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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7-19 NPLab센터 5층

진단·분석 엔지니어링
■ 노이즈 진단·분석 엔지니어링
■ 접지시스템 설계 엔지니어링
■ PQ 진단·분석 엔지니어링

생산 및 판매 제품
■ XIT접지시스템+접지모니터링 장비
■ 피뢰시스템(EC-SAT시리즈+NLP시리즈)
■ 서지보호장치(SPD)
■ Power Noise Canceller

■ ION 전력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 SEPAM 다기능 디지털 보호계전기
■ Cathodic Protection 제품
■ Geo Scan 3D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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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과 열정, 장인 정신으로 만든
최고의 전기기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공동상표

KAS V체크마크 인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정(제KAS-P-020호)
인증대상품목
•차단기류 •보호계전기류
•변성기류 •개폐기류
•애자류
•변압기

•피뢰기류
•콘덴서
•케이블 및 접속재

※ 상기 이외의 기계기구와 보호장치

인증획득의 혜택
• 자가용수전설비 사용전검사시 제작사 자체시험 성적서 인정

전기조합은 조합원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판로확보, 인증 등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개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38 (야탑동 191) Tel. 031-724-6100 | Fax. 031-704-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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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조합원 간담회 개최

및 앞으로의 편찬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리조합은 지난 2021. 03. 25(목) 조합 전산교육실 및
대강당에서 「신규조합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규 조합

김영규 변호사 초청 조찬 간담회 개최

원사에 회원패를 수여하고, 조합 현황 및 주요사업 설명
과 함께 신규 조합원사의 고충 및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
을 가졌습니다. 곽기영 이사장님은 인사말을 통해 “조합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조합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조합 사업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조합 60년사 편찬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우리조합은 지난 2021. 03. 10(수) 조합회관 3층 전산
교육실에서 ‘조합 60년사 편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 60년사 편찬 대행업
체인 (주)시하기획의 중간보고 발표를 주제로 ‘기초자료

우리조합은 지난 2021. 4. 28(수) 더 플라자 호텔 22층
루비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위한 ‘김영규 변
호사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집’, ‘집필자료 수집 및 분류’, ‘조합원사 수록 기업 선정

이번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렇

및 인터뷰 실시’등의 경과보고와 함께 콘텐츠 구성안, 가

게 대처합시다’라는 발표 주제로 중대재해처벌의 입법취

목차, 원고집필방향 및 기타 협력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지 및 기본개념,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성과 해당 의무 위

받았으며, 중간 보고에 대한 편찬위원님들의 추가 피드백

반 시 발생하게 될 법적문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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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방안 등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영규 변호사

에너시스, 인셀, 피앤씨테크, 비츠로이엠, 유케이비배터리,

의 심층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유익한 강의가

에스얜에스, 인텍전기전자, 유호전기공업, 이스트파워, 신

진행되었습니다.

성산전, 비에프에스, 청우하이드로, 유성계전입니다.

더불어, 참석 해주신 조합 회원사 대표님들께서도 해

이번 동유럽지역 화상수출상담회는 코로나로 인해 오

당 법안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강의 종료 이후에도 적

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마케팅 기법전환이 이루어진

극적으로 질의응답에 참여하며, 조합원사간 다양한 의견

후 수출지원 방식을 경험하고 이를 보완하여 앞으로의

을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비대면 시대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방안을 대비코자
추진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위한 동유럽지역
화상수출상담회 지원

앞으로도 우리조합은 5월 4일부터 진행되는 중남미(멕
시코, 도미니카공화국)지역 화상수출상담회와 5월 17일부
터 진행되는 온라인 두바이 중동에너지 전시회 및 화상
수출상담회를 통해 비대면 시대의 실질적인 중소기업 판
로개척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 신용평가기관 (주)나이스디앤비
업무 제휴 알림
-우
 리조합에서는 기업 신용평가기관인 (주)나이스디앤
비와 업무제휴를 맺어, 조합을 통하여 신용평가 신청
할 경우 10~30%까지 수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신청방법 : 조합 홈페이지 (주)나이스디앤비 배너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곽기영)은 한국전력공사
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접속 됩니다.
- 기업평가서비스 수수료

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동유럽지역(카자흐스탄, 우즈
베키스탄) 화상수출상담회를 3. 23(화)부터 4. 9(금)까지
개최하였습니다.

구분

지역별 4일 일정으로 개최된 이번 상담회에는 국내기
업 15개사(카자흐스탄 7개사, 우즈베키스탄 14개사)가 참
여해 기업별로 매칭된 현지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를
추진하여 총 99건의 수출상담(상담액 총 29,015천불, 약
330억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회에 참여한 15개 기업으로는 중원, 동남석유공업,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평가

사업
자유형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자산규모
(직전결산기)

표준수수료
(VAT별도)

5억원 미만

200,000

100억원 미만

350,000

5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250,000

500,000

제휴할인
수수료
(VAT 별도)
160,000
200,000
280,000
400,000

11

Kemc
News

조달청 등
공공기관
유형
입찰을 위한
무관
기술등급
(TCB) 평가

- 장 소 : 관악산
규모무관

400,000

280,000

(만남의장소 : 2호선 서울대입구역 6번출구)
■한국전기공업인 골프회 2021년 4-5월 모임

공공입찰
+
기술등급
평가

- 4월 모임 : 2021년 4월 8일 (목)
- 5월 모임 : 2021년 5월 13일 (목)
- 장 소 : 코리아 컨트리 클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기흥단지로 579)

- 회원사 신용평가 애로사항 및 무료 개별 상담 업무
① 회원사를 위한 전문 상담사 운영
② 기업평가 등급 관련 상담 및 재무 관련 상담 제공
- 부가 서비스 할인

결혼을 축하합니다.

① 예비진단 서비스 50% 할인
② 플러스리뷰 서비스 20% 할인

동호회 동향

(주)비케이시티 박영철 대표이사 차녀 결혼

[4/11(일)]

(주)고려일렉트릭 이병기 대표이사 아들 결혼

[5/1(토)]

(주)동아기전 이규오 대표이사 아들 결혼

[5/1(토)]

한성중전기기공업(주) 이용주 대표이사 아들 결혼 [5/5(수)]
■한국전기공업인 산악회 4월 제358회 산행
- 일 시 : 2021년 4월 17일(토) 오전 10시
- 장 소 : 서대문 안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만남의장소 : 3호선 홍제역 3번출구)
(주)피앤이시스템즈 정도양 대표이사 모친상
■한국전기공업인 산악회 5월 제359회 산행
- 일 시 : 2021년 5월 15일(토)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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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전기 김호근 대표 모친상
한성중전기기공업(주) 이용주 대표이사 빙모상

[3/12(금)]
[4/6(화)]
[4/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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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규가입 조합원
업체명

동영전력시스템(주)

대표자

주생산품

박태현

배전반

소재지

부산 사상구 사상로 425번길 67 (모라동)

가입일

2021.03.09

2021년 3월 공동판매 사업 계약(발주) 현황
다수공급자 계약

(단위 : 천 원)
품 목

건 수

금 액(VAT별도)

MCC

2

135,773

배전반
분전반
UPS

합 계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한국전력공사)
품 목

고효율주상

고효율아몰퍼스주상
내염형주상

컴팩트형지상

부하개폐형지상
합 계

지명 경쟁		

2

788,272
65,670

1

22,557

9

1,012,272

발주 수량(대)
3,296

1,369

1,049
332
28

6,074

(단위 : 천 원)

발주 금액(VAT별도)
4,459,552

1,771,106

1,720,508
2,976,025
281,400

11,208,591

품 목

건 수

금 액(VAT별도)

합 계

1

371,635,000

배전반

공동상표

4

1

371,635,000

(단위 : 천 원)

품 목

건 수

금 액(VAT별도)

합 계

2

190,590,000

배전반

2

(단위 : 천 원)

190,5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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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신규가입 조합원
업체명

에스와이파워(주)
(주)남일

대표자

주생산품

권준범

축전지 제조업

김남정

배전반

소재지

가입일

부산 기장군 정관읍 산단1로 72 (달산리)

2021.04.07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남로 20번길 70

2021.04.13

2021년 4월 공동판매 사업 계약(발주) 현황
다수공급자 계약

(단위 : 천 원)
품 목

건 수

금 액(VAT별도)

MCC

-

-

배전반

4

1,233,874

분전반

2

17,056

합 계

7

1,256,930

UPS

1

6,000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한국전력공사)
품 목

고효율주상

고효율아몰퍼스주상
내염형주상

컴팩트형지상

부하개폐형지상
합 계

(단위 : 천 원)
발주 수량(대)
5,294

5,063

1,118
288
10

11,773

발주 금액(VAT별도)
7,440,999

7,534,584

1,698,727
2,486,657
100,500

19,261,467

지명 경쟁		
품 목

건 수

금 액(VAT별도)

합 계

3

1,690,519

배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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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 원)
3

1,690,519

한전KDN, 신임 사장에 김장현 ICT사업본부장

한전KDN은 최근 신임 사장에 김장현
ICT사업본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취임식에서 김 사장은 “고객 가치를
존중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
는 가치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직원 개인의 성장이 곧 조직 성장의 기
본임을 강조하면서 회사가 개인의 역량
을 성장시킬 수 있는 무대와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KDN은 신임사장 선임을 위
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김 사장을 선
임했다. 김 사장은 1958년생으로 1982년
한국전력공사 입사 후 서인천지사장, ICT
인프라처장 등을 거쳤다. 2018년부터 한전KDN ICT사업

이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김 사장은 “에너지 산업의 미

본부장 직책을 수행했다. 전력산업의 ICT서비스 발전에

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ICT 기술리더십 확보

기여한 공으로 2010년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전력

로 ‘KDN형 디지털뉴딜정책’을 추진하는 기술중시 경영의

ICT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CEO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KEMC

융합보안 솔루션개발 산업기술 유출방지 집중
한전KDN은 최근 정부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대한
비인가자 무단출입 및 문서 유출, 휴대용 메모리(USB) 및

과 업무 공간에 대한 보안 위해요인을 실시간으로 탐지하
고 경보발령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노트북 등 IT장비 관리부실 등으로 인한 산업 기술정보 유

한전KDN이 개발한 ‘통합 스마트 키퍼’는 국내 최초로

출이 증가함에 따른 막대한 국가적 경제 손실 방지와 공

출입카드 내장형 메모리 칩과 안테나를 이용한 비인가자

공기관 보안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함께 ‘통합 스마트

의 중요시설 접근차단 및 특수용지와 자체 개발 문서보

키퍼’ 융합보안솔루션을 개발했다. 해당 솔루션은 비인가

안 시스템을 이용한 취약시간 문서출력 및 외부반출 방지,

자 접근통제, 문서 유출방지, 전산장비 반출통제 등 5개

USB 및 노트북 등 전산장비에 대한 위치관리 및 경보체

모듈로 구성돼 있으며 최소의 인원으로 건물 전체 출입문

계를 구축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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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해상풍력 5대강국 진입’ 목표
국내 해상풍력의 마중물 역할 및 해외시장 진출
조기 구축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았다. 참여사들은 국내
해상풍력산업의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투
자 확대와 더불어 기업 간 기술 및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해외사업 경험, 수준 높은 송배전 기술 및 풍부한
R&D 자산을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을 약속했다.
행사에서 한전 해상풍력사업단은 한전이 개발 중인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을 포함한 국내 해상풍

총 2.7GW 해상풍력 발전사업(신안 1.5GW, 전북 서남권

력 관련 44개 기업은 지난 4월 한전 아트센터 강당에서

1.2GW)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당해 사업 이후에는 한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 해상풍력 업계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선다는

체결식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2050 탄소중립

사업 방향을 밝혔다.

실현의 주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풍력 산업계

MOU의 주요내용은 ▶해상풍력 기자재산업 발전을 위

의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상호협력을 통해 업계 전체의

한 기술개발에 협력 ▶해상풍력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경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해외 해상풍력사업 공동 진

김종갑 한전 사장을 비롯해 총 44개 해상풍력 관련기
업의 대표가 참석하여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및 인프라

출을 위한 한전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국내 해상풍력
관련 기업 간 정보 공유 등 지속적 협력 등이다. KEMC

CDP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 선정
한전은 4월말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CDP 한국
위원회 주관 2020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에너지 & 유틸리티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수상한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Carbon
Management Sector Honors)는 금융, 산업재 등 7개 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는 2000년에 설립되

문에서 총 18개 기업이 선정되었는데, 한전은 에너지&유틸

어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비영리 기관으로서, 92개 국가

리티 부문에서 지속적인 탄소경영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

주요 상장기업들의 기후변화대응 전략과 온실가스 배출

했다. 이로써 한전은 ’16년 ~ ’20년까지 5년 연속 수상함

량 정보, 감축노력 등을 공개해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기

으로써 탄소경영 분야 우수 기업임을 증명했다. KEMC

관에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회와 위험 요인을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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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블루수소 생산기술 개발 ‘착수’
이산화탄소 포집기술과 연계…경제·환경성 확보해 국산화 선도
한국서부발전(사장 박
형덕)이 깨끗하고 안정
적인 수소에너지 기술을
확보하고자 석유 코크스
를 활용한 블루수소 생
산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서부발전은 최근 국
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및 고
등기술연구원 등과 함
께 2025년까지 ‘석유코
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
용화 기술’을 개발하기로
하고, 수소기술 국산화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블루수소 생산을 위해 서부발전은 핵심 단위공정 기술
인 합성가스 고도정제 기술과 수성가스전환 공정기술 개발
에 착수했고, 실증플랜트 운영을 통한 트랙레코드(trackrecord)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했다.

한 경험과 노하우에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을 더해 탄소 배
출을 줄인 블루수소 생산기술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석유코크스를 활용한 수소생산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
발된다면 하루 약 3t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석유 코크스는 정유공정에서 생산된 부산물로 산업용

대된다. 특히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 가스화를 통한 수

보일러에 사용되는 연료이며, 국내에선 연간 130만t이 생

소생산에도 활용할 수 있어 쓰레기 해결과 폐기물 자원화

산된다. 석유 코크스를 직접 연소하는 대신 고온고압 상태

등 에너지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서 가스화할 경우 블루수소를 추출할 수 있고, 이 과정
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할 수 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 미생물을 활용
한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실증에도 성공해 조만간 상용화

서부발전은 일찍이 국내 유일 석탄가스화복합발전

프로젝트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새만금 그린수소 밸류

(IGCC)을 통해 가스화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체인 구축 등을 통해 수소 에너지전환을 달성하는 ‘2050

보유하고 있다. IGCC는 지난 3월 세계 최장 운전시간을

넷제로(Net-zero)’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넘어 5,000시간 이상 운전한 대기록을 세운바 있다. 이러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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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동반성장 평가 ‘최다 10회’ 최고등급 달성
2020년도 … 최고등급 ‘최우수’기관 선정
동서발전은 디지택트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 등 동반성
장 전략체계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체계
적 성장기반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포스트코로나 대
응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통협력하고 선도적 동
반성장 문화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영진을 중심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의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체계적 지원계획
을 수립했다. 발전설비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R&D), 테스트베드(Test-Bed)를 확대하고, 디지택트 구매
상담회, 해외수출 상담회 등을 개최해 중소기업의 판로개
척을 지원한 점이 높이 인정받았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올해도 ESG경영을 기반으로 코로
나19 대응과 주요 정부정책에 부응해 중소기업과 함께 성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은 최근 2020년도 동반성장

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경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공기업 중 최다인 10회 최

쟁력을 활보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 추진 확대 등 다양한

고등급을 획득했다.

분야에서 동반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에 의거해 공공기관이 동

한편, 동서발전은 중소기업과 지속적 소통 가능한 전담

반성장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2007년부

창구와 규제애로 해소 역할을 수행하는 동서동행센터를

터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58개 공공기관을

운영하며, 중소기업 랜선소통의 날 시행(월 1회), 동서동행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기관의 재난 대응

뉴스레터 발송(분기 1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활력 제고에

노력을 동반성장 지원실적을 평가에 반영했다.

힘쓰고 있다. KEMC

8대 사장에 전 관세청장 김영문
동서발전 제8대 사장에 김영문 전 관세청장이 취임했다.

