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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뉴스
국내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연내에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마련한다

Technical Series
바이오 연료시스템 설계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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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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9

Electric Information

Contents
KEMC News(조합 소식)

10

전기계 뉴스
한전KDN,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13

한전, 자체 개발 AI 재생에너지 예측기술 활용

14

전력연구원, EV 초급속 충전인프라 개발

15

동서발전,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에 수소연료전지 사업

16

서부발전, 포스코·현대중공업과 레질리언스 기술교류

17

남부발전, 중동의 바람길을 열다

18

중부발전, 목포해양대와 해상풍력 인재육성 협약

19

한수원, 제주도 탄소중립 실현 앞장

20

KERI, 배터리 음극재 대량 제조기술 상용화

21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공단과 신재생에너지 안전강화

22

에기평, 중견기업 ESG 이행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조성

23

산업 뉴스
국내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연내에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마련한다		

24

정책 뉴스
RPS 제도 일부 개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한다
등록일자 | 2016. 10. 5
인 쇄 일 | 2021. 9. 7
발 행 일 | 2021. 9. 10
발행인|곽기영

28

Market Trend
글로벌 태양광 시장진출, 공급망 강화 및 신시장 개척해야

32

Product Review

편집인|신창환
발 행 처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38(야탑동,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Tel. (031)724-6100(代)
Fax. (031)704-8337
홈페이지 | www.kemc.co.kr
편집 및 광고문의 | 스마트앤컴퍼니(주)
Tel. (02)841-0017
Fax. (02)841-0584
인 쇄 처 | (주)에스제이피앤비 (02)3159-9101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배터리 저장 시스템용 SINAMICS PCS 전력 변환 시스템

36

에너지 산업 고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38

Special Report
EtherNet/IP 네트워크의 기능적 안전통신을 적용하는 방법

46

Technical Series
바이오 연료시스템 설계④

57

Kemc
News

전기조합, 전기산업분야 중소기업 수출촉진 위한
동남아 지역 온라인 수출상담회 지원

의 수출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코로나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마케팅 기법전환이 이
루어진 후 실시된 수출지원 방식을 새롭게 경험하고, 온
라인에서 만난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향후
오프라인 전시회 개최 시 대면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조합은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
척을 위해 9. 8(수)부터 참가업체를 모집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의 온라인 수출상담회(11. 24 ~ 25 예정)
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추진
해 나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업 신용평가기관 (주)나이스디앤비
업무 제휴 알림
- 우리조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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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접속 됩니다.
- 기업평가서비스 수수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곽기영)은 전기산업 분

구분

야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동남아지역 [베트
남, 라오스 / 8. 25(수) ~ 9. 3(금)]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남아지역 수출상담회는 국내기업 15개사(베트남 11
개사, 라오스 6개사)가 참여해 기업별로 매칭된 32개사
현지 바이어와 함께 1:1 수출상담회를 진행하여 총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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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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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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
공공기관
유형
입찰을 위한
무관
기술등급
(TCB) 평가

규모무관

400,000

280,000

공공입찰
+
기술등급
평가

결혼을 축하합니다.
(유)이오전기 이원식 대표이사 딸 결혼

[9/11(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주)한강기전 유근영 대표이사 본인상

- 회원사 신용평가 애로사항 및 무료 개별 상담 업무

[7/8(목)]

한성중전기기공업(주) 이용주 대표이사 모친상 [7/19(월)]

① 회원사를 위한 전문 상담사 운영

(주)예성엔지니어링 장갑동 대표이사 빙모상

[7/21(수)]

② 기업평가 등급 관련 상담 및 재무 관련 상담 제공

(주)일성계전 이완 대표이사 부친상

[7/28(수)]

- 부가 서비스 할인

(주)한국전원 이호율 대표이사 빙부상

[8/1(일)]

① 예비진단 서비스 50% 할인

(주)선광하이텍 서종원 대표이사 모친상

[8/22(일)]

② 플러스리뷰 서비스 20% 할인

신성산전(주) 이주억 대표이사 빙모상

[8/24(화)]

동호회 동향
■ 한국전기공업인 산악회 8월 제362회 산행
- 일 시 : 2021년 8월 21일(토) 오전 10시
- 장 소 : 남산 둘레길
(만남의장소 : 1호선 서울역 5번출구)
■ 한국전기공업인 산악회 9월 제363회 산행
- 일 시 : 2021년 9월 18일(토) 오전 10시
- 장 소 : 관악산 둘레길
(만남의장소 : 관악산 입구 시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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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월 신규가입 조합원
업체명

(주)길상일렉트릭
(주)원테크

(주)와이제이

대표자

주생산품

안교헌

소재지

수배전반

김민철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5번로 60

수배전반

서연주

가입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1길 292-56

변압기

경북 경주시 외동읍 구어들밑길 145

2021.07.15

2021.07.15

2021.08.20

2021년 7, 8월 공동판매 사업 계약(발주) 현황
다수공급자 계약
품 목

7월

건 수

배전반

2

분전반

600,842

4

합 계

15,948

6

616,790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한국전력공사)
품 목

고효율주상

발주수량(대)

3,499

내염형주상

879

컴팩트형지상

253

부하개폐형지상

19

합 계

7,957

지명 경쟁		
배전반
합 계

건 수

배전반
합 계

12

7월

1

건 수
-

발주금액(VAT별도)

4,896,412

7월

건 수
1

136,089

발주수량(대)

8월

2,732

2,852
622

2,547,998

217

209,377

11

14,268,876

6,434

금 액(VAT별도)

건 수

517,720

6

8월

6

금 액(VAT별도)

건 수

-

8

-

131,859

2

1,604,639

8

금 액(VAT별도)

4,230

1

5,010,450

517,720

1

공동상표
품 목

7월

3,307

고효율아몰퍼스주상

품 목

금 액(VAT별도)

8월

(단위 : 천  원)

(단위 : 천  원)
발주금액(VAT별도)

3,873,941

3,925,448
1,089,064

2,339,551
121,218

11,349,222
(단위 : 천  원)
금 액(VAT별도)
2,788,700

2,788,700

8월

(단위 : 천  원)
금 액(VAT별도)
1,052,997
1,052,997

전기계 뉴스

한전KDN,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새로운 데이터 가치 창출과 경제 활성화
한전KDN(사장 김장현)은
산업통상자원부 1호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산
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42호)이 되었다.
한전KDN의 지정은 지난해
8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
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
호법) 시행에 따라 가명정보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대체
하는 등 가명처리 한 정보)의
결합 필요성이 대두되고, 각
기관이 가진 가명정보 결합은
공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국
가에서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
이후 산업통산자원 분야 첫 지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전KDN 설환욱 IT사업처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시

가명정보 결합의 주요사례로는 CCTV정보, 모바일 이

장이 급부상하고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4차

동정보, 카드정보 등의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추가 감염을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인 데이터를 활용한 新사업모델 발

방지하기 위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굴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안전한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통한 새로운 경제 성장 동

한전KDN은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력과 사회 가치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정한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인 조직·인력, 공간·시

한편, 한전KDN은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사업모델

설, 시스템 및 보안, 정책·절차, 재정 6개 분야 27개 항목

발굴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결합 시범

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결합전문

과제」와 대내·외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결

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합전문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들의 사용편이성 제고

한전KDN은 금번 결합전문기관 지정으로 각 기관 내부
에서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었던 보유 데이터를 결합하여

를 위해 결합처리포털시스템(https://kdcc.kdn.com)을 준
비하고 있다. KEMC

그 활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 가치 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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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자체 개발 AI 재생에너지 예측기술 활용
켑코솔라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기술 지원

한국전력(사장 정승일)은 캡코솔라(대표이사 하봉수)의

태양광 발전량 예측기술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

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를 지원하기

측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한 발전

위해 한전 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태양

기 추가 기동정지 및 증감발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광 발전량 예측기술’을 제공해 활용할 계획이다.

전력계통 운영이 기대된다.

