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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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7-19 NPLab센터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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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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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기획정책위원회 2기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회의 개최

우리조합은 지난 2021. 6. 3(목) 조합회관 5층 대강당
에서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각종 문서의 보존년한을

우리조합은 지난 2021. 05. 11(화) 조합 중회의실에서
기획정책위원회 2기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실화하기 위한 문서규정 개정 안건과 함께 수수료 및

기획정책위원회 2기 위원회는 기존 1기 기획정책위원회

사용료, 컨설팅 비용부과개정 안건 등이 의결되었으며 공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이 유임되어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

제조합 설립 출자에 대한 안건은 논의 끝에 설립 출자하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 창립 60주년 기념 전시회 성공개최

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를 위한 방향 검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곽기영 전기조합 이사장은 “공제조합 설립 출자(안)에

기준 개정안 추진계획, 수수료 및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부

대해 이사들간 이견이 있는 점을 존중하며, 출자 문제는

과규정 개정안 추진계획, 배전반 단체표준 단락시험 제외

이사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호응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사

관련 사항, ISO 9001, 14001 홍보 관련 사항 등 조합의 다양

들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평

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논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소의 소신과 약속을 언급하면서 동 안건에 대해 표결없
이 부결하는 방향으로 이사들의 동의를 얻은 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곽기영 이사장은 “매출 규모 120조 원이 넘는

전기조합, 전기산업분야 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위한 중남미 및 중동지역
온라인 수출상담회 지원

전기기기 제조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공제조합
설립추진이 무산되어 아쉽고, 공제조합 출범에 기대를 걸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곽기영)은 전기산업분야

고 출자의향서를 제출한 조합원사에 유감의 뜻을 전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중남미지역(멕시코, 도

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미니카공화국/5. 4 ~ 5. 28)과 중동지역(아랍에미리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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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상황에서 유효한 현지 바이어와의 미팅을 추진하였
으며, 국내기업 12개사가 참여해 기업별로 매칭된 UAE,
오만, 레바논 지역의 13개사 현지 바이어와 1:1 수출상담
회를 진행하여 총 46건의 수출상담(상담액 총 3,494천
달러, 약 39억 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온
라인으로의 마케팅 기법전환이 이루어진 후 변경된 수출
지원 방식을 경험하고, 온라인에서 만난 바이어와의 지속
적인 연계를 통해 향후 오프라인 전시회 개최 시 대면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되었습니다.
중남미지역 수출상담회

앞으로도 우리조합은 베트남, 라오스 지역의 온라인
수출상담회(8. 23 ~ 9. 3)와 (온라인)말레이시아 전시회
(11.1 ~ 30), 하이브리드로 진행되는 인도네시아 전시회
(11.17 ~ 20) 등을 통해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개정
해설 교육 실시

중동지역 수출상담회

바이/ 6. 7 ~ 6. 9)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중남미지역 상담회는 국내기업 15개사(멕시코 8개사,
도미니카공화국 13개사)가 참여해 기업별로 매칭된 39개
사 현지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를 추진하여 총 93건의
수출상담(상담액 총 116,686천 달러, 약 1,310억 원)을 진
행하였습니다.
중동지역 상담회는 (온라인) 중동 에너지 전시회 참가
外 별도로 기획된 상담회로 오프라인 전시회 참가가 어

우리 조합에서는 지난 2021. 05. 13(목) 조합 회관 3층
전산교육실에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개정 해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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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정은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한국전기설

동호회 동향

비규정(KEC) 내용을 파악하여 전기설비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하고, 80년 이상 동안 혼용된 일본 기술기준체계의

■한국전기공업인 산악회 6월 제360회 산행

조속한 탈피 및 전기설비 국제화 규정을 숙지하는데 그

- 일 시 : 2021년 6월 19일(토) 오전 10시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총 10개사 14명의 교육생이

- 장 소 : 도봉산 다락능선

참가하여 해당 과정을 수강하였습니다.

(만남의장소 : 1호선 도봉산역 1번출구)
■한국전기공업인 산악회 7월 제361회 산행

(온라인) 말레이시아 전시회 및
(하이브리드) 인도네시아 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 일 시 : 2021년 7월 16일(금)-18일(일), 2박 3일
- 장 소 : 백령도, 대청도 트래킹
(만남의장소 : (주)백령여행사 연안지점)

우리조합은 2021년도 하반기 전시회 참가업체를 아래

■한국전기공업인 골프회 2021년 6-7월 모임

와 같이 모집하고 있사오니 관심 있는 기업께서는 조합

- 6월 모임 : 2021년 6월 10일 (목)

홈페이지(www.kemc.co.kr) 공문시행란을 참조하시어 많

- 7월 모임 : 2021년 7월 08일 (목)

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장 소 : 코리아 컨트리 클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기흥단지로 579)

■(온라인) 2021 말레이시아 전기전력, 엔지니어링 및
기계산업 전시회
가. 전시기간 : 11. 1(월) ~ 30(화) [30일간]
나. 전시방법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관심바이어와
의 상담
다. 모집규모 : 중소기업 10개사
라. 지원내역 : 온라인 참가비(70%) 등
마. 접수마감 : 7. 30(금)까지
■(하이브리드) 2021 인도네시아 전기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 전시회
가. 전시기간 : 11. 17(수) ~ 20(토) [4일간]
나. 전시방법 : 하이브리드 (오프라인 및 온라인 비
즈니스 미팅)
다. 모집규모 : 중소기업 10개사
라. 지원내역 : 전시 참가비(70%) 등
마. 접수마감 : 7. 30(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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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축하합니다.
화승전기 이승철 대표 아들 결혼

[5/15(토)]

(주)태림산전 손태만 대표이사 차녀 결혼

[6/19(토)]

(주)비앤엠 이태범 대표이사 아들 결혼

[7/4(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산전(주) 이현곤 대표이사 빙부상

[5/6(목)]

대한기전(주) 박지영 대표이사 모친상

[6/9(수)]

동미전기공업(주) 한상욱 대표이사 부친상

[6/13(일)]

우진전기 김기태 대표 장인상

[6/29(화)]

www.kemc.co.kr

5, 6월 신규가입 조합원
업체명
(주)한빛전기
(주)신화기전
신명전력(주)
(주)근우
이노피(주)
(주)대명에너텍
(주)옴니시스템
대영채비(주)

대표자
김경숙
정수상
박아영
김재진
김기렬
신상식
박혜린
정민교

주생산품
변압기
수배전반
수배전반
수배전반
수배전반
철탑,철구조물
충전장치
충전장치

소재지
전남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 7길 56
충남 금산군 추부면 이터골길 71-35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376번길 31, 215-2호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1 (서초동, 근우빌딩)
인천 서구 염곡로14번길 4 (가좌동)
충북 음성군 대소면 초금로 169-19
경기 여주시 가남읍 연삼로 284
대구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순환로7길 25

가입일
2021.05.10
2021.05.10
2021.05.11
2021.05.31
2021.06.22
2021.06.23
2021.06.25
2021.06.28

2021년 5, 6월 공동판매 사업 계약(발주) 현황
다수공급자 계약
품 목

건 수
4
1
6
1
12

배전반
MCC
분전반
UPS
합 계

5월

금 액(VAT별도)
212,684
21,872
241,725
5,989
482,270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한국전력공사)
품 목

고효율주상
고효율아몰퍼스주상
내염형주상
컴팩트형지상
부하개폐형지상
합 계

5월
발주수량(대)
발주금액(VAT별도)
3,931
5,590,464
3,690
5,331,904
421
644,770
232
2,027,115
30
301,500
8,304
13,895,753

지명 경쟁		
품 목

배전반
합 계

건 수
5
5

공동상표
품 목

배전반
합 계

건 수
5
5

5월

5월

금 액(VAT별도)
681,332
681,332

금 액(VAT별도)
796,481
796,,481

건 수
1
1
5
7

6월

(단위 : 천 원)
금 액(VAT별도)
278,161
10,730
93,160
382,051
(단위 : 천 원)

6월
발주수량(대)
발주금액(VAT별도)
3,999
5,649,896
3,041
4,549,243
702
1,186,107
232
1,967,380
21
211,050
7,995
13,563,676

건 수
2
2

건 수
7
7

6월

6월

(단위 : 천 원)
금 액(VAT별도)
1,248,240
1,248,240
(단위 : 천 원)
금 액(VAT별도)
1,195,150
1,19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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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SK에너지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 편의 개선
‘전기차 충전 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
업이 보유 또는 임차
하고 있는 차량의 친
환경차 전환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우선, 한전은 자체
전기차 로밍 플랫폼
ChargeLink에 SK에
너지의 Car Life 서
비스를 연계하여 충
전사업자의 회원이
세차, 정비, 주차 등
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
국내 최대 충전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전력(대표이사 사

다. ChargeLink 서비스는 한전이 개발한 로밍 클랫폼으로

장 정승일)은 7월 1일 SK에너지 본사(종로구 SK서린빌딩)

국내 주요 전기차 충전 사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에서 3,100개의 주유소와 2,700만 명 회원을 보유한 SK

서비스다.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자사의 충전기가 없는 지

에너지(대표이사 조경목)와 「전기차 충전 협력사업 업무

역에서도 제휴된 타사의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할 수 있다.

협약」을 체결했다. 한전의 전기차 충전인프라는 5월 기준

택시조합 등 SK에너지 기업형 멤버쉽 가입자를 위한 충전

9,796기로 국내 약 10%를 점유 중이다.

서비스를 공동개발해, 환경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의 전기

양사는 한전의 충전 인프라와 SK에너지의 주유소 인프라
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고객의 편의를 향상하고, 전기차 배
터리를 활용한 유연성 자원 사업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종환 한전 사업총괄부사장과 오종

차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사는 주유소에 설치된 충전기에 V2G(전기차
역송) 솔루션 등을 공동 개발실증함으로써 전기차를 활용
한 유연성 자원의 사업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

훈 SK에너지 P&M CIC 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력사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종환 한전 사업총괄부사장은 “한

업으로 한전 공용 충전기와 SK에너지의 Car Life 서비스

전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충전 인프라와 로밍 네트워크

결합을 통한 전기차 충전 편의 개선, 택시, 트럭 등 SK에

에 SK에너지서비스가 결합된다면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한

너지 협력기업인 상용차 기업 대상 충전서비스 개발, 전기

차원 높은 수준의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유사의

차 배터리를 활용한 유연성 자원 사업개발, K-EV100 이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진출은 2030 전기차 300만 대 시대를

행 협력을 중점사업 선정했다. K-EV100은 30년까지 기

여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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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구원, 수소설비 안전진단 센서 개발
수소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불안감 해소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원장 김태균)은 수소 생산설비 배
관 내부의 수소와 산소 혼입에 따른 폭발사고 방지를 위
해 배관 내부 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한 『수
소설비 전용 안전진단 가스센서』의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상으로 혼합될 경우, 실시간 경보 및 시스템의 자동 정지
기능에 의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정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전자회로 등이 포함된 감시센
서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센서 및 외함을 모두

전 세계적으로 수소경제 시대 도래에 따라 수소 인프라

폭발방지 기능이 있는 방폭형으로 개발하고 국내외 방폭

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소설비 안전

인증을 확보함으로서 제품 개발 후 빠른 상용화가 가능하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수소를

게 된다.

생산·취급하는 모든 설비에 대해 “감시센서 설치 의무

전력연구원은 『수소설비 진단센서』의 개발과 적용을 통

화”를 주 내용으로 한 수소안전법을 제정했고, 2022년 2

해 신뢰할 수 있는 수소가스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불안감 해소에 기

기존 적용된 센서는 대부분 수소가스의 대기 중 누출여

여하고자 한다. 또한, 모든 수소설비에 의무적으로 장착해

부를 진단하는 것이었지만, 개발하고자 하는 가스센서는

야 하는 고신뢰의 경제적인 안전진단 시스템의 상용화 및

수소 배관 내부에 고압 충진된 수소 및 미량의 산소 농도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선도하고자 한다.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사용수명 또한 향상될 예정이다.

한전 전력연구원 관계자는 “사내 수소설비들을 대상으

연구개발품은 현재 적용 중인 외국산 센서와 비교하여

로 센서 개발품을 우선 적용하여 신뢰도와 경제성을 검증

훨씬 정확하고 기존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매우 경

한 후, 수소설비 및 센서 제조업체와 공동사업화를 추진할

제적이다. 또한, 배관 내부에 수소와 산소가 일정 수준 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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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빅데이터로 에너지산업 혁신 가속화
분석과제 추진 … 안전환경 등 현안 해결
경 분야에서는 ▲재해재난 발생 시
작업자 위치 알림 시스템, ▲연료에
따른 탈황설비 최적 운전조건 도출
등을, 발전운영 분야에서는 발전운영
제어시스템 이상징후 탐지 알고리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관리
분야에서는 지역 교통사고 현황 분
석을 통한 예방솔루션 개발 활용 등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과제를 수행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체 수립한 중장기 빅
데이터 인력양성 목표에 따라 빅데
이터 교육을 시행하며 사내 빅데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전 직원 참여형 빅데이터

이터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프로젝트

분석과제를 추진하며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고 최

참여자 전원은 지난 6월까지 빅데이터 이론과 분석 툴

근 밝혔다.

(Tableau, SRA 등) 실무교육을 수료했고, 관심 있는 직원

동서발전은 사내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전담조

82명도 초급교육을 완료했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전 직

직인 디지털기술융합원(원장 정필식) 주도로, ‘전직원 참

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온라

여형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EWP Bigdata Innovation

인 교육을 실시한다.

