가 활용된다. 단위시간(time 

shift, 주 단위)에 발생하는 고장정비의 수와 기상 상태는 

과거 이력 데이터의 경향과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였으며 

국내 실정에 맞는 계획정비 관례, 근무시간 등을 반영하면

서 최적의 인력/자원/작업 배치를 통하여 최소한의 비용

으로 모든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비가동에 따른 발전손실량 계산 등에는 단지 해역의 바

람/파랑장 데이터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관련 기술개

발에서 확보한 특정 해역의 40년 동안의 바람/파랑 후측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Fig. 2. Layout of hypothetical offshore wind farm

확보된 과거 해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주의 평균적인 

풍속과 풍향을 계산하고 위에서 제시한 풍력터빈 배치와 

Jensel 모델에 따른 후류 영향을 고려한 발전량 계산 결과

를 비가동 비용으로 환산하였다. Stage 2에서는 개별 터

빈의 정비 비가동을 고려한 발전량 손실을 반영해 비가동 

비용을 산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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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ower Curve of DTU 10MW Wind turbine

IV. Model Formulation

본 MILP 모형을 이용하여 1년 동안의 고장정비와 예방

정비에 대한 선박과 팀을 할당하는 정비계획을 도출하는 

것이다. 다음은 모형에 사용되는 변수와 파라미터이다.

Sets

PT 계획정비 타입 세트 

CT 고장정비 타입 세트

T 주차(time shift) 세트 ∈  

Parameters

 시점 t에서 터빈 접근 가능시 선박 운영비용 

  주당 팀별 인건비 

 시점 t에서 시간당 터빈별 비가동 비용

 시점 t에서 터빈별 비가동 비용

 i타입 정비를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

 시점 t에 터빈 접근 가능일수

 max 각 운항에서 가능한 최대 근무 시간

  시점 t에 발생하는 타입별 고장 건수

 max 최대 가용 가능한 선박 수 

 max 선박당 최대 탑승가능 팀 수

 계획된 예방정비 수 

  시점 t에서 최대 가용가능 팀 수 

  베이스와 풍력단지 간 왕복 시간

 시점 t에 정비팀의 근무 가능일수 

Decision Variables


 

시점 t에서 수행하는 예방정비 수 

 시점 t에서 수행하는 고장정비 수


 

시점 t에서 고장 미조치 건수




시점 t에서 필요한 선박 수

 시점 t에서 필요한 팀 수

본 모델의 목적함수는 선박의 운영비용, 고용하는 팀의 

인건비, 계획정비로 인한 비가동 비용, 고장정비로 인한 

비가동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정비를 제외한 O&M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Stage 1은 선박, 기술자, 정

비작업을 얼마만큼의 물량으로 운용할지를 다루는데 중점

을 두기 때문에 사실상 고정비용 보다는 변동비용 중심의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다. 

min 
  



  
  



 


∈

  



   
∈

  



 

s.t.

  ≥  ∀ ∈ ∈                 (1)

  ≥  ∀ ∈ ∈                  (2)

 ≤ 
 
≤ 
  



  ∀ ∈ ∈        (3)

 ≤  ≤ 
max

∀ ∈                 (4)

 ≤  ≤
  ∀ ∈                   (5)

제약식 (1), (2)는 한 주에 수행되는 계획정비와 고장정

비 건수의 비음 제약조건이다. 제약식 (3)은 특정 시점 t에 

고장난 터빈의 대수는 그때까지 누적된 고장 터빈의 수보

다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모형에서는 대략적으로 각 

시점 t에 고장이 몇 번 정도 발생하는지는 과거 이력을 바

탕으로 사전에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제약식 (4)는 

한 주에 가동되는 선박의 대수는 최대 가용 선박보다 적음

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선박 종류는 고려하지 않고 

CTV만 도입한 것으로 가정한다. 제약식 (5)는 한 주에 가

용 기술자 팀의 수가 그 주에 최대 가용 팀 수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max  ∀ ∈      (6)