한전이 개발한 AI 기반 예측기술은 태양광 발전소의 발

한전과 켑코솔라는 이 기술의 활용과 예측제도 참여를

전실적과 기상 관측 데이터를 딥러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위해 8월 27일에 켑코솔라 본사에서 ‘태양광 발전소의 발

알고리즘을 도출하고 기상예보 데이터가 입력되면 발전량

전량 예측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전력거래소의 예측제도 참

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여를 위한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MOU

한전은 이 기술의 사업성을 검증하기 위해 켑코솔라가

체결을 통해 한전은 태양광 발전량 예측기술을 켑코솔라

제공한 152개 태양광 발전소(9.3MW)의 발전정보를 분석

에 지원하고, 켑코솔라는 이를 발전소 운영시스템에 적용

하여 지난 7월 1개월간 예측제도 기준 95% 이상의 발전량

하여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 도입된 전력거래소 예측

예측 정확도를 달성했다.

제도에 참여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전은 재생에너지의 계통연계 확대에 따른 발전출력

체결식에는 한전 김태용 디지털변환처장, 정상오 데이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데이터사이언스

터사이언스연구소장 및 켑코솔라 하봉수 대표이사 등이

연구소, 전력연구원과 T/F를 구성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량

참석했다. 김태용 한전 디지털변환처장은 “한전과 켑코솔

예측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 3월 초기 알고리즘

라의 협약으로 효율적인 계통운영과 더불어 발전량 예측

개발 후 현재까지 298MW의 실증 사이트를 대상으로 알

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

고리즘을 수정보완해왔다.

다”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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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구원, EV 초급속 충전인프라 개발
e모빌리티 보급의 핵심기술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와 장거리 이동에 대응하기 위해 초급속 충전인프라
운영기술을 개발했다.
초급속 충전인프라는 올해 발표된 4차 ‘친환경차 기본
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확산을 견인하게 되며,
도심지 집중시설과 휴게소와 같은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으로 인증해 충전할 수 있는 기술로,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필요한 통신, 암호화보안, 인증 등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전력연구원은 개발된 기술규격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활용하고, 올해 하반기에 한전 초급속 충전소
구축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대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다.
전력연구원 관계자는 “초급속 충전 인프라는 충전기술
의 플래그십 성격으로 글로벌 전기차 기술경쟁과 보급을

초급속 충전기는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하고자 기존 통

이끌 수 있는 인프라이자, e-ship, 도심항공교통(UAM) 등

합형 충전기와 다르게 큰 전력변환 설비를 충전 위치에서

과 같은 미래의 e모빌리티 보급에 필요한 핵심기술”이라

이격했으며, 각종 노이즈 영향을 최소화하고 충전구 배치

며 “전력연구원의 충전 인프라 설비는 국제표준에 기반한

가 자유로워 동시 충전 대수도 늘어났다. 또 전기차를 높

기능과 성능검증이 가능하고, 충전고객과 운영사업자가

은 전력으로 충전하면서 발생하는 케이블 내부의 열을 냉

상생할 수 있는 미래형 인프라로 진화해 나아갈 것”이라

각하는데 IEC 62196-3-1 국제표준 기술기준을 적용해 안

고 말했다. KEMC

전기준도 강화했다.
전력연구원은 이
전에 개발한 충전인
프라 보안기술과 플
러그 앤 차지 기술
을 초급속 충전인
프라에도 적용했는
데, 이는 국제표준
ISOIEC 15118에 기
반한 다양한 국내
외 전기차 보급 시장
을 넓히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ISOIEC
15118은 전기차에 플
러그를 꽂기만 하면
다른 조작 없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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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에 수소연료전지 사업
5개 기관 업무협약 … 친환경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선업단지 전력공급에 필요한 변
전소, 자재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전력과
동서발전에 에너지저장소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등을 건립할 토
지를 매각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
를 담당한다. 경상남도와 밀양시
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
정적 지원을 맡는다.
아울러 5개 기관은 밀양 나노
국가산단이 탄소중립을 위한 우수
협력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형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등 수소경
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
단지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보탠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삼아
경상남도와 밀양시가 친환경 저탄소 경제 전환을 가속화

동서발전은 최근 밀양시청에서 경상남도, 밀양시, 한국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와 협력해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부지 매입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박일

고 말했다.

호 밀양시장, 김태옥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김현준 한국토
지주택공사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료전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가스 미

이 협약은 정부의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정책에 부

보급 지역주민들에게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는

응하기 위해 민관공이 밀양시의 산업단지 조성 분양 단

‘생활SOC형 연료전지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부생

계부터 상호 협력하고 발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

수소를 활용한 세계 최초 연료전지 발전소인 대산수소연

다. 협약에 따라 동서발전은 산업단지에 청정수소발전인

료전지(50㎿급)를 건설운영하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15MW급)를 건립하고 공장 지붕을

공동으로 수소전기차 기술 기반의 수소연료전지 상용화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한다.

추진하는 등 관련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수소산업 생태계

한국전력은 계통안전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소(ES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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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KEMC

서부발전, 포스코·현대중공업과 레질리언스 기술교류
시스템안전 구축해 사고 ‘예방’ 업무협약 체결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은 8월 25일 포스코, 현대중
공업, 시스템안전학회와 ‘시스템(레질리언스) 안전 기술교
류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
이 협약은 서부발전을 비롯해 포스코, 현대중공업, 시
스템안전학회가 시스템 안전제도와 관리체계를 구축해 사
고예방의 선순환체계를 정착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산업안
전보건공단이 협약사의 시스템 안전경영 향상을 위해 자
문역할을 맡는다.
협약 참여사들은 향후 ▲안전담당 책임자들로 구성된
인적네트워크 구성 ▲일선 현장의 시스템안전 체계 도입
과 운영정보 공유 ▲실무협의체 구성 및 기술교류 등을

비대면으로 포스코, 현대중공업, 시스템안전학회와 시스템안전
기술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한 강정구 서부발전 안전경영처장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시스템 안전이란 산업현장의 자동화·정보화 기술 발

실천과제를 도출해 추진 중에 있다.

달로 산업재해 역시 다양한 원인이 연관돼 발생함에 따라,

강정구 서부발전 안전경영처장은 “현장중심 안전경영

단순히 개별 재해요인이 아닌 시스템적 측면에서 종합적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제화뿐만 아니

인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라 시스템 차원에서 안전문화 선순환체계를 정착해야 한

서부발전은 지난해 ‘레질리언스 안전이론’을 국내 최초

다”며 “우리는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중심

로 발전현장에 도입해 레질리언스 중장기 전략체계와 4

의 안전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부발전형 시스템안전’

대 전략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협력사의 안전수준에 따라

을 정착해 협력사를 비롯한 전직원의 안전수준을 높여 나

등급을 매기는 ‘WP 안전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22개 세부

가겠다”고 말했다. KEMC

태안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지원에 1억원 기부
서부발전은 9월 3일 ‘태안경제 살리기 사랑 나눔 기부

내라 태안경제 공동선언’ 실천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서

행사’에 참여, 2천만 원의 물품 기증과 함께 연말까지 저

부발전 등 공동선언에 참여한 8개 기관 임직원이 코로나

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1억 원의 기부

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위해 태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눔 기부 행사는 지난 8월 코

안지역 물품을 구입하여 기증하면, 태안군이 지역의 어려

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한 ‘힘

운 이웃들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한다. KEMC

17

전기계 뉴스

남부발전, 중동의 바람길을 열다
요르단 타필라 지역 51MW 규모 풍력단지 종합준공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요르단 정부의
공사중단 조치와 국경 폐쇄의 영향으로 인
력, 기자재 수급 등 건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남부발전은 요르단 정부와 협상을 통
한 건설인력의 특별입국 승인, 지역주민 채
용 등의 적극적인 대안모색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해 종합준공을 이뤄냈다.
남부발전은 향후 대한풍력 운영을 통해 요
르단 타필라 지역 5만여 가구에 청정에너지
를 공급할 예정이며, 현지에서 발전소 유지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이 요르단 대한풍력 발전사

보수, 물류, 경비보안 업무 등에 약 40여 명의 현지인을

업의 종합준공으로 중동의 바람길 개척에서 드디어 그 결

고용해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남

실을 보게 됐다. 남부발전은 최근 요르단 암만(Amman)에

부발전은 지난 2020년 칠레 태양광 발전사업에 이어 금

위치한 W호텔에서 ‘요르단 대한풍력 발전소’ 준공식을 개

번 요르단 대한풍력 발전사업도 결실을 보는 등, 해외 재

최했다. 준공식에는 한국남부발전 이승우 사장, 주요르단

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ESG경영과 탄소중립

대한민국 대사, 요르단 에너지자원부 장관, 요르단 전기

에 기여할 계획이다.