Project) 2차 웨이브(Wave)’를 진행하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빅데이터 기반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전사 공모를 통해 신재생, 안전·환경, 발전운영, 경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해 업무혁신을 기대

관리 등 5개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으로 해결 가능한 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안을 발굴하고 추진과제 20건을 선정했다. 과제 수행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디지털 뉴딜 정책을 선도할 수

위해 지난달부터 현업부서 실무자 58명과 대내외 전문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 협업해 빅데이터 붐업을 조성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
화하고 있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 2019년 발전사 최초로 자체 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대내·외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

신재생 분야에서는 ▲글로벌 전력시장 사업성 검토 툴

용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데이터웨어하우스와 데이터

개발, ▲태양광 발전설비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태양광

마트를 구축해 직원 누구나 데이터를 쉽고 편하게 활용할

발전량 예측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환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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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지배구조 개선해 ESG 경영 강화
ESG위원회 신설·내부 회계관리 고도화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국민중심의 ESG경영 강화를 위
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지난 6월 23일 이
사회를 열어 국민이 체감하고 공
감할 수 있는 수준의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이사회 내 ESG위
원회를 설치했다.
ESG위원회는 비상임이사 3인
과 상임이사 2인을 합쳐 총 5인
으로 구성되며, ESG 경영전략 및
관련 사업계획 자문, ESG 관련
이사회 의결사항 사전검토, ESG
관련 주요 경영 현안 심의, 대외
이해관계자 대상 소통 지원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부발전은 ESG 관련 실질적인 업무수행과 성과관리
를 위해 기획관리본부장 주관 ‘ESG실무추진단’도 신설했

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외부감사 기준과 모범규준에 부합
하는 수준의 통제설계를 고도화했다.

다. 실무추진단을 통해 조직 내·외부에 ESG 추진체계를

아울러 지난 3월에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WP-SOX)을

구축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에 대한 전략적이고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

체계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또 올 상반기에는 WP-SOX를 활

이와 더불어 비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회계

용해 ‘예비운영평가’를 실시했으며, 하반기 운영평가 전

분야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강

미비점을 조기에 식별하고 개선함으로써 선제적인 리스크

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부발전은 이미 지난 2019

관리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년 12월 발전공기업 최초로 내부회계 전담부서를 신설, 공

서부발전 관계자는 “CEO를 중심으로 환경과 사회에

인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내부회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 강화와 투

계관리제도의 설계, 운영, 평가 전반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

수 있는 환경을 조기에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제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난해에는 회사의 내부통제활동을 전면적으로 재구축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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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신세종복합발전소 첫 삽
행정수도 에너지 자립 위한 630MW LNG 발전소
를 마무리하고, 특히,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사업 중단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환경설비 보강과 지
역주민 의견 적극 수렴 등 사업의 성공적 착수를 위해 전
사 역량 결집에 집중했다. 먼저, 질소산화물 배출은 법적
규제치의 3분의 1까지 낮추고, 기동초기 발생하는 미연탄
화 수소 배출 저감을 위한 산화촉매 기술을 국내 최초 도
입하는 등 국내 최고의 친환경 발전소를 설계했다. 발전
소 경관설계에 있어서도 향후 인근지역에 조성되는 첨단
산업지구와 신도시 주거지역에 특화된 디자인을 반영하
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허가를 취득함
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발전소 경관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신세종복합발전소 착공에 들어갔다. 행정수도 에너지
자립은 물론, 탄소중립 견인에 기여가 전망된다.

을 설계하게 됐다.
주민수용성 확보에도 힘썼다. 상대적으로 정보습득에
취약한 주변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남부발전은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에

를 시행하고, ‘야외 설명회’와 ‘온라인 설명회’ 병행으로 코

너지축을 담당할 신세종복합발전소 건설을 시작했다고 최

로나19 위험 속에서 주민 건강과 안전을 먼저 챙기며 주

근 밝혔다. ‘신세종복합발전소 건설사업’은 세종시 연기

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지자체와 협업해

면 일원에 천연가스(LNG)를 주 연료로 하는 630MW급 발

발전소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협력방

전소와 340Gcal/h 용량의 열에너지 공급설비를 건설하

안을 수립하고, 맞춤형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는 사업이다.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약 6,800억 원의

상생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환영받는 발전

사업비가 투입되며, 준공되면 행복도시 일대 6만 8000여

소 건설사업을 구현했다.

세대에 난방열과 온수 공급이 가능하다. 한국지역난방기

남부발전은 무사고, 무재해, 무상해, 무위반의 안전

술이 설계기술 용역을, GE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기자재

최우선 건설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공급을 맡았으며, 시공은 한진중공업이 담당한다.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법적 규제 대응과 현장 안

이번 사업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9차 전력수급

전 강화를 위해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했다. 안면·홍채

기본계획 발표 이후 최초 추진된 LNG 복합발전소 건설

인식 기술을 활용해 근로자 출입관리를 자동화하고, 위

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되고 있

치추적 태그(Tag), 지능형 폐쇄회로(CCTV) 신기술 등

다. 남부발전은 환경영향평가, 건축허가 및 공사계획인가

스마트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 사각지대

등 발전소 건설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 준비

를 최소화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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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혁신제품·정비기술 해외사업
신남방국가 인프라 활용 수출 지원
한국중부발전(사장 김호빈)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11개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과 함께
「한국중부발전 해외인프라 활용,
신남방국가 중소기업 비대면 해외
동반진출」 사업착수회의를 지난 6
월 25일 시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초 조달
청과 체결한 「공공조달 혁신제품
유관기관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서, 공개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 혁신조달 및 정비기술 참여기
업이 참석해 해외수출 제품 및 정
비기술을 소개했고,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에서는 해외동반
진출 사업개요 및 협력이익공유 가
치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또 한국중부발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KOMIPO-Asia)
및 찌레본, 탄중자티, 땅가무스, 왐푸발전소 현지 운영발
전소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해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
에 대한 실무절차 및 현지 담당자 지정 등을 시행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찌레본 및 왐푸 발전소
에 혁신조달기업 플랫폼베이스(주)의 스마트락, 스마트키

공유공장(KOMIPO-Factory)에 공사시행을 위한 특수장비
제작 및 운송비 등을 지원한다.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우리회사의 해외 인프라
를 활용한 해외판로 지원을 통하여 혁신조달기업의 신남
방국가 해외시장 진출성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를 적용하는 등 7개 혁신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증

혁신조달기업 플랫폼베이스(주)의 김범수 대표는 “지난

(Test-Bed) 장소 무상제공과 더불어 제품현지화 비용과

해 중부발전의 혁신조달제품 공공구매로 국내판로 확산에

운송비용을 지원한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금년에는 한발 더 나아가 해외 동

또한 국내 정비분야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랙터슨 등 3
개 중소기업에 중부발전 현지법인(KOMIPO-Asia)의 반출

반진출 사업을 통하여 해외판로 개척에도 힘써준 중부발
전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KEMC

정비공사 수주를 위한 보유면허 활용 및 인도네시아 현지

19

전기계 뉴스

한수원,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국내 최초 민관 합의 추진 성공 연료전지사업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7월 2일

사업자, 주민 등 4자 민관협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으

인천시 동구에 위치한 자회사 인천연료전지의 ‘인천연료

로 갈등 합의에 도달해 공사를 재개했다. 민관협의체의 합

전지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의로 발전소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은 인천연료전

준공식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

지가 국내 최초다.

부 차관, 박남춘 인천시 시장, 이성만 국회의원, 허종식 국

연료전지는 수소차와 함께 정부가 2019년 1월 발표한

회의원, 김진호 두산건설 사장, 유재권 삼천리 사장 등 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밝힌 수소경제 선도 산업

계자 및 지역주민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다. 전력 사용이 많은 도심 인근에

인천연료전지 발전소는 도심형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

소규모로 설치해도 에너지 효율이 높아 많은 양의 전기와

대 방침의 하나로 약 2,543억 원이 투입된 39.6MW 용량

열을 생산해 인근 지역에 제공한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요

의 발전시설이다. 두산퓨얼셀의 440kW급 연료전지 90대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분진 등이 발생

로 구성돼 인천 동구 2만 8,000여 전체 가구와 미추홀구

하지 않아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분산 발전원이다.

8만 2,000여 가구 등 총 11만여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약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세계 각국은 수소사회의 주도

3억 2,000만 kWh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또, 동구 2만

권을 잡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으며, 그 중요한 축이

6,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16만 4,000 Gcal의 열을

바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라며, “한수원은 국내 최대 수

생산할 예정이다.

소연료전지 발전사업 경험 및 다양한 융복합사업모델 개

인천연료전지 사업은 2017년 8월 인천시, 동구청과 참

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뉴딜 정책에 앞장서고 지역사회

여사 간의 사업추진 MOU를 계기로 첫발을 내디뎠다. 그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러나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2019년 1월 공사를 중단

밝혔다. KEMC

하고 약 11개월 동안 설명회와 시설견학 및 인천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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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국내최초 친환경 전기선박 배터리 시험인증 기관 지정
배터리 셀과 모듈의 안전성 시험을 통한 폭발 및 화재 방지
한국전기연구원(KERI, 원장 직무대행 유동욱)
이 친환경 전기추진 선박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
과 모듈의 성능 및 안전성을 점검하는 국내최초
시험인증 기관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친
환경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선박 대비
70%까지 감축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율을 현재
1%에서 15%로 높이는 일명 ‘2030 한국형 친환경
선박(Greenship-K)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전기추진 선박은 엔진이 아닌, 배터리에 저장
된 전력이나 발전기로부터 공급된 전력을 이용
하여 추진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최근의 전

초로 ‘전기선박 육상시험소(2015년)’와 ‘배터리 화재 안전

기차의 경우처럼, 전기추진 선박 역시 안전성의 핵심은 배

성 시험장(2016년)’ 인프라를 구축한 대표 시험인증 기관

터리다. 에너지를 품고 있는 배터리는 구성 재료 및 화학

이다. 특히 근래 잇달아 발생하는 전기차 및 ESS 배터리

반응, 충전, 관리 시스템 및 보관법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화재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다수 수행하며 선진 기술력과

부주의로 인해 발화와 화재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선박

노하우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은 대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성을
시험 및 인증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KERI 김성국 선임기술원은 “배터리 시험은 위험한 폭
발과 화재를 다루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인 시험기술이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 계획에 따른 친환경 선박의 확대

필요하고, 선박용 배터리는 형식승인 기준이 현재 국내외

를 위해 이러한 전기추진 선박용 배터리의 안전성 시험인

규격 중 가장 조건이 까다롭다”고 밝히며 “국내최초 KERI

증을 수행할 공인기관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해양수

의 시험인증 기관 지정으로, 국내 선박용 배터리 업체들이

산부는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근 KERI를 국내 1호 공식 시

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기간과 비용을 기존 대비 절반 가

험인증 기관으로 지정했다.

까이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전력기기에 대한 세계최고 수준 국제공인 시험인증 기

향후 KERI는 배터리 시험인증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

관인 KERI는 1976년 설립 이래 45년 동안 수많은 기기·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내부역

설비의 기계적/환경적/전자기적합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행해 왔고, 세계최고 수준의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기반

수 있는 시험환경을 구축하여 친환경 전기선박의 확대

으로 신뢰도 높은 시험인증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

를 앞당기고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전기선박 및 배터리 부문에서는 KERI가 우리나라 최

다는 계획이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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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시스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제23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등 논의

“탄소중립은 기존 산업의 축소라는 수동적, 부정적 인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과감

식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우리경제의 새로운

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전력망 인프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라는 긍정적, 미래지향적

라의 획기적 확충, ▲재생에너지 변동성 극복을 위한 최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야 한다.”

적의 전원 구성 확보(스토리지 믹스), ▲전력-가스-열 부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지난 6월30일 열린, 제

문 간 통합관리 시스템(섹터 커플링), ▲CCUS 기술 확보,

23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분산에너지 활

▲그린수소 상용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정책과

성화 추진전략,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일반

제들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 개편방안 등 3개 안건

고 밝혔다.

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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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추진
과 함께, 저탄소 자원이 에너지시스템에 보다 많이 수용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에너지시장 제도개
선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먼저 스마트하게 저탄소에너지를 생산, 소
비, 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분산 에너지는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열
병합 발전 등 에너지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
산·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이번에 수립
된 추진전략은 향후 나아가야 할 에너지 시스
템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개선 방안을 담
았다. 계통의 분산에너지 수용능력 강화를 위
하여 공공 주도의 ESS 설치, 재생에너지 통
합 관제시스템 구축, P2H(Power to Heat)
P2G(Power to Gas) 등 신규 유연성 자원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위원장)은 제23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 개편방안 등 3건의 상정안건을 심의하였다.

확산시켜 나가고 에너지 생산 소비의 분산화
를 위하여 분산편익 지원 제도 도입,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 유도,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유도, 지역단위 마
이크로그리드 기반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7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사 등 전력

또한 분산에너지 친화적 전력시장 구축을 위하여 재생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에너지 예측 입찰제도, 실시간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통

전력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제도 구축, 배전계

전력 예비력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추가 예비자원을 적기

통 운영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산에

투입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올 여름철 안

너지 특구를 지정하여 통합발전소, 배전망 운영자(DSO;

정적 전력 수급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Distribution System Operator) 등 관련 제도를 실증하고, 개
선사항을 발굴하여 분산에너지 체제의 확산을 추진한다.
정부는 금번에 수립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는 동시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ESS, 전기차 충전소, 재생에너지설비 증가
에 따라 전기안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코로
나 19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기존 현장 방문 중심의 안
전점검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기존 전기안전 점검(1~3년 동안 1회 현장점검)을
IT기술을 활용한 상시 원격점검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이를 위해 제품의 표준화(KS) 및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일반주책 전기안전 점검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요가 급증하는 새로운
전기안전관리 시설에 점검인력을 전환 재배치하는 한편,

최근 경기 회복세와 함께 올 여름 평년보다 다소 무더
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전력수급이 녹록치 않을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안전관
리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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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에너지 구축 “스마트하게 저탄소에너지
생산, 소비, 거래하라”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공급 요구 확대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및

책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분산에

비용 증가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공급

너지 체계에 적합한 계통 관리 방안, 잉여전력 해소 대책

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등을 마련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계통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분산에너지 확대 목표를 제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시(’40년 발전량 30%)하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목표,

있다. 태양광 풍력은 기상의존도가 높아 발전계획이 어렵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 변화된 정책 환경

고, 자체적인 출력량 조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집

고려 시 분산에너지 확대 가속화가 필요하다. 분산에너지

중형 수요공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행 관련 법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계통 관리수용 능력 강화, 인센티브

령 및 시장 제도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체계 마련, 시장제도 조성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마련해

이에 주요국은 탄소중립과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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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는 목소리다.