방검찰청, 법무부 등 검찰 요직을 역임했고, 2017년 관세

김영문 사장은 1992년 제34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공직

청장에 취임해 공공성 실현과 행정혁신에 대한 전문성을

생활을 시작했다. 20여 년간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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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았다. KEMC

남부발전, ESG 경영 선도 위한 위원회 신설
이승우 사장, 취임 후 첫 이사회서 ESG 경영 표명
히, 남부발전은 이사진(상임
이사 2인, 비상임이사 3인)
이 직접 위원회를 신설하여
ESG 경영의 방향성을 제시
하고, 업무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추진단도 구성하
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성되는 ESG
경영위원회는 비상임이사가
위원장직을 맡아 ESG 계획
의 이행현황과 현안, 이행실
적 및 성과 점검 등 ESG 경
영을 총괄 운영하며, 실무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이 이사회 산하에 ESG 경

추진단은 기획관리본부장을 단장으로 환경분과, 신재생

영위원회를 신설하고, 기획관리본부장을 단장으로 ESG

분과, 사회가치 1분과(지역상생, 동반성장, 안전경영 등),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

사회가치 2분과(규제개혁, 노사협력, 적극행정, 부패방지

친환경과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활동을 통해 국민과

등), 지배구조분과 등 총 5개 분과가 운영된다.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남부발전은 오는 5월 ESG 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 규
정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추진하고, 6월 예정인 ESG 1차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

회의에서 ESG 전략, 과제 및 KPI 선정 등 세부 추진계획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활동에 친환

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ESG 경영의 강화와 함께 남부

경, 사회적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경영을 고려

발전은 국민소통채널 공개를 통한 피드백으로 국민의 의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남부발전은 최근 이승우 사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이사

해커톤을 주관한 이승우 사장은 “환경과 안전에 대한

회에서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본격 추진을

기준이 강화되고 상생협력과 경제 활성화 등 포용성장에

위한 경영진 집중토론회(ESG 경영선도 이행 해커톤, 이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한 후, “친환

하 ‘해커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SG 경영의 조기 정착

경(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 개선(G)의 가치가 체화된

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해커톤에서는 친환경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공기업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

공기업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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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에 대비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전략
제6회 탄소중립 테크포럼 개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임춘택)은 “2050 탄소중립

관리시스템과 같은 탄소감축 효과가 높지만 전기화가 어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전략”을 주제로, 지난

려운 공정기기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3월 31일 각계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개 화상회의를

고효율기기의 보급 확산을 위해 에너지효율 투자 인센티

개최했다.

브 제공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택 원장은 개회사에서 “탄소중립에서 가장 중요

대한석유협회 안국헌 실장은 “정유업종은 에너지 다소

한 것은 산업 전반에 걸쳐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비업종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발전, 철강, 석유화학,

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

시멘트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을 위한 실

보급과 함께 산업과 연계된 저탄소화 기술개발이 중요하

행방안 강구와 이행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며, 이번 포럼이 탄소중립 기술과 제도 전반에 대해 조망

한 “국내 정유업계의 국가 에너지안보, 전방산업, 수출 및

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류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정책적 지원 및 배려가

강조했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권필석 소장은 “2050 탄소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원용 책임연구원은 “자본, 역

립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 부문의 전기화, 에너지 효율향

량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에 대한 기술정책적 지원이 필

상, 그린수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2050년까

요하다”라고 하면서, “전기열연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500GW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최적화와 다양한 부문간 연계를 통한 에너지 낭비 최소화

수송-열-산업 부문에 연계한다면 2050년 넷제로 달성은

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료에 있어서도 ”탄소배출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가 낮은 폐플라스틱과 바이오연료 활용을 검토해야 하

에코앤파트너스 권동혁 본부장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방향성에 대해 배출권

며, 신재생, 원자력, 화석연료 등 에너지원에 따라 구분된
제도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 강화, 할당방식의 개선, 유상할당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건우 PD는 “2030년, 2040

의 확대, 간접배출의 규제 제외 등을 제안했다. 다만, “유

년, 2050년 각 시점에 대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연

상할당의 확대와 간접배출의 규제 제외는 탄소중립 속도

료 및 원료대체, 효율향상, CO₂ 포집활용저장 등 다

를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

양한 기술별 우선순위와 제약조건, 감축 가능량을 면

명하였다.

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 “탄소중립 실행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중앙대학교 김민성 교수는 “산업

경로에 대한 세부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산학연 전문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업용 고온스팀 히트펌프, 산

가들의 긴밀한 협력 기반의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이

업 네트워크 공정유틸리티 공유기술, 스마트공장 에너지

라고 강조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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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협력기업과 함께하는 안전경영 첫걸음
김호빈 신임 사장 보령발전본부 현황 점검
김호빈 신임 한국중부발전 사
장은 최근 첫 번째 사업소 방문
을 발전설비 정비공사가 진행 중
인 보령발전본부 안전관리 현황
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4월 취임한 김 사장은 취임사
를 통해 “모든 사람이 안전하도
록 사장 주도로 안전 최우선 현
장경영 구현”하겠다는 경영의지
를 표명했으며 이의 실천을 위해
사업장 안전점검을 시행하였다.
현장 안전점검에 함께한 협
력기업 관계자로부터 청취한 안
전관련 현장의견을 경영에 적

4월 29일 중부발전 김호빈 사장이 보령발전본부에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여섯 번째 김호빈 사장).

극 반영하여 중부발전뿐만 아니
라 협력기업 직원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협력기업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

을 시행하여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취하기 위한 할당량식 작업종료 근절, 공기단축 금지, 가

을 다짐하였다.

상현실(VR) 안전체험 등 안전문화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한편 중부발전은 취약설비에 대한 지속적 보강을 통해

확대할 예정이다. KEMC

창립 20주년 맞이 본사 주변마을 벽화 유지보수
중부발전은 회사창립 20주년을 맞아 본사주변 벽화마

유지보수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특히 충남 도시재생 전문

을 새단장을 완료함으로써 「기본이 튼튼한 중부, 미래가치

예비사회적기업인 (주)아름다운 마을과 협업을 통하여 중

를 창조하는 New KOMIPO」를 향해 달려가기 위한 출발선

부발전 비전과 보령의 아름다움을 벽화에 표현하기 위해

에 섰다. 이 사업은 2015년 본사 이전시 지역주민 생활여

노력하였다. 한달여 작업을 통하여 보령북로 132번지 외

건 개선을 위하여 조성한 벽화마을의 낡고 퇴색한 벽화를

10가구는 색다른 분위기의 마을로 변신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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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구원, 창원시-한전과 연처럼 나는 ‘공중 풍력발전’
비행체가 줄 당기는 힘으로 지상서 전기 생산
가능한 바람 자원의 한계, 해상풍력의 경우 발전소 기초
비용을 좌우하는 수심의 한계 등 각종 지형적경제적자
연환경적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전 세계에 설치된 타워형
풍력터빈의 누적 설치용량은 총 잠재력(400TW)의 0.2%
에도 못 미치는 743GW에 불과하다.
하지만 높은 고도의 바람에서 공중 풍력발전이 획득할
수 있는 잠재적 총 에너지는 이론적으로 1,800TW다. 이는
타워형 풍력터빈 대비 4.5배에 이르며, 전 세계 에너지 수요
한국전기연구원(KERI)과 한국전력(한전), 창원시가 미

(약 20TW)의 90배에 달한다. 높은 고도의 바람 에너지는 강

래형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공중 풍력발전’의 국산화

하면서도 더욱 광범위하게 분포되기 때문에, 그동안 바람이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약해 타워형 풍력터빈의 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지역에

KERI와 한전, 창원시는 최근 공중 풍력발전 연구개발

서도 공중 풍력발전 방식을 통해서는 높은 고도의 강한 바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위한 MoU

람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해상에 구축할

를 체결했다.

때에도 기초 비용을 좌우하는 수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

공중 풍력발전은 높은 고도에 연(Kite) 등을 띄워 전기

는다. 사실상 지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전이 가능하다.

를 생산하는 일종의 ‘하늘을 나는 발전소’다. 공중 풍력발

경제성과 친환경성도 매우 뛰어나다. 동일 면적에서 연

전은 비행기나 드론 등에 프로펠러와 발전기를 장착해 하

간 발전량은 타워형 풍력터빈 대비 6배 이상 높고, 각종

늘에서 전기를 생산해 지상으로 보내는 ‘공중발전’ 방식

구성품(기초, 타워, 블레이드 등)이 1/10 수준으로 재료와

과, 연 혹은 글라이더 등이 공중에서 줄을 당기고, 이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의 배

줄이 감긴 지상의 드럼이 회전하면서 발전기를 구동해 전

출을 절반 이상 감축할 수 있다. 환경 훼손, 소음, 진동, 경

기를 만드는 ‘지상발전’ 방식으로 나뉜다. 현재 3개 기관

관 등 발전소 설치에 따른 주민 수용성 확보에 장애가 되

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분야는 지상발전 방식의

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공중 풍력발전이다. 한전이 예산을 지원하여 KERI가 연구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개발을 수행하고 있고,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부지를

오랜 기간 동안 공중 풍력발전에 관심을 두고 타당성 검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상용화 및 대용량화를 위한 관련 기

공중 풍력발전의 장점은 에너지원의 잠재력이 크고 장

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술의

소의 제한이 적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기존 타워형 풍력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했는데 국내유일 전기전문 연구기

터빈이 지구상에서 바람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잠재적

관인 KERI가 창원시와 한국전력공사의 지원을 받아 국내 최

총 에너지는 400TW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확보가

초의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KEMC

22

한수원, 영암 미암면 200㎿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미암주민추진위-한수원-퍼시피코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4월 말 미암태양광 주민
추진위원회, 퍼시피코에너지와 ‘영암군 미암면 200㎿ 육상
태양광 발전설비 공동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영암군 미암활성화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박정환
미암태양광 주민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미암면 주
민, 배양호 한수원 신재생사업처장, 조동욱 퍼시피코에너
지 한국법인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암주민태양광사업’은 미암면 일원에 200MW의 육상
태양광을 건설하는 것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
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이다. 총사업비 2,939억 원에 달하는
이번 사업에서 한수원은 사업종합관리 및 운영유지관리,
퍼시피코에너지는 사업종합관리와 부지임대 및 파이낸싱
을 주관하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미암태양광 주

배양호 한수원 신재생사업처장은 “한수원은 주민 중심

민추진위원회는 인허가 지원 등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의 태양광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할

미암태양광 주민추진위원회는 향후 주민협동조합을 설립,

것”이라며, “발전소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신규 일

채권형으로 참여해 주민참여에 따른 이익을 지역주민과

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공유할 계획이다.

밝혔다. KEMC

국내 최초 발전용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준공
한수원이 국내 최초로 발전용 저수지에 수상태양광발

수상태양광 시설이다. 저수지 면적의 약 5.7%에 해당하는

전소를 건설했다. 한수원은 청송양수발전소 하부댐 저수

29,450m2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연간 5,900㎿h의 친

지 청송호에 4.4㎿급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발전

환경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며, 이는 청송군 2,900여 가구

소 인근에서 준공식을 열었다.

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수상태양광은 육상태양광

준공식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윤경희 청송

보다 발전효율이 10%가량 높고, 녹조 현상을 막는 효과가

군수, 이광호 청송군의회 의장, 강태욱 진영토건 부사장

있으며, 육상태양광의 단점으로 꼽히는 환경 훼손을 최소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한 청송

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KEMC

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는 국내 최초로 발전용댐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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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탄소중립 R&D 투자 30% 확대…민관 힘 모은다
산업공정 부문 투자 3배 확대,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R&D 투자정책을 수립하거나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산업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 수소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진

부 R&D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과 기획평가관리 및 투

행하고 있다.

자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산업부는 5월 4일, 한국기술센터에서 2022년 산업부

협력체계이다.

R&D 투자방향과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021년 시행

2022년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은 2022년 약 5조원

계획 등 주요 R&D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규모인 산업부 R&D 사업(안)의 투자전략을 제시한 것으

박진규 차관 주재로‘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로 탄소중립 실현, 혁신성장, 소부장 등 R&D 집중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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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또한 정부는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의
컨트롤타워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
업종을 포함한 10개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
다. 이 자리에서는 ①산업계 탄소중립 도전 과제, ②탄소
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운영계획, ③탄소중립 우수사
례 및 정부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산업부와 업계는 산업부문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
을 위해 지난 2월 철강을 시작으로 12개 업종별 협의회와
기술혁신,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왔다.
업계는 업종별 협의회를 통해 ▲2050 탄소중립 공동선
언(9개 업종), ▲석유화학-바이오 연대 협력 선언, ▲자동
차 탄소중립 5대 정책방향 제시 등 탄소중립에 자발적 동
참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저탄소 연료전환, 친환경 공정가스
대체 등 업종별 여건에 특화된 탄소저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화이트바이오 협력 모델 발굴, 차세대 바이오 연료
도입 TF 운영, 탄소저감 기술개발 현장방문 등 탄소저감
우수 기술사례 공유, 확산 활동도 전개하였다.
한편, 산업계는 어렵고 도전적인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필요한 핵심 분야 투자 배분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2022년 산업부 탄소중립 R&D 투자는 금년 대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세제기술혁신, 법제도적 기반
구축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약 30% 이상 확대 편성한 점이 눈에 띈다. 부문별 온실가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스 배출량을 감안하여 그간 투자가 부진하던 산업공정 부

바탕으로, 업종 부문별 협의회 논의를 종합하고 탄소중립

문 투자를 약 3배 확대하기로 하였다.

전략을 논의, 이행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 소부장, 혁신성장 빅3(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산업부는 출범식에서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력산업과 지역발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역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3+5 전략”을 제시

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를 주재한 박진규 차

했다. 3가지 전략은 ①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디지털 전환과 같은 당면 과제를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②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의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은

전방위 지원을 확대하고, ③저탄소 디지털 기술 등 우리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라고 강조했다.

강점을 살려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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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월 16일, 서울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구축하기 위해 열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였다.

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방향 아래 산업부문 탄소중

있게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

립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가칭)을 제정한다.

첫 번째 수소환원제철, 연원료대체 등 민간 주도의 한

넷째,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신산업 육

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9월까지 ‘2050 탄소중립

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

R&D 전략’을 수립한다.

내 수립한다.

둘째, 투자세액공제 신성장 원천기술에 탄소중립 관련

마지막 다섯째는 산업부문 탄소중립 민관 거버넌스를

신기술 반영 등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투자를 위한 비용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대 형성과 소통

부담 완화 방안을 발굴한다.

노력을 지속한다.

셋째, 산업계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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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은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

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매우 어렵고

한 민간 주도형 그린수소포럼의 첫 번째 정례포럼에서 정

도전적 과제”이지만, “글로벌 신경제질서로서 가부(可否)

부와 민간이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 분야 정책과제를

가 아닌 선후(先後)경쟁에 따른 미래 생존문제로 대두되

함께 논의한 점이 의미가 있다.

고 있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물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분해해 생산하는 그린

또한, 성 장관은 “업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 탄소

수소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수소로써 수송, 산

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업공정 전반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재생에너지의 안정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

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에너지저장 역할로 탄소중립시대에

전과 전략’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중요성과 그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금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동 위원

현재는 수소경제의 안정적 확산을 위해 부생수소 및 추

회를 통해 산업부문 탄소중립 과제를 지속 논의할 계획이

출수소의 활용 비중이 높지만, 향후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다. 특히,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R&D, 표준화 전략 등

추출하는 과정에서 탄소를 처리한 저탄소 수소를 활용하고,

업종 부문별 협의회 논의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탄소중립

친환경 수소경제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그린수소 기술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혁신 및 상용화, 저렴한 해외 그린수소 도입, 그린수소 인증

전략 등을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제 마련 등을 통해 그린수소 경제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①수소경제 정책 추진경과 및 탄소중립 추

탄소중립 이행 위한 민관 소통채널 구성해

진계획(산업부), ②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 정책 제언
(탄소중립기술기획위원회), ③그린수소 기술개발 동향 및

이에 앞서 산업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경
제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인 ‘수소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했다.
수소 라운드테이블은 정부, 공공기관, 산학연, 환경단체

전망(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의
역할과 추진 방향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방향

주로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그린수소 생산 기술 혁신 및

을 공유하면서 관련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논의하

활용 증대, ▲액화수소 전주기 기술력 제고, ▲핵심기술 국

기 위해 만들어졌다.