위원회 위원장, 요르단 전력공사 사장 등 주요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승우 사장은 “대한풍력 발전사업은 발전사 최초 중동
풍력사업으로 부지확보, 인허가 등 사업개발 전 과정을 남

요르단 대한풍력 발전사업은 남부발전과 DL에너지(구

부발전이 독자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

대림에너지)가 각각 지분 50%를 투자해 요르단 타필라

며, “향후 남부발전이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영역을

(Tafila) 지역에 3.45MW 규모 풍력발전기 15기(설비용량

확장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1.75MW)를 개발·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

한편, 남부발전은 국산 풍력 발전산업의 저변확대를 위

에는 총 1,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준공 후 20

해 2011년부터 ‘국산풍력 100기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

년간 요르단 전력청(NEPCO)과 전력판매 계약을 통해 총

여 현재 약 3.3.GW의 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풍

3,600억 원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력발전의 선도기업이다. 이번 요르단 대한풍력 발전사업

그동안 남부발전은 2015년 요르단 정부의 사업승인을

은 이러한 남부발전의 축적된 역량에 바탕한 성과로 국내

획득한 후 부지확보, 인허가, 전력판매계약(PPA), 금융조

기업과 동반진출은 물론, 해외 풍력사업 Track Record를

달 등 약 3년여에 걸친 끈질긴 노력과 협상으로 전력구매

확보함으로써 해외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

계약, 자금조달 및 착공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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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목포해양대와 해상풍력 인재육성 협약
GWO와 IRATA 인증 해상풍력 교육센터 설립
한국중부발전(사장 김호빈)은 9월 8일 국립 목포해양대학

한편 중부발전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목포해양대학교

교(총장 박성현)와 목포해양대 대학본부에서 “해상풍력 운영

와 함께 서남해권 풍력단지 설계운영 기술개발 및 인력

정비(O&M) 국제 인증 교육센터 추진협약”을 체결하였다.

교류 등 산학협력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본 협약에 따라 목포해양대는 국내 최초로 세계풍력기

한국중부발전 김호빈 사장은 “2030년까지 중부발전은

구(GWO)와 국제산업로프협회(IRATA)가 인증하는 해상풍

신재생 발전비율 30%를 달성하기 위하여, 풍력 전문인력

력 교육센터를 설립하게 되며, 중부발전은 센터 설립 지

200명 육성과 풍력단지 10GW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전사

원과 중부발전 직원의 국제 인증 교육과정 참여를 통하여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며, 목포해양대에서 배출된 인재를

풍력 O&M 전문인력을 자체 보유하게 된다.

중부발전 국내외 풍력단지에 활용하여 친환경 분야 양질

중부발전은 풍력 O&M 역량 강화를 위해 이미 2019
년부터 KOMIPO 풍력 정비학교를 3회 시행하였으며, 약

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 공기업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KEMC

100명의 풍력 O&M 기술교육 수료생을 확보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이번에 설립되는 해상풍력 O&M 교육센터
를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서 핵심이 되는 풍력
인재를 양성하여, 풍력단지 이용률 제고, 친환경 일자리
창출 및 부수적으로 국산 제조사와 협업을 통한 설비 국
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2025년까지 동 교육센터
를 통해 약 200명의 자체 O&M 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인
력은 제주 한림해상풍력 등의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KOMIPO Social Bridge’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5억원 출연
중부발전은 8월 30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농

립되었다. 중부발전은 본 기금에 2018년도부터 출연하였

어촌상생협력기금 25억원을 출연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

으며 농어촌의 ▲소득성장, 수익창출, 일자리 증가를 통한

였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역경제활성화 ▲그린스마트 인프라 구축, KOMIPO 디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7.1)」에 의거 한중 FTA 행으로

털 상생 공유로 도농간 격차 극복 ▲주민의 역량강화를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의 지속가

통한 사회문제 해결 등 중부발전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사

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

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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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 뉴스

한수원, 제주도 탄소중립 실현 앞장
제주 친환경 에너지사업 모델 해외 공동진출도
이 업무협약을 통해 이들 기
관은 ‘제주도 친환경 에너지사
업 모델의 국내외 공동 진출’
및 ‘각 기관의 고유한 장점을
살린 수자원 개발·관리’ 등 제
주도의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제주
도 지역에 신재생 설비를 적극
보급하는 것은 물론, 현안 해결
에 공동 노력함으로써 탄소 없
는 녹색섬을 만드는데 한수원
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수원은 제주도 국제컨
벤션센터에서 (사)국제녹색섬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9월 7일 제주도 국제컨

포럼, 제주녹색섬발전협의회와 ‘제주도 녹색섬 환경문제

벤션센터에서 제주에너지공사(주), 제주대학교 스마트그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5개 섬

리드 인력양성사업단과 ‘제주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상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우도, 추자도)을 대상으로 한 상

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협력 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KEMC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소 개소
한수원이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예정지 인근에 건설소를
마련하고 최근 개소식을 열었다.

용될 계획이다.
한수원은 충북 영동군 양강면 일원에 500MW(250MW×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소는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에 위

2) 규모의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을 계획중으로, 2022년부터

치하고 있으며, 사무 공간 외에도 홍보전시 공간, 민원상

도로 이설공사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시작할 예정이

담실 등을 갖추고 있어 지역주민 소통 공간으로 적극 활

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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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배터리 음극재 대량 제조기술 상용화
전기차 주행거리 20% 향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

10년 이상 그래핀 연구에 매진해 온 연구팀은 KERI만

연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KERI, 원장 명성호)이 개발

의 특화된 산화환원 공정을 기반으로 높은 결정성과 전

한 ‘고용량 리튬이온전지용 실리콘/그래핀 복합 음극재

기 전도성을 가지는 ‘산화/환원 그래핀(GO, rGO)’을 제조

대량 제조기술’이 기업체에 11억원에 대형 기술이전되는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효과적으로 분산하여

쾌거를 달성했다.

다른 물질과의 결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고농도 페이

KERI 전기재료연구본부 소속의 나노융합연구센터 이건

스트 형태의 ‘그래핀 수계 분산 기술’까지 개발했다. 또한

웅정승열 박사팀, 차세대전지연구센터 김익준양선혜 박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존 리튬이차전지용 활물질 제조공정

사팀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 기술은 친환경 전기차 및 스

과 접목시켜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량제조 공정기

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의 음극 소재인 ‘실

술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기존 리튬이차전지 음극에 들어

리콘(Si)’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중

갔던 실리콘의 양(첨가량)을 기존 5% 이내 수준에서 20%

소·중견 업체들도 쉽게 접근 가능한 획기적인 복합 음극

까지 증가시켜 고용량·고품질의 음극을 안정적으로 제조

재 제조기술이다.

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리튬이온전지의 차세대 음극 소재로 주목받는 실리콘

기술의 최대 강점은 중소중견 기업들도 쉽게 접근할

은 기존에 사용되던 흑연보다 에너지 밀도가 10배나 높고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가격경쟁력이다. 기존 고가의 나노

충방전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충방전

실리콘 대비 값싼 마이크론(μm) 크기의 실리콘을 활용했

시 부피 팽창(3배 수준) 문제와 전기 전도도가 낮다는 단

으며, 여기에 오랜 연구 노하우가 집적된 KERI만의 고결

점이 있다. 또한 실리콘 입자가 부서지거나 전극 박리 및

정성 그래핀 분산기술을 적용해 코어-쉘(Core-Shell) 구

연속적인 전해액 분해 반응으로 인해 전지 성능을 급격히

조(코어인 실리콘을 그래핀이 껍데기처럼 감싸는 구조)의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있어 상용화에 큰 걸림돌이 되

복합 음극재를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

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리콘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을

공했다. 이후 연구팀은 실리콘/그래핀 복합 음극재를 기

보완해주는 소재의 복합화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반으로 한 시작품인 ‘파우치형 풀 셀(Full Cell)’을 제작하

진행되고 있다.

고, 전기화학적 특성 검사까지 마무리했으며, 기술에 대한

이에 KERI가 주목한 소재는 ‘그래핀’이었다. 그래핀은 2

국내외 원천특허 등록까지 완료했다.