지속되고 있다. 대규모 석탄·원전 발전소에 적합한 ‘하루
전 시장’ 중심 운영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재생에너지 출
력 고려에 한계가 있다. 재생에너지가 전력거래소 출력제
어 등 평시 급전지시를 받지 않는 비중앙급전자원으로 규
정되어 재생에너지 발전량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분산자원 실행 계획”을 수립
(’17.5월)했고 뉴욕주는 분산자원의 도매시장 참여 지원을
위한 로드맵(’17.1월)을 수립했다.
일본의 경우, 잇따른 정전 발생으로 분산화에 대한 필요
성이 고조되면서, 재해 발생 시 독립운영 가능한 분산형 체
계 구축 계획(’19.12월)을 수립하였다. 호주는 분산에너지 증
가에 따른 계통신뢰도 저하 문제에 대비하고 분산에너지의
수용성 확대를 위해 로드맵(’19.12월)을 수립하였다. EU는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로드맵을 수립(’11.11월)하고 후속
조치로 에너지 기술개발계획(’14.12월)을 발표하였다.

어떤 문제있나

표 1.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과 분산에너지 시스템 비교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계통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발
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가 가시화되고 있다.

기본
방향

전력의 생산-소비 측면에서의 지역간 불균형 발생되고
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력소비가 집중되
어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의 전력 자급률은 낮은 상황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계통관리방식, 법체계의
분산에너지 특성 고려가 미흡하다. 그간 송전망에 접속되
는 대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급전, 제어함에 따라 배전망
에 연계되는 분산에너지 고려가 미흡하다. 기존 전기사업
법은 전국적 단위로 전력 체계를 규정함에 따라 개별 지
역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유도에 한계가
있다. 석탄원전 발전소에 적합한 중앙집중형 전력시장이

미래의 분산에너지 시스템

대규모 발전소 기반의 
집중형 발전

소규모 발전소 중심의 
분산형 발전

선형 위주의 전국적 
네트워크

면적 위주의 마이크로그리드

원거리 해안가 발전 → 
수도권內 소비

지역 내에서 에너지 생산·
소비 가능

인프라
(전력망) 일방향적 전력 계통체계 프로슈머형 전력플랫폼 기
* 발전사업자 → 송·배전
반의 양방향 계통체계
사업자 → 소비자
전력
거래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효율성 위주의 전력시장
변동성 재생에너지 급전
어려움

에너지 중앙 정부 주도의 중앙
분권 집중형 전력체계 구축

자가소비, 수요지 인근 거래
가 중심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실시간
시장 등으로 재생에너지 관리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업
+ 적극적인 주민 참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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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점 과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 필요하다. 출력 변동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실
시간 모니터링, 자동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
어 인프라가 필요하다.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기에 대한 모니터링, 제어에 한계
가 있다. 기존 계통에 접속된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경우,

잉여전력을 해소하라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활용
할 필요가 있다.
출력제어외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해소하기 위한 방
안으로 부문간 결합(Sector-Coupling) 방식 개발, 상용화
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열 부문 전환 ▲수소 부문 결합
▲수송 부문 결합 ▲플러스 DR 등의 방안이 있다.

정보제공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계통운영자의 실시간 모니

먼저, 전력을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열 부문 전환

터링 및 관리가 힘들다. 또한 현재 인버터는 계통 상황에

(P2H: Power to Heat)이다.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전기

따른 자동적인 유효출력·전압제어가 불가하여, 재생에너

보일러, 히트펌프 등을 활용하여 열 에너지로 전환, 난방

지 출력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

사용자에게 공급하거나 축열조에 저장한다. 덴마크 등 재

이에 앞서 설치된 발전기에 정보제공장치 구축, 스마트

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전력시장의 상황을 고려하

인버터 보급이 시급하다. 정부 지원으로 기설 500kW(제

여 P2H 기술을 활용한 전기보일러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주 100kW) 이상 신재생 발전기에 정보제공장치를 구축하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중장기적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여 신재생 발전기에 대한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의 잉여전력을 활용한 P2H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경

신재생 발전기에 대한 자동적인 출력전압제어가 가능하

제성 제고를 위한 플러스DR 요금 제도 마련, 전력 직접거

고, 사고 시 계통 연계유지기능을 갖춘 스마트인버터 기술

래 조건 완화, 응동 시 보조서비스 비용 지급도 검토한다.

개발 및 설치 의무화가 검토되고 있다.

두 번째, 전력을 수소 등 가스 형태로 전환하는 수소 부

또한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백업설비 인

문 결합(P2G; Power to Gas) 기술이다. 잉여 전력을 활

프라가 필요하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속응성이 높아

용, 물을 분해하여 수소 형태(H2)로 전환하거나, 수소를

즉각적인 동작이 가능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출력변동성

이산화탄소(CO2)와 반응시켜 메탄(CH4) 등의 형태로 전환

완화에 적합하다.

한다. P2G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수송(수소차,

제주도, 육지 일부 지역(신안-안좌)에서 재생에너
지 발전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CNG), 발전(연료전지, 가스터빈) 분야의 에너지로 전환하
여 활용 가능하다.

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계통불안이 가시화되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P2G 실증을 추진하고, 효율적이

는 지역에 공공 주도로 ESS 구축할 예정이다. 제주 지

고 안정적으로 수소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병행한

역에 재생에너지 150MW 추가 수용이 가능한 계통안정

다. P2G 전용 전기요금제, 수요지 인근 P2G 설비 유치를

화 ESS 23MWh 구축(’21년, 393억 원)이 추진진다. 재

위한 안전관리 종합대책 및 허가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해 예비력 확보 차원의 빠

세 번째,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를 ESS로 활용하는

른 동작형(1분 이내) 백업설비 1,265MWh 구축(’22~’23

수송 부문 결합(V2G: Vehicle to Grid)기술이다. 전기차의

년, 1조 1,202억 원)한다. 공용 송전망 과부하 지역에

배터리를 계통과 연계하여 충방전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

ESS 500MWh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능력

전기차가 이동하는 발전소 역할을 수행한다. 전기차를 전

(’23~’25년, 3,100억 원)을 확보한다.

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추후 전기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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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충전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3개월간의 운영을 통해 전력수요량 10.9MWh이 증

양방향 충전기, V2G 통신 모듈, VGI 시스템 등 제반 기술

대(’21.3~5월)되었다. 이미 참여중인 양식장 기기 등의 참

을 개발 상용화하고 V2G Test-Bed 구축 등으로 실증을

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대규모 호텔 리조트 등 신규 에너

함께 추진한다. V2G의 보조서비스 시장 참여를 위한 시장

지 다소비업장 발굴 참여를 유도한다. 운영시간 연장으로

운영규칙 개정, V2G 실시간·ToU 요금제, 전용 충방전

플러스DR 자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기차의 플러스DR

요금 제도 등 도입을 추진한다.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잉여전력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플러스 DR(Demand Response) 기술이다. 재생

주유소를 슈퍼스테이션으로

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 잉여전력이 발생하는 경우, 가격
신호를 제공하여 전력의 소비를 유도한다. 플러스DR 참
여에 따른 수요 증대량을 평가하여 참여자원에 대해 해당

좌초자산화 우려가 있는 주유소를 활용하여 전기차 확
산에 대응해야 한다.

시점의 제주 SMP를 토대로 보상한다. 재생에너지 잉여전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수송 분야가 전기차 수소차 중

력이 가시화되는 제주도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화석연료 기반 주유소의 좌초자산

123개의 참여 고객, 계약 전력 133MW를 확보하였으며,

화가 우려된다. 전기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급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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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뉴스

충전인프라의 확산이 필요하나, 충전 수요 증가로 인한 계

고 있다. 환경 편익을 창출하는 재생에너지가 REC 제도를

통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다.

통하여 지원받는 것과 달리, 이러한 분산편익에 대한 시장

주유소를 자가발전이 가능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제도적 보상이 미비하다.

전환해야 한다. 주유소내 또는 인근에 태양광·연료전지

지역난방 집단에너지, 재생에너지 연계 ESS의 분산편

등 분산전원을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 일부

익을 지원한다. 지역난방 집단에너지 송배전망 투자 회

를 자체적으로 공급한다. 향후 인근 지역의 분산에너지(태

피 편익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 계통안정화

양광, 연료전지, DR 등)를 모집하여 통합발전소(VPP)를

편익도 지원한다.

거쳐 전력시장 또는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추진한다.
또한 분산 전원이 창출하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보상체

수요의 지역 분산 유도를 통한 전력 소비의 분산화도
중요하다.

계 도입이 필요하다. 그간 에기본 등 주요 계획에서는 지

전력수요 집중지역에 대규모 수요 추가 시 계통포화가

역난방 집단에너지,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의 분산편익

우려된다. 계통포화 완화를 위해서는 신규 송전선로 증설,

에 대한 인센티브 구축 목표가 제시되었다.

발전설비 투자 등이 필요하나 국민들의 수용성 저하로 양

지역난방 집단에너지,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는 각각
송배전망 투자 회피 편익, 계통안정화 기여 편익을 창출하

적 확대에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대규모 전력 소비자인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신규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전력계통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및 대규모 사용자에
대한 입지컨설팅 제공으로 입지 선택 시 계통 고려를 유
도하고 있고 수도권 등 전력수요 밀집지역을 지정하고, 해
당 지역에 입지하려는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계통 측
면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유인
전력 소비 발전의 분산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자가소비
확대가 필요하다. 자가소비 확대를 통해 전력망 과잉투자
를 회피하고, 발전원의 분산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
을 제고한다.
국내의 재생에너지 자가소비 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으
로 현행 태양광 지원제도의 경우 전력판매형 지원이 자가
소비형보다 우월하여 자가소비형의 설치 유인이 상대적으
로 미흡하다. 해외의 경우 자가소비형 태양광 비중이 발전
용보다 높아 계통투자 부담 해소, 에너지 안정성 에너지
자립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비전 및 정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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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에 대한 유인체계를 검토

하고 있다. 산업단지 등 전력수요 집중 지역의 자가사용

탄원전 등 소수의 대규모 발전소 위주로 관리하여 계통

전력량(판매는 불가)에 한해 인센티브(예: REC 발급) 부여

안정성을 유지했다. 추후 배전망에 연계되는 분산에너지

검토 추진한다.

의 증가에 따라 배전망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배전망운

또한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내 생산

영자(DSO)와 이를 감독하는 감독체계가 필요하다.) 한전

소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단위로 분산에너지의 생

은 배전망의 유지보수에만 집중, 능동적 제어는 미흡하

산소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분산에너지 시스템

다. 이에 분산에너지에 대한 스마트한 제어 관리를 수행하

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로 독립적이고 자율적

는 DSO 도입해야 한다.

인 전력망 운영과 관리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송배전 이용요금제를 통한 분산형 망요금도 마

마을단위의 개방형 독립형 전력플랫폼을 개발하여 운

련해야 한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망이용요금제 개발해

영한다. 이에 따라 ①기초지자체 중심의 마을단위 마이크

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에너지 가격, 지역별 계통

로그리드 기반을 조성하고 ②프로슈머 기반의 개방형 전

상황 등을 반영한 송배전망 요금제 추진하고 장외고객은

력플랫폼 개발 및 운영하며 ③지자체가 지정한 지역단체

전력시장내 고객과 전력시장외 고객(제3자기업 PPA)간

를 통해 실증사업 교육, 운영, 평가한다.

형평성을 고려한 망 요금을 마련한다.
이 외에 분산에너지 특성을 고려한 기반제도 마련과 실

분산에너지 친화적인 시장 조성

증이 추진된다. 중앙집중형 공급방식을 기반으로 한 기존
에너지관련 법규정, 제도, 시장을 정비하고 분산에너지 확

분산에너지를 시장메커니즘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
력시장을 개편해야 한다.

산을 이끌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분산에너
지 활성화를 위하여 VPPDSO 등 혁신제도 실증도 필요하

재생에너지가 사전에 계획한 발전량을 예측하여 제출

다.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하고, 이를 이행했을 경우 SMP외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정하여 분산에너지 특구지역내에서 VPPDSO 등 분산

지급한다. 20MW 초과 신재생 발전기를 중앙급전자원으

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신규 혁신 제도를 실증한다.

로 등록, 발전량 입찰 용량요금을 지급하고 출력제어에 대
한 기회비용 보상을 추진한다. 또한 전력시장의 실제 수급

기대 효과는

여건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여 정확한 전력가치를 산정,
보상하는 실시간 시장을 도입한다. 전력 품질과 신뢰도 유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추진에 따라 전력계통의 관리,

지에 기여한 유연성 자원의 적정 가치를 보상하는 보조서

수용 능력이 강화되어 분산에너지 확산의 기반이 마련될

비스 시장을 도입한다.

것으로 보인다. 생산 소비의 분산화를 유도함으로써 분산

또한 통합발전소 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관리능

에너지의 생산 소비 확대가 기대되며 분산친화적 전력시

력을 제고한다. 여러 곳에 흩어진 분산에너지를 통합관

장, 제도로 분산에너지의 안정적인 시장 참여가 예상된다.

리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 제도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발전 83.7조 원 + 산업건물 12.3조

존재하나, 역할은 제한적이어서 분산에너지를 통합하여

원으로 부문별 투자비 창출이 기대되며 생산유발 251.5조

시장에 참여하는 통합발전소를 도입한다.