산화, ▲그린수소 인증제 도입 등이 핵심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해 창립

수소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한 과제들은 향후 검토를 통
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1.6.), 에
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21년 말) 수립 등
에 활용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우석 신재생에너지정
책단장은 “수소경제와 탄소중립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로써 도전과 혁신정신으로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개척해 나가야 하
며, 앞으로 수소 라운드테이블을 정례적으
로 개최하여 탄소중립 실행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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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력반도체로 디지털 그린뉴딜 ‘파워’ 키워라
2025년까지 상용화 제품 개발, 8인치 파운드리 확보하기로
인공지능(AI), 5G 등 신기술과 자율주행차, 신재생 등
미래 성장 분야의 핵심 부품이 될 차세대 전력반도체를
본격 육성한다.

국내에 구축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노력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육성 방안에
대해 “정부는 아직 초기인 차세대 전력반도체 시장을 선

정부는 제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4월1일)를 개최하

점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 인프라 등

고, 차세대 전력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차세대 전력

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민관의 공동 노력과 밸류

반도체 기술개발 및 생산역량 확충 방안’을 발표하였다.

체인간의 연대 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산업 생태계를 구

이번 정책을 통해 정부는 국내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

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태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큰 줄기는 3가지다. 구체적으
로는 ▲상용화 제품 개발, ▲기반기술 강화, ▲미래 제조공

소자-모듈-시스템, 통합 밸류체인

정 확보 등을 본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까지 수
요연계 R&D를 통해 차세대 전력반도체 상용화 제품을 5개

사실, 전력반도체 관련 지원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

이상 개발하고, 양산 가능한 6~8인치 파운드리 인프라를

행해 왔으며 특히. 산업부를 중심으로 2017년부터 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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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반도체 시장,
2023년 약 530억 달러 규모로 성장
SiC 웨이퍼는 연평균 16% 증가…국내는 90% 이상 수입
글로벌 전력반도체(소자, 파워IC, 모듈)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450억 달
러에서 2023년 약 5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에 사용되는 SiC 웨이퍼 시장은 ’19~’27년간 연평균 16%
증가하여,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
요국은 화합물 기반 전력반도체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추진하고 있
다. 미국은 에너지부를 통해 와이드밴드갭(WBG) 반도체를 개발하는 ‘파워 아
메리카(Power America)’ 사업을 출범(2014)하여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2014)의 일환으로 차세대 파워일렉트로닉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양회에서 3세대 반도체(화합물 반도체)를 ‘7대
첨단과학기술’에 포함시켜 자립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 전력반도체 시장은 약 20억 달러 규모이며, 기술력 부족과 해외 기
업의 특허 선점으로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
전력반도체 기술개발을 지원해

별소자는 국내 기업의 생산 규모 및 기술력이 글로벌 대비 부족하며 모듈 기

왔다. 그간의 지원을 기초로 국

업은 소자 기업과의 연계 부족으로 수입 소자를 탑재하여 개발하고 있다. 파

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워 IC는 국내 팹리스 기업을 중심으로 PMIC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국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내 주요 기업들은 SiC, GaN 등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

R&D 사업을 기획한 것이다.

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KEMC

먼저, 상용화 제품 개발을 위
해 수요연계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단기적으로는 인버터, 충전기
등 상용화 가능한 분야에서 소
자-모듈-시스템이 연계된 R&D
과제를 기획하여 상용화를 촉
진하고, 수요-공급 연계 온라인
플랫폼과 융합얼라이언스 등을
활용하여 상용화 성과를 확대한
다. 지난 3월 31일에 한국반도
체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수요-

전력반도체 시장 규모 및 주요기업(OMDIA,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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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반도체 산업 생태계

공급 연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고도화하여 시제품 제작~양산에 이르는 기술력을 확보하

국내 유일의 6인치 SiC 반도체 시제품 제작 인프라인

고, 신뢰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장비를 부산 파워반도체

‘파워반도체 상용화 센터’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서비

상용화 센터에 구축한다. 또한, 차세대 전력반도체 관련

스를 제공하고, 민간 파운드리의 인프라 투자를 적극 지

파운드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 파운드리와 6~8

원할 계획이다.

인치 기반의 양산 공정 구축 및 선행기술 확보를 적극적

두 번째, 신소재 응용 및 반도체 설계·검증 등 기반기
술을 강화한다.

으로 협의,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SiC 공정은 6인치가 주력으로 2025년에는 8인

실리콘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iC, GaN,

치로 전환이 예상되며, GaN은 6인치 Si 기판을 활용하는

Ga2O3 등 화합물 기반 신소재 응용기술을 개발하고, 국

GaN-on-Si 중심이다. 이에 민간 파운드리의 SiC, GaN

내 기업의 소재 웨이퍼 기술 확보를 지원하여 밸류체인을

양산 공정 구축을 지원하고, 8인치로의 전환에 필요한 선

강화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군사용으로 활용

행 기술을 확보한다. 특히, GaN은 파운드리 8인치 Si 공

될 수 있는 화합물 소재 기술을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

정을 기반으로 호환성 확보에 주력한다.

하기 때문에 국내 밸류체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집적 고성능 차세대 전력반도체 개발을
위해 파워 IC 설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자동차 내연기

정리하면, 신규 사업은 새롭게 성장하는 차세대 전력반
도체 시장에 대응 가능한 화합물 기반 전력반도체 기술개
발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 군수산업, 항공 등 가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구

사업 기간은 2022년에서 2025년까지 4년간이며 예산

현한다는 방침이다. 설계와 제조를 연계하기 위한 공정

은 약 300억 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

표준 설계 키트(PDK)도 개발하여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

스템 분야를 대상으로 단기간 내 상용화가 가능한 인버터,

화할 예정이다.

모듈 중심의 수요 연계형 기술을 개발하고 신소재 기반

세 번째, 미래 양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제조 공정 확
보를 지원한다.
아직 초기인 차세대 전력반도체 제작 공정을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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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반도체 소자를 개발하며 화합물 기반 6인치 공정 최
적화 및 8인치 파운드리 제조공정도 개발한다는 것이 핵
심”이라고 전했다. KEMC

Hot Product

‘하프컷’ 기술 적용한 고효율 태양광 모듈 ‘네온 H’ 개발
LG전자, 한 장의 셀을 2개로 분할해 연결 ‘모듈 효율 21.2% 달성’
LG전자가 고효율 태양광 모듈 신제품 ‘네온 H(NeON
H)’를 출시하며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공략한다.
LG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업의 생존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고효율 태양광 모듈 신제품 출시로
친환경 경영을 위한 파트너社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 ‘네온 H’는 N타입 셀을 적용했다. N타입 셀은 P
타입에 비해 공정 난이도가 높으나, 효율이 높아 프리미엄
태양광 모듈에 주로 사용된다. 또 셀 구조가 전면뿐 아니라
후면에서도 빛을 받아들이는 ‘양면발전’ 구조로 발전량이
증가한다. 기온 증가에 따른 발전효율 변화도 -0.33%/℃로
P타입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네온 H’는 한 장의 셀을 2개로 분할해 서로 연결하는
‘하프컷(Half-cut) 기술’을 적용해 고효율을 구현한 제품이
다. 하프컷은 셀을 나눠 사용하기 때문에 각 셀에서 발생
하는 저항이 낮아져 전력 손실이 최소화 된다.
LG전자는 신제품에 21.2%의 모듈 효율을 달성했다. 모
듈 효율은 단위면적당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
는 비율을 의미하며, 이 값이 높을 수록 동일한 태양광 설
치면적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이 늘어난다. 또 신제품의 출
력은 업체 최고 수준인 390W(120셀 기준)이다.
내구성도 뛰어나다. LG전자는 이 ‘네온 H’제품에 대해
25년이 되어도 초기 출력의 90.6%까지 발전성능을 유지
한다는 것을 무상 보증한다.

한편,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올해 약 180GW(기가와트)
규모에서 2024년 약 240GW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약 240GW까지 꾸준히 성장

LG전자 에너지사업부장 김석기 상무는 “ESG(환경사

LG전자는 이 제품을 이달 초부터 한국, 미국, 독일, 프

회지배구조) 경영이 글로벌 기업 생존의 화두로 떠오른

랑스, 영국 호주 등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할 계획이

상황에서 친환경 태양광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며 “업계

다. 국내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은 시장 특성에 맞춰 출력

최고 수준의 고효율 태양광 모듈 신제품으로 글로벌 태양

450W 출력(144셀 기준), 모듈 효율 20.5%를 구현했다.

광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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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EtherNet/IP(CIP) 객체를 OPC UA 정보 모델에 매핑하다
OPC는 산업자동화 분야와 자동차, 빌딩 자동화 등과 같은 기타산업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플랫폼 독립적인 정보교환을

위해 가장 널리 채택된 상호운용성 표준이다. ID, Assembly와 같은 EtherNet/IP(CIP) 객체를 OPC UA 정보 모델에 매
핑하면 표준 OPC UA 서비스가 벤더 중립적인 방식으로 EtherNet/IP 장치의 객체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은 주
로 다음에 초점을 맞추었다.

글 / ODVA Activity Manager I. Y. Cho

1. 개요
•EtherNet/IP 기기용 OPC UA 표준 지원방안-구축시나리오
•프로세스자동화 산업관련 특정 사용사례
•본 문서에 열거된 다양한 OPC UA 정보모델과 위의 사용사례의 매핑 및 비교
EtherNet/IP 장치를 위한 OPC UA 표준 지원/배포 시나리오
OPC UA 서비스를 통한 EtherNet/IP 객체의 액세스는 다음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가능하다.
•시나리오 1: OPC지원 호스트/DCS시스템(FDT/FDI/PA-DIM)
•시나리오 2: EDS파일을 이용한 EtherNet/IP OPC UA서버 산업 게이트웨이 또는 HMI/산업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에 내장
•시나리오 3: EtherNet/IP기기에 OPC UA Server가 직접 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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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자동화 산업별 사용사례
일부 프로세스 자동화 산업별 사용 사례는 아래에 나열

키워드[Keywords]

된 EtherNet/IP 장치와 관련이 있다.

•CIP: Common Industrial Protocol: 공통 산업 프로토콜
•OPC UA: Open Platform for Connectivity - Unified
•Architecture: 접속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통합아키텍처
•PA-DIM: Process Automation-Device Information Model:
프로세스 자동화-장치정보모델
•FDI: Field Device Integration: 현장 장치통합
•FDT/DTM: Field Device Tool/Device Type Manager: 현장
장치도구/장치유형 관리자
•CDD: Common Data Dictionary: 공통데이터 사전
•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s: 분산제어 시스템
•NOA: NAMUR Open Architecture: NAMUR 오픈 아키텍처
•IRDI: International Registration Data Identifier: 국제 등록
데이터 식별 자
•EDDL: Electronic Device Description Language: 전자장치
설명 언어
•UIP: User Interface Plug-in: 사용자 인터페이스 플러그인
•EDS: Electronic Data Sheet: 전자 데이터시트
•CS: Companion Specification: 동반사양

•사용 사례 1: 기기식별
•사용 사례 2: 기기상태(NAMURNE107)
•사용 사례 3: 프로세스모니터링 변수
•사용 사례 4: 파라미터 화
•사용 사례 5: 현장장치 교정
백서의 범위
•시나리오 1의 경우: 위에 나열된 프로세스 자동화 업계
별 사용사례를 매핑 및 비교
- FDT[Field Device Tool]OPC UA 정보 모델
- FDI[Field Device Integration] 정보 모델
- PA[Process Automation]-DIM[Device Information
Model] 프로세스 자동화 장치정보 모델
•시나리오 2: 위에 나열된 사용 사례에 대해 EDS 정보
를 OPC UA 정보 모델에 매핑할 수 있다.
•시나리오 3: EtherNet/IP 장치의 OPC UA 지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
참고

이 문서는 OPCUA 사양, FDT OPC UA 정보, FDI

정보 모델 및 PA-DIM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진 사용자를
위한 것이다.
EtherNet/IP(CIP) 객체를 OPC UA 정보 모델에 매핑
이 섹션에서는 위의 세 가지 시나리오와 프로세스 자동
화 산업별 사용 사례에 대해 EtherNet/IP(CIP) 객체를 OPC
UA 정보 모델에 매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시나리오1: OPC 지원 호스트/DCS 시스템(FDT/FDI/
PA-DIM) OPC UA 지원 FDT/FDI 호스트 또는 DCS
시스템은 아래의 세 가지 정보 모델이다.
•FDT OPC UA 정보 모델을 통해 EtherNet/IP(CIP) 객

매개 변수화[Parameterization]
EtherNet/IP 어댑터 디바이스 구성
•FDI 호스트[FDI Host]
애플리케이션은 FDI Server 및 FDI 클라이언트 모듈로 구성
된다. FDI 서버가 FDI 장치를 가져온다. FDI 정보 모델을 패
키지하고 표시한다. FDI 클라이언트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렌더링 한다.
•FDT Frame/Host[FDT 프레임/호스트]
FDT 호스트/프레임 응용 프로그램이 장치/통신 DTM을 호
스트한다.
•FDT aware OPC UA Client[FDT 인식 OPC UA 클라이언트]
FDT OPC UA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OPC UA 클라이언트
•FDI aware OPC UA Client[FDI 인식 OPC UA 클라이언트]
FDI 정보 모델을 해석할 수 있는 OPC UA 클라이언트
•EtherNet/IP FDI 통신 서버[EtherNet/IP FDI Communi
cation Server]
EtherNet/IP 디바이스는 EtherNet/IP FDI 통신서버를 사용
하여 FDI호스트에 연결한다. EtherNet/IP FDI 통신서버는
FDI 통신장치 정보모델을 노출하는 EtherNet/IP 드라이버가
포함된 OPC UA Server로 구성된다.
•Non-UI methods/command functions[비UI 메서드/명령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호스팅할 필요가 없는 임의의 메서드.
예를 들어 Factory Reset 메서드
•FDI EtherNet/IP PSD 사양[FDI EtherNet/IP PSD Specification]
FDI EtherNet/IP 프로토콜 사양정의(PSD) 파일에는 FDI 규
격에서 EtherNet/IP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
보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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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노출할 수 있다.
•FDI 정보모델
•프로세스 자동화-장치 정보모델(PA-DIM)
아래 섹션은 위의 세 가지 OPC UA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 및 비교기능을 제공한다. 정보 모델을 프로세스 산업별
활용사례에 매핑한다.
FDT OPC UA 정보모델에 매핑 된 EtherNet/IP 객체
산업사물인터넷[IIoT] 인더스트리4.0 전략의 일환으로 FDT Group과 OPC Foundation은 FDT OPC Information Model
Specification 문서에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다. OPC 지원 FDT 프레임/호스트에 연결된 EtherNet/IP 장치는 OPC UA 서
비스를 통해 EtherNet/IP 객체에 액세스할 수 있다. FDT 호스트/프레임 시스템의 OPC UA 서비스를 통해 EtherNet/
IP(CIP)를 노출하기 위한 추가 구현은 필요하지 않다.
FDT OPC UA 정보 모델에서 지원되는 활용 사례
다음은 FDT OPC UA Information Model에서 지원되는 사용사례의 집합이다.
•목록 토폴로지

•오프라인 파라미터 읽기

•장치식별

•온라인 데이터 읽기

•파라미터 및 해당속성 찾아보기

•기기 파라미터 쓰기

•장치상태 가져오기

•(컴퓨터의)회계감사 추적(법)