∈

   
∈

   

≤  ×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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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x


≤                                        (8)

              

∀ ∈ ∈ 

                (9)

  ≤       ∀ ∈ ∈    (10)


  



    ∀ ∈                       (11)


  



  ≥  ∀ ∈  ∈       (12)

제약식 (6)은 일주일 동안 수행하는 정비작업의 총 소요

시간은 그 주에 가용된 팀들이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

보다 같거나 작음을 의미한다. 제약식 (7)은 국내 기술자들

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주별로 최대 40시간까지 투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 정비작업 수행시간 뿐만 아니라 

CTV 이동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다. 제약식 (8)

는 가용 팀수가 가용 선박의 최대 용량을 초과하면 선박을 

추가적으로 한 대씩 더 가용하여 작업자들을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추가하였다. 제약식 (9)는 고장이 났으나 

고치지 못한 터빈의 수를 세주기 위한 식으로, t 시점에서 

고치지 못한 고장정비의 수는 (t-1) 시점에서 고치지 못한 

고장정비 수에서 t 시점에 발생하는 고장정비 수를 더한 

것에서 t 시점에서 고친 고장정비 수를 빼준 것과 같음을 

나타낸다. 제약식 (10)은 각 주 t에 진행하는 고장정비 작

업 건수는 그 주에 필요한 고장정비 작업 수보다 같거나 

작음을 나타낸다. t 시점에서 아직 고장나지 않은 터빈을 

미리 고칠 수는 없기 때문이며 재고관리에서 쓰이는 개념

을 도입한 것이다 [26]. 제약식 (11)은 계획된 예방정비를 

모두 완료하는 것을 나타낸다. 제약식 (12)를 통하여 계획

정비의 경우, 필요시 파고와 풍속이 상대적으로 낮은 3

월~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수행하도록 풍력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V. Computational Illustration

본 MILP 모델을 활용한 사례 연구는 다음의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연간 계획정비는 터빈당 3일 정도의 물량으로 

정비팀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해 총 300일 분량의 정

비작업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고장정비는 건당 평균 

18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반영하였다. 정비팀은 매일 베

이스를 출발하여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베이스로 복귀하는

데, 베이스, 풍력단지 위치와 CTV 속도를 고려한 왕복 이

동시간은 3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번 사례 연구에서는 선박과 기술자 투입의 변화에 따

른 유지보수 비용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가지 시나리오

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1(S1, Table1)은 정비활동에 가

용할 수 있는 CTV를 최대 3척, 정비팀은 최대 10팀으로 

설정하였고, 시나리오 2(S2, Table2)는 CTV가 4척, 정비

팀은 14팀까지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시나리오 

3(S3 ,Table3)의 경우 CTV와 정비팀은 S1과 같지만 기상 

데이터를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풍속과 풍향을 전체 시간 

구간동안 평균값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별 주요 변수와 계산된 비용을 Table 1로 요약하였다. 

MILP 정비계획 모형으로 최적 조합을 찾기 위해 GUROBI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27].

Scenario S1 S2 S3

Number of Teams 10 14 10

Number of Vessels 3 4 3

Metocean Data Usage O O ×

O&M Cost (won) 1,275M 1,255M 1,482M

Table 1. Scenario Comparison

시나리오 S1, S2, S3 각각에 대한 정비계획 도출 결과

는 Table 2와 같으며 상세한 분석내용은 아래와 같다.