원 + 부가가치 74.5조 원 + 고용유발 16.7만 명의 경제적

배전망에 연계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필요하다. 그간 계통운영자(TSO)는 송전망에 연계되는 석

파급효과가 예상하고 있다. 환경편익은 온실가스 감축 편
익에 따라 16.8조 원의 이익이 기대된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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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VA 최초로 공개하는 프로토콜 인증절차의
축약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상호 운용성 및 규정의
준수[EtherNet/IP-CT 인증]
EtherNet/IP 적합성테스트(CT/Conformance Testing)란 제품의 개발시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편리하게 이용하는 램프
(Ramp)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험이다.
글 / 조익영 전무, ODVA

세계의 벤더나 메이커들이 ODVA에 회원으로 왜
가입을 하려고 할까

정보 및 통신 기술을 산업 자동화 전 분야에서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ODVA가 설립을 되었으므로 ODVA는 인증에 매
우 신중하고 민감하게 접근하고 있다.

ODVA는 설립 초기인 1965년에 협회이름을 개방-디바

이 글의 소개문을 “EtherNet/IP 적합성테스트(CT/

이스넷제조업협회[Open-DeviceNet Vendor Association]

Conformance Testing)란 제품의 개발 시 고속도로

로 정했다. 지금은 ODVA의 이름이 [ODVA Inc.]로 바뀌었

에 진입할 때 편리하게 이용하는 램프(Ramp)와 같

다. 그렇지만 초창기 설립 취지의 정신은 그대로 이어가고

은 역할을 하는 시험이다”라고 붙였다. ODVA는 미디

있다. 즉, 개방적이고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갖는

어의 독립 네트워크 프로토콜인 공통 산업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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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Industrial Protocol) 또는 ODVA의 5대 프로
토콜인 EtherNet/IP, CIP Safety, DeviceNet, CompoNet,
ControlNet 중 IoT와 스마트 기술이 핵심 기술이 되는
자동화 시장에서 2022년부터 오픈되는 PROCESS 계
장 분야의 국제 단일통합 네트워크로 IEC가 발표하려는
Ethernet-APL기술에 ODVA의 EtherNet/IP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그 인증 절차를 소개하려고 한다.
EtherNet/IP는 본래 IEEE의 이더넷 표준인 802.3을 적
용한 기술로, PROCESS 계장 분야의 국제 단일통합 네
트워크 표준 Ethernet-APL 프로토콜이 802.3 c.g.를 적
용한 것으로, ODVA는 Ethernet-APL에 사용될 프로토콜
이 EtherNet/IP가 가지고 있는 802.3과 같은 것을 사용하
게 되어 ODVA 인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본다.

그림 1. 준수 성명서 CIP 기능 선언

물론 Ethernet-APL 프로토콜의 인증은 따로 2022년부
터 시행되겠지만, ODVA의 본질은 산업 생태계의 정보통
신생산기술시스템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및 다른
생산 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해 상용 기성품(COTS)과 표준
프로그램을 다른 목적에 의해 수정하거나 가미하지 않은
변종[variant]이 아닌 순수한 인터넷 및 이더넷 기술을 채
택함이 목적이다. 이에 ODVA의 5개 프로토콜 중 현재 세
계 공급 1순위로 부상된 산업용 인터넷-EtherNet/IP의 인
증절차를 간략하게 공개한다. 인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웹사이트(www.odva.org)에서 볼 수 있다. ODVA에
EtherNet/IP를 인증하는 벤더나 메이커 또는 ODVA 회원
이 이 자료를 참조하면 도움될 것이다.

그림 2. CIP 기능의 유연하고 집중적인 테스트를 위한
개발 모드 사용

적합성시험[CT]은 제품개발 주기가 끝날 때 과속방지
턱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개발 중에 ODVA의 프로토콜

소프트웨어는 다음 정보 인증에 필수적인 부문들을 추진

적합성 테스트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면 강력하고 일

해 가기로 한다.

관된 EtherNet/IP구현성을 제공할 수가 있다. 이 글에서
는 인증작업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보여 준다. 적합성 테스

•누락된 것으로 확인 선언된 CIP 기능

트의 첫 번째 단계는 “준수 사항”을 정확히 지키라는 것이

•발견된 비 선언 CIP 기능

다. 이 파일은 STC 파일을 말하며 장치에 의해 구현된 모
든 CIP 객체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한다. 적합성 테스트

개발 중에 STC 파일은 공통산업 프로토콜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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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테스트 소프트웨어는 적합
성 및 개발 모드를 제공한다. 개발 모
드에서는 개별 테스트 또는 일련의 테
스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
치개발의 현재 단계에 관련된 특정
CIP 네트워크 사양의 측면에 집중할

그림 3. EtherNet/IP 적합성 테스트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와이어샤크 구성

수가 있다.
적합성 시험 소프트웨어에는 수행
되는 모든 시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프로토콜 적합
성 시험 규격 또는 약칭이 PCTS이다.
CIP와 각 네트워크별 적응을 위한 별
도의 PCTS가 있다.
적합성 시험 중 문제가 발견될 때
개발, PCTS는 실제 테스트 기대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결함 해결을
안내할 수 있다. 많은 EtherNet/IP 개
그림 4. 발신인 문맥[Sender Context]을 사용한 적합성 테스트-로그와 와이어샤크 캡처의
상관관계 분석도

발자들은 와이어샤크(www.wireshark.
org)라는 것을 사용하여 장치 메시지
를 캡처[capture]하고 분석한다.
ODVA 소프트웨어와 결합된 와
이어샤크는 강력한 EtherNet/IP 개
발 도구이다. 이 조합을 이용하려면
EtherNet/IP 발신인 문맥[Sender
Context]의 필드를 사용하여 와이어

그림 5. 발신인 문맥[Sender Context]을 사용하여 로그파일 및 캡처의 빠른 검색

샤크 캡처를 적합성 테스트 로그와
정렬해야 한다.

라 EtherNet/IP 캡슐화 프로토콜의 장치구현에 대한 자

이렇게 되려면 먼저 적합성 테스트 소프트웨어(설정

동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의 리스트로 기능할

대화 상자)에서 캡슐화 로깅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한

수가 있다. 엔지니어링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STC 파일

다. 와이어샤크에서 발신인 문맥[Sender Context]을 열

에 추가장치 기능을 보태어 제품개발이 완료되면 정확

로 선택한다.

하고 완전한 STC 파일을 ODVA 테스트 서비스 공급자

이렇게 하려면 먼저 적합성 테스트 소프트웨어(설정 대

에게 전달하여 적합성테스트[CT/Conformance Test]를

화 상자)에서 캡슐화 로깅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만 한다.

수행할 수 있다.

와이어샤크에서 발신인 컨텍스트를 열로 선택한다.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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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테스트 로그 항목을 와

ODVA 이모저모

이어샤크 캡처와 연관시키

ODVA 스펙 용어 업데이트한 이유는

려면 표시된 보낸 사람 컨
텍스트를 일치시킨다.
발신인 문맥[Sender
Context]은 캡슐화 헤더
의 바이트 오프셋 12에서
시작한다. 이 값은 캡처
(Wireshark's Find Packet
사용)내의 로그-파일(Find
명령 사용)에서 직접 검색
할 수 있다.
보는 것처럼 ODVA의 적
합성 테스트 소프트웨어는

1. ODVA, 보다 포용적인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양
(Spec.) 용어 업데이트
ODVA는 2021년 4월 발행되는 DeviceNeⓇ 및 ControlNetⓇ 사양 업데이
트를 통해 ODVA 레퍼런스 내의 ‘마스터(Master) 및 슬레이브(Slave) 단어’
사용을 대체한다고 밝혔다.

적합성 CIP 장치 개발을 지

ODVA 네트워크 장치 개발자는 이러한 기능을 ‘클라이언트 및 서

원하는 추가 도구가 될 수

버(Modbus Ⓡ 장치 통합을 포함한 EtherNet/IP™)와 컨트롤러 및 장치

있다. 그러나 구현이 필요

(DeviceNet)’, ‘시스템 타임 감독자 또는 액티브 키퍼(ControlNet)’라는 단어

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

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부적절한 용어를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다. 장치를 현재 CIP 네트

번 변경 조치의 첫 번째 시리즈로 ODVA 사양 및 문서의 전체 라이브러리를

워크 라이브러리 사양에 연

업데이트하여 이러한 용어 사용을 수정하였다.

결한다. 내부 테스트 결과

ODVA의 사장 겸 전무이사인 알 베이도운(Al Beydoun) 박사는 “ODVA

와 사양이 일치하지 않을

는 산업 및 프로세스 자동화 분야에서 상호 운용이 가능한 첨단 개방형 정

경우 ODVA에 문의하여 도

보통신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ODVA는 사양 전반에 걸

움을 요청하기 바란다.

쳐 포용적이고, 정확한 언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

적합성 시험에 대한 자
세한 내용 또는 장치의 적

해 모든 전문가들이 산업 자동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토대를 조성하
고 있다”고 밝혔다.

합성 시험을 예약하려면

ODVA는 다른 기관들이 업데이트한 용어들도 이번 발행 물에 포함시킴

ODVA 웹 사이트의 CIP 제

으로써 ODVA 사양 라이브러리의 모든 표준 레퍼런스를 업데이트할 예정이

품 적합성 하위항목 적합성

다. 2021년 4월 발행되는 ODVA의 사양의 라이브러리는 www.odva.org에

시험 과정을 참조 바란다.

서 확인할 수 있다.

참조: ODVA웹사이트
(www.odva.or) KEMC

2. 리소스 제한 장치를 위한 EtherNet/IP 지원 사양에 CIP 보안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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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VA는 EtherNet/IP를 위한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확

한 프록시로 사용할 수 있다. 리소스 제한 장치는 오버헤

장 판인 CIP 보안(CIP Security) 기능을 리소스 제한 장치

드가 낮은 UDP 통신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CIP 보안 기

를 위한 EtherNet/IP지원 사양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능을 구현하기 위해 DTLS(Datagram Transport Layer

이제 CIP 보안은 접촉기 및 푸시버튼과 같은 리소스 제
한 장치에서도 장치 인증과 광범위한 트러스트 도메인 및

Security) 및 TLS(Transport Layer Security) 대신 DTLS
지원만 필요하다.

PSK(Pre-Shared Key)를 통한 장치 ID, 장치 무결성, 데

EtherNet/IP 시스템 아키텍처 SIC(Special Interest

이터 기밀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게이트웨이

Group)의 부회장인 잭 비소키(Jack Visoky)는 “최근 CIP

또는 프록시를 통한 정책 적용을 비롯해 좁은 트러스트

보안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 리소스 제한 장치에 대한 새

도메인과 사용자 인증 등의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로운 보안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악의적인 산업용 네트워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과 IIoT가 발전하고 있음

크 공격으로부터 EtherNet/IP 장치를 보호할 수 있는 향

에도 불구하고,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에 설치된 노드의 상

상된 방어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ODVA

당 부분이 여전히 이더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비용 및

의 사장 겸 전무이사인 알 베이도운(Al Beydoun) 박사는

크기, 전력 등의 제약조건들은 EtherNet/IP가 네트워크

“EtherNet/IP 네트워크의 더 많은 부분에 CIP 보안 기능을

엣지(Edgy)로 확산되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단

적용함으로써 최종 사용자는 중요한 자동화 애플리케이션

선 이더넷이 통합됨에 따라 하위 레벨 장치의 제약조건을

의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리소스 제한 장치를 위한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EtherNet/IP를 확장할 수 있는 길

EtherNet/IP 사양에 CIP 보안 기능의 추가는 엣지 보안을

이 열렸다. EtherNet/IP에 더 간단한 장치들까지 추가하

위한 필수 단계” 라고 언급했다.

게 되면, 부가적인 원격진단 및 자산 정보, 매개변수화 기

이제 CIP 보안이 제공하는 보호 기능을 더 적은 필수

능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IT와 OT 융합이 가속

기능을 갖춘 리소스 제한 장치용 CIP 보안 버전을 통해

화되고 있는 가운데, 네트워크에 더 많은 노드가 추가되

EtherNet/IP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면서 필수 자산과 사람에 대한 물리적 피해 및 재정적 손

통해 전력, 크기 및 비용 예산이 가장 작은 장치들을 안전

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 레벨의 보안 기능이

하게 보호하고, EtherNet/IP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통신 및

요구되고 있다.

제어 기능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최신 CIP 보안 업데이
트는 자동화 커뮤니티 내에서 장치 보안에 대한 리더십을

악의적인 산업용 네트워크 공격 방어해

유지하고 있는 ODVA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결과

새로운 CIP 보안 사양에는 리소스 제한 CIP 보안 프

이다. CIP 보안을 비롯한 최신 버전의 EtherNet/IP 사양은

로파일과 EtherNet/IP 기밀성 및 CIP 사용자 인증 프로

odv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일이 추가되었다. 리소스 제한 CIP 보안 프로파일은
EtherNet/IP 기밀성 프로파일과 유사하지만, 리소스 제
한 장치를 위해 간소화되었다. 단말장치 인증 및 데이

3.캐비닛 내의 리소스 제한 장치까지 확장할 수
있는 EtherNet/IP 네트워크

터 기밀성, 데이터 신뢰성 등의 기본 보안 측면은 동일
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액세스 정책 정보가 포함되

ODVA는 공급업체들이 푸시버튼 및 접촉기를 비롯해

어 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같은 보다 기능이 풍부한 장

캐비닛 내부의 리소스 제한 장치까지 네트워크를 확장할

치를 사용자 인증 및 리소스 제한 장치의 권한 부여를 위

수 있도록 향상된 EtherNet/IP™ 사양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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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크기 및 전력 요건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여
전히 유선으로 연결된 많은 엣지 노드에서 EtherNet/IP

않고도 정상적인 시스템 동작 중에 동일한 유형의 호환
가능한 노드로 교체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반도체 칩 비용이 지속적
으로 감소함에 따라 간단한 장치에서도 연결기능이 증

“가동중단 시간 줄이고, 기존자산 효율성 향상시켜”

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용 IoT가 급속히 확

ODVA의 사장 겸 전무이사인 알 베이도운(Al

장되고 있다. IT와 OT 융합이 가속화되고, EtherNet/IP

Beydoun) 박사는 “가장 작은 물리적 풋프린트와 하드웨

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접촉기와 푸시버튼과 같은 하위

어 리소스가 가장 제한된 장치까지 EtherNet/IP연결을 확

레벨의 자동화 장치의 캐비닛 내에도 EtherNet/IP를 구

장함으로써 엣지의 자동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디지털 혁

축할 수 있게 되었다.