차원 탄소나노소재로서 전도성이 매우 우수하고, 전기 화

해당 성과는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기전자 소재

학적으로도 안정하여 실리콘을 전해질로부터 효과적으로

부품 전문기업인 HNS(대표 남동진)에 최근 11억원에 기술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그래핀 코팅층은 우수한 기계적 강

이전됐다. KERI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전을 통한 상용화로

도를 지닌 그물망 구조이기 때문에 실리콘의 부피 팽창에

월간 톤(t) 단위 이상의 실리콘/그래핀 복합체 분말을 제

따른 성능 감소를 억제 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

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밀도로 환산하면

로 KERI는 실리콘과 그래핀의 복합화를 통해 이상적인 리

스마트폰용 배터리 약 3만 6천대 분량 및 600MWh 용량

튬이온전지용 고용량 음극재 제조기술을 개발했다.

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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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 뉴스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공단과 신재생에너지 안전강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기준 일원화, 재난 공동대응체계 구축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이 2050 탄소중립

에 대한 공사의 검사기준과 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을 일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안전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원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해소와 시공품질 향상을

기관은 8월 25일, 전북혁신도시 소재 본사에서 박지현 사

이끌어낼 예정이다.

장과 김창섭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
너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양 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자연재해, 사고
에 대한 공동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을 통

협약에서 양 기관은 ▲자연재해 재난대응체계 구축, ▲

한 안전성 강화에도 더욱 힘써 나가기로 했다. 이는 최근

에너지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 ▲신재생에너

발생한 산지태양광설비의 붕괴, 토사유출 등 관련 사고를

지 설비 안전기준 일원화 등 중복규제 해소, ▲신재생에너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 전문가 인력 교류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을 약
속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중복되어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박지현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 안전성 향상과 규제개선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
여 탄소중립 달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KEMC

해외 진출 중소기업 지원
전기안전공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해외진

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서 양 기

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전기설비 진단 및 기술컨설

공사는 9월 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팅, ▲해외 진출기업 기술지원, ▲전기분야 혁신기술 실증

본사에서 박지현 사장과 김학도 이사장 등 양 기관 대표

지원, ▲제품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의 안전경영 및 글로벌 경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KEMC

22

에기평, 중견기업 ESG 이행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조성
중견기업 탄소중립 지원협력 MOU 체결 및 간담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권기영)은 9월 3일 중견
기업연합회(중경련), 에너지공단과 ‘중견기업의 탄소중립
지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
조)탄소중립 경영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 및 간담회는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ESG탄소중립에 대한 중견기업의 실행 역량을 강화하
고, 기업의 대응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
으로 추진되었다.
업무협약을 통해 ESG 경영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견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중견기
업의 ESG 경영 추진 애로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에기평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분
야에서 중견기업 수요를 반영한 R&D 발굴을 확대해 나가

기로 하였다. 또한, 공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협력을 기반
으로 탄소중립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를 통하여, 에기평은 중견기업이 필
요로 하는 인재 양성 등 탄소중립 기술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KEMC

탄소중립 이행 및 혁신기술 확보 위한 조직개편
에기평은 8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에너지전환, 그

뉴딜사업 지원 등 신사업 발굴 업무를 담당한다. ‘에너지

린뉴딜, 2050 탄소중립 등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

신산업본부’는 향후 거대 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재생에너

을 위해 에너지원별 전문 조직으로 재정비하여 정부 정책

지, 수소에너지, 에너지수요관리 분야의 R&D 기획·평가

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에

관리업무와 에너지종합실증단지 운영을 맡는다. ‘에너지

너지차관 조직 신설에 맞추어 산업부와 에기평간 연대를

기반산업본부’는 전력, 원자력, 온실가스 감축, 자원개발,

강화하고, 각 사업 소관 부처에서 시행하는 핵심과제와 주

자원순환 등 에너지기반산업 분야의 R&D 기획·평가 관

요 프로젝트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영전략본부’는

리업무와 에너지공기업과의 R&D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에기평의 경영전략수립과 대외업무 협력 등 전반적인 기

그린뉴딜사업실과 디지털혁신기획실을 신설하여 에너지

관 혁신 업무를 담당한다. ‘에너지정책본부’는 기술혁신

R&D의 향후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에너지산업에 대비하

전략 수립과 함께 인력양성, 국제협력, 기술사업화, 연구

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KEMC

개발(R&D) 정보 자원화 등 R&D 인프라 구축, 그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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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뉴스

국내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연내에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마련한다
청정수소 국내 생산, 무탄소 전원 상용화, 해외 수소 개발 등

24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대전 소재 한국에너지

하고, 청정수소를 통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방안과 청

기술연구원 내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관련 수소

정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업

업계 기업인들과 만났다.

계 관계자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은 2차관의 수소 경제 관련 첫 현장 행보로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19.1월) 이후 등

수전해, 그린암모니아 등 청정수소 기술 동향을 직접 확인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수소 충전소 및 발전용 연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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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뉴스

수전해, 탄소포집활용기술(CCUS) 등을 통한 청정수소
국내 생산, 수소터빈, 그린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 상용
화, 해외 수소 개발 및 운송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
과 함께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청
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 및 판매 사용제도 도입을 추진 중
임을 설명했다. 다양한 규모 방식의 수전해 기반 그린수
소 생산 실증사업 지원을 통해 상업적 수준(생산단가 : kg
당 1만원(현재) → 3,500원(’30년)의 그린수소 확보를 위
한 계획도 밝혔다.
박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미래 글로벌 수소 경제를 선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8월 1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면서,

위치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수소관련 기업 및 관계기관 대표

수소터빈 등 무탄소전원 및 해외수소 도입운송 관련 기

등과 함께 추출수소 설비(LNG에서 고순도 수소 추출), 수전해
설비(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 생산), CCUS 설비(이산화탄소 포집),

술 상용화 등 국내 수소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그린암모니아 수소추출기 설비(암모니아로부터 소수 추출) 등 주요

포함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연내에 마련, 발표할 계

수소 생산시설을 둘러보았다.

획이라고 밝혔다.

지 보급 성과를 만들어 왔다. 세계 최다 수소차(’21.5월 한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타 선정

국 14,625, 미국 10,580, 일본 5,701대, 독일 575대)와 발
전용 연료전지 보급(’21.6월 한국 663, 미국 527, 일본
352MW), 수소충전소 110기를 구축하였다.

수소경제 4대 분야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 클러
스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지난 3월 기업들도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에 부응하여

산업부는 2019년부터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

2030년까지 총 43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계획을 발표한

하고자 지역 특화모델 발굴 및 분야별 클러스터 구축을

바 있다. SK액화플랜트(18.5조원), 현대차 수소차(11.1조원),

위한 ‘수소 클러스터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

포스코(10조원), 한화 수전해(1.3조원), 효성 액화플랜트(1.2

고, 수소경제 4대 분야(생산, 저장운송, 활용-연료전지/

조원), 중소·중견(1.2조원) 등이 투자 계획을 밝혔다.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자체 공모절차를 거쳐
5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 5개 지역은 전북(생산-그린수

수소법 개정 통해, 제도 도입 추진

소), 인천(생산-바이오부생), 강원(저장운송), 울산(모빌
리티), 경북(연료전지) 등이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국내 수소 전 주기 분야에서 고

지난해부터 지역별 예타사업 신청을 위한 기획보고서

르게 기술력을 확충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탄소

작성 및 재정당국과의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후 마침내

중립 실현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데에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공감하였다.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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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소 생태계 경쟁력 강화

진하고 바이오 부생수소 생산(인천)은 수도권 매립지 활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5개 지역 강점요소를 반영

용 바이오가스 연계 수소생산 및 부생수소 등 다양한 수

하여 수소 생산 인프라, 저장운송 산업지원, 연료전지 및
모빌리티 기술지원 센터 등 지역별 수소산업 기반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한다.
저장운송 인프라(강원)는 삼척 LNG 기지 활용 액화
플랜트 구축 등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

그린수소 생산(전북)은 새만금 연계 100MW 규모 수전

료전지, 발전(경북)은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를 기반으

해 설비단지 조성 등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

로 연료전지 부품성능평가 및 국산화 지원 등 연료전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수소 모빌리티(울산)는 수소차 및
수소 지게차 등 건설산업기계 부
품 기술지원센터 구축 등 수소 모빌
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수
소산업 생태계 강화에 지역과 함께
협력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
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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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 일부 개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한다
해상풍력 가중치 상향으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기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
도 관리 운영지침, 일명 RPS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개정안이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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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와 행정예고(6.30~7.20), 관
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7.1~7.16)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 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
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대폭 상향
(2.0→2.5, 수심 5m 및 연계거리 5km 마다 +0.4)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상
가중치를 사전에 판단제공하여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해
소하고, 금융조달을 원활히 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
하도록 변경하였다. 다만, 최종적인 가중치는 설비확인 시
점에 확정(사업계획서와 동일 설치시 변동 없음)한다.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지속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신설하였다.