•장치진단 받기

System Diagram

그림 1. FDT 호스트에 연결된 EtherNet/IP 필드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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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과 같이 EtherNet/IP 필드디바이스는 FDT 호스트/프레임 애플리케이션에서 EtherNet/IP장치 DTM을 나
타낸다. FDT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은 FDT OPC UA 정보 모델을 노출하고 OPC UA 서비스를 통해 EtherNet/IP장
치 객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또는 FDT인식 OPC UA 클라이언트는 FDT OPC UA 서버에 연결하여
EtherNet/IP장치에 액세스할 수가 있다. 아래 나열된 FDT OPC UA 정보 모델에서 EtherNet/IP 필드 장치를 지원하
는 데 필요한 구성요소는,
•OPC UA 서버를 지원하는 FDT 호스트
•EtherNet/IP통신 DTM
•FDT EtherNet/IP(CIP) 부록사양 문서
•FDT EtherNet/IP장치 DTM 등 이다.
FDI(Field Device Integration)에 매핑된 EtherNet/IP객체
FDI 사양은 FDI 일반 프로토콜 확장사양을 사용하여 EtherNet/IP장치를 지원할 수 있다. FDI 정보 모델을 지원하는
FDI 호스트에 연결된 EtherNet/IP장치는 OPC UA 서비스를 통해 EtherNet/IP 장치 객체에 액세스할 수 있다. FDI 정보모
델에서 EtherNet/IP장치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구현은 필요하지 않다. 이 주제는 ODVA 2018 연례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이전 백서 “EtherNet/IP + FDI = 프로세스 자동화 가치”에서 다루었다.
관련 웹사이트:
https://www.odva.org/Portals/0/Library/Conference/Paper%201 2018-ODVAConference_Smitha%20Chatrapathi_EtherNetIP-FDI_FINAL.pdf
정보 모델에서 지원되는 활용 사례
•EtherNet/IP FDI Device Package에 정의된 모든 방법 지원(예: 레벨 트랜스미터 등에 대한 교정, 장치설정, Echo 곡선)
•EtherNet/IP 장치패키지에 정의된 모든 기능지원(예: 구성, 경보, 진단, 동향 등)
•복합기기 기능지원을 위한 UIP 호스팅
•오프라인 구성용 업로드/다운로드
•오딧 트레일[Audit Trail]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EtherNet/IP FDI 장치 패키지는 FDI 호스트 시스템의 EtherNet/IP장치를 나타낸다. FDI 서버
는 다음을 사용하여 이더넷/IP장치와 통신한다. EtherNet/IP FDI 통신서버 FDI 정보모델에서 EtherNet/IP장치 객체를
표시한다. 모든 일반 OPC UA 클라이언트 또는 FDI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FDI 서버(OPC UA 서버)에 연결하여
EtherNet/IP 디바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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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반 프로토콜 확장을 지원하는 FDI 호스트에 연결된 EtherNet/IP장치.

다음 나열된 FDI 정보 모델에서 EtherNet/IP필드 장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는,
• 범용 프로토콜 확장을 지원하는 FDI 서버
• EtherNet/IP FDI 통신 서버
• EtherNet/IP FDI PSD 부록 사양문서
• EtherNet/IP FDI 장치 패키지
PA-DIM에 매핑 된 EtherNet/IP 객체
화학, 석유 및 가스, 제약, 식품과 같은 공정 산업[Process Industry]에서 주로 사용되는 장치와 식 음료, 발전, 물 및 폐
수 등의 분야에는 프로세스 자동화가 적용되고 있다. 이들 장치들에는 유량, 밀도, 레벨, 온도 등과 같은 측정 장치와 밸
브, 액추에이터 및 포지셔너와 같은 제어장치가 포함이 된다. 이런 장치의 효과적인 시운전, 작동과 유지보수를 위해 장치
의 공통적인 매개변수 및 기능 세트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정보는 이런 장치의 구매단계 중에도 필요할 수가 있다. 공
통 데이터 사전(CDD) - IEC 61987 및 eCl@ass와 같은 IEC 표준은 표준 고유 식별 자를 사용하여 장치 의 매개변수를 식
별하는 고유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단, 통신 프로토콜과는 무관하게 기기의 전체 수명주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보모델
이 필요하다. OPC Foundation과 FieldComm Group은 PA-DIM 사양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다.
PA-DIM에서 지원되는 사용사례
PA-DIM의 첫 번째 릴리스는 주로 압력, 온도, 유량, 레벨, 밀도, 제어 액추에이터 / 포지셔너 장치의 NAMUR 장치코어
파라미터 NE131 및 NAMUR OPEN 아키텍처(NOA) 사용사례에 초점을 다음과 같이 맞춘다.
•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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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프
 로세스 값

•구
 성

System Diagram

그림 3. PA-DIM 서버에 연결된 EtherNet /IP장치

그림 3과 같이 EtherNet/IP장치는 EtherNet/IP FDI 통신서버를 사용하여 FDI서버에 연결한다. FDI서버는 PA-DIM서버
를 표시한다. EtherNet/IP필드디바이스를 나타내는 EtherNet/IP FDI 장치패키지는 SIMANIT_MAP 정보를 지원한다. PADIM 서버는 EtherNet/IP장치 정보를 표시한다. 모든 일반 OPC UA 클라이언트는 PA-DIM 서버에 연결하여 액세스할 수
있다. 아래 나열된 PA-DIM 서버에서 EtherNet/IP필드 장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구성요소는 다음을 참조한다.
•범
 용 프로토콜 확장을 지원하는 FDI 서버
• EtherNet/IP FDI 통신 서버
표 1. FDTOPCUA 정보모델, FDI 정보모델, PA-DIM 비교

[FDT] OPC UA 정보모델

기본사양
핵심목표

정보모델
의 범위

OPC UA 장치지원 규격문서

•E
 therNet/IP FDI PSD Annex 사양 문서
•시
 맨틱_맵을 지원하는 EtherNet/IP 장치 패키지

[FDT] 정보모델

OPC UA 장치용 동반자사양 문서

공급업체 및 프로토콜중립적인 방식 FDI 정보 모델을 통해 FDI서버 및
으로 FDT OPC UA서버에서 필드디 FDI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의
바이스 정보를 가져오는 일반 또는 분산 배포가 가능하다
FDT인식 OPC UA 클라이언트

제한사항:
FDT OPC UA정보모델은 위에서 언
급한 지원되는 사용사례 목록으로
제한된다. OPC-UA 클라이언트응용
에서 DTM유저 인터페이스를 렌더
링 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
FDI 정보 모델은 매우 정교하며
FDI 패키지의 완전한 UI요소 변수
정의 방법, UIP 및 통신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보여준다. FDI 클라이
언트는 두터운 클라이언트 어플리
케이션이다.

[PA-DIM] 프로세스자동화-장치정보모델

Irdi Dictionary Entry 형식을 지원 하
는 OPC UA 핵심 사양문서 및 OPC UA
장치 동반 사양 문서

PA DM의 현재 버전 주로 프로세스 자
동화 장치의 NAMUR 사양 사용의 한
사례

특정 사용 사례에 대한 집중도제한:
PA-DIM은 프로세스 자동화 장치에 적
용되는 NAMUR 특정사용 사례에 초점
을 맞춘다. PA-DIM 정보모델에는 UI요
소 및 통신 토폴로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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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 UA EtherNet/IP FDT2 및 DTM이상
정보모델
을 위한 데
이터소스

비UI메서드(명령함수)만 지원한다.
방법
[Method] 예; 장치 정상 상태 시 공장 메서드
실행 지원 를 재설정
사양지원
및
로드맵
시맨틱ID
를 통한
머신 가독
성 지원

장치프로
파일 지원

FDT OPC UA 정보모델은 FDT
2.0이상버전에서 사용 할 수 있
다. FDT에 대한 현재 EtherNet/
IP Annex사양은 FDT 1.2.1 FDT
2.0 CIP Annex 사양이 곧 출시되
어 FDT OPC UA 정보모델을 통해
EtherNet/IP 장치를 지원 할 예정.

EtherNet/IP FDI 및 장치 패키지

매개 변수/방법을 사용하는 EtherNet/
IP FDI 장치 패키지 공통데이터 사전
(IEC61987)에 의해 Sementic IDS에
매핑 됨

EtherNet/IP FDI 디바이스 패키 비 UI 방법만 지원한다. 현재 버전에는
지에 정의된 모든 방법은 FDI 정보 팩토리리세트와 같은 방법이 지원된다.
모델을 통해 표출이 된다.
제로포인트 교정, 자동교정포지셔너.

FDI 사양은 MODBUS EtherNet/ 특정사용 NOA 사용 사례를 지원하는
IP와 같은 타사 프로토콜을 지원할 PA-DIM 사양이 곧 출시 될 예정이다.
수 있으며 EtherNet/IP장치를 지
원하는 EtherNet/IP FDI PSD 사
양문서가 곧 출시될 예정이다.

지원되지 않음

지원되지 않음

지원되지 않음

다양한 장치 프로파일 유형과는 무
관하다(예: 레벨, 플로우, 포지셔너)

다양한 장치 프로파일 유형과는 무 특정장치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다르며 각
관하다(예:레벨, 플로우 포지셔너) 새 장치 프로파일에 대해 확장해야 한다.

FDT OPC UA, FDI 정보 모델 및 PA-DIM용 사례 매핑 사용
아래 섹션 맵 및 프로세스 산업별 활용 사례와 위의 모든 사례비교 세 가지 OPC UA 정보 모델
사용 사례 1: 장치식별

목표: 네트워크에서 EtherNet/IP 필드 장치를 고유하게 식별한다.

표 2는 장치식별의 매핑을 보여 준다.
EtherNet/IP ID 객체, EtherNet/IP장치에서 FDT OPC UA 정보 모델, FDI 정보에 대한 응답모델 및 PA-DIM
표 2. FDT, FDI 정보 모델 및 PA-DIM *1 - OPC UA 모델링 규칙에 대한 장치 식별 매핑

FDT OPC UA 정보모델/모델링
규칙*1

EtherNet/IP ID 객체 응답 동 OPC UA의 장치 식별 기능 그
반자 사양
룹의 동반자사양

벤더 ID

장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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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ld/(O)

장치유형 ld/(O)

FDT OPC UA 정보모델/모델링
규칙*1

OPC UA의 장치 식별 기능그
룹의 동반자사양

제조자/(M)

장치유형 ld(M)

PA-DIM/ 모델링규칙*1
장치상태진단 OPC UA CS의
유형 정의

제조자/(M)

모델(M)

제품코드

-

개정*2(주개정구조, 부개정)
일련번호

하드웨어 개정(M) 소프트웨어
개정(M)

일련번호(M)

제품명

-

장치개정(M)
일련번호(M)

-

제품코드(M))

하드웨어 개정(M) 소프트웨어
개정(M)

일련번호(M)

-

*1 - OPCUA 모델링 규칙 (M) - OPCUA 모델링 규칙에 따른 필수 사항 (O) - OPCUA 모델링 규칙에 따라 선택 가능
*2 - E
 therNet/IP사양의 개정판은 Major Revision 및 Minor Revision의 STRACT이다. 하드웨어 개정 및 소프트웨어 개
정에 매핑할 수 있다.
사용사례 2: 장치상태(NAMUR NE107)

목표: 장치 상태는 NAMUR 권장 사항에 정의된 장치의 상태를 나타낸다. 바로 NE107이다.
아래 표3은 Device Health(기기상태)의 매핑을 보여준다. EtherNet/IP프로세스 장치진단 객체에서 FDT OPC UA 정보
모델, FDI 정보 모델 및 PA-DIM에 대한 상태신호 응답
표 3. FDT, FDI 정보 모델 및 PA-DIM에 대한 장치 상태 매핑

FDT OPC UA 정보모델/모델링 규칙*1 FDT OPC UA 정보모델/모델링 규칙*1

이더넷/IP 프로세스 장치 유형규격에 대한 OPC UA의
장치진단 객체
장치를 위한 동반자사양

장치 유형규격에 대한 OPC UA의
장치를 위한 동반자사양

상태신호

장치상태/(M)

장치상태/(O)

PA-DIM/모델링 규칙*1

프로세스 자동화장치의
OPC UA CS에서 장치상태
진단 유형의 정의
장치상태/(M)

*1 - O
 PCUA 모델링 규칙 (M) - OPCUA 모델링 규칙에 따라 필수 사항 (O) - OPCUA 모델링 규칙에 따라 선택 가능
주의 •CIP사양 문서에 따라 EtherNet/IP프로세스 장치진단 객체는 시퀀스번호, 타임스탬프 이벤트 발생, 진단메시지,
벤더 별 진단 코드 등과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FDI 정보 모델-Device Type 정의에는 지역화된 텍스트의 배열인 Device Health Diagnostics라는 추가 구성요
소가 있다. 비정상적인 장치상태 및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안된 작업과 같은 추가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PA-DIM 사양에서 문자열 배열 장치상태 진단[Device Health Diagnostic]을 정의했다.
•진단 메시지와 같은 EtherNet/IP프로세스 장치진단 객체의 추가 정보를 FDI 정보모델 및 PA-DIM의 장치상태
진단정보에 매핑할 수 있다.
•CIP 사양문서에 따라 EtherNet/IP 프로세스 자기진단 오브젝트[Object]는 필수 객체가 아니다.
•FDT 사양에 따라 장치 상태[Device Status] 방법은 필수 사항이 아니다.
•EtherNet/IP FDT 2.0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DTM 또는 EtherNet/IP필드 장치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장
치상태를 지원하면 이 정보를 OPC UA 정보에 매핑할 수 없다.

<다음호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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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 고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 – 78 호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장 총칙

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
스위치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7. “ 상용 발전설비”란 자가용전기설비에 설치하여 전력계통에

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

연계 운전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자가용발전설비로서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상용예비발전설비를 제외한 발전설비를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8.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이용보급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태양광에너지바이오에너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

지풍력수력연료전지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지열에

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특별안

너지수소에너지ㆍ석탄가스화발전ㆍ전기저장장치 등 신

전점검 및 응급조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이하 “사업용전기설비”라 한다)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
기설비를 말한다.
2. “자가용전기설비”란 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
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3. “일반용전기설비”란 법 제2조제8호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
칙 제3조에 따라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4. “전기수용설비”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9. “사업장”이란 전기수용설비 또는 발전설비가 설치된 각각
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가 동일하고 설치된 장소가 동일구내인 경우를 말한다.
10. “기술기준”이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말한다.
11. “검사기관”이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기
설비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
하“안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12. “ 검사자”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안전공사
에 소속되어 전기설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전설비”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13. “ 점검기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점검업무를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

위탁받아 수행하는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이하 “한

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
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6. “구내배전설비”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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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라 한다)를 말한다.
14. “점검자”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안전공사
또는 한전의 소속직원으로서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5. “사용전점검”이라 함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

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한전과 계약한 전기공급계약
용량의 증감 또는 공급방식 등이 변경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하기 전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하
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말한다.
26. “연속운전 허용출력”이란 기력 및 수력(양수)발전소로서

16. “정기점검”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전점검

공사계획인가(신고)출력에 의한 최종 부하운전검사 완료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정기적으

후 공급자(제작자)가 그 성능을 보증하는 최대보증출력과

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공사계획인가(신고)출력 사이에 있는, 규정된 운전조건에

17.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라 함은 전기설비의 인입선부터 최

서 연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최대출력으로서 발전설비의

하위 분전반까지 개폐기, 차단기 종류ㆍ용량 및 전등, 전열

제작, 설치, 조정 및 경년상태와 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

등과 연결된 전선의 종류ㆍ굵기ㆍ수를 한 선으로 나타내는

여 발전사업자가 결정하고 신청하여 시험 검사를 받아 합

결선도(별표 1)를 말한다.

격한 출력을 말한다.

18. “ 안전점검용단말기”라 함은 법 제12조에 따라 일반용전기
설비의 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업무용 전산장비를 말한다.

27. “수입검사”란 전기설비를 국외에서 제작을 끝내고 국내에 반
입하여 설치(반제품 포함)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으로 제작현

19. “전기설비검사서”(별지 제6호 서식)란 사업용전기설비의

장에서 검사자 입회하에 수행하는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자와 신청인이 서명 또

28. “ 무정전검사”란 계통의 사용전압으로 운전 중인 전기설비

는 도장을 찍어 각각 보관하는 기록서를 말한다.

를 정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0. “수검자”란 검사대상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 또는 해당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전기설비의 관련기기를 제작하는 등 검사를 받는 자 또는

제외하고 법, 전기사업법령,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검사신청인을 말한다.