신을 실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더 많은 장

EtherNet/IP 네트워크 상의 캐비닛 내의 리소스 제한장

치에서 진단 및 예후, 자산 식별 정보 등을 원격으로 확

치는 낮은 오버헤드의 UDP전용 리소스 제한 EtherNet/

보함으로써 계획되지 않은 가동중단 시간을 줄이고, 기존

IP 통신과 EtherNet/IP용 물리계층 인캐비닛 프로파일(In-

자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리소스가 제한된

Cabinet Profile)을 포함하고 있는 향상된 EtherNet/IP사양

장치들을 EtherNet/IP에 연결하면, 최종 사용자를 위한

을 통해 지원된다. IT 친화적인 LLDP 노드 토폴로지 검색

기존 네트워크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하위레벨

메커니즘과 자동 커미셔닝 지원, 자동장치 교체 지원과 같

의 보조네트워크와 관련 게이트웨이의 필요성이 크게 줄

은 향상된 기능을 통해 리소스 요건이 감소했다. 또한 새

어든다”고 밝혔다.

로운 회선 회로 선택을 위한 사양을 통해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시퀀스 명령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캐비닛 내부의 리소스 제한장치를 위해 확장된
EtherNet/IP는 가장 단순한 패널 내 장치를 디지털 네트워
크에 추가함으로써 투자수익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멀티 드롭 케이블링 통해 노드 비용 절감

이는 UDP 전용 EtherNet/IP통신과 단선 이더넷 사

EtherNet/IP인 캐비닛버스 솔루션은 단선 이더넷(IEEE

용 및 외부 전원과 케이블링을 캐비닛 내부에서 공유하

Std 802.3cg-2019 10BASE-T1S)을 사용하여 인터페이

여 하드웨어 요구사항을 크게 줄임으로써 가능하게 되

스 구성요소를 줄이고, 장치 당 하나의 인터페이스와 여

었다. 하위 레벨의 패널 내부 장치를 네트워크에 추가하

러 장치를 지원하는 하나의 스위치 포트가 있는 단일 캐

면, 부가적인 원격진단 및 자산정보와 매개변수화 기능,

비닛에서 멀티 드롭 케이블링을 통해 노드 비용을 절감할

자동 노드 토폴로지 검색 및 플러그앤플레이 장치 교체

수 있다. 또한 별도의 병렬실행을 제거하기 위해 혼성 네

등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제약이 있는 장치나 없는

트워크를 사용하고, 전원을 제어하는 케이블을 통해 추가

장치를 모두 하나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

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토폴로지를 위한 회선선택은

록 함으로써 장치의 가치향상 및 비용절감으로 최종자

상대위치에 대한 검색을 활성화함으로써 구성 스위치를

동화 사용자에게 분명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리소스

제거할 수 있으며, 매개변수화를 위한 어셈블리 중에 프

제한 장치의 EtherNet/IP를 위한 인캐비닛 프로파일을

로그래밍 툴과 직접 연결할 수 있다. 어셈블리 시간은 절

비롯해 최신 버전의 EtherNet/IP 사양은 odva.org에서

연 변위(천공) 커넥터를 통해 대부분의 와이어 및 케이블

확인할 수 있다. KEMC

준비 작업을 제거함으로써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노
드는 플러그앤플레이 방식의 엔지니어링 툴을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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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Watch

슈나이더 일렉트릭 “이것이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 위한 최신 솔루션”
‘이노베이션 데이-미래의 데이터센터’ 행사 통해 최신 트렌드 소개
글 / 신윤오 기자 yoshin@elec4.co.kr

터 관련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슈나이더는
글로벌 사례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지속가능한 데이터센
터 구축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품군
을 소개하는 이번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이노베이션 데이’
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시장현황과 함께 데이터 센터, 클라
우드, 엣지에서의 특화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제품을 이
노베이션 허브를 통해 한자리에서 확인했다.
행사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김경록 대표의 미래
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슈나이더 일
렉트릭 전문가들이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설비 및 솔루
션을 전달하는 7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회복력 있는 데이터센터를 위한 ‘하이 레벨 통합 아키텍
처 소개’, 데이터 센터를 위한 지능형 전력관리 및 빌딩 자
동제어 솔루션 ‘에코스트럭쳐 파워 & 빌딩’, 인공지능 기반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김경록 대표

데이터센터 DCIM 솔루션 ‘에코스트럭처 IT’ 등을 집중적으
로 다뤘다. 이외에도 신뢰성을 보장하는 전력설비, ASCO의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산업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비용 및 전력 소모
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로드뱅크, UPS전원 공급 솔루션과 국내외 적용사례를 소개
하며, PUE저감을 위한 고효율 쿨링 방식 등을 소개됐다.
또한, C-level 컨퍼런스 및 기자 간담회에서는 한국데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한국지사 대표 김경록)가 6

이터센터연합회 그린데이터센터인증 기술위원장인 단국

월15일부터 16일까지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이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나연묵 교수가 데이터센터 시장 주

노베이션 데이-미래의 데이터센터(Innovation Days:

요 동향을 소개하고, 김경록 대표가 데이터센터의 친환경

EcoStruxure for Data Center Seoul 2021)’를 개최했다.

에너지 전략 5가지 ▲ 과감하고 실현가능한 전략 수립 ▲

방대한 데이터를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전력 소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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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설계 구현 ▲ 운영 효율성 추구 ▲ 재생 에너지
구매 ▲ 공급망에서의 탄소 제거 등을 소개했다.

친환경 에너지 전략 5가지

SK건설, AWS, 마이크로소프트, Digital Realty, NHN, 등과

이밖에도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이노베이션 허브

같은 데이터센터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된 110여개 업체

(Innovation Hub)에서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과 솔루

에서 참석했다. KEMC

션도 소개했다. 이번 전시 공간에서는 데이터센터 인프
라 및 에너지 모니터링을 위한 핵심 소프트웨어 6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통합관제시스템’과 대형 데
이터센터에 해당하는 ‘엔터프라이즈·코로케이션 데이터
센터’ 솔루션이 전시되어 99%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UPS
Galaxy VL과 지능형 전력 제어 센터(Intelligent Power
Control Center), 지능형 모터 제어 센터(Intelligent Motor
Control Center), 스마트 빌딩 관리 기술 등 총 14종에 이
르는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했다.
이외에도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응답과 네트워
크 대역폭 한계를 극복하는 소형 데이터센터인 엣지 데이
터센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소개했다. 엣지 데
이터센터를 위한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보장하는 신제품인
Smart UPS, 리튬 이온과 설비투자비용(CAPEX)를 최대
48%까지 절감할 수 있는 43U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등,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데이터센터 통합관제시스템

총 6종의 다양한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김경록 대표는 “ESG(Enviro
nment·Social·Governance) 경영을 ‘친환경’에 집중하
는 국내외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 운영 측면에
서도 전력 사용량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
을 줄이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5년간 ESG
요소를 고려해 세계를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
력해온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이번 행사를 통해 데이터센
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ESG를 충족하기 위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하고 필요한 솔
루션들을 소개하고자 했다”며,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기
업들이 데이터센터의 운영의 효율성 및 탈탄소화를 달성
할 수 있는 미래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사는 코로나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이틀 간 3
회에 걸쳐 행사가 진행됐으며, KT, SK브로드밴드, LGU+,

99%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UPS Galaxy 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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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 고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 –105 호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
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설치대체개조증설폐지)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2. “유지”란 각각의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순시점검 및 수리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용”이란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조작ㆍ가동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ㆍ측정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 등을 말한다.
5.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상시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6. “정기점검”이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 정밀(연차)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
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사 중 점검”이란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중인 공사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
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제1항의 안전관
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8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구분

주기
월차

분기

반기

연차

공사중

감리

- 절연저항 측정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저압 전기설비 점검
- 누설전류 측정

○

△
-

○

- 절연저항 측정

-

-

-

○

-

-

- 절연내력 측정

-

-

-

○

-

-

- 접지저항 측정
변압기 점검
- 절연저항

-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절연유)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예비
발전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설비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적외선 열화상 측정
전원품질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압 이상 전기설비 점검

△

○

-

-

-

-

-

-

-

○

-

-

-

-

-

기록서식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

별지 제4호

-

별지 제5호

-

별지 제6호

-

별지 제7호

-

-

-

별지 제8호

[비고] ○ : 필수, △ : 필요시
1. 위 표의 측정·시험항목 중 절연내력 측정은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
할 수 있다.
2. 위 표의 측정·시험항목 중 법 제11조의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점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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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점검주기 및 점검횟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
여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용량별 점검횟수 및 간격
용량별

저압

고압
이상

점검횟수

점검 간격

1~300㎾이하

월1회

20일 이상

300㎾초과

월2회

10일 이상

1~300㎾이하

월1회

20일 이상

300㎾초과~500㎾이하

월2회

10일 이상

500㎾초과~700㎾이하

월3회

7일 이상

700㎾초과~1,500㎾ 이하

월4회

5일 이상

1,500㎾초과~2,000㎾이하

월5회

4일 이상

2,000㎾초과~

월6회

3일 이상

[비고]
1.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해당설비의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점검간격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점검결과의 판정) 점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1. 부적합 판정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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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언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ㆍ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와 점검자가 같은 경우 별지 서식(제2호∼제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
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법정검사 전 조치사항)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가 시행규칙 제6
조제3항의 사용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용전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정해진 기간 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
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및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현장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는 경우 검사자와 협력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
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④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9조(계측장비 교정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ㆍ운용 업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에 따라 다음의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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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장비 등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
구 분

계전기 시험기

절연내력 시험기

절연유 내압 시험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계측장비 교정

전원품질분석기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회로시험기

접지저항 측정기
클램프미터

특고압 COS 조작봉

저압검전기
안전장구 시험

고압ㆍ특고압 검전기
고압절연장갑
절연장화

절연안전모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년)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제10조(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에 따른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전기설비
개ㆍ보수 및 기타 작업시 입회하여 작업지시 및 업무의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정전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준비사항 확인
2. 작업시간 및 공사구역 표지판 설치
3. 정전 중 차단기, 개폐기의 오조작에 대한 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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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원 투입 시 작업자 위치확인 등 안전여부 확인
5. 작업책임자의 지정과 그 책임내용 확인
6.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화재위험 작업, 그 밖의 위험작업 등)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완료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1. 완공된 전기설비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공사에 사용된 모든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되었는지의 여부
3. 완공된 전기설비의 점검 및 측정 실시
제11조(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에 관한 안전관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
독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갖춰야 한다.
제12조(공사계획 서류 검토)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가 해당설비의 설치ㆍ변경 등 공사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을 검토함에 있어 전기설비기술기준 적합 여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 감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감
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2.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중 불합리한 부분, 착오 및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의견을 관련자
및 소유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진행되거나 공사의 품질에 중대한 결함이 예상되는 경우에
는 소유자와 사전협의하여 공사를 중지 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종업원에 대하여 재해 및 전기사고 발생시 조치에 필요한 지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재발방지 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전기적 요인으로 사고 및 이상상태 발생 시에는 필요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원인을 밝혀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복장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작업성격과 기상,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
록 적합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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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 고시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자세히 알고 그 사용범위를 넘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그 밖의 고압이상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써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소유자 등의 협조를 받아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전력수급위기대응 협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력수급위기대응 및 훈련과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적극 협조를 구해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전력수급위기대응을 위한 단전 및 절전참여
2. 비상발전기 가동 및 비상부하 운영
3. 그 밖의 전력수급위기대응 관련 정부요청사항

제3장 전기사고 대응대책
제19조(전기재해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비
 상재해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널리 알리고,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 및 지시를 하여
야 한다.
2. 재해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 공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해 복구에 따른 전기의 재공급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전기사고 대처요령)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발생 시 사고유형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다음 요
령에 따라 사고별로 대처하여야 한다.
1. 정전사고
가. 정전이 확인되면 곧바로 비상용예비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나.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다. 전기설비점검 등을 통한 전기공급 재개에 대비한다.
2. 감전사고
가. 전원을 차단하고 피재자를 위험지역에서 대피시킨다.
나. 피재자의 의식ㆍ호흡ㆍ맥박ㆍ출혈상태 등을 확인한다.
다. 피재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ㆍ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3. 전기설비사고
가. 사
 고내용 청취 및 사고설비에 대해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차단기를 개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설비의
정전상태를 확인한다.
나. 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중심으로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다. 이후 각 전기설비별 사고처리를 실시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고 사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고조사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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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필요시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한전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는다.
제21조(중대사고보고) 소유자 등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구 분

사고 구분

사고규모 (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15조)
화재사고

ㆍ인명피해 : 사망 2명 이상 / 부상 3명 이상
ㆍ재산피해 : 3억(추정가액) 이상
ㆍ국가 주요시설, 대규모 다중이용시설(피해정도와 무관)

감전사고

ㆍ사망 2명 이상 / 부상 3명 이상

설비사고

ㆍ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1시간 이상 정전

제2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
년 6월 15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00호, 2021. 6.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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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를 위한 어떤 안정성 이슈가 있는가
Stability Issues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Perovskite Solar Cells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잠재적으로는 높은 효율과 대면적 제작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안정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풀

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특히, 저 수분 투과율 및 유연성이 확보된 봉지재 개발은 유연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성 기술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열화 관련 연구들을 소개하는
한편 안정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저자 / 손형진, 김태현, 김성현, 주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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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형진 저
 자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박사 학연 과정 중이다.
• 김태현 저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석사 학연 과정 중이다.
• 김성현 저자는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전자부품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 주병권 교
 수는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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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1.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상용화

보고되고 있다. 이는 실리콘 태양전지의 최고 효율인
26% 대에 매우 근접한 수치이며, 기존 고효율 무기 태

최근 지구 온난화 및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대체 에너
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태양광 산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양전지 주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정부차원의 지원을 늘리는 한편 시장 규모에 대한 기대

하지만, 오늘날 신흥 태양광 기술의 시장에서 경쟁력

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금까지 태양광 산업은 결

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림 1과 같이 공정 비용, 효율 그리

정질 실리콘 태양전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

고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페로브

근 유연한 전자 소재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유무기 하

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잠재적으로는 높은 효율과 대면적

이브리드 물질을 활용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주

제작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안정성에 있어서는 여전

목받고 있다. 특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Perovskite

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현재는 페로브스카

Solar Cells, PSCs)는 다양한 색채와 간단한 제작 방법

이트 태양전지 기술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 안정성을

그리고 유연성 등 매력적인 시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페로브스카

평가되고 있다.