산지 태양광은 신규진입 최대한 억제하기로
건축물 태양광은 시장성숙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붕 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
행 높은 가중치 수준(100kW 미만 1.5, 100kW~3MW 1.5,
3MW 이상 1.0)을 유지하였다.
수상형 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
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하여 일부 조정(소 1.5 → 1.6,
중 1.5 → 1.4, 대 1.5 → 1.2)하였다. 자연경관 훼손, 산지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산지 태양광은 신규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하향조정(0.7→ 0.5)하였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 최소화를 위해 석탄
IGCC(0.25→0)와 온배수열(수열 1.5→0)의 가중치는 제외
하였다.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전소 2.0, 혼소 1.5)는 원료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가격안
정화를 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
하고, 하반기 장기고정가격 경쟁 입찰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REC 가중치의 주요 개정내용은 해상 풍력과 건축물 태
양광 등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

의 품질관리 체계와 안정적 수급여건을 우선 조성하고, 추
후 가중치 조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연료전지는 청정수소발전 구매공급제도 도입시까지 과
도기적으로 산업생태계와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
치를 일부 하향하였다. 연료전지는 소폭 하향(2.0→1.9)했
으며 부생수소 활용(+0.1), 에너지효율 65% 이상(+0.2)으
로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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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하기로

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신재생 보급목표, REC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산업부는 이번 RPS 고시 개정에 이어서 REC 수급여건

고려하여 개정된 신재생법에 따라 연도별 RPS 의무비율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2022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
할 계획이다.

REC 가중치 개정 세부내용

한편, 신재생사업자의
가격안정성을 위해 변동
성이 큰 현물시장의 비중
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하
반기에도 지속 확대해 나
갈 계획이다.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RE100 참여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을 수 있도
록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 시스템을 8월 중으로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커피찌꺼기, 버섯
폐배지 등의 유기성 폐자
원의 에너지자원화를 위
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
범사업을 추진하여 별도
가중치 신설을 적극 검토
할 계획이다.
이번 가중치 개정 시행
과 관련하여 현재 신재생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자
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
해 가중치가 하향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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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설정하였다.

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소비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과정을 통해 약 87%가 배출되고 있어 2050 탄소중립 실
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

한편,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분과위
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
략’ 작업반 운영 계획 및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큼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과정에서 산학연 전
문가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탄소중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

립 사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화석연료 기반의 전통

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후속 분야별

적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재설계

이행전략 중 하나로 에너지 분야의 2050 탄소중립 실현

(Re-Design)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에너

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도

산업부는 총괄분과위원회 및 7개 분야별 분과위원회

전을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

(①전력시스템, ②수요효율, ③재생에너지, ④수소, ⑤에

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라

너지기술, ⑥산업혁신, ⑦투자제도)를 구성하여, 연말까

고 덧붙였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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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태양광 시장진출, 공급망 강화 및 신시장 개척해야
태양광 투자는 1,265억 달러, 인도 베트남 시장 주목 필요해
2020년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비 규모는 107GW이며, 2021년은 117GW에 달할 전망이다. 2020년 발전용, 상업용, 가정용

은 각각 63%, 18%, 18%를 차지했으며 가정용 수요는 최근 3년간(’17~’20)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통상연구원의 조의윤 수석연구원, 양지원 연구원(전략시장연구실)은 최근 ‘글로벌 태양광 시장 동향 및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 대해 전망하였다. 이에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싣는다. <편집자 주>
전체 태양광 설비 중 가정용 비중은
2017년 6%에서 2020년 18%로 증가했
다. 신규 설비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1%에서 2020
년 54%로 상승했다. 2015년 대비 2020
년 신규 태양광 설비 용량은 118.4%
증가했으나 풍력, 수력은 각각 3.0%,
48.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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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 세계 태양광 설비 용량(자료: IEA)

2020년 중국의 태양광 신규 설비 용량은 40.4GW로 글

태양광 산업 공급망

로벌 신규 설비의 37.8%를 차지했으며 미국(16.7GW), 유
럽(16.5GW) 순으로 뒤를 이었다.
‘탄소 중립’이 화두로 떠오르며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

태양광 공급망은 업스트림(Upstream), 미드스트림
(Midstream), 다운스트림 (Downstream)으로 구분한다.

생에너지 투자가 급증했다. 각국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

업스트림 부문은 소재 및 원재료 공급에 가까운 폴리실

지 신규 설비계획(2020년~2030년)’ 규모는 721GW에 달

리콘, 잉곳, 웨이퍼를 포함하고 미드스트림 부문에는 태양

했다. 향후 10년간 인도는 124.1GW의 전력을 재생에너지

전지, 태양광 모듈이 해당한다.

로 보급하는 계획안을 발표했으며 독일은 83.4GW, 중국
은 81.9GW를 목표한다.
전 세계 태양광 설비 목표가 460GW로 재생에너지의
63.8%를 차지하고 육상풍력, 해상풍력, 바이오메스·폐기
물 비중은 각각 19.9%, 11.1%, 4.9%이다.
2019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2,822억 달러
에 달한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834억 달러로 전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 전반에서 중국기업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난다. 2019년 글로벌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전지, 모듈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은 절반을 상회한다.
2019년 모듈 출하량 기준 글로벌 기업 상위 10개사 중
7곳이 중국기업에 해당한다.
우리기업의 태양광 산업 진출은 미드스트림, 다운스트
림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의 29.6%를 차지했으며 미국(555억 달러), 일본(165

중국기업이 높은 가격경쟁력을 보유하며 국내 대표 폴

억 달러), 인도(93억 달러) 순으로 뒤를 이었다. 태양광 투

리실리콘 생산기업 OCI가 수익성 악화로 국내 공장가동

자는 1,265억 달러로 전체 재생에너지원 중 투자 규모가

을 중단했고, 한화솔루션도 같은 해 국내 폴리실리콘 사업

가장 크며 육상풍력, 해상풍력, 바이오메스·폐기물은 각

을 철수했다. 우리나라의 對세계 태양광 품목 수출 중 모

각 1,083억 달러, 299억 달러, 97억 달러를 기록했다.

듈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태양광 발전 비용의 하락세는 주요 에너지
원과 비교해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2009년 359$/MWh였던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
(LCOE)은 2019년 40$/MWh까지 떨어지며 10년간

2020년 모듈 수출은 10억 달러를 넘어 태양광 품목 수
출 중 71.5%를 차지했으며 전지, 폴리실리콘 비중은 각각
19.8%, 7.8%이다. 최근 3년간 태양광 품목 수출에서 전지,
모듈은 증가세, 폴리실리콘, 웨이퍼는 감소세를 보였다.

88.9% 감소했다. 동기간 풍력, 원자력, 석탄의 균등화발

2020년 한국의 對세계 미드스트림 수출 1위국은 미국

전비용(LCOE) 증가율은 각각 -69.6%, 26.0%, -1.8%를

으로 나타났다. 미국 태양전지 수출액은 2억 7천만 달러

기록했다.

를 상회하며 우리나라 총수출의 92.8%를 차지했다. 세계

태양광 발전 설비 비용이 빠른 속도로 하락한 미국, 중국,
인도의 태양광(발전용) 균등화발전비용은 석탄, 원자력보다

태양광 모듈 수출 중 미국 비중이 56.9%로 가장 높았고
네덜란드, 일본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저렴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미국, 중국, 인도의
균등화발전비용은 석탄, 원자력, 태양광 순으로 높다.

태양광 진출 유망 시장

한국의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은 95.6$/MWh로 석탄
(75.6$/MWh), 원자력(53.3$/MWh) 대비 높아 ‘그리드

인도 : 성장성이 높은 시장

패러티’(Grid Parity)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

인도는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태양광 설비 및

타났다.