제2장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21. “성적서”란 공인시험기관에서 전기기계기구 등을 국내
외 표준에 의하여 시험하고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전기설비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대상 설비에 대하여

제4조(점검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검사기관이 정하는 방법절차로 작성하는 기록지, 점검기

점검 범위는 한전측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전기사용자의

록표, 그래프 등을 의미한다.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이하“수급지점”이라 한다)부터 분전반

22. “설치공사”란 전기설비를 최초로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증설공사를 포함한다.
23. “변경공사”란 기존의 전기설비를 수리개조, 대체(재권선
등)를 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가. “ 수리개조”란 전기설비를 일단 철거하였다가 수리 또
는 개조 후 다시 설치하거나, 철거는 하지 않더라도 수
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그 전기설비의 일부가 변경 또
는 교환되는 공사를 말한다.

의 분기회로 2차측 전기설비까지로 한다. 사용전점검의 경우
는 배ㆍ분전반 및 고정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설치가 완료된
설비와 등기구 및 이동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점검시점에 설
치된 설비를 점검범위에 포함한다.
②변
 경공사 완료 후 실시하는 사용전점검의 범위는 변경공사
와 관련된 전기설비까지로 한다.
제5조(점검항목 및 처리방법) ①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과 정기점검의 항목은 별표 2에 의한다.

나. “대체”란 기존 전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재권선 등)

②정
 기점검의 경우 전기설비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여 부적

를 철거하고 새로운 전기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이설

합설비의 처리방법은 부적합 정도의 경중에 따라 통지와

재사용 포함)를 말한다.

구두통보, 시설개선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 “용량감소”란 기존의 전기설비가 철거되어 용량이 감
소되는 공사를 말한다.
24. “ 시공관리책임자”란 전기공사기술자로서 공사업체에 종사
하면서 전력 시설물의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5. “감리원”이란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별표 3과 같다.
③그
 밖에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6조(사용전점검의 신청) ① 사용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점
검희망일 3일전까지 한전과 체결한 전기사용계약단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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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 고시

사용전점검(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 접수 후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집단 신청인(동일장소, 동일신청인명)의 경우 대표 신청인의

③ 한전은 사용전점검을 받지 않은 설비에는 전기를 공급해서는

명의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서에 세부 내역을 기재

아니된다. 단, 점검에 필요한 시험용전원 공급은 예외로 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④ 사용전점검 결과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재점검 신청시

부터 신청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신청서만 접수하며 전회 점검에서 부적합한 개소와 개수부

②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첨부되는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는 전

분을 점검한다.

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설

제9조(사용전점검의 그 밖의 사항)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은 신청

계내용 검토 후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선설비의

인에게 점검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조치사항 등 필요

변동이 없는 경우는 단선결선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사용전점검의 신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전자우편(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정기점검의 시기) 정기점검의 시기는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다.

제7조(사용전점검의 절차) ① 한전은 전기사용신청서 및 변경신

제11조(정기점검의 절차) ① 정기점검은 다음 각 호과 같이 안내한다.

청서 접수시 신청인에게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신청방법 및

1.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실시 전 해당지역 행정기관(읍면동)

사용전점검에 적합한 설비에 한하여 전기를 공급한다는 내용

에 점검지역, 점검일정 등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안

등을 즉시 안내하여야 한다.

내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안전공사 또는 한전)는 신청인에게 신청인 또는 신

2. 정기점검 실시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자고지 또는

청인으로부터 신청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은 자가 입회하도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방문목적, 방문일정 등을 안내(이하

록 안내하여 점검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점검안내”라 한다)한다. 다만, 비주거시설, 옥외시설 등 점

다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유서(유선확인 포함)를

검안내가 불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출 받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비하

②점
 검자는 정기점검업무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 점검을 실시한다.

준비하여 점검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1. 점검자의 신분증

1. 점검자의 신분증

2. 점검에 필요한 계측기류(공구류 및 소모품 포함)

2. 점검에 필요한 계측기류(공구류 및 소모품 포함)

3. 점검 확인증 및 관련 서류

3. 안전점검용단말기 및 정기점검필증 등의 서류

③ 점검자는 제출된 서류 및 현장 설비상태를 확인하고 별표
2의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점검에 필요
한 전원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전원 없이 점
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점검자는 한전의 상용전원을 시험용 전원으로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완료 후에는 시험용 전원을 원래 상태로 복귀하
여 전기의 무단 사용방지조치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점
 검자는 방문시 입회자에게 점검목적 등을 설명하고 정기
점검 실시 내역을 안전점검용단말기에 입력한다.
④ 전력량계를 부착하지 않고 정액요금제로 전기가 공급되는 전기
설비는 공급단위별 개별 시설물로 구분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제12조(정기점검의 결과처리 등) ① 정기점검의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한다.
1. 점
 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기점검

제8조(사용전점검의 결과처리 등) ① 점검자는 점검완료한 후 적

적합필증”을 해당 전기설비의 배ㆍ분전반에 붙임으로써

합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전점검 확인증(부착

점검결과 통지에 갈음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사목1)의

용)”을 배분전반에 부착하고 사용전점검 확인증(시행규칙

지표면에서 2.5m를 초과하는 고위치 전기설비(가로등,

별지 제8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하며,

보안등, CCTV, 통신설비 등)의 경우에는 점검필증 부착

부적합일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

을 생략하고 점검결과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

야 한다. 이 경우 집단 신청인의 점검확인증에 점검세부내역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을 기재하여 대표 신청인의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②한
 전은 사용전점검 결과 적합한 설비에 대하여는 점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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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
 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별표 3의 방법 중 ‘통지’의 경우
에 한정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기점검 부적합필증”

을 해당 전기설비의 배ㆍ분전반에 붙이고 다음 각 목의 사

2. 재
 점검시 부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항을 기록한 “정기점검 부적합통지서”에 재점검 예정일자

가. 재점검시 부재인 경우에는 전자고지 또는 방문안내

를 기록하고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

서를 활용하여 정기점검 날짜를 기준하여 3개월 이

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사항이 경미한 경우(별표 3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2차 방문예정일을 안내한다.

의 방법 중 ‘구두’및 ‘개선’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별지 제2

나. 2 차 방문 시에도 부재인 경우에는 안전점검용단말기

호 서식의 “정기점검 적합필증”을 해당 전기설비의 배ㆍ분

에 부재로 입력하고 점검을 끝낸다. 다만, 점검 종결

전반에 붙이고 시설개선이 가능한 부분(’전기공사업법 시

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행령 제5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를 말한다.)은 시설개선으
로, 불가능한 부분은 부적합사항을 안전점검용단말기에

재점검에 준하여 실시한다.
④점
 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해당 설비의 소유자

입력하고 통지 또는 구두통보로 각각 처리한다.

또는 점유자가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가. 부
 적합 사항 및 개수방법 절차 등 점검기준에 적합하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재해와 벌칙내용 등
3. 가로등신호등 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의 결과 처리는 등
주단위로 알려야 한다.
②정
 기점검의 재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한다.
1.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경우에 실시하는 재점검은 부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2. 재점검은 정기점검 결과 알린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적
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점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정기점검필증”을 붙임으로
써 통지에 갈음한다.
4.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사

1. 정기점검시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
조제2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거용시설
은 제외한다)에 처함을 안내 후 2개월 이내 재방문 하고,
2차 방문시에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안전
점검용단말기에 각 항목별 사유, 시간 등을 입력하여 정
기점검을 끝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한다.
2. 재
 점검시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2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거용시설
은 제외한다)에 처함을 안내하고 안전점검용단말기에 각
항목별 사유, 시간 등을 입력하여 재점검을 끝내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린다.
3. 점검종결 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검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정기점검 및 재점검에 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항에 대하여 안내하고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사항을

⑤해
 당 점검대상으로서 현장확인 결과 한전과 전기사용계약

기록한 “재점검 부적합통지서”에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의 해지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점검을 실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야 한다.

시하지 않는다.

③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해당 설비의 소유자

⑥해
 당 점검대상으로서 현장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또는 점유자의 부재로 인하여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의 처

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

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을 안내할 수 있다.

1. 정기점검시 부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용전기설비

가. 방문시 부재인 경우에는 전자고지 또는 안내문을 활

2.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용하여 전기안전점검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점검 가
능한 사항(인입구배선, 개폐기, 차단기, 누설전류 및

3. 별표 4의 구분 기준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⑦재
 점검 결과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 여부

접지저항 측정 등)을 점검한다. 다만, 부재로 인한 점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한다.

검종결 후에라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검신청이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한 경우 개선명령

있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에 준하여 실시한다.

일, 개수기한 등을 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설전류 측정치가 1㎃
이하인 경우 “누설적합”으로 처리하고 끝낸다.

2. 점검방법은 재점검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3. 점검결과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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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가용사업용전기설비 검사

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고,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
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검사대상 및 시기) ①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

⑩ 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제1호 (8))에 따른 구역

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배전설비 무정전검사 대상은 검사

및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구내배전설비 사용전
검사 적용 예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3
과 같다.
③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는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 별표 9와 같다.

기관이 전력계통의 운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⑪ 시행규칙 별표 3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연료전지발전설비의 제품출하전 검사는 공장(제조시설)품
질과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검사방법은 별표 10에 따른다.
⑫ 산지 등 경사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시기
는 해당연도 우기철 이전(6월)에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검사항목) 자가용 전기설비의 검사항목은 별표 7, 사업
용전기설비의 검사항목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따로 지정한
검사항목은 무정전 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⑤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 및 시기는 시행규칙 별

제15조(검사안내) ① 안전공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

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비의 공사계획 인가서, 신고서 접수 또는 신고확인증을 교부

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기검사의

할 때 사용전검사의 검사신청방법, 검사수수료, 기타 검사에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 등을 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상용의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긴급

② 안전공사는 연간 정기검사계획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이 되

사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매년 1월 또는 검사예정월 2개월 전

2.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

에 검사신청방법, 검사수수료, 검사기간이 지날 경우의 행

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정기검사가 필요하

정처분 사항,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소유자 또

다고 인정하는 경우

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

제16조(검사신청) ① 전기설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

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

인”이라 한다)는 안전공사에 검사희망일 7일전까지 사용전검

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

사(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전자문서, 전기사업법 시

로와트 이상의 자가용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검사 시기는

행규칙 28호 서식) 또는 정기검사(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4년 이내로 한다.

또는 전자문서, 무정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도 표기)를 신

⑦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 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정한다.
⑧ 무정전검사의 대상은 검사기관이 검사인력 및 장비 등을 고

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용전검사는 안전공사와
협의 시, 신청 후 7일 이내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용
 량 1,000 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및 용량 500
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공사(증설
공사를 포함한다)

려하여 전기설비 용량,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

2. 수리 또는 대체공사

다. 다만, 전기저장장치 중 1년 주기 정기검사 대상은 연속하

3. 임시전력 설치공사

여 2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년 주기 정기검사 대상

②제
 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연속운전허용출력으로

은 연속하여 1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ESS 안전정보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발전설비의 “안전성 검증에 관

스템을 활용하여 무정전 온라인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한 기술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출력이거

⑨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 기간 중에 하며,

나 전회 검사출력 이하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그러

설비 고장 등 검사시기 조정 사유 발생 시 정기검사 연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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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한다.

③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증설공사 포함)는 법 제8

2. 작업 안전수칙

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

3. 검사의 절차 및 방법

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전기저장장

4. 검사에 필요한 기술자료 검토 및 확인

치는 제외한다.

5. 검
 사 결과 부적합 사항의 조치내용 및 개수방법기술적

④ 공사계획에 의한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일부를

인 조언 및 권고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분검사를

6. 준공표지판 설치

신청할 수 있다.

7.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위반 또는 미달될

1. 변압기 뱅크별로 설비가 구분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동별, 층별 등으로 부분적인 구획이 가능한 경우
3. 접지공사가 완료된 경우
4.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공사가 완료된 경우
⑤신
 청인은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예정된

시에는 전기설비 검사결과지적서(별지 제8호 서식) 발행
8. 압력용기 명판 설치 안내
제19조(검사실시) ① 검사자는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된 도면
을 기준으로 검사범위를 확인하고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중요기기의 절연내력시험에 대
하여는 전기설비 설치자가 제출 또는 비치하고 있는 공인시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유선

험기관의 증명으로 검사를 갈음 할 수 있다.

등으로 안전공사와 협의하여 검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검
 사자는 고압 이상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별표 8에 따

⑥신
 청인은 검사를 신청할 때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산업

른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정 설치된 저압 전기

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검사수수료를 안전공사에 납부

기계기구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

하여야 한다.

을 받는 품목은 KC인증서(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산업표준

⑦검
 사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수입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항
공료 및 체제비 등 소요 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화법」에 의한 KS표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된 품목은 KS인증
서(인증마크)를 확인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 기준

제17조(검사실시전 준비 사항)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규격요건 등의 미비로 KS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검사가 원활하게

KS표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국제표준에 의한 성적서(인증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서) 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
2. 사용전검사의 경우에는 시공관리책임자(공사 공정별로

③ 구내배전설비의 사용전검사는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된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공사업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업체의 시공관리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자) 및 감리원 입회

1. 전등시설은 배선기구까지 시공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3. 고
 압 이상 전기기계ㆍ기구는 별표 8에 따른 시험성적서,
기술규격서(설계서, 계약서, 도면 등) 및 주요 설비 수리

조명기구 부착과 관계 없이 검사할 수 있다.
2. 동력시설은 현장조작개폐기까지 완료되었을 경우 검사

내역 등 해당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할 수 있으며, 이때에 기계기구(모터 등)가 미설치 되었

4. 별표 7 또는 별표 9에 따른 수검자 준비자료

을 경우는 검사확인증 발행 시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기

5. 발
 전설비의 정기검사 시 성적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발행
6개월(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배전설비의 경우 1
년)이내인 것을 준비한다.

록하고 알린다.
④그
 밖에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8조(검사전후 회의실시)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이나

⑤무
 정전검사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사항은 해당 법정 검사시

검사를 실시한 후에 신청인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 검사입회

기 또는 무정전검사 실시월 앞뒤 2월 이내에 확인하여 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

사를 마친다. 다만, 전기사용상황을 볼 때 정전할 수 없는

를 실시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신청서와 전기

1. 검사의 목적과 내용

설비 정전계획서(Overhaul 등)를 제출받아 전체 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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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부분검사 실시) ① 제16조제4항에 의한 부분검사는 검사
신청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자는 검사완료 후 검사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연장할 수 있다.
나. 임시사용의 허용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전기사업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
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검사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검사실시확

(2) 송
 전수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인서(별지 제3호 서식) 발행 시 나머지 검사대상 부분에

등이 시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대하여 서면으로 안내
2.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법 또는 전기사업법 위반
으로 처벌 받게 됨을 안내
제21조(검사의 결과 처리) ① 검사자는 검사결과를 합격, 부분합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한 경우
(3)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중 교대
성예비성 설비 또는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
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

격, 합격(요주의), 불합격 및 임시사용으로 판정하다. 다만, 제

상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9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

(4) 일시적으로 전기설비를 사용해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

가한 경우에는 판정을 유보할 수 있다.
1. 전기설비의 검사 결과 적합할 경우 “합격”또는 “부분합
격”으로 판정한다.

② 검사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검사실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기설비검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현장에서 발부한다.

2. 무정전검사 결과 요주의할 경우 “합격(요주의)”으로 판

제22조(검사 결과의 통지) ① 안전공사는 검사 완료일 또는 검

정하며 요주의 사항은 정밀점검 또는 정전 후 점검을 통

사공정별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시행규칙 별지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제5호 서식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을

경우에는 차기검사에서 무정전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산으로 알려야 하며 무정전검사 결과

3. 전기설비의 검사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

합격(요주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함께 알린다.

우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전기설비시정요구서를 발행

다만, 검사결과 불합격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하며, 재검사를 신청하도록 다음 각 목과 같이 안내한다.

1. 불합격 내용사유 및 재검사기한을 기록하고 알려야 한다.