이트 태양전지는 유기 물질을 사용하는 특성 상 외부 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지난 10년 간 관련 연

경에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

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그결과 비약적인 성능 개

인 열화 유발 인자로는 광, 열, 수분 등을 들 수 있는데,

선을 이루어냈다. 최초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이러한 인자들은 보통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복합

는 2009년 일본의 미야사카(Miyasaka) 교수 팀에 의

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열화 인자를 명확히 특정 짓기

해 액체 전해질을 기반으로 한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

가 쉽지 않다. 한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와 유사한 구조로 개발되었다. 당시 광활성 물질로 사

수행되어야 할 사항은 바로 봉지 기술일 것이다. 이러한

용되었던 메틸암모늄요오드화납(CH 3NH 3PbI 3)은 액체
전해질에서 매우 불안정한 특성을 보였으며, 이로 인
해 광전 변환 효율 또한 3.81%의 낮은 성능을 보인 것
으로 보고되었다. 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남규 교수 연구팀은 액체 전해질을 고체형 유기 물
질인 spiro-OMeTAD (2,2′,7,7′-tetrakis(N,N-di-pmethoxyphenylamine) 9,9′-spirobifluorene)로 대체
함으로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광전 변환 효율이 9.7%까지 향상되는 등 매우 고
무적인 결과를 얻어냈다. 해당 연구를 통해 페로브스
카이트 태양전지는 큰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이 때를
기점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시행되었다. 이후 수많
은 연구팀들이 참여하였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물질 및 결정 구조 변화 그리고 공정 최적화 과정 등을
통해 최근 25.2%에 달하는 최고 효율을 달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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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상용화를 위한 필요 조건들

봉지 기술을 위해서는 외부의 산소 및 수분을 막아주는

나 주석(Sn), 그리고 X는 요오드(I), 브롬 (Br) 혹은 염소

봉지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봉지재로써 갖추어야 할 요

(Cl)가 주로 쓰이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장치

구 조건은 무엇보다 수분 투과율을 크게 낮추어야 하며,

의 기본 구조는 그림 2(right)와 같이 두 전극 사이에 샌

플렉서블 태양전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연성 또한 확

드위치 된 유무기 광 활성층으로 구성되며, 공정 상 전

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저 수분 투과율 및 유연

면 전극, 광 활성층, 그리고 후면 전극이 유리 기판 위에

성이 확보된 봉지재 개발은 유연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순차적으로 증착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투명전

전지의 안정성 기술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극 소재로는 FTO(Fluorine doped Tin Oxide)로 보통 유

여기서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열화 관련 연구들

리기판 위에 증착되어 빛을 투과시키는 전면 전극 역할

을 소개하는 한편 안정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을 수행한다. 광 흡수층으로써 우수한 광전 변환 효율을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보이는 물질은 메틸암모늄요오드화납(CH3NH3PbI3) 화합
물로 대략 400nm에서 800nm 사이의 빛을 흡수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증착되는 후면 전극은 Ag

2. 페
 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기본 구조 및
동작 원리

나 Au 등 반사성 금속으로 광 흡수층에서 미처 흡수되지
못한 빛을 반사 시켜 제차 흡수시키도록 유도한다. 하지
만, 이는 가장 기본적인 태양전지 구조로 금속과 유무

페로브스카이트는 러시아의 광물학자인 L. A.

기 활성층 간 일 함수차이로부터 발생되는 캐리어 손실

Perovski 에 의해 발견된 티탄산칼슘(CaTiO3) 무기 화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달 물질

합물의 구조에서 유래되었다. 기본적인 결정구조는 그

들을 활성층과 전극 사이에 삽입시켜야 한다. 이러한 캐

림 2(left)와 같이 ABX3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널리

리어 전달 물질은 적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금속 산화

사용되는 태양전지의 흡수층 물질로써 A는 세슘(Cs)이

물이나 유기 물질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때 가장 많이

나 메틸 암모늄(methyl ammonium, MA), B는 납(Pb)이

사용되는 전자 및 정공 전달 물질로 각각 TiO2와 spiro-

그림 2.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결정구조와 디바이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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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TAD를 들 수 있다. 페로브스카
이트 태양전지의 기본 구동 원리로
는 전면 전극을 통과한 빛이 광 활성
층에 흡수되어 전자 정공 쌍을 생성
시키며, 전도대의 전자는 TiO2를 거
쳐 전면 전극 쪽으로 그리고 가전자
대의 정공은 spiro-OMeTAD를 거쳐
후면 전극으로 이동하여 외부로 추
출되는 방식이다.

3. 페
 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의 주요 열화 메커니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낮은
안정성은 그 상용화를 가로막는 최
대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

그림 3. 열과 수분 침투에 의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열화 과정

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열화
유발인자로는 광, 열 그리고 대기 중의 산소 및 수분 등을

의한 페로브스카이트의 화학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들 수 있다. 이 중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열화 인자로는 수분과 열이 대부분을 차지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본질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수분에 의한 열화는 매우 심각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유기물질의 흡습성과도 깊
은 연관이 있다. 이러한 성질은 페로브스카이트 광 활성
층의 분해를 촉진시키며 이로 인해 태양전지 장치의 각
종 문제를 야기한다. 그림 3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장치의 열화 프로세스를 단계 별로 나타내고 있다. 유리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인 CH3NH3PbI3는 유입된 수분에

로 잘 동봉된 태양전지 셀은 상온에서 높은 수분 차단력

의해 CH3NH3와 PbI3로 분해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을 보이며 따라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초기 상태

각종 부산물들은 인접하는 다른 층들에 물리적 화학적 변

를 잘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고온 다습한 환경에 놓이게

화를 초래한다. 페로브스카이트 물질로부터 발생한 메틸

되면 동봉된 유리의 접합부인 가장자리 틈새를 통해 외부

아민(CH3NH2)과 요오드화 수소 산(Hydroiodic acid, HI)은

의 수분이 유입되며, 이로 인해 페로브스카이트 광 활성층

끓는점이 매우 낮으며 따라서 고온에서 보통 가스의 형태

이 분해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아래 식들은 수분 접촉에

를 띈다. 이러한 가스들은 광 활성층 및 인접한 층들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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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동(void)을 생성시키는 한편 계면 간 균열을 유발한

결정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시도로는

다. 또한, HI는 산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금속성 후면 전극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의 유기 이온을 변화시켜 보았는데,

에 심각한 산화 및 부식을 유발시키고 결과적으로 태양전

보고된 바에 의하면 methylammonium(MA, CH3NH3+)를

지의 직렬 저항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렇듯 대부

formamidinium(FA, NH2CH]NH2+)으로 일부 혹은 전체를

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주요 열화 과정은 광 활성

치환하였을 때 습도 뿐 아니라 열적으로도 안정성이 개

층의 변화로부터 촉발되며, 따라서 외부 환경에 대한 물질

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 안정성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성 개선의 일환으로 two-dimensional(2D)
구조의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
반적으로 2D 구조의 페로브스카이트는 기존 three-

4.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의 결정구조에 따른 안정성

dimensional(3D)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의 특정 면을 따
라 분리된 여러 개의 무기 층들 사이에 유기물들이 삽

페로브스카이트의 안정성은 해당 물질의 격자 구조

입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기물들은 소수성

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페로브스

(hydrophobic)을 가지고 있으므로, 2D 페로브스카

카이트 물질을 얻기 위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가

이트 물질이 수분 저항성을 갖게 하는 원인으로 작

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는 몇 가지 할로겐화물들

용한다. 2D 구조의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중 하나인

이 혼합된 페로브스카이트를 제조하는 것이다. 당시 몇

(PEA)2(MA)2[Pb3I10] (PEA=C6H5(CH2)2NH3+)는 습도 조건

몇 연구들에 의해 CH3NH3PbBr3 물질이 CH3NH3PbI 보

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였으며, 물질 구조는 그림 4(a)와

다 수분에 덜 민감하다는 것을 관측하였다. 하지만, 순수

같이 3D(MA)[PbI3] 물질의 두 개의 무기 층 사이에 PEA

한 CH3NH3PbBr3 물질은 CH3NH3PbI에 비해 매우 낮은

를 삽입시킨 형태를 보인다. Karunadasa 연구팀은 이

발전 성능을 보였으므로, 한국화학연구원의 석상일 박사

런(PEA)2(MA)2[Pb3I10]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태양전지

연구팀은 이들 물질 사이의 화학적 조성을 조절하여 제

의 광 활성층으로 사용해 본 결과 그림 4(b)에서 보는 바

조한 CH3NH3Pb(I1-xBrx)3를 광 활성층으로 활용해 보았

와 같이 기존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인(MA)[PbI3]는 상대

다. 흥미롭게도, CH3NH3Pb(I1-xBrx)3 (x=0.2, 0.29)를 이

습도 52% 조건에서 완전히 분해되어 PbI2로 전환된 반

용해 제조된 태양전지의 경우 높은 발전 효율과 함께 상

면(PEA)2(MA)2[Pb3I10] 물질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음을

대습도 55% 조건 하에서 20일 동안 안정적으로 성능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D(ZnPc)0.5MAn-

을 유지하였다. 해당 연구결과의 원인으로 페로브스카이

1

트 격자 구조의 변화를 지목하고 있는데, Pb-Br 결합이

tetra-ammonium zinc phthalocyanine(ZnPc)이 그림

Pb-I 결합보다 결속력이 더 크며 I원소가 더 작은 크기의

5(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3D 페로브스카이트 필름

Br으로 치환됨으로써 격자 상수가 감소한 것을 그 원인

의 grain boundary에 존재하는 결함들을 메꿔 줌으로써

으로 보고 있다. 이후 페로브스카이트에 Br 도핑을 대신

공정 효율성 및 안정성을 모두 개선시킬 수 있었다. 그림

해 pseudohalgen thiocyanate(SCN-)이 I를 치환함으로

5(b)는 ZnPc를 함유한 경우 습도조건에서 페로브스카이

써 상대 습도 85% 이상의 조건하에서도 매우 우수한 수

트의 분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분 저항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원인으로 SNC-

를 태양전지에 적용해 본 결과 기존 3D 페로브스카이트

가 Pb 이온과 강한 인력을 보임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물질에 비해 발전 효율을 1% 이상 개선시켰으며, 상대습

PbnI 3n+1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들 수 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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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5% 조건에서 2000시간 동안 초기 효율의 95%를 유

나 85% 상대습도 조건에서 페로브스카이트의 분해에 의

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 황변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
지의 가장 자리가 노출된 만큼 에폭시 레진만으론 충분한
수분 차단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그

5.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캡슐화 공정

림 6(a)의 B 방식은 기존 유기 발광 소자에서 많이 사용되
는 방식으로 홈이 있는 커버 유리를 이용해 셀을 덮은 후

이와 같이 페로브스카이트 열화의 경우 습도에 매우 민

가장 자리만을 에폭시 레진으로 접합시키는 방법이다. 이

감하며 따라서 수분 차단을 위한 캡슐화 공정이 반드시

때 커버 유리는 전면과 측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를 가지

필요하다. 이미 다수의 연구를 통해 캡슐화된 페로브스카

고 있으며, 내부의 잔류 수분은 건조제를 부착시켜 제거하

이트 태양전지의 경우 그렇지 않은 태양전지에 비해 안정

였다. 이 방식의 경우 85% 습도 조건에서도 페로브스카이

성이 대폭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페로브

트의 분해가 관측되지 않았으며, 해당 결과는 페로브스카

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장기 신뢰성을 위해 다양한 캡슐화

이트 태양전지의 캡슐화 공정 시 가장 자리의 수분 차단

공정 관련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

력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의 캡슐화 공정은 보통 얇은 유리를 이용해 셀을 덮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이때 에폭시 레진과 같은 실란트를 이
용해 유리를 접합시킨다. 여기서 수분 침투는 대부분 유리

6. 앞으로의 연구 방향

의 전면이 아닌 접합 부분의 가장자리를 통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접합부의 틈새를 메우는 실란트의 역할이 매우 중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지난 10년 간 수많은 연구

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실란트의 경화 시 가해지는 자

를 통해 경이로운 효율 개선을 이루어 냈다. 하지만, 페로

외선 및 열처리는 때때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열

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

화를 진행시키기도 한다. 몇몇 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

정성 개선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할 때이다. 비록

태양전지에 적합한 캡슐화 공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에폭

지금까지 관련 연구를 통해 초기의 수 분에 지나지 않던

시 레진 및 경화 방법들을 평가해보았다. 그 결과 열 경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수명이 수천 시간으로 증가하

에폭시의 경우 대부분 80°C 이상의 열처리로 인해 페로브

긴 하였으나, 실질적인 상업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충분하

스카이트의 초기 성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지 못하다. 이를 위해선 현실에 적용 가능한 더 가혹한 환