발전량을 빠르게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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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감소했다. 인도는 발전용 태양광 설치
(Installation) 비용 및 소프트(Soft) 비용이 주요
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정부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
하고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의 태양광 산업 경쟁력을 높이
그림 2. 2020~2030 글로벌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계획(자료 : UNEP)

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인도는 2018년 7
월부터 2년간 중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
으며, 세이프가드가 만료되는 2020년 7월
다시 1년 연장하였다. 인도 정부는 올해 4
월 발표한 생산연계형 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제도를 통해 고효율 태양

그림 3.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

광 모듈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게

(주 : 태양광은 발전용(Utility) 기준. 자료 : IEA(2020))

총 450억 루피(약 6,700억 원)의 인센티브
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0년 기준 인도의 태양광 신규 설비 규모(6.1GW)
는 전 세계 신규 설비의 5.7%를 차지한다. 누적 설비 규

베트남 : 아세안 태양광 시장의 중

모는 최근 5년(’15~’20)간 연평균 54.5% 증가해 2020년

최근 베트남 태양광 설비 용량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

44GW에 달했다.

며 아세안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20년 태양광 발전량은 2019년 대비 17TWh 늘어난

2019년 베트남의 태양광 설비가 빠르게 늘어나며, 아세

71TWh이고, 2025년은 170TWh를 상회할 전망이다. 인

안 신규 용량 중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상회

도의 태양광 발전은 전 세계(837.9TWh)의 8.5%를 차지

했다. FIT 2.0은 FIT 1.0에 비해 기준 가격이 낮아 지원 규

하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향후 5년 내 전 세계 태양

모는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발전 차액이 상대적으로 높

광 발전의 10.5%를 인도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

은 옥상형을 중심으로 태양광 설비가 증가했다. 발전차액

도의 태양광 누적 설비(2020년 기준) 중 대부분은 발전

지원제도(FIT)가 종료되고 경쟁입찰제도가 도입되는 2021

용(Utility)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15~’20) 태양

년 이후의 베트남 태양광 설비는 예년보단 감소할 것으로

광 설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발전용, 상업용, 가정용 모두

보인다. 2019년 베트남 태양광 설비의 92.7%는 발전용이

30%를 상회한다.

며 상업용, 가정용이 각각 5.5%, 1.8%를 차지했다.

인도의 태양광 설비 비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
준을 보였다.

최근 3년간 베트남 태양광 발전 비용은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 빠른 감소세를 보임

인도의 발전용 태양광 설비 비용은 2010년(5,051$/kW)부

베트남의 발전용 태양광 설비 비용은 2019년 1,054$/

터 2019년(618$/kW)까지 87.8% 감소해 전 세계와 비교해

kW를 기록해 2016년(2,249$/kW) 대비 53.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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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베트남의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은 일본과

4배 증가한 20GW를 기록했으며, 2025년 32GW에 달할

비교해 43% 낮고 미국, 중국, 인도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

전망이다. 호주의 태양전지 및 모듈(HS 854140) 수입시장

타났다. 태양광 발전 가격의 감소세는 2020년 이후에도

에서 중국이 1위,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 2020년 호주의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 태양전지 및 모듈 수입액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베트남 정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을 2045년까지

1.2억 AUD를 기록했다.

55GW로 확대하고자 한다. 베트남 정부는 ‘제8차 전력개발
계획’12 초안을 통해 발전원별 설비 용량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 시장

우리기업 진출전략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태양광 설비계획이

미국의 태양광 설비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이며,

460GW를 넘어선 가운데, 우리기업의 글로벌 태양광 시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기점으로 태양광

장진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강화 및 신시장·신사

산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업 개척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는 2020년 미국의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및

공급망 강화: 미드스트림에서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누적 설비는 각각 29GW, 330GW이고 태양광은 2020년 미

위해 고효율 가정용 태양전지 개발이다. 가정용 태양광 모

국 태양광 신규 설비 용량(16.7GW)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듈은 좁은 면적을 활용하는 만큼 태양전지의 높은 효율이

로, 미국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용량의 57.6%를 차지한다.

관건이다. 결정질 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결합

미국의 발전용 태양광 설비 비용은 2019년 기준
1,221$/kW로 전 세계 평균치(995$/kW) 및 중국(794$/

한 ‘탠덤 전지’가 차세대 유망 전지로 부상 중인 만큼 효과
적인 R&D 정책을 통한 기술 개발 필요하다.

kW)과 비교해 모두 높은 수준이다. 태양광 산업 지원을

또한 전지 및 모듈에 제한된 우리기업의 태양광 공급망

위해 투자세액공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신축 주택

참여를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확장해야 한다. 우리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은 전

나라 기업의 저전력, 저단가 업스트림 제조기술 확보를 위

지 및 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한 지원이 필요하고 발전소 건설, 운영관리(O&M16) 등 다

의 미-중 갈등은 태양광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운스트림 부문은 국내 기업이 높은 시장경쟁력을 보유하
고 있고,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관심

호주 : 가정용 태양광 유망 시장
모리슨 호주 총리는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
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필요하다.
신시장 신사업 진출에 있어서는 인도, 베트남 등 태양
광 설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신시장 진출은 현지 수

2020년 호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전년 대비

요 및 실정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미국, 호주

3.7%p 증가한 27.7%를 기록했다. 호주의 태양광 누적 설

등 가정용 프리미엄 시장 공략과 함께 응용 신산업 진입

비는 20GW에 달하고, 가정용 설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

및 폐모듈 활용 전략이 중요하다. 모빌리티, 드론 등 태

호주는 양질의 자연광과 넓은 국토를 보유해 태양광 발

양광을 응용한 신산업 생태계에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

전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지녔다. 2020년 태양광 신규

모듈이 수명을 다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설비 용량(3.6GW)은 호주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용량의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태양광모듈 재활용 기술’ 확보가

51.4%를 차지했다. 2020년 누적 설비 용량은 2015년보다

필요하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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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저장 시스템용 SINAMICS PCS 전력 변환 시스템
지멘스, 강력한 전력 변환 수냉식 시스템 제공

지멘스는 SINAMICS PCS를 통해 배터리 저장 애플리
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전력 변환 시스템을 제공한다.
SINAMICS PCS 그리드 컨버터는 산업용 및 공공용 전

시스템은 연결 기술과 제어, 라인 필터, 컨버터 및 액체 냉
각을 포함하며 제어실 또는 컨테이너에 완전한 시스템으
로 쉽게 통합될 수 있다.

력망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위해서 로컬에서 생성된

SINAMICS PCS는 독일에서 유효한 “기술 연결 규

배터리를 만든다. 산업용 및 공공용 전력망에 사용할 수

칙” VDEAR-N 4110에 따라 인증을 받았다. 이는 최소한

있는 전력. SINAMICS PCS는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과정

의 시스템 인증 노력으로 정지된 배터리 저장 장치를 공

을 제어하고 배터리 저장을 통해 부하 피크 및 그리드 장

용 중 전압 그리드에 연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검증된

애를 처리하고, 에너지 및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력을

Matlab/Simulink 시뮬레이션 모델은 전력 변환 시스템의

저장한다.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안정적

계획, 최적화 및 그리드 통합을 단순화하고 가속화한다.

으로 그리드로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 TIA Portal의 SINAMICS

그리드 컨버터는 SINAMICS S120 플랫폼의 업계에서

스타터 드라이브 도구 덕분에 그리드 컨버터가 드라이브

입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액체 냉각 기능을 통해 특

세계에 쉽게 통합될 수 있다. 동작 상태 및 Profinet 통신

히 에너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작고 강력한 전력 변환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파라미터를 판독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운영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분
석할 수 있다.