가. 사용전검사 재검사 기간은 검사일 다음날부터 15일

2. 검
 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용전기설비의 경우 설비의
제작수리 등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수검자와
협의로 정할 수 있다.
나. 정기검사 재검사 기간은 검사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 제1호 및 제2호의 재검사기간 끝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4. 법 제10조에 따라 임시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검사자
가 그 허용사유사용기간사용범위 등을 신청인에게 통
지(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하여야 하며, 임시사용 기

1호의 통지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발전설비에 대한 최종 사용전검사의 경우에는
검사확인증의 검사설비란에 정격출력을, 정기검사는 정격
출력 또는 연속운전허용출력을 명시한다. 다만, 복합화력설
비의 경우에는 설계외기온도에 따른 보정출력을 명시한다.
제23조(재검사) ① 검사결과 불합격된 전기설비는 제21조제1
항제3호에 따라 기한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 신
청은 검사 신청서만 접수하여 전회 검사에서 불합격한 부
분을 검사한다.
②사
 용전검사 재검사 결과 불합격 처리된 경우에는 공사업체

간 및 허용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전기

가. 사
 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 기간

설비부실 시공업체(별지 제5호 서식)로 보고한다.

내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 할 수 없는 특별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
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사용기간을

46

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③정
 기검사 재검사 결과 불합격 처리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행정관청에 보고한다.
제24조(그 밖의 사항) ① 안전공사는 검사 수행과정에서 보완된

시정 및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이

공할 수 있다.
② 전기설비 휴지(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재사용시 전기공급

의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사유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포함)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1. 휴지기간 1년 이하인 경우는 한전의 간이점검 후 전기공급

사유가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2. 휴
 지기간 1년 초과인 경우는 전기공급 요청일부터 30일 이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반려할 수 있다.

에 발급한 안전공사의 정기검사 확인증 확인 후 전기 공급
③안
 전공사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설
비를 사용하거나 제19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않고 전
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보고한다.
④전
 기저장장치 사업장은 안전공사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운영정보를 안전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⑤안
 전공사는 검사ㆍ점검업무에 필요한 전기설비 정보를 한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검토 결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27
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전까지를 말
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

부칙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행일은 별도로 한다.

제25조(세부 운영사항) ① 검사기관의 장 또는 점검기관의 장은

1. 별
 표 9 Ⅰ- 6 태양광발전설비 제13호 부터 제15호 까지의

검사점검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세부검사항목과 수검자준비자료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공

경우 기술기준 등과 정합성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전기안

사계획인가(신고) 접수분부터 시행한다.

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사기관의 장 또는 점검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며,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2. 별
 표 9 Ⅰ- 7 100kW 초과 연료전지발전설비의 제품 출하
전 검사에 관한 세부검사항목과 수검자준비자료는 2022년
4월 1일 이후 제품 출하분부터 시행한다.
3. 별
 표 9 Ⅱ- 6 태양광발전설비 종합검사의 제3호의 세부검

1. 세부 검사점검기준의 제개정

사항목과 수검자준비자료는 2021년 9월 1일 정기검사신청

2. 검사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분부터 시행한다.

③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제ㆍ개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공사계획인가를 받았거

정된 세부 검사점검기준을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

나 공사계획신고를 한 전기설비(변경인가·신고를 포함한다)

합정보시스템 또는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의 인터넷 홈페

는 종전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훈령 제192호, 2020.7.20.) 또는 사업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

④ 점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의 세부기준을 정

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91호, 2020.7.20.)을 따른다.

하기 어려운 경우 제2항에 따라 정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종전 훈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종전 훈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26조(검사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검자가 검사기관

1.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또는 점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
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점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180호, 2020.3.17.)
2.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92호, 2020.7.20.)
3. 사업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91호, 2020.7.20.)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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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eries

연료전지를 이용한 전기에너지 생산 ③
제1편. 연료전지 열병합 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3. 연료전지 열병합발전 경제성 검토
(1) 발전사업 경제성 분석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 경제성 분석석시 손익 분기
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될수 있다. 발전사업 경제
성 분석조건으로는 ①연료전지(300만 원/㎾)+수소발
생장치(200만 원/㎾)+계통연계, ②수소생산원가 1,000
원/수소kg, ③수소 총발열량 34,000kcal/kg, 순발열

단가를 낮출 수 있어 개질지 장치 및 연료전지스택을 2배
높여도 약 1,000만원/㎾정도로 손익분기점 5.46년을 구현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의 경우 약 7~8년 정도면
손익 분기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료전지 열병합발전 사업계획 수립/경제성 평가 순서
가. 연료전지 타입별 가격 검토, 시스템 구축에 미치는

량 28,000kcal/kg, ④ 발전효율 53%, 대출금리 6%

요소를 분석하여 경제성을 비교 분석한다.

로 가정하여 00㎾(5억 투자) 발전소 손익분기점 산출

- 연료전지 타입별 가격 및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

할 경우 발전량은 100㎾×365일/연간×24시간×가동
율 90%=788,400㎾h이고 수소연료 원가는 788,400㎾h

용 분석을 통해 경제성 검토
나. 연료전지 발전 사업의 손익 분기점 분석을 통해 사

×860kcal/㎾h÷0.53÷34,000kcal/kg×1,000원/수소

업성을 분석한다.

1kg이다. 이때 매출 금액은 788,400㎾h×280원/㎾h =

1. 건물 및 분산발전에 적합한 열 활용 시스템을 선

220,752,000원/년로 매출이익은 183,126,000원/연간 이

정한다.

다. 이 경우 경제성 분석시 손익분기점(이자 미반영)은
2.73년(약 33개월, 2년 9개월 ; 5억÷약 1.83억 )으로 손

2-2. 시스템 방식 계획

익분기점을 3년으로 하는 경우 어떤 사업이든지 추진함

경제적 연료전지 시스템 기획을 위한 Data 분석

을 알 수 있다. 경제성이 우수할 경우 정부에서 발전차액

연료전지는 각각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이나 부하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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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특성에 따라 구축 기획이 필요하다. 특히 열병합발전
계획은 크게 연료공급 방식에 따라 시스템 구축에 큰 차
이가 발생되고 경제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계획 수립
이 중요하다. 수소생산은 크게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부생
가스를 포집 정제하여 생산하는 방식과 대용량의 개질기
를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LNG개질 방식이 있다. 마
지막으로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태양열, 풍력을 활용
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있다.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서는 대용량의 수소가 생산되어야 하는데 가장 경제적으

[그림 2-10] 도시건설 활용에 사용되는 기존 에너지와 수소에너지 비교

로 얻을 수 있게 하려면 열병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생수소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의 경우 울산, 여

가 많은 포항지역의 공공기관, 복지관, 실내수영장 등에

수, 포항, 당진 등의 지역에서 분산발전 시스템을 구축하

수소연료전지 35대, 수소배관, 모니터링 시설, 홍보관 건

여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는 수소 배관망을 통해 공

립 등의 시설을 설치해 수소연료빌리지 타운을 조성하는

급 건물이나 발전소에서 바로 수소를 사용하여 전기와 열

것이다. 배관망으로 통해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연료전

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부가

지를 통하여 전기와 생사 열원을 건물에너지로 사용하는

적인 장비구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개질기 방식을 통한

것이다. 특히 포스텍에서 지난 2011년부터 수행중인 수소

LNG를 사용한 시스템 구축에는 대용량 개질기가 필요하

연료전지 테스트베드사업과 함께 포항지역이 수소에너지

다. 이는 LNG 저장기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메카의 전진기지로 구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스 배관이 구축된 대도시에서 열병합 시스템 구축이 가능

으로 기대된다. 부생수소의 시스템 구축은 배관망을 통

하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 열병합 발전은 기존

한 시스템 구축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배관을 통해

인프라 구축이 전무한 지역에서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으

저압으로 건물이나 부하 단까지 시공하여 PEMFC를 사

로 산간오지나 사막과 같은 지역에서 시스템 구축이 적합

용하여 열병합발전을 하는 것이다. 특히 수소를 바로 사

한 방식이다. 또한 소규모의 청정에너지 생산 시스템으로

용하기 때문에 수소연료의 안전성에 대한 시스템 구축도

구축도 용이하다. [그림 2-10]은 향후 도시건설에 활용하

필요하다. 수소가스는 소성과 취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 위한 기존 에너지생산 방식과 수소에너지원을 통한 청

배관에서 누기를 유발 될 수 있어 안전성 시스템구축이

정에너지 생산 방식으로 새로운 신사업개발의 변화가 진

필요하다. 수소안전성 확보 시스템으로는 [그림 2-11]과

행 중임을 나타낸 것이다.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수소공급은 배관망 구축을 통하여 연료를 공급하는 시

1. 연료전지 열병합발전 시스템 계획하기

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건물내에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수소 생산 방식에 따른 연료전지 시스템 계획

은 배관망 및 설비 배관으로 [그림 2-12]와 같이 구축할

(1) 부생수소를 활용한 시스템 계획

수 있다

부생수소를 활용한 시스템으로 정부사업 중 포항 수

울산 수소타운의 경우 가정용 140kW(1kW 140세대)와

소연료전지타운 조성 1단계사업이 있다. 이는 포스코에

업무용으로 65KW(5kW 7대, 10kW 3eo)가 계획되어 울산

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소비

니꼬동 제련 사택 및 공공시설에 시공되었다. 수소공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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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수소 안전성 확보 시스템 구축 도면

옥외가스 수소배관 설치 모습
(도시가스/수소배관/통신라인 혼재)

보일러와 수소 직공급 FC
동일 공간 혼재

[그림 2-13] 울산 가정용 연료전지 배관망 및 연료전지 시공 모습

한다.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가 없이는 국내 연료전지열병
합 발전의 상용화는 어렵다고 예상된다. 가정용의 경우 전
기설비기술기준에 있는 주거시설 연료전지 설치를 위한
발전사업자 신고와 상시감시자 보유가 필요하고 전기사업
법상 건물 벽에서 3m 이상 이격이 필요하나 현실적 어려
[그림 2-12] 울산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 구죽도

움이 많다. 따라서 소형열병합용 연료전지는 이윤 창출이

부생수소를 활용하여 2km 수소배관을 설치하여 단지에
연계활용 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다. 가정용의 경우 배관
망으로 공급된 수소가스는 감압장치를 통하여 연료전지로
공급하고 이 경우 배관망에는 제어밸브 및 차단 밸브를 사
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구현하고 있다. 열원 계통의
경우는 건물용의 경우 급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온수탱크
가 연료전지내부에 설치되어 활용하고 있으면 울산 수소
타운에 설치된 연료전지의 배열 처리는 보일러와 연계 활
용하도록 [그림 2-13]과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2) 개질기를 통한 수소 활용 시스템 계획
우리나라의 수소연료전지 기술력은 세계 3위권이나 세
계와의 격차는 5~10년 뒤떨어져 있다.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특례에 의한 수소 및 연료전지 제품에 대한 현
장적용이 시급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와 개정이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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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역송 수전용 솔루션 전력계통 시스템 구성도(100kW)

아닌 발전사업으로 가정용의 경우자가 생산 소비개념을

통하여 한전과 송배전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반영 설치에 대한 제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래 <표 2-2>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구축에 사용되

일본의 경우 연료전지는 건축물과 1m 정도 거리를 이격하

는 장비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건축물이나 한전망에 전력

는 것으로 법규가 개정되어 있다. 분산형 발전의 경우에는

을 구축하기 위한 장비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보호

정부지원을 통한 기업참여 유도로 발전차액보조제도, 설

계전기는 과전류 발생시 장비 보호와 특고압 승압변압기

치비보조, RPS(의무할당제도)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

NGR에 대한 용도 및 보호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하다 생각된다. 이를 통해 공공건물 설치 의무화, 지역에
너지 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그림 2-15]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전체 개념을 나
타낸 것으로 열병합발전으로 통해 건물부하나 한전에 사

역송 및 배송 전력계통 구성은 그림 2-12과 같이 계획

용되는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MCFC 100kW 연료전지

할 수 있다. 연료전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건물의 부하나

장비구성은 [그림 2-17], [그림 2-18]과 같이 설계 계획을

한전 계통에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계획하고 설계한

할 수 있다. 장비에는 배열을 할 수 있는 방열 팬이 설치

것이다. 특히 계통에 역송하기위한 특고압 승압연계 변압

되어 있다. 장비 보수를 위해서는 1.5m 이상의 점검 공간

기나 역송 분전반이 구축되어 수전용, 역송전용 계량기를

이 필요하고 전체 소용공간은 6m x 8.6m x 3.4m 이상의

<표 2-2> 연료전지 시스템 장비 용어 요약

구분

항목
GIPAM2200DG
(VCB)

GIPAM115FI
(ACB

보호계전기
요소

단락고장 보호
(Over currant relay), 51

지락고장 보호
(Over currant ground relay), 51G
단락고장 보호
(Over currant relay), 51

지락고장 보호
(Over currant ground relay), 51G
지락방향 계전기
(Seletive ground relay), 67G

보호범위

용도

GIPAM-역송용
특고압변압기 선로 보호

수전, 역송용
특고압 선로
보호계전기

역송용 특고압변압기
-MCCB 선로 보호

수전, 역송용
저압선로 보호계전기

연료전지-MCCB
선로 보호

연료전지시스템
보호계전기

특고압 승압용 연계
변압기용 선로보호

역송용 특고압
변압기 고장전류 제한

과전압 계전기
(Overvaltage relay), 59

연료전지
인버터
보호장치기능

특고압 승압 연계
변압기용 NGR

요소

저전압 계전기
(Undervaltage relay), 27

과주파수 계전기
(Over frequency relay)81O

저주파수 계전기
(Under frequency relay)81U
단독운전 방지장치

NGR

단락, 지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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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가스와 시수 공급이 가능한 설

광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연료전지로 사용하여 전기와 열

비배관과 공조시스템의 설계 시공이 요구된다.

을 생산하는 친환경 연료전지발전소를 [그림 2-19], [그림
2-20], [그림 2-21]과 같이 계획할 수 있다.

[그림 2-17] MCFC 100kW 발전용 연료전지 구성도-1
[그림 2-15]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통한 시스템 구축 개념도

[그림 2-16]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통한 시스템 구축 현황도

(3) 재생에너지 활용 시스템 계획

[그림 2-18] MCFC 100kW 발전용 연료전지 구성도-2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소생산 방식으로 국내외에서 가

수소생산 방식으로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

장 많이 활용되는 기술은 Grid 전력망과 연계한 수전해

술은 Grid 전력망과 연계한 수전해 수소생산 방식이 있다.

수소생산 방식이 있다. 일반적 수전해 수소 생산은 그림

일반적 수전해 수소생산의 경우 효율이 7∼14%로써, Grid

2-15의 경우와 같이 효율이 7∼14%로써, Grid망을 활용

망을 활용한 안정적인 전력의 공급과 수원이 존재하는 경

한 안정적인 전력의공급과 수자원이 존재하는 경우 수소

우 수소 생산시스템의 구축이 용이하고 순도가 높은 수소

생산시스템 구축은 가능하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및 산소의 생산이 가능하다. 특히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고

열화학적 생산으로는 고온 태양열을 활용하여 수소생산

순도 산소의 경우, 의료용이나 산업용으로의 활용이 가능

은 [그림 2-22]와 같이 하는 경우, 2000℃이상의 온도를

하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연료인 수소의 생산 외에 부수

구현해야 하나 국내의 경우 일조시수 및 계절적 요인으로

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풍력이나 태양

인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고온 태양열의 경우도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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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그림 2-19]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에너지생산 –평창군
영월군 태양광발전단지

[그림 2-22] 고온 태양열을 활용한 수소생산 기술

수전해 생산 장치로는 [그림 2-23]과 같은 구성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수소제조장치, 정제장치, 압축장치를 통하여
용기충전, 카트리지 충전으로 건물이나 발전소등소비처에
수소를 공급 에너지를 생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곳으로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나 풍력발전시스템이 대규모로 구축된 지역에서 수소 생
[그림 2-20]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에너지생산 – 영월군

산을 통해 연료전지 열병합 시스템 계획 수립이 용이하다.