다. 하지만 자외선 경화 에폭시의 경우 페로브스카이트 태

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 개발되어

양전지에 좀 더 적합한 실란트로 평가받았으나, 다만 여기

야 하며, 이것만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상업화를

서도 자외선 노출로 인한 페로브스카이트의 광 열화를 방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았듯, 페

지하기 위해 태양전지 셀 부분을 빛으로부터 차단시키는

로브스카이트의 열화는 수분 접촉에 의한 물질 분해가 가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 크게 작용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페로브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그림 6과 같이 페로브스카이트의

카이트 물질의 구조 변화, 전하 전달층 및 전극 물질에 대

캡슐화 방식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았다. 첫 번째는 그림

한 안정성 개선 그리고 캡슐화 공정 개발 등에 대한 지속

6(a)에서 A 방식과 같이 에폭시 레진을 태양전지 셀과 커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중 캡슐화 공정은 페로브

버 유리 사이에 전면 도포하는 방법으로 캡슐화 하였으

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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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페로브스카이
트 태양전지의 장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투습율이 매우 낮은 봉지재 및 실란트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캡슐화 공
정에 사용되는 실란트의 경우 기존 유기발광
소자나 유기태양전지에서 사용되는 에폭시
레진을 차용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페로브스
카이트의 경우 기존 실란트 경화 조건들에
의해 상당 부분 열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 수분에 대한 민감도 또한 훨
씬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페로
브스카이트 물질에 적합한 실란트 물질 개발
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지금까지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성 연구에 있어 미흡했던 부
분들을 짚어보려 한다. 우선 페로브스카이
트 태양전지의 열적 안정성을 좀 더 향상시
킬 필요가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는 80°C 이상의 열처리 조건에서 초기 효율
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는 외부 요인이 아
닌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자체의 열적 안정성
과 연관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몇몇 연구들
을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 60°C 이하에
서 상 변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현재까지도 해당 메커니즘에 대한 체계
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페로브스카이트의 신뢰성 테스트
에 있어, 시험 조건에 대한 범용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많은 페로브스

그림 6.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인캡 기술 및 열화 현상

카이트의 안정성 연구에서 각각 너무도 다른
시험 조건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연구자들 간 실험 결

한 구체적인 신뢰성 테스트 조건들 즉 온도, 습도, 산소량

과의 해석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연구에 대한 실

및 광 조사 출력 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들이 시급히 마련

질적인 공유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

되어야 할 것이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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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입액 성상

산화탄소(CO2) 30~45%로, 여기에 원료에 단백질이 있으

바이오가스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원료의 유기물

면 암모니아(NH3), 황화수소(H2S)가 함유된다. 각 유기물

농도(VS 또는 CODCr), 질소 농도, 혐기 분해성을 들 수

의 바이오가스조성은 이론적으로는 <표 2-1>와 같이 나타

있다. 바이오가스 발생량 산정에 있어 투입액 중의 유기물

난다. 실제로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바이오가스 중의

농도(VS 또는 CODCr)를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메탄농도는 아래 표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 규제하고 있는 COD 규제 값은 CODMn이

스의 성상은 기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동물성 잔사

나 실제 가스 발생량을 추정하거나 산출할 시에는 CODCr

등과 같이 단백질이나 지질이 많은 경우에는 메탄농도가

값이 유용하다.

올라 가스량은 늘어난다. 한편 야채나 과일 같이 탄수화물

또한 질소는 균체 형성을 위한 필수원소이지만 한편으

이 많은 경우에는 메탄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로 농도가 과다하게 되면 생성암모니아에 의한 혐기소화
저해를 일으켜 바이오가스를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그 농도를 파악해야 하
며, 특히 유입되는 폐기물의 C/N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하여 적정한 C/N비를 산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여러 성상의 바이오매스를 병합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러한 것에서 시설을 설계할 때는 실태 조사에
기초하여 분석한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표 2-1> 각 유기물의 바이오가스 발생량과 조성 예

구분

가스량(Nm3/t)

CH4(%)

CO2(%)

지방

1,250

68

32

탄수화물
단백질

790

704

50

71

50

29

또한 메탄농도가 운전 중에 급히 저하하는 경우는 투입
원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3) 바이오가스 조성
통상, 바이오가스의 주성분은 메탄(CH4) 55~7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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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 투입량, 농도 등의 조정을 조속히 실시해야 할 필
요가 있다. 황화수소의 발생은 황산염의 환원과 단백질의

분해에 따르므로 원료 중의 황산염 농도와 단백질 농도에

한편 고온일수록 단백질·아미노산의 암모니아화가 진

영향을 받는다. 바이오가스 중의 황화수소 농도는 처리대상

행되기 쉽고 또 미생물에 독성이 강한 유리암모니아가 많

에 따라 수백 ppm에서 수천 ppm 범위로 변화한다. 황화수

아지므로 암모니아 저해에 대한 안전성은 중온소화가 높

소가 많아지면 바이오가스의 품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다고 알려져 있지만, 각각의 경우로 평가가 달라진다. 더

유리 황화수소가 혐기소화를 저해시키는 경우도 있다.

욱이 소화액의 수처리로 저농도까지 유기물을 제거하려고
하는 경우는 고온소화 방법이 가수분해율이 높아 용해성

(4) 혐기 소화 온도

유기물이 많고 잔류하기 쉬우므로 중온소화 방법이 유리

[그림 2-1]과 같이, 혐기소화는 중온(35℃ 부근), 고온

하다. 고온소화는 필연적으로 중온소화보다 가온에 필요

(55℃ 부근)의 두 가지 최적 온도영역이 있는데 두 가지

한 열에너지가 많아지므로 에너지수지에서 이해득실을 잘

는 불연속인 현상으로 최적 온도에 맞는 메탄 생성 세균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냉한지에서는 고온소화방

의 종류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고온 소화 쪽이 미생물

법이 에너지회수율의 관점에서는 불리하지만 가스발생량

의 증식속도가 크기 때문에 용적 부하를 크게 하는 것이

이 많은 원료의 경우는 냉한지의 겨울철에도 발전잉여열

가능하고, 동시에 가스 발생량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량으로 충분히 얻는 경우도 있고, 원료에 따라서는 적용

더욱이 고온이면 고온일수록 저장조 내 점액도는 낮아져

가능한 경우도 있다.

교반도 비교적 용이해진다. 때문에 설치면적을 적게 하
고 에너지회수율을 높이고 싶은 경우에는 고온소화를 사

(5) 용적부하

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고온소화의 소화조건 55℃, 15일

혐기소화 반응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적절

간 체류는 70℃, 1시간과 같은 살균효력을 기대할 수 있

한 양의 기질을 연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 혐기

으므로 소화액을 액비로 이용하는 등 원료살균이 필요한

소화조에 공급하는 유기물부하를 관용적으로 용적부하라

경우도 유리하다.

고 부르고, 혐기소화조 1 m3당, 1일 공급되는 유기물량으
로 나타낸다. 유기물은 휘발성고형물(VS) 또는 화학적산
소요구량(CODCr)으로 표시되어 단위는 kg-VS/m3·d
또는 kg-CODCr/m3·d을 이용한다. 어느 것을 이용하는
가는 기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분석이 용이한 VS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단 VS에서는 미생물 분해가 되지
않는 리그닌이나 셀룰로오스도 포함되므로 단순히 이 수
치만으로 용적부하의 대소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같은 기질간에만 비교 가능하다. 고온소화, 중온소화에서
어느 것이 용적부하를 높일 수 있는가는 원료에 따라 다
르다. 예를 들면, 질소농도가 높은 원료의 경우 소화조에
암모니아가 많이 축적되지만 고온일수록 암모니아에 의
한 저해가 현저해지므로 중온소화 방법이 용적부하를 높
이는 경우가 있다.

[그림 2-1] 혐기소화 온도와 필요 체류일수

혐기소화조의 체류시간은 일반적으로 소화조 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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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투입량으로 나눈 수치로 표시하는데 용적부하와 깊

(가) 원료의 가온

은 관계가 있다. 체류시간은 분해율이나 운전의 안정성

가온방법의 하나로서 유입되는 원료를 가온한다. 유입

뿐만 아니라 균체농도 유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원료의 가온은 원료가 흘러가는 관을 가온하는 방식을 취

실제 기질 분해에서는 고형물의 가수분해 등에 시간이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온에 의하여 관이 막히는 폐색이

걸려 고온에서는 15∼20일 정도, 중온에서는 20∼30일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정도가 필요하다.

로 설치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열 교환기는 스파이럴식 열
교환기, 이중관식 열교환기, 교반기구 부착 이중관식 열교

6) 가온

환기, 순환관 내 직접 증기흡입 방식 등이 있다.

종래의 고농도 폐수 처리용 혐기소화에서는 [그림 2-2]
와 같이 외부간접가온, 증기흡입에 의한 직접가온방식 등

(나) 소화조 보온

이 이용되고 있다. 이들 가온에서 저장조 내 교반이 불충분

소화조는 방열량을 낮추기 위해 보온재로 덮어두는 것

하면 저장조 내의 온도분포에 치우침이 발생하여 혐기소화

이 일반적이다. 소화조 표면에서의 방열을 회수하는 대표

에 최적인 온도 이상 또는 이하의 영역이 나타나거나, 특히

적인 방법으로는 저장조 안에 히팅파이프 또는 재킷을 설

증기흡입 방식에서는 흡입구 부근에서 미생물의 사멸로 이

치하거나, 저장조 바깥에 히팅파이프 또는 재킷을 설치하

어지는 온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가온

는 방법이 있다. 높은 온도의 보온구조를 취할수록 방열은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소화조 내에서의 충분한 교반이

감소하며 설비비는 높아지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작아진다.

충족되어야 한다. 종래 고형물 농도가 낮은 원료는 저장조
내 오니의 교반 이동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으면서

(다) 가온의 열원 및 가온방법

충분한 교반이 가능한 가온방법이 사용되어왔다.

가온에는 열원이 필요한데 열매체로서 증기 혹은 온수

에너지 회수형에 고농도 유기성 원료의 경우 심한 교반

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방법은 바이오가스를 발

이나 이동은 소화조 내외에서 기대할 수 없다. 또 고온소화

전하여 코제너레이션(cogeneration) 열을 이용(엔진배열,

의 경우 흡입 증기량이 증가하여 저장조 내 오니 농도가 저

배가스배열 등)하는 방법, 바이오가스 보일러를 이용하는

하한다. 안정한 온도관리를 위해 원료의 가온 공정과 소화

방법, 바이오가스로 열량이 부족한 경우에 화석연료에서

조의 보온으로 나누어 소화온도를 유지시키는 경우가 많다.

유래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시운전을 개시한
직후에 소화조에 메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바이오가스
열원이 확보되지 않을 시에는 외부 열원의 사용이 불가피
하므로 외부에너지와 내부에너지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
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독일의 윤데 마을 등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수집하여 저장하
고, 소화조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 이용하는 방법 등을 채
용하고 있다.
열 교환 방식에는 원료 가온식, 소화조 가온식, 내부 가

[그림 2-2] 혐기소화조의 가온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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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식 등이 있다. 소화조의 형식, 형상이나 교반 방식 등과

<표 2-2> 혐기소화조 내부가온을 위한 열교환 방식

원료 가온식

소화조 가온식

내부 가온식

의 조합은 각 업체의 독자적인 기술로 되어 있다. 우리나

이러한 제어온도보다 높을 때는 역으로 미생물이 사멸할

라는 초기에는 소화조 가온방식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소

수 있어 메탄생성을 저해할 수 있다. 초기 설정 온도 상

화조 외부에 열선을 설치하거나, 자켓을 설치하여 운영하

승에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생물이 온도에 순응할 수

면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온도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

있도록 서서히 온도를 상승시키고 유지시켜야 한다.

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는 원료 가온식과 내부
가온식을 병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원료 가온식은 유입

(7) 교반

되는 원료와 순환되는 내부수를 관로로 흐르게 하여 일

일반적으로 고형물 농도가 낮은 습식소화에서는 완전

정 온도를 가온하여 유입순환시키는 방식이다. 내부 가온

혼합형(CSTR) 소화조가 많이 이용되고, 고형물 농도가 높

식은 소화조 내에 열교환이 가능한 파이프를 설치하여 스

은 건식소화에서는 교반이 곤란해 압출 흐름형(PFR) 소화

팀으로 가온한 온수를 순환시키거나, 히팅 파이프를 설치

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여 가온하는 방
법이다. 이러한
가온에서 주의해
야 할 점은 온도
가 국부적으로 올
라가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한다는 점
이다. 혐기성 미
생물은 35℃와
55℃ 전후에서 활
성화되는 미생물
로 분류되는데,

[그림 2-3] 혐기소화조 교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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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전혼합형 소화조

및 장래의 유지 관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사

교반 방법은 저장조 내 액체를 순환하는 액순환 방식,

항목을 설정하고, 그 후 기상 자료 조사, 현지 조사, 설문

반응기 내부에 설치된 임펠러, 스크류 등에 의하여 교반하

조사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한다. 각각의 사항

는 기계 교반, 발생되는 가스를 순환시키거나 발생 가스압

에 관해서 생각되는 조사 항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을 이용하는 가스 교반으로 구분하며, 원료나 소화조의 구

이러한 조사 항목 중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

조에 따라 적정한 방법을 선택한다.

생산시스템의 도입 검토에 필요한 항목에 관하여 적절한

또한 이들 방법이 단독 혹은 조합되어 이용된다. 소화

조사를 한다.

조의 교반은 통상 필요 최저한도로 한다. 특히 고농도 유
기성원료의 경우는 교반 동력이 커지기 쉬우므로 유의해

(가) 지역의 개요 조사

야한다.