SIEMENS SINAMICS S210
신규 서보 모터
지멘스는 입증된 SINAMICS S210 싱
글 케이블 서보 드라이브 시스템에 새로
운 서보 모터를 추가하여 적용 범위를 넓
히고 있다.
특히 제약, 식품업계에 활용하기 위
해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 최고 수준
의 보호 IP67/IP69, 고해상도 22비트 절
대 멀티턴 인코더인 SIMOTICS S-1FS2
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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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보 모터는 모든 위생 조건을 충족하며 혼합

션을 제공하는 서보 모터를 출시한다. 예를 들어, 최대 26

및 교반, 에어컨 및 환기, 투여 및 충진뿐 아니라 식음료

비트 해상도의 인코더는 시스템 정확성을 향상시키며 높

부문과 제약 산업에서 다양한 최종 제품을 전달, 포장 및

은 IP67을 제공한다.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SIMOTICS S-1FK2 서보 유성 기어 모터는
SINAMICS S210 구동 시스템을 보완한다. 가볍고 관성 낮

보호 등급과 다양한 모터 코팅으로 인해 가혹한 환경에
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더 높은 정격 속도와 같은
새로운 기계 사양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은 기어 설계로 높은 사이클 속도를 달성해야 하거나 무

SINAMICS S210 서보 드라이브 시스템은 서보 드라이

거운 하중을 정확하게 이동하기 위해 관성 일치가 필요할

브와 서보 모터로 구성된다. 서보 시스템의 모든 모터는

때 사용된다.

전원, 인코더 신호 및 브레이크를 한 라인에 결합한 단일

서보 모터에 이미 장착되었으며 넓은 유닛으로 사용

케이블을 통해 연결된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는 핸들

할 수 있다. 감속비 및 크기의 범위를 통해 다양한 용도

링 시스템, 포장 기계와 같은 매우 동적인 서보 솔루션이

에 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열 용량 설계는 TIA(Total

그리고 기계 구축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다.

Integrated Automation) 선택 도구의 디지털 트윈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멘스는 새로운 SIMOTICS S-1FT2를 출시하여
SINAMICS S210 서보 드라이브 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옵

동적 위치제어, 동기 제어 기능 또는 다 축 캠과 같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모션 제어 기능에 대한 높은 요구
를 충족하기 위해 시스템은 Profine IRT를 통해 SIMATIC
S7-1500 컨트롤러와 완벽하게 동작된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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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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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장총칙

위를 말한다.
7.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비가 설치된 주택 등에서 납부하는 대

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재생에

8.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이하 ”생산인증서“라 한다)”란 제6

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조의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급의무화제도 및 혼합의무화제도를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

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
를 말한다.
2.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
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
량을 말한다.

9. “REP(Renewable Energy Point)”란 생산인증서의 발급 및 거
래단위로서 생산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생산된 MWh기준의
신ㆍ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10. “동일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등록증의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성명)가 동일한 사업자를 말한다.
11.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이란 정부와 에너지공급사
간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12. “부생가스”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로부터 부
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를 말한다.

3. “기준발전량”이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

13. “정산기관”이란 영 제18조의11에서 정의한 의무이행비용을 산

이 되는 발전량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정하고 공급의무자에 대한 의무이행비용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
4.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12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

기관으로서,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14. “징수기관”이란 영 제18조의11에 근거하여 의무이행비용의 회
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너지센터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15. “혼합의무자”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신·

5.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의7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

16. “신재생에너지 연료”란 영 별표6에 따른 바이오디젤을 말한다.

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17. “수송용연료”란 영 별표6에 따른 자동차용 경유를 말한다.

6.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18. “ 혼합의무비율”이란 영 별표6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연도별로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

수송용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비율을

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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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의무혼합량”이란 혼합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연
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양을 말한다.
20. “내수판매량”이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국내

제4조(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공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 공급한 수송용 연료의 양(혼합된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포

(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

함한다)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석유사업

무공급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후에 의무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

공급량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계치가 확정될 경우 이에 따라 의무공급

수출입업자가 보고한 물량(내수출하량)에서 타사 입출하량 및

량을 재공고 할 수 있다.

재고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말한다.

②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1. “ 관리기관”이란 법 제23조의4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23조의5

제4조의2(자율이행계획의 수립과 지원) ①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신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당해연도를 포함한 향후 4개년에 대한 이행계

재생에너지센터와 석유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

획을 매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리원을 말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자의 자율이행계획의 효율적 수립과

22. “고정가격계약”이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에 전기사업
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고정가격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사후재정산 방식의 계약 제외)을 말한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계약단가는 고정가격에서 전

효과적인 달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공급인증기관) 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법 제12조의9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력거래가격을 차감하여 매월 산정한 가격으로 하며, 전력거래가

1.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업무

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단가는 ‘0’으로 적용한다.

2.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2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

3. 공급의무화제도관련 종합적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산물을 활용하여 동 규

4. 의무공급량의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확인

정의 증명절차에 따른 확인을 받은 연료를 말한다.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4. “전소설비”란 바이오에너지 연료를 100% 비율로 발전하는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12조의9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설비를 말한다. 단, 초기 Start-up 유지, 안정적인 연소조건

한다.

유지 등을 위해 전체 열량의 10%이내 화석연료의 혼소를 인

1.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

정한다.

2.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 작성, 정산 및 결제

25. “혼소설비”란 바이오에너지 설비로서 전소설비가 아닌 것을
말한다.
26.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란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3. 공급인증서 거래대금의 정산 및 결제
4. 거래시장 운영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발전차액 지원이 종료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

된 후, 발전사업변경허가(변경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

진하기 위하여 공동의 규정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변경인가 또는 신고)를 받고 공급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 발전설비의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를 말한다.
27. “에너지 효율”이란 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의미한다.

제6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① 공급인증서는 「전기사업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설비(단, 법 제12조제

28.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급한다.

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동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급

법 시행령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2010년 9월 17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설치공사에
해당하는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단,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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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발전소에서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연
료를 이용하여 발전하고 변경공사에 해당하는 사용전검사에 합
격한 경우와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변경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
용전검사 비대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적용한다.) 중 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
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한다.
제6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 및 활용) ① 생산인증서는 태
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치된

2.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 설비

설비로부터 생산되는 전력량에 대해 발급하며, 당해연도 이행연기량

3.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감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4.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에 따라 추진된 사업 중 법

②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①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5.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

별표 2와 같다. 단,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

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부생가스 발전소

치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6. 법
 제12조의2의 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별표 3과 같다.

규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③화
 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2015년 7월 28일 이전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

으로 설비의 가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재가동한 달의 다음달(재가동

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후에 설비의 가동중단 확인 시 확인된 달의 다음달)에 공급된 전

7. 2012년 1월 1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전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자

기안전관리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설비

가용발전설비

는 중단된 날부터 1일 이내, 그 외의 설비는 중단된 날부터 3일 이내

8.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그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급인증서는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2012년 1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월 1일 이후부터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 발급한

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다. 단,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의 태양광시장 창출계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획에 따라 추진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 이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을 받으려는 태양광 발

전에 발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도 공급인증서를 소

전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준공

급하여 발급할 수 있다.

검사를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

증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56조에

급하는 발전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 지원 기간이 만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

료되기 이전에,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한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전

③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의 제출기한은 설비확인 신

차액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기준가격 적용기간(태양광 전원의 기준가격 적용기간 중 20년

제8조의2(공급인증서 발급 중단)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

을 선택한 사업자도 15년으로 적용한다.) 중 차액지원금을 지원받

준공검사필증을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설비확인 신청일이

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발급한다.

속한 달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초과한 달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

1. 태양광

해서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8조제3

2. 연료전지

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의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

④ 제3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단, 2015년 12월 31일 이
전에 제3항에 따라 발전차액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공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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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출한 경우, 제출일이 속한 달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한다.

서를 발급받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준가격 적용기간(태양광

제9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수수료)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전원의 기준가격 적용기간 중 20년을 선택한 사업자도 15년으로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하며, 공
급인증서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한다.

충족하고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설비에 한함)
② 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의 공고는 반기별로 진행하며, 제

② 영 제18조의7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고정계약단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제10조

대하여 발급하는 공급인증서의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매

에 따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의 직전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도자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100kW미만의 낙찰평균가격으로 한다.

③ 한국수자원공사가 발급받는 공급인증서 중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

제11조(이행비용 소요계획의 제출 및 지급) ① 정산기관은 매년 1월 31일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에 대해서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까지 당해연도의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

④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100kW미만인 발전소는 공급인증서

여야 한다. 단,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재공고시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100kW이상인 발전소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을 재산정할 수 있다.