[그림 2-21] 수전해방식 수소생산 인프라 구축 사례

과 유사한 수소생산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재생에너지 기
반의 수소 생산을 자연에서 에너지를 생산 자연으로 되돌

[그림 2-23] 수소생산 수전해 장치 구성도

리는 자연순환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므로 독립형
에너지 자급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수소는 에너지

2. 건물용/분산발전용 시스템 계획하기

저장의 일환으로 축전지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유지관리비

(1) 건물용 발전 시스템 계획

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을 할 수 있다.

연료전지 대중화의 흐름은 벌써 우리 안방까지 스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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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가정용 연료전지가 아파트단지마다 설치되기 시

물 난방배관에 바로 연계활용이 가능하여 에너지절감(연

작하였다. 재생에너지의 의무비율 증가와 도심지 건축물

료전지 방열부하)과 에너지활용(생산 열에너지 사용) 두

에서 적용면적 부족으로 연료전지의 상용화는 점점 가속

측면에서 연료전지 열병합발전을 사용할 경우 큰 장점이

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그림 2-24]는 건물용 연료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시스템 작동에 가장 큰 문제로 계절

전지 발전시스템 구축 사례로서 2012년 여수엑스포 한국

별 시간대별 난방 순환수의 변화에 따른 스텍온도 안정화

관에 적용된 100kW 연료전지 구축시스템 설계(안) 사례

인데 이를 해결을 위한 제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로서 배열 처리에 냉동기를 사용처리 하도록 구축 시공되
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경우 배열처리에 추가 전기가
소모되어 추가 적용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림 2-25] PEMFC 발전시스템 계획시 생산 열에너지 활용 제어시스템

[그림 2-24] 2012 여수 엑스포 한국관 연료전지 시스템 구축 도면

(2) 도심지 분산발전용 시스템 계획
연료전지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전기화학 반응시

개질 방식의 경우에는 소규모 연료전지로 1kW~20kW

켜 전기 및 열에너지를 생산한다. 연료전지의 궁극적 목표

연료전지가 건물내에 설치 시공되어 사용되고 있다, 1kW

는 수소의 직접 사용이지만, 현재의 에너지 수급 및 수소제

의 경우는 단위세대 적용이 가능하나 에너지 수요가 발전

조기술 미흡 문제로 수소를 바로 연료화하지 모하고 천연

량과 일치되지 못한 경우 경제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한다.

가스, 바이오가스에 포함돼 있는 수소를 추출하여 사용한

따라서 5kW나 20kW용량의 연료전지를 단위건물 내지 공

다. 하지만 천연가스를 사용한다하더라도 발전효율을 47%

동주택 동 단위 적용을 통한 세대 통합시스템 구축 이소형

수준으로 현존하는 발전설비 중 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연료전지 열병합 발전을 계획 하는데 용이하게 사용될 수

기존 화력발전대비 적은 연료를 사용하여 보다 많은 에너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생산 열원을 건물 부하에 활

지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그림 2-26]과 같이 탄소배출이

용하는데 용이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시스템 경제

39% 감축되어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다. 연료전지는 어디

성 확보와 사용자의 편리성이나 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

나 설치하여 손쉽게 전지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분산형 발

는 시스템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전 전원의 대표주자로 경제성 위주의 대규모 생산 및 수송

2-25]는 난방부하 활용이 가능한 건물에서 연료전지 배열

전력체계의 리스크를 반증되고 있다. 연료전지발전시스템

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이다. 건

은 소음과 환경 유해물질의 배출 때문에 도심지에서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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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지역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를 공극하던 기

탄소배출에 대한 고려를 열병합발전 계획시에 검토가 필

존 중앙발전방식과 달리 에너지가 필용한 곳에 바로 설치

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여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송배전망이
필요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주요 재
생에너지 대비 이용률(전기를 생산하는 시간)이 높고(연료
전지 90%, 태양광 15%, 풍력 25%), 설치면적이 작아(연료
전지 179m2/MW, 태양광 19,800m2/MW, 풍력 39,600m2/
MW)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효율적인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도 연료전지의 큰 장점이다. 수백kW부터 수십kW까지
용량구성이 자유로워 대규모 발전소, 공장은 물론 아파트
단지, 병원, 호텔 등 도심지 및 하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
[그림 2-28]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친환경성분석배기가스의 SOx

[그림 2-26]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친환경성분석
- 1 k w당 CO2 배출량

[그림 2-27]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친환경성분석
- 배기가스의 NOx

[그림 2-29]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친환경성
분석-소음

[그림 2-30] PEMFC 5kW 발전시 CO2/CO 발생량 계측 Data

수행 순서
그러나 도심형 분산발전이 경우 적용 면적최소화 및 친

가. 연료전지 발전에 따른 생산 열에너지를 소비처로

환경성 구현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경제성 및 지역사회 활

보내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법을 선정한다.

성화에도 기여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건

- 연료전지 특성에 따른 열 생산 방법 및 활용을 위

물 밀집지역의 경우소음 및 유해가스 배출도 상세한 검토

한 시스템을 파악하고 선정하기

를 통해 연료전지 열병합 발전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PEMFC(중저온의 열원 ; 60℃내외)

실제 탄소배출량을 계측한 [그림 2-30]과 같이 평가 자료

•MCFC / SOFC(고온의 열원: 130℃ 이상)

를 검토해본 결과 개질 방식의 경우도 탄소배출이 배기구
를 통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제 건축물에
PEMFC Reformer 방식이나 MCFC를 설계 시공하는 경우

나. 연료전지 발전 열생산 특성을 분석 및 파악한다.
1. 건물 및 분산발전에 적합한 열 활용 시스템을 선
정한다.

<다음호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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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연료시스템 설계 ②

다. 바이오 연료 생산기술 개발 동향

용화 전단계의 실증 연구 단계 그리고 상용화 초기 단계

최근 세계 각국의 바이오 연료의 기술개발은 바이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미세

연료의 원료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토지 용도를 간접적으

조류(microalgae) 기반의 바이오디젤, 당질계 기반의 탄

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산림 파괴 및 식량문제 유

화수소 등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실증연구 단계에

발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비식량계 원료 사

있는 바이오 연료는 섬유 소계 바이오에탄올(cellulosic

용과 수송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bioethanol), 바이오매스 기반의 가스화와 F-T(Fischer-

효과가 큰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료 개발에 초점을 맞추

Tropsch) 기술의 BtL 디젤(biomas-to-liquids), 바이오부

고 있다. 수송용 바이오 연료의 기술개발은 IEA 바이오

탄올(biobuthanol), DME(dimethyl ether), 열분해 기반 연

연료의 기술 로드맵에서 기존 상업화되어 있는 전통적

료(pyrolysis-based fuels), 바이오합성가스(bio-synthetic

(conventional) 바이오 연료와 차세대(advanced) 바이오

gas), 그리고 차량용을 위한 개질 바이오가스(reforming

연료로 분류하고 있다.

biogas) 등이 있다.

여기서 전통적 바이오 연료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공

아울러 상용화 초기 단계의 바이오 연료로는 수첨식물

정에서 나오는 연료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

성유(hydrotreated vegetable oil(HVO)) 또는 수첨바이오

는 것을 말한다. 즉, 당질계와 전분질계 바이오 에탄올

디젤(hydrotreated biodiesel, HBD), 그리고 바이오메탄올

(sugar and starch crops bioethanol), 전이에스테르계바

(biomethanol) 등이 있다. 201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차

이오디젤(transesterification biodiesel), 혐기소화 바이오

세대 바이오 연료의 실증 및 상업 플랜트는 64개이며, 이

가스(anaerobic digestion biogas) 등이 해당된다. 또한

중 미국의 섬유소계 바이오에탄올 실증 플랜트 등이 43개

차세대 바이오 연료는 전통적 바이오 연료에 비해서 비식

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세계 각국의 수

량계 원료 기반으로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품질이 우수

송용 바이오 연료는 전주기 분석(LCA)에 의해 기존 화석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기술개발 단계에서 상

연료 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지속 가능한 연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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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수송용 바이오 연료의 Well-to-wheel 전주기
분석을 보면 현재 상업화된 바이오연료는 전반적으로 수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실제 개념설계 활동에서 대부
분을 차지하는 것은 변형 설계 활동이며 절반 이상을 차
지한다고 볼 수 있다.

송용 연료인 휘발유, 경유 및 천연가스 대비 온실가스 저

개념설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고는 창의적 사고이

감효과가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기술개발 중인 차

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세대 바이오 연료는 공정 최적화를 향상 시키면 상용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서 문제란 어떤 변화를 통해서

단계에서 기존 전통적 바이오 연료보다 온실가스 저감효

다르게 혹은 더 좋게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어려움(혹은 위험)과 기회(혹은 도전)라는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즉 창의적 사고와 더불어

2. 개념 설계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 등의 객관적 분석이 개념설계에

가. 개념 설계의 의의와 중요성

반드시 필요하다.

공학 설계는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과학으
로부터 이어지는 공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제품 개
발에서 제조비용의 대부분은 개념설계 단계의 의사결정 과

나. 바이오가스화 시스템 사례를 통한 핵심 인자의 도
출과 개념설계

정에서 결정된다. 설계비용(개념설계와 제품 설계 과정)은

기체 바이오 에너지 중의 하나인 바이오가스 생산시스

총 비용의 5%에 불과하나, 설계 단계에서의 결정이 제품

템의 사례를 통해 바이오 연료 생산설비 설계를 위한 핵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품 총 비용의 70%를 차지한다.

심인자의 도출 및 개념설계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개념설계가 잘못되면 제품 설계단계에서 아무리 노력

위해서는 바이오가스화 시스템의 목적 및 개요, 단위 공정

하더라도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기업가 및 엔지니어

에 대한 이해 및 조합, 특징 및 장단점, 검토능력 등에 대

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1:10:100’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 이해가 필요하다.

설계 단계에서 수정하는 비용이 1이라면, 설계가 끝난 후
공장에서의 제작 단계에서 수정하는 비용은 10이며, 제작

(1) 바이오가스화 시스템의 목적

완료되어 시장에 나온 후에 수정하는 비용은 100만큼이

바이오가스화의 원료는 가축 분뇨, 음식물 쓰레기, 하

소요된다는 의미이다. 즉 어떠한 설비이든 설계 단계가 매

수 슬러지, 동식물성 잔사 등의 생물 유래의 바이오매스로

우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실제 설계 단계의 전 단계로서

서 분류되는 유기성 폐기물 등이다. 생물유래 유기성폐기

문제 영역의 정립, 문제의 정의, 설계 창안의 과정인 개념

물(바이오매스)은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강우 등에 수반

설계 단계는 추후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하는 하천으로의 유출이나, 토양 침투로 인한 지하수 오염

교과서적으로 보면 개념설계의 활동은 크게 고유 설계

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토양개량제

(original design), 변형 설계(variant design), 적응 설계

로 이용될 시에는 유기태, 무기태의 성분을 포함하는 비

(adaptive design)로 나눌 수 있다. 고유 설계란 완전히

료 가치가 높은 즉효성의 퇴비, 액비 등으로 이용하는 것

새로운 시스템이나 개념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형

이 가능하다. 농지 등이 인근에 없거나 액비 등으로 유효

설계는 기존 시스템의 작동 원리나 기능은 변화 하지 않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은 자체 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하수

고 크기나 구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적응 설계는 원래의

연계 혹은 위탁 처리가 필요하며 막대한 비용이 소용된다.

작동원리는 변화 없이 목적에 맞게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가축분뇨 등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농지가 있어 액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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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한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면, 비용을 저렴하게 하

석유 등의 화석 연료로부터 얻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대

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증가한다. 그러나 바이오가스로부

바이오가스화 시스템의 도입 목적은 생물유래 바이오

터 얻는 전기열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포

매스를 이용하여 혐기 소화 시스템에 의하여 메탄을 생산

함되는 탄소가 광합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받아들여진

하고, 생산된 메탄을 정제, 발전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폐

것이기 때문에, 지구 규모로 보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열은 공정 내 혹은 주변 지역에 공급하여 사용하는 체계

는 증가하지 않게 된다.

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소화 후에 발생하는 소

자연계 내에서 순환되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에너

화액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여 고체

지를 회수하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소비를 절감할 수 있다.

는 퇴비로 사용하고, 액체는 액비로서 사용한다. 혹은 주

또한 메탄가스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매전할 시에 부대

변에서 시요 창출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것에

적인 수입이 얻어져 유기성 폐기물로서 분류되는 처리비

대해서는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배출수 기준 및 방

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01년 10월

류 기준에 적합하게 하고, 주변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부터 2011년말까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발

침출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가 가능할 시에는 요구수준까

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 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지 1차 처리하여 투입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스템을 구축하

장관이 고시한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

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원하는 제도를 실시해 왔으며, 2010년 3월 18일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규정한 ‘신에너지 및재생에너

(2) 바이오가스화 시스템의 개요

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

본 학습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생물유래 유기성폐기

과됨에 따라 2012년부터 RPS 제도가 실시되었다. RPS는

물(바이오매스)을 이용하는 자원 순환 시스템이다. 생물유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신

래 유기성폐기물(바이오매스)은 혐기성 소화 처리를 통해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뜻한다. RPS는 에너지사업자들

취급성 등이 개선되고, 효율적으로 폐수를 처리하거나, 토

에게 발전·판매하는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

양에 환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가축분뇨 등에 바이오가스화 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본 학습에서 검토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스템, 즉 혐기

에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소화액을 액비로 이용하여 농산

성소화 시스템에 대한 전체 개요도를 [그림 2-1]과 [그림

물 생산, 사료로서 이용, 외부로부터 다량의 자원을 도입

2-2]에 나타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혐기성

하는 것 없이, 지속적인 농업을 확립할 수 있다. 액비로서

처리 공정은 크게 분류하여 전처리 시스템, 바이오 가스화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을 시에는 혐기성 소화에 의하여 유

(혐기성) 공정, 후처리 공정(폐수 처리, 협잡물 처리 및 탈

기물이 분해되어 수처리가 수월해질 수 있다. 또한 바이

취), 가스 이용 설비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향후 설계

오가스화 시스템에서는 소화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바이

등에서는 이들 공정별 검토가 필요하다.

오가스(메탄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나 열을 얻을 수 있고,

전처리시스템은 처리대상 유기성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이들을 시설의 운전 관리에 이용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차이가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가 직접 반입되는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또 바이오가스화 시스템

파봉, 파쇄, 선별, 미파쇄, 중력선별장치, 탈수장치 등이

은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지구 온

필요하다.

난화의 요인이 되는 이산화탄소의 발생 억제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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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음폐수,

가축분뇨 등이 반입될 시에는 액상의 상태인 것으로부터
협잡물을 선별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정도로 가능하다. 음
식물과 가축분뇨를 병합하여 처리할 시에는 초기에 혼합
하여 어느 정도 희석한 후에 처리할 시에 전처리가 수월
할 수 있다.
혐기성소화조는 공급하는 업체 공법에 따라 다양한 형
태, 구조를 가지며, 이들 특성에 따라 설치와 운전이 좌우
된다. 우선적으로 1상법인지 2상법인지, 중온인지 고온인
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반 방법, 가온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림 2-1] 바이오가스화 시스템의 공정흐름 및 단위공정 조합예시(1)

혐기성소화공정에서 후처리에 대한 대책은 매우 중요
하며, 공정 중에 발생되는 협잡물, 소화액 처리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협잡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매립 혹은 소
각으로 위탁처리하고 있다. 소화액은 전술한 것과 같이 자
체 처리할 것인지, 위탁 처리할 것인지, 하수 등과 병합 처
리할 것인지, 액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
하다. 특히 이들의 처리 및 이용에 있어서 관련 규제를 면
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민원 순위 일순위이므로 철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반
드시 시설의 밀폐에 의하여 환기, 배기, 탈취의 개념이 도

[그림 2-2] 바이오가스화 시스템의 공정흐름 및 단위공정 조합예시(2)

입되어야 한다.
바이오가스의 이용은 열 이용, 전기 이용으로 구분한

(3) 바이오가스화시스템의 특징

다. 그리고 열이용을 소화조의 가온, 주변 지역의 유틸리

바이오가스화 시스템은 고농도 유기성폐기물을 소화하

티 공급에 대하여 검토하고, 전기공급에서 발전기의 도입

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메탄가스를 전기 및 열로 변환하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가스로서 지역

현장 설비를 가동하는 데에 사용이 가능하며, 여분의 전기

난방, 자동차연료 등으로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및 열에 대해서는 매전 혹은 지역에 공급이 가능하다. 소화

러한 가스공급에서는 공급되는 메탄의 농도를 어느 정도

후에 잔류하는 소화액은 보다 쉽게 수처리 하는 것이 가능

로 유지하느냐가 중요 한 점이다.