① 지역의 사회, 경제, 사업자 현황

소화조의 교반방식은 업체마다 독자적인 방법이 개발

㉮지
 역의 사업자 현황 : 기존의 바이오매스 처리의

되고 있다. 기계 교반은 균일한 교반을 기대할 수 있지만

문제점이나, 사업장 현황, 발생되는 유기성 폐기

기계의 동력에 의해서는 운전 경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

물의 특성을 파악한다. 특히 대상지역의 바이오

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에너지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 형태와 필요량은
주변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토지 이

(나) 압출흐름형

용 상황, 농지 등의 조건, 지역 내에서 유기물의

소화조는 횡형으로 흐르는 방향에 긴 원통형으로 되어

유통을 고려한 자원화시설에서 생성되는 생성물

있다. 투입과 배출만으로 소화조내의 기질이 순차 이동하

의 이용과 바이오 에너지 생산시스템의 적용성에

여 저장조 안은 압출흐름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 가스를

관하여 검토한다.

빼내거나 고형물의 침강을 방지하기 위해 완만한 교반을

㉯지
 역의 사회·경제 입지 구조 : 지역의 사회·경

한다. 흐름방향으로 혼합되는 것은 극히 적은 경우이므로

제 구조에 있어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

출구에서 입구로 균체를 이송한다

게 하기 위하여 토지, 노동력, 자본의 수급 동향,
생산물의 가격 동향, 지역의 산업 구조를 조사 분

나. 상세공정 설정과 물량 산출

석하고, 대상 사업장의 장래의 발전 방향과 바이

(1) 사전 조사 및 부지 선정

오 에너지 생산시스템의 적용성 검토를 한다.

조사는 입지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바이오 에너지

② 사회적 입지 조건(배수·하천, 도로, 취락, 전기, 수

생산시스템의 적용성 검토나 시스템 규모의 결정, 각 설

도 등의 정비 조건)대상 사업장 주변의 배수·하천

비의 설계나 시공 방법 및 향후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

상황, 도로 정비 상황, 취락 위치 및 전기·수도 등

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설계, 시공,

의 정비 상황을 정리한다. 또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

유지관리까지 포함할 수 있는 계획성이 있는 조사를 실시

시스템의 적용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대상 사업장 및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상 조건이나 지역 특성 등 지역성

공동처리가 가능한 사업장의 범위를 조사하여 대상

이 높은 사항에 관해서는 대상 사업장을 상대로 한 지역

시설의 계획 위치, 규모의 검토에 참조할 수 있다.

별 설문 조사가 중요하다.

사회적 입지 조건에 관해서는 이하의 항목에 관하여

처음에 바이오 에너지 생산시스템의 계획, 시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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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하고, 도면 등의 정리를 한다.

- 도로망 : 관리자별, 구조별, 제설·비 제설 등의
통행 규제별
- 배수·하천 : 하천 종류, 수질 유형, 보호 수면 등
의 법규제, 유역으로의 이수 상황

지형 조사는 해당 시설의 각 설비에 대하여 적절한 위
치를 결정하고, 시설의 시스템 설계, 각설비의 구조 설계,
시공 계획 및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전제가 되는 지형상
의 제약 요인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

- 전기, 전화, 수도 등의 배치, 규격·용량

형 조사에서는 자료 수집, 현지 답사, 평면·종단·횡단

- 주택 밀집지나 평온 환경을 필요로 하는 시설(학

측량 등을 실시한다.

교, 병원 등) 부근 등의 건설 부적지
③ 타사업 및 지역 개발 계획과 관련

② 지반 조사

선행하는 다른 사업이나 각 지자체에서 수립한 폐기물

지반 조사는 각설비의 구조 설계와 시공 계획에 필요한

처리 기본계획 및 가축분뇨 재활용계획, 에너지 비전 등을

지반의 공학적 성질을 파악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아래

조사하고, 이러한 계획과 연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의 작업 등을 한다. 혐기성 소화 시설은 펌프, 배관, 교반

한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기 등의 기계 설비가 많고, 또 가연성의 바이오가스를 취

의 처리시스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하기 때문에 구조물의 지지력에 대한 검토가 특히 중요
하다. 또한 필요에 따라 내진 설계와 토양의 침식 등이 일

④ 관리에 관한 조사

어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바이오 에너지 생산시스템의 관리는, 원료의 반입, 처

- 자료 수집

리액의 처리 및 반출·살포, 기기류 운전 등 하드웨어적인

- 현지 답사

것 외에 노무 관리, 자금 관리, 안전 관리 등 소프트웨어적

- 보링 조사

인 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사운딩

이러한 관리를 사업자 및 지자체의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

- 샘플링과 그 해석

은 어려우며 위탁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규관리 업

- 원 위치 시험

무를 수행하는 공사 및 조합의 조직 및 기존의 조직에 위

③ 기상 조사

탁하는 것에 대한 여부 등에관해 검토 한다.

기상 조건은 바이오 에너지 생산시설이나 주변 정비의

위탁 가능한 기존의 조직은 지자체에서 설립한 공사,

설계, 시공 계획, 원료의 반입 방식이나 부산물의 처리 및

전문위탁관리업체, 조합,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업체 등을

반출 방식의 수립, 에너지 계획의 검토 등, 계획, 설계, 시

고려할 수 있지만, 각 지역에서의 조직 상황에 관하여 조

공, 관리각각에 관계된다. 특히 동절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하고, 관리 위탁의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한다.

시설의 각 설비에 대한 방한 대책이나 적설 대책, 동계 원

또한 경찰서, 소방서 및 민간 경비 회사의 서비스 지역,

료의 반입로 확보, 반입된 원료의 동결 등, 동절기의 기상

기기류의 유지 보수 체제 등 평상시 및 긴급 시에 가능한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

대응의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적절한 관리 시설의

한, 수분이 많은 바이오매스를 취급하는 시설인 경우 빗물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 시설 부지 외로의 유출에 유의하는 것도 필요하고, 국
부적인 강우 이력이나 호우 시의 배수 경로 등에 관한 청

(나) 지형·지반 조사
① 지형 조사

취 조사도 필요하다.
기상 자료는 이미 설치된 측후소 및 관측소의 자료를

59

Technical Series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청취 조사를 통한

주체로 하는 처리시설의 건설 예정 지점은 대략

현지 실정을 파악하고, 바이오 에너지 생산시스템의 적용

도시근교 및 농촌 지역이 해당 된다. 근교 및 농촌

성을 검토하거나 시설 계획, 설계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한

지역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설

다. 기상 자료와 관련하여 기온, 풍향·풍력, 강수량, 강설

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에

량·적설심, 적산한도, 동결심 등을 조사한다.

관해서는 주로 다음의 항목에 관하여 조사한다.
- 처리시설과 민가, 취락등과 거리: 악취, 소음,

④ 주변 환경 조사

진동

시설 건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 또는 자연환경에

- 처리시설 주변의 배수 상황, 보호 하천, 지정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처리 시설의 특징을 고

하천, 호수와 늪 등: 수질 오염

려하여 환경과 조화를 도모하는 적절한 대책을 취할 필요

- 처리시설 주변의 식재 상황: 악취, 소음, 경관

가 있다. 처리 시설의 환경과의 조화 측면에서 건설 시의

- 처리시설 위치와 풍향: 악취

진동·소음, 유지 관리시의 진동·소음, 악취, 폐수처리

또한 이러한 각종 환경 규제 기준은 지역별로 차

등이 중요하다.
㉮ 생활환경에 관계되는 조사 : 건설 시 진동 및 소음

⑤ 바이오매스의 배출 사업장에 대한 조사

은 시공 방법을 통해서도 완화가 가능하지만, 학

1/10,000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대상 사업장의 위치도

교, 병원, 주택 등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시설의

및 토지이용 구분도를 작성하여, 원료의 반입, 처리액의

유무에 관하여 조사하여 진동 및 소음 등의 공해

반출·살포를 고려한 바이오매스 반입 사업장의 범위와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시설 가동

처리시설의 건설 위치 및 규모 개요의 검토에 활용할 수

시에 발생이 우려되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또는

있다.

악취에 관계되는 사항 중 주변 지역의 생활 환경

생물유래 바이오매스는 기본적으로 전부 바이오 에너

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영향

지화가 가능하지만, 사육 형태에 따라 처리가 곤란한 협잡

이 적은 처리 방식의 선택, 차단 녹지의 설치, 취

물이 혼입되고 계획대로 원료의 회수량을 확보할 수 없는

락으로부터의 거리의 확보 등 적절한 대책을 검토

경우도 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에 계절별 또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장래 개발 계획 등에

요일별 차이가 있고, 가축분뇨 중 우분의 경우, 방목하면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분뇨 회수량이 저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반입예정인 사

㉯ 자연 환경 보전에 관한 조사 : 시공 중 오수나 유

업장의 형태 및 운영 형태를 조사하여 부원료 등의 사용

지 관리 시 폐수가 수생 동물에 악영향을 주지 않

상황이나 기존의 처리형태, 반입량이 저하되는 시기 등을

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 하천 내 수

파악하여 바이오 에너지 생산시스템의 적용성 검토나 후

중 생물 및 어패류의 서식 상황을 조사하고, 수질

술하는 부존량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오염 방지법 등의 검토를 통한 대책을 마련할 필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대표자 성명, 위치,

요가 있다. 또 지역에 따라 상수도 보호 구역이나

형태 등, 원료의 형태, 부원료의 종류, 발생량 및 성상, 기

보존 녹지 지역이 많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협의

존의 처리 방식, 처리설비, 처리 시간, 처리 경비 등의 항

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목에 관하여 현상 및 장래 예측을 포함하는 조사를 수행

㉰ 경관과 조화 : 생물유래 바이오매스(바이오매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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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고, 사진, 조사표 및 도면을 정리한다.

⑥ 생물유래 바이오매스 및 부자재의 부존량 조사

어느 정도의 잔사는 소각 혹은 매립을 고려하여

처리대상 바이오매스의 성상에 따라 처리 방식이 한정

폐기물처리시설과 인접한 곳이 유용하다.

되기도 한다. 전술의 영농 상황 조사를 통해 획득한 제원

㉱하
 수 및 정화조·분뇨 등의 슬러지 처리와 연계

을 활용하고, 각종 처리방식을 통해 이용 가능한 바이오매

성 검토 : 하수 및 정화조·분뇨 등의 처리과정

스의 부존량을 파악한다. 또한 바이오 에너지화에서는 일

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함께 병합 처리하여 바

정량의 범위에서, 바이오매스와 동시에 농업계 잔재, 생활

이오 에너지화하는 경우는 슬러지 발생장소와

계 잔재, 어업계 잔재 등을 부자재로서 이용하는 것도 가

이송 방법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능하다. 이와 같은 부자재의 이용은 바이오 에너지 생산량
을 증대 하고, 시설의 에너지 수지를 호전되게 한다. 따라

(2)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경제성 분석

서 바이오매스 양과 동시에 이러한 부존량을 조사하고, 지
역에 적합했던 바이오 에너지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
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부자재의 형상과 관련하여 처리 전에 분쇄 등의 전처리
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상 등의 특징도 고려하
여 부존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⑦ 부지 선정
처리시설의 부지 조건의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판단 기준이 된다.
㉮ 필요한 대지 면적을 확보 가능한 토지 : 플랜트의
필요 면적뿐만 아니라, 악취 대책이나 반출입 차
량의 통행면에서 어느 정도의 넓이를 가진 대지
가 필요하다.
㉯ 폐수처리를 연계할 수 있는 장소 : 기존의 폐수
처리시설(하수처리장, 침출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내, 또는 수송운반이 용이한 인
접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폐수처리시설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
는 경우, 폐수의 이송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하수관과 접속하는 경우는 하수관을 신규로 설
치하는 길이가 짧은 장소가 유용하다.
㉰ 부산물 처리의 편리성이 확보되는 장소 : 퇴비화
하는 경우, 특히 냄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장
소여야 한다.

[그림 2-6]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경제성 분석 예시

(3)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기본설계도서 작성
기본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및 지침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268호)”을 참고할 수 있으며, 관련 조항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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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산업용 IoT 주요 솔루션 리뷰

(가) 제4조(기본설계의 내용 등)

⑬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 시방서 작성

기본설계는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

⑭ 설계 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과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②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③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 지표 조사 및
설계 반영 필요성 검토

⑮관
 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 설계 시 검토하여
야 할 사항
⑯기
 타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 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 발주청은 기본설계 기간 중 주민 이해당사자 및

④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공사 시

⑤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⑥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시행할 때 예비타당성조

⑦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의 검토

사 및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

⑧ 대안별 시설물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여 설계내용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

⑨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여야 한다.

⑩ 개략 공사비 및 공기 산정

(나) 제6조(설계도서 작성기준)

⑪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용

①설
 계도서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
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지 조사
⑫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②발
 주청은 건설공사의 특성과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그림 2-7]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기본설계도서 작성 예시(반입 및 전처리 설비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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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기본설계도서 작성 예시(발전 및 열원공급설비 계통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

경우는 없으며, 유입원료의 투입을 위한 반입 및 투입설

준”과는 별도로 추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비, 혐기소화조로 유입하기 전 전처리 설비, 후단 혐기소

있다.

화 폐액을 처리하기 위한 폐수처리설비, 발생되는 악취

③ 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기술개

를 제어하기 위한 악취제거설비 등이 통합적으로 설치되

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

어야 한다. 심지어 혐기소화 전 또는 후에 고액분리 과정

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

을 두어 고상은 건조하여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액상만 혐

표준”에 따른다.

기소화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기체바이오 에너지인
바이오 가스와 고체바이오 에너지인 고형연료를 동시 생

4. 상세 설계

산하는 복합 바이오 연료 생산공정이 된다. 즉, 처리하고

가. 통합시스템 설계

자 하는 대상원료의 특성에 맞게 공정을 설계하고 필요시

(1) 통합 바이오 에너지 생산시스템

2종 이상의 복합 바이오 에너지 생산공정을 설계할 수 있

일반적으로 바이오 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어야 한다.

때 단일공정으로만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복
합공정으로 설치된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예로 들면 바
이오가스가 생산되는 주 공정인 혐기소화조만 설치하는

<다음호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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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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