Fig 4와 같이 각 시나리오별 계획정비 수행방안을 살펴

보면 S1과 S2는 20~40 주차, 즉 5~10월 사이에 대부분의 

계획정비를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절기에 

풍속이 강해 정비 비가동에 따른 발전량 손실이 다른 시기

보다 크고, 파고가 높아 터빈에 접근 가능한 일자 또한 작

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단지 운영자 입장에서 

결과를 고찰하자면 동절기에는 인력을 최소한으로 가용하

여 고장정비 활동은 수행하되 계획정비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수행하지 않는 것이 경제성 측면

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Fig. 4. Performance of Preventive task in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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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에서는 기상 데이터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

에 비가동 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S1, S2와 다르게 겨울철에도 계획정비를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S3는 S1과 동일한 CTV와 정비팀이 가용했음에

도 불구하고 Table 1과 같이 유지보수 비용이 2억 원 이상 

더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상 데이터를 정비계

획에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유지정비 비용에 비가동 비용이 

추가로 반영된 영향으로 파악된다. S1와 S2를 비교해 보면 

S2에서 전체 비용이 2천만원 가량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가용 가능한 CTV와 정비팀이 늘어남에 따라 

비가동 비용이 낮은 시간대에 다수의 정비를 집중적으로 해

결할 수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즉, 선박과 투입 인력에 

대한 투자가 고정비 관점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생애주

기 전체를 놓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Fig. 5. Vessel operations in one year

또한 Fig 5와 같이 S1에서는 평소에는 CTV가 2대 수준

으로 운용되지만 계획정비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하절기

에는 최대 투입량인 3대까지 운용이 됨을 알 수 있다. S2

의 CTV 투입량을 분석해보면 26-33 주차에는 CTV가 평

균 3대 이상 운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5, 20주

차와 같이 비교적 적은 수의 CTV가 필요한 시기에는 

CTV 등 선박을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MILP 기반 정비계획을 미리 CTV 조달을 추진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VI.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해상풍력발전 유지보수 최적화 계획 및 

스케줄링 문제를 풀기 위한 2-Stage 접근법으로서 MILP 

기반의 선박/인력/작업 할당 모델을 개발하였다. 동해 부

유식 해상풍력발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내의 정비사업 

수행의 관례와 터빈 정비 매뉴얼을 참고하여 현실적인 제

약조건들을 반영하였으며, 최적화 계산 모델을 활용한 사

례연구로 정비계획이 할당된 결과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

처럼 주간 단위로 작업수와 가용선박 및 인력 수를 우선적

으로 지정해 놓으면, 미리 기술자들의 근무 스케줄을 수립

할 수 있고, 날씨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유지

보수 계획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가 조성된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서 발전사업자 관점과 국

내 현장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약 조건으로 반영한 모

형이기 때문에 특정 운영 규칙(대형 작업선 도입, 교대근

무, 정비 물량 등)을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모형을 유연하

게 활용할 수 있다. 아직 국내는 해상풍력이 태동기에 있

어 배후항만, 대형 크레인 등의 유지정비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지만 본 연구는 향후 국내 해상풍력단지 유지정비

를 위한 선박/인력/작업 배치 계획의 기초적인 가이드라

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다소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 사항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연구에서는 

고정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변동비 위주의 목적식을 사용

했는데, 향후에는 선박의 고정비용을 추가하여 최대 선박 

수와 기술자 수를 바꿔가면서 민감도 분석을 진행하여 선

박 투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해 볼 수 있다. 두번째는 이

번 모델으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Stage 2 연구를 통

해 하루 단위 상세 유지정비 스케줄링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 즉, 몇 번째 주에 몇 명의 기술자 팀이 선박 몇 대를 

활용하여 유지보수 작업을 몇 회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조건을 바탕으로 매일 정비팀마다 어떤 운송

수단으로 어떤 터빈을 어떠한 경로로 정비할 것인지 구체

적인 스케줄을 탐색하는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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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 Week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Preventive Task 0 0 0 0 0 0 0 0 0 0 0 0 0

Corrective Task 7 7 7 7 8 8 8 9 8 7 8 8 7

Number of Vessels 2 2 2 2 2 2 2 2 2 2 2 2 2

Number of Teams 5 5 5 5 6 6 6 6 6 5 6 6 5

S1 / Week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Preventive Task 0 0 0 0 0 0 0 2 0 10 12 12 10