하며, 농가 등이 인근에 인접하여 액비 수요가 있을 시에는

이러한 공정을 검토하기 전 단계에서는 대상지역별 유

악취가 적은 액비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가스

기성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및 성상 등의 기초 자료가

화가 밀폐된 소화조에서 일어나므로 혐기성소화에 수반하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처리장의

여 냄새의 발생이나 온실효과 가스인 메탄이나 산성비의

부지, 대상 유기성폐기물의 운반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원인이 되는 암모니아의 휘산이 적다. 이처럼 바이오가스

필요하며, 이러한 결과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에 포

화 시스템은 화학비료화석연료의 소비 절감이나 지구 온

함되어야 한다.

난화산성비의 억제 효과도 있고 환경 보전에 기여한다.

59

Technical Series

(가) 장
 점 : 바이오가스화의 정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

(나) 과
 제 : 상기의 장점에 비교하여 유용한 메탄가스를

으며, 대부분의 장점은 수처리 수월성과 메탄가스

회수하여 이용하지 못하면 35℃ 혹은 55℃로 가온

를 회수하여 유용하게 이용, 소화액이 분해되어 안

에 에너지가 소요되며, 분해가 완전하지 않으면 유

정화된다는 전제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기산 등에 의하여 악취 등의 2차 오염이 심각하다

① 완전 폐쇄계로에서의 처리가 가능하며, 처리 과

것이 단점의 근본 원인이 된다.

정에서 냄새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지구 온난화의 요인인 메탄가스의 방출이 거의

온도가 낮은 한랭지에서 소화 온도 유지를 위한

없고, 산성비의 요인이 되는 암모니아의 휘산이

필요 열량이 커지고, 열수지의 균형을 도모하기

적은 등, 환경에 대한 부하가 적다.

위하여 다양한 설계상의 궁리가 필요하다.

③ 소화 과정에서 질소 성분의 감량이 적기 때문에

②혐
 기성 소화 시설은 일반적으로 건설비가 높은

소화액은 비료 성분이 높은 즉 효성의 액비로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랭지의 경우 내설방설

토양 개량제로서 이용이 가능하다. 또 소화액은

대책 등이 필요할 수 있고, 또한 건설비가 증대

슬러지류에 비교하여 악취가 나지만 적고, 잡초

하는 경향이 있다.

종자의 활성도 낮다.
④ 혐기성 소화는 소화 유지를 위해 온도체류 일
수를 일정히 관리하는 것으로, 비교적 성상이
좋은 소화액을 얻을 수 있다.
⑤ 소화과정에서 얻어지는 바이오가스를 전기열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한랭지)
시설의 운전 관리에 필요한 에너지가 크기 때문
에 이점이 크다.
⑥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이용은 대기 중의 이산화
탄소를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화석에너지의
대체원으로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한다.

③바
 이오가스의 이용에서 가스 중에 포함된 수분이
나 황화수소 등은 열병합발전기나 보일러에 악영
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거가 필요하다.
④시
 설을 구성하는 펌프, 교반기, 열 교환기 등의
기계 설비를 폐색하게 할 것 같은 원료(부원료
등)는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혐
 기성소화 중도에서 종료될 경우에 악취가 심
하게 발생하며, 특히 소화액이 누출할 경우에
심하게 악취가 발생하므로 가능한 완전하게 분
해하고 누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도
 입에 적합한 조건 : 유기성폐기물 이용을 도입할

⑦ 지역에 부존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

때 적합한 조건은 경제성에 의하여 좌우된다. 경제

은 유기성폐기물(부자재)을 함께 소화하기 때문

성은 대부분의 경우에 규모로 결정이 되며, 주변지

에 바이오가스 발생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역에 대한 2차 오염 문제와 수처리 개념이 도입된

⑧ 서로 다른 바이오매스를 함께 소화하기 때문에

다는 점을 전제로 적어도 100톤 이상이면 경제성

유기성 폐기물의 종래 처리법(소각매립 등)으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로 발생한 다이옥신의 발생오수 침출, 메탄 휘

그러나 농가의 수처리 개념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산의 염려나 처리를 위한 화석연료 소비 등의

소규모로도 가능하며 도입에 있어서 조건을 단독

문제가 경감된다.

농가 및 개인 사업자가 1일 처리량 5톤/일 정도인

⑨ 서로 다른 바이오매스를 소화함으로서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비를 수입으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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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
 화 온도 유지를 위하여 가온이 필요하며, 외부

경우와 여러 농가 및 대규모 사업자, 지자체 등에
서 20톤/일 정도 흑은 이상의 용량으로 처리하는

경우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며, 전자 시스템의 경

및 선별 등의 전처리가 필요하며, 전처리에 의하여 협잡물

우에는 아래와 같은 (가)∼(바)가, 또 후자의 시스템

을 제거하여 공급라인에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시에 가수

경우에는 (가)∼(차)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등을 통하여 유기물 함량을 조절하여 소화조내에 부하를

① 원료는 액상의 것이 바람직하다. 부원료 등 협

조절해야 한다. 가축분뇨는 돈분, 우분, 계분 등으로 구분

잡물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고액분리 등으로 대

이 가능하며, 혐기성의 대상이 되는 유기성폐기물은 축사

응 가능하지만, 플랜트의 구성이 복잡해지는 것

등에서 고형물 분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액상의 것이 대

과 동시에 경영 수지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대부

상이 된다. 가능한 고형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집수조 등의

분이다.

설치가 요구되며, 고형상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슬러리

② 원료의 확보 가능량의 변동이 작을 것

상이 바람직하다.

③ 소화액 살포에 필요한 농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④ 살포 농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살포 작업이 용
이할 것
⑤ 시설 상환비, 유지 관리비를 포함할 수 있는 경
영 수지의 균형이 예상될 것
⑥ 회수 에너지(특히 열에너지)의 유효 이용이 가
능할 것

(4) 검토 예시(바이오가스화 시스템의 규모)
본 학습에서는 집중형, 공동형 및 개별형을 아래와 같
이 구분하고 검토한다. 다음에 서술하는 집중형과 공동형
은 그 규모에 따라서 대규모 공동 이용형 및 소규모 공동
이용형이라고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집중형과 공
동형은 규모만이 아니고 기능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
기에서는 집중형, 공동형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

⑦ 효율적으로 원료의 투입, 이송이 가능할 것
⑧ 시설 건설에 필요 충분한 용지와 환경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⑨ 처리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자재가 인근에
부존하여 있을 것
⑩ 주변에 민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민가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을 것

(가) 집중형(지자체 단위)
대규모의 처리시설로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을 처
리하거나 한정된 지역의 다수 농가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기물을 대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필요시에 성상에
차이가 있는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 등과 병합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원료 외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자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 지

20톤/일 이상의 원료가 유입되는 농가에서 이용하는

자체, 조합, 민간투자자 등이 참가하는 공공성이 높은 시

시스템의 경우에는 각각의 지역에서 위의 조건이 전부 만

설이 될 수 있다. 또한 부자재에 의한 바이오가스의 증산

족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없다. 만족되지 않은 조건에 대

과 유효 활용에 의하여, 지역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

해서는 대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음

원 순환시스템을 실현한다.

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분리수

한편으로 원료의 반입 및 소화액의 반출에 경비가 늘어

거하고 있다. 그 양의 대부분은 대규모이며, 전량을 혐기

나는 등 과제도 있다. 국내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청소 행

성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고액분리 후에 액상만을 혐

정, 가축분뇨는 농업 행정 등에서 관리하여 병합처리를 꺼

기성으로 처리하고 고상은 퇴비로 처리하는 경우로 분류

려하고 있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음식

할 수 있다. 전량을 혐기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파쇄

물쓰레기만을 처리하는 시설(B시 1일 200톤 규모),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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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쓰레기와 분뇨를 병합처리하는 시설(P시 1일 70톤/일),

영되는 관계로 개별형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소규모의 농

규모는 적으나 슬러지, 음식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A시

가에서 액비 저장조로서 설치하여 메탄가스를 부대적으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 이전

회수하여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에 설치된 처리용량이 대규모인 하수처리장 68개소에 슬
러지 소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단독처리시설

(5) 개념 설계 순서

이다. 또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단위로 설치

(가) 생산하고자 하는 바이오 연료의 종류를 결정한다.

되는 가축분뇨 공동 처리장도 집중형에 포함된다.

(나) 활
 용하고자 하는 바이오매스 원료의 종류 및 수급
여건, 접근성 등을 확인한다.

(나) 공동형(조합 단위)
현재 우리나라는 축산 단지, 축산 계열 사업 주체(소·
돼지닭), 영농 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 조합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관련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공동형은 복수의 사업자

(다) 정
 책, 기술수준, 파급효과, 사업성 등을 종합 검토
한다.
(라) 바
 이오 연료 생산설비 설계를 위한 핵심인자를 도
출한다.
(마) 바이오 연료 생산설비에 대한 개념설계를 한다.

및 농가가 참가운영하고, 이들 농가 이외로부터의 유기
자원의 반입이 적고, 공공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3. 기본 설계

이 때문에 참가 사업자 및 농가의 위치가 비교적 인접
하여 원료 반입이 용이해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 된다. 국

가. 기본설계의 개념

내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발생하는 폐

기본설계(basic design)란 설계 과정에서 개념설계 다

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음 단계를 말하며, 기능 설계(function design)라고도 한다.

축산농가 등에서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농가와 서로 연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치수나 재료를 정한다. 또 구

계, 조합을 만들어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

조상 부서지는 곳은 없는가, 기능상 실현될 수 없는 부분

다. 집중형과의 주된 차이는 대규모 부자재의 반입이 없고

은 없는가 등을 공학적인 해석과 평가를 이용하여 평가한

시설의 공공성이 낮다는 점이다. 또 개별형과의 차이는,

다. 그리고 개념설계에서 정한 콘셉트를 구상화(具象化)한

생물 유래 바이오매스 처리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건설

경우, 어느 정도의 크기, 중량으로 어떤 기능을 갖게 할 수

비나 유지 관리 작업경비의 분담이 가능해진다.

있는가를 정해 나간다. 최근에는 기본설계에서 공학적인
해석이나 대상물의 기하(幾何) 정보로서 3차원 CAD로 작

(다) 개별형
개별형은 사업자 및 농가 개인의 처리시설로 설치하고,
주로 사업장 및 축사 내에 설치한다. 운영 방법은 개인이

성한 전자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실시설계가 실제 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기본설
계는 설계 개요와 기준 검토, 개략공

시설의 운전 관리, 원료 분뇨의 반입, 소화액의 반출 살포

비 등을 산정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 “기본설계 등

를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주정 공장 등에서 폐수를 처리

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268호)”을

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최근에는 식품 공장에서 발생

보면, ‘기본설계라 함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

하는 고농도 폐수처리 전처리 수단으로서 설치하는 것에

본계획를 감안 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

관심이 높다. 또한 대규모 가축농가는 조합의 형태로 운

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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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

다. 일반적으로는 분석이 용이한 VS를 이용하는 경우가

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많다. 특히 가축분뇨와 같이 고형물 농도가 높은 원료는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

VS가 이용된다.

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단 VS, CODCr 모두 지표에서 미생물 분해가 곤란한

본 학습에서는 위의 모든 행위(업무)를 학습 범위에 포함

리그닌이나 셀룰로오스도 측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수

시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기술적인 부분 위주로

치만으로 미생물에 대한 유기물부하의 대소를 비교하는

언급하고자 한다. 기술적으로 보면 기본설계를 위한 가장

것은 안 되고 같은 원료와 기질간 비교만 가능하다. 또한

우선적인 행위가 물질수지와 에너지수지의 수립이며 이를

같은 이유에서 바이오가스 발생량은 투입 VS, CODCr량

위해서는 원료 물질, 중간 생성물, 최종생산 물, 부산물 등

을 파악하여 추측이 가능하다. 분해한 VS, CODCr양 당

에 대한 핵심인자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바이오가스 발생량이 가스발생률이다. 가스발생률은 유기
물 분해율과 함께 각 원료마다 경험적인 수치가 주어진다.

나. 핵심인자의 분석
대상 바이오매스의 성분 조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

또한 분해 CODCr양 당 메탄발생량은 다음의 반응식을
이용해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다.

분이며, 문헌 등으로 이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항목의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종 주원

CH4 ＋ 2O2 → CO2 ＋ H2O

료나 부자재마다 필요한 분석항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
는 경우도 있다.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 비료공정규

1 mol의 CH4(0℃, 22.4L)를 산화하는데 2 mol의 산소

격,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등에 따라 분석하며 자세한 사

(64 g)가 필요하므로 1 g의 산소는 22.4/64=0.35 L(0℃, 1

항은 후술한다.

기압 표준상태)의 메탄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대상원료 중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를 대상으로 한 바이오가스화

유기물의 이론적 산소소비량은 CODCr로 근사치를 구할

의 경우 대상원료의 조성을 충분히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수 있으므로, 1 kg의 CODCr 분해에 의해 0.35 Nm3의 메

지방을 많이 함유한 경우는 많은 바이오가스의 발생을 기

탄이 생성한다. 분해 VS량 기준의 가스생성량은 분해하는

대할 수 있지만 대사산물인 유기산의 축적 유무를 감시하

유기물의 원소조성을 알면 다음의 버스웰(Buswell) 반응

는 것이 좋다. 단백질을 많이 함유한 경우는 암모니아로

식을 이용해 이론적인 수치를 구할 수 있다.

인한 혐기소화 저해에 주의해야한다. 황아미노산의 함유
량이 많으면 황화수소가 고농도로 발생한다. 수산폐기물

CnHaOb＋(n－a/4－b/2)H2O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염분농도에 유의해야하며,

→ (n/2－a/8＋b/4)CO2＋(n/2＋a/8－b/4)CH4

C/N비가 낮아 암모니아 등의 발생량이 높다.
<다음호로 이어짐>

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기본설계
(1) 유기물 분해율과 가스발생율
일반적으로 혐기소화에서의 유기물 측정지표로서는
VS(휘발성 고형물) 또는 CODCr(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이
용되는데 선택 여부는 대상 원료나 기질의 종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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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독자�여러분의�원고를�기다립니다.
전기정보지는� 국내� 유일의� 전기공업계의� 전문지로서 500여
조합원과�유관기관�및�독자�여러분에�의해�만들어지는�여러분의
기술정보지입니다.

저희� 편집인� 일동은� 본지의� 내용을� 항상� 알차게� 꾸미기� 위해
최선을�다하여�독자�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눈과�귀를�열고

원고를�기다리고�있습니다. 늘�새롭고�보다�발전된�정보지로서
여러분의�곁에�있고자�하오니�깊은�관심을�갖고�지켜봐�주시기
바라며�아울러�적극적인�기고를�기다립니다.

원고의�구분

• 전기공업계의�발전방향�및�건의
• 기술동향�및�해설

• 신기술�개발�및�신제품�소개
• 현장에서�체험한�기술�경험

• 독자�여러분의�생활과�관련된�수필, 문예물(시, 꽁트) 등

형태�및�분량

• 제한�없음

원고�마감

• 매월 25일까지

편집�및�광고�문의
스마트앤컴퍼니(주)

TEL. 02-841-0017 / FAX. 02-841-0584

✽ 본지에�실린�내용은�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견해와
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NEW
PRODUCT

YOKOGAWA 8채널 오실로스코프 출시!

Mixed Signal Oscilloscope

DLM5000 series

Upgrade Points
8채널 아날로그 + 32비트 로직
12.1인치 터치스크린 지원
16채널 (2대 싱크기능) 지원
350MHz / 500MHz 및 4채널 / 8채널 라인업

한국요꼬가와전기(주) Tel. 02-2628-3813

www.koreayokoga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