Corrective Task 7 6 7 8 9 7 6 7 9 9 8 8 9

Number of Vessels 2 1 2 2 2 2 1 2 2 2 2 2 2

Number of Teams 5 4 5 6 6 5 4 5 6 8 8 8 8

S1 / Week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Preventive Task 26 30 22 18 14 20 12 14 14 26 20 10 10

Corrective Task 8 7 7 6 7 8 8 7 7 6 5 9 9

Number of Vessels 3 3 3 2 2 3 2 2 2 3 2 2 2

Number of Teams 10 10 10 8 8 10 8 8 8 10 8 8 8

S1 / Week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Preventive Task 6 0 4 0 1 1 4 1 0 0 0 0 0

Corrective Task 9 7 8 9 9 9 8 7 8 9 9 8 7

Number of Vessels 2 2 2 2 2 2 2 2 2 2 2 2 2

Number of Teams 7 5 6 6 6 6 6 5 6 6 6 6 5

S2 / Week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Preventive Task 0 0 0 0 0 0 0 0 0 0 0 0 0

Corrective Task 7 7 7 7 8 8 8 9 8 7 8 8 7

Number of Vessels 2 2 2 2 2 2 2 2 2 2 2 2 2

Number of Teams 5 5 5 5 6 6 6 6 6 5 6 6 5

S2 / Week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Preventive Task 0 0 0 0 0 0 0 0 0 10 12 12 12

Corrective Task 7 6 7 8 9 7 6 7 9 9 8 8 9

Number of Vessels 2 1 2 2 2 2 1 2 2 2 2 2 2

Number of Teams 5 4 5 6 6 5 4 5 6 8 8 8 8

S2 / Week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Preventive Task 38 38 31 34 14 28 4 16 14 0 24 10 1

Corrective Task 8 7 7 6 7 8 8 7 7 6 5 9 9

Number of Vessels 3 4 3 3 2 3 2 2 2 1 2 2 2

Number of Teams 12 14 12 12 8 12 6 8 8 4 8 8 6

S2 / Week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Preventive Task 1 0 0 0 1 0 0 0 0 0 0 0 0

Corrective Task 9 7 8 9 9 9 8 7 8 9 9 8 7

Number of Vessels 2 2 2 2 2 2 2 2 2 2 2 2 2

Number of Teams 6 5 6 6 6 6 6 5 6 6 6 6 5

S3 / Week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Preventive Task 2 2 2 14 4 4 4 1 4 2 12 4 10

Corrective Task 7 7 7 7 8 8 8 9 8 7 8 8 7

Number of Vessels 2 2 2 2 2 2 2 2 2 2 2 2 2

Number of Teams 5 5 5 8 6 6 6 6 6 5 8 6 7

S3 / Week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Preventive Task 2 0 2 12 6 14 0 2 10 10 4 12 10

Corrective Task 7 6 7 8 9 7 6 7 9 9 8 8 9

Number of Vessels 2 1 2 2 2 2 1 2 2 2 2 2 2

Number of Teams 5 4 5 8 7 8 4 5 6 8 6 8 8

S3 / Week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Preventive Task 4 14 14 0 2 9 16 2 2 0 4 10 10

Corrective Task 8 7 7 6 7 8 8 7 7 6 5 9 9

Number of Vessels 2 2 2 1 2 2 2 2 2 1 1 2 2

Number of Teams 6 8 8 4 5 7 8 5 5 4 4 8 8

S3 / Week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Preventive Task 10 2 4 6 1 6 4 2 4 9 10 4 2

Corrective Task 9 7 8 9 9 9 8 7 8 9 9 8 7

Number of Vessels 2 2 2 2 2 2 2 2 2 2 2 2 2

Number of Teams 8 5 6 7 6 7 6 5 6 8 8 6 5

Table 2. Case Study Result for Scenario 1, 2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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