에 대해서는 공급인증기관의 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수수

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한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료 및 거래수수료를 제1항의 범위 이내에서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⑤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기관의 재원으로 귀속되며, 공급
인증기관은 제5조에서 정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①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5

후, 징수기관에 연간 이행비용 소요계획을 통보한다.
③정
 산기관은 매월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실제 소요액을 산정하여
징수기관에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징수기관은 정산기관이 정한 전
력거래대금 지급요청일에 해당 자금을 정산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재생

④정
 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비용 소요계획과 제3항에 따

에너지센터에 계약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

른 연간 의무이행비용 보전 소요액에 대하여 과부족분이 발생하는

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단, 별표1에 따른 그룹Ⅰ에 해당하는 공

경우 해당 내용을 차년도 연간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에 반영한다.

급의무자는 반기별 24MW 이상(20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

제11조의2(이행비용 보전대상) ① 해당연도 이전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

급의무자는 반기별 30MW 이상) 선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보급여건을

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로서 공급의무자가 의무이행실적으로 제출한 공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급인증서에 대하여 제4조에서 장관이 공고한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②신
 재생에너지센터는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공고할 때 신·재

과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한

생에너지 설비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선정의뢰용량에 대

의무공급량 및 공급의무자가 다음 이행연도 공급의무를 해당연도에 미

해 설비 용량 구간 및 비중을 설정할 수 있다.

리 이행한 의무공급량을 합한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정산을 한다. 다만,

제10조의2(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체결) ① 별표1에 따른 그룹

다음 이행연도 공급의무를 해당연도에 미리 이행한 경우에는 제4조에

Ⅰ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발

따른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정한다.

전설비에 대하여 제3조 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으로 공급인증서 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

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현물시장 구매분은 제외한다.

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의무이행비용 보

1.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전대상에서 제외한다.

2. 설
 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서 공급인증기관

1. 발전소별로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이용 발전설비

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2. 기존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이용 발전설비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

3. 영 별표1의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업인,「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가축사육업으
로 등록한 자
3. 제2호 구성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4. 영 별표1의 폐기물에너지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
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5. 공급의무자 그룹Ⅰ의 외부구매분(현물시장 구매분 제외) 중 제

조합 중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을 충족하여 설

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태양광 및 풍

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력 발전설비

4. 제
 1호에서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ESS
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경우(단, 별표2 제18호에 따른 기준을

6.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바이오중유 발전설비
제12조(이행실적의 확인 및 정산) 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공급의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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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 고시

제출한 공급인증서로 의무이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급인

②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 확인 및 검증은 혼

증서 정보를 정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합의무자가 제출한 서류와 석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보고된 한국

② 의무이행비용을 정산 받고자 하는 공급의무자는 관련서류를 한국

석유관리원 및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산기관은 제1항, 제2항, 별표 4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공급
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지급한다.

③ 혼합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시설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④ 의무이행비용 정산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정산기관의 관련 규
제4장 자료요구 등

정에 따르되, 제개정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정산기관은 매년 7월 31일까지 직전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
용 정산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요구) ① 장관은 제7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을 조정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의무자, 공급인증기관, 전력기반조성사

제3장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업센터, 한국전력공사 등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의무자 등은 제출기한 내에 해당

제13조(관리기관) 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법 제23조의5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인증서 발급관련 자료

1. 혼합의무이행 실적 검증

2. 공급인증서 거래관련 자료

2. 혼합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 지원 실적 및 계획

3. 혼합의무이행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

4.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및 주요 발전설비 변동사항과 영 제18

4. 혼합의무 관리기준 운영

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규 발전사업자관련 자료

5. 의무혼합량 및 과징금 산정

5.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국가전력관련 통계

6.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혼소발전의 경우 혼소율 측정을 위한 연료 사용량

7. RFS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7.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 등 발전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법 제23조의5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1.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 및 점검
2.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3. 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관리 및 품질기준 마련
4. 신재생에너지 연료 생산혼합시설 현장점검

사업 관련자료
8. 그 밖에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검증 등을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적산전력계의 확인 및 기재대장 등의 열람과
시설운영현황 점검,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있으며, 사업자는 조사 및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전원

5. 가짜 신재생에너지 연료 적발 및 단속

으로 하는 발전사업(변경) 허가 및 공사계획의 인가(또는 신고)에

6. 신재생에너지 연료 기술기준 및 안전성 검토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장관은 자체계약, 자체건설 등에 대한 기준가격 산정을 위하여 공급
의무자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③ 관리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있으며, 공급의무자는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기 위하여 공동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⑤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월단위의 발전량

제14조(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 이행확인검증 등) ① 관리기관

을 익월 23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

은 영 제26조의2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을 확인 및

전력거래소는 해당 발전량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이

검증하여야 한다.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까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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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확인하지 못 한 경우 추후에 이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 이행비용 정산 업무는 제3조제10호, 제12조, 제15조제1항의 개정규

⑥ 장관은 혼합의무자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영 제26조의3제1항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5호, 신·재생에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혼합의무자는 제출기

너지센터 공고 제2012-26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수행한다.

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2013년 이후의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 업무는 이 지

제16조(과징금 산정절차) 영 제18조의5 및 제26조의4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

침 시행 이전에 발급 또는 거래된 경우와 2012년 이행연기량에 대

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되

한 이행실적을 포함하여 제3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전

해당 공급의무자 및 혼합의무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력거래소가 수행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장관은 제4조의2,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
에 의한 사항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위탁한다. 단, 제15조제1항제2호
와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한다.

부 칙 <제2014-30호, 2014. 2. 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제4

② 장관은 제15조제6항에 의한 사항을 관리기관에 위탁한다.

항 및 별표 3의 비고 제3호 동일사업자의 발전소 용량의 합이 100kW

③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세부적인 기준

이상인 경우에 대한 가중치 적용 개정규정은 개정고시한 날로부터 6

을 정하여 제5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를 통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3의 태양광에너지 기타 23개 지목의 용량기준에

④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영 제18조의7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따른 가중치 적용 개정규정은 발전사업자가 시행일 이전에 공급인증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및 거래에 관한 사무는 법 제31조에

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와 태양에너지 판매사업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대행하며, 거래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정하여 운영하되 거래시장 안정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장관은 2015년 7월 31일로부터 매 5년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164 호, 2014. 9.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3의 가
중치 적용 개정규정(비고1 후단의 단서조항은 제외)은 개정ㆍ고시한

부 칙 <제2010-244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및 제10
조의 규정은 고시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3>의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개정 기준은 시행일 이전
에 설비확인을 완료하였거나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발전
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2011-290호, 2011.12.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및 제8
조의 규정은 고시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55호, 2015. 7.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3조 및 제
15조의 규정은 개정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 비고 제9호의

부 칙 <제2012-134호, 2012.6.25>

개정규정은 개정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시행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부 칙 <제2016-31호, 2016. 2. 16.>

를 받은 경우는 별표 3의 “연계거리”를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가를 받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의 정의에 의한 연계점과

제2조(의무이행비용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접속점의 거리로 할 수 있다.

2016년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한다.
②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공급의무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전사

부 칙 <제2013-48호, 2013.3.1>

업자와 공급인증서 구매계약(현물시장 거래분 제외)을 체결한 태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광 설비 및 공급의무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체적으로 건

제2조(의무이행비용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의무이행실적에 대

설하여 상업운전을 개시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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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 고시

과 관련한 사항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5호)에 따른다.

개시한 경우는 제외)
2. 2018년 6월 26일까지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
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부 칙 <제2016-82호, 2016. 4. 29.>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설비 중 제8조에 따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른 바이오에너지 혼소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단, 발전사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업허가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고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설비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2016년 5월 1일 이후부터 공급하는 신·재
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 발급한다.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제외)
3.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발전사업허가 단위의
설비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설비로서 2018년 6월 26일

부 칙 <제2016-171호, 2016. 9. 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까지 바이오에너지 전소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제61조
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
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설비 중 제8조에 따른 바이오에너

부 칙 <제2017-2호, 2017. 1.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1조의2에 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지 전소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
4.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발전사업허가 단위의
설비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설비로서 2018년 6월 26일

계약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까지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제61조

② [별표4]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7년 의무이행실적분부터 적용한다.

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

③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전에 선정된 태양광 판

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설비 중 제8조에 따른 바이오에너

매사업자 선정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 - 171호)에 따른다.

지 혼소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
5. 2 018년 9월 27일 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제8조에 따른 태양광에너지 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태양광 설비

부 칙 <제2017-204호, 2017. 12. 29.>

제3조(적용례)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제8조에 따른 설비확인을 완료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 바이오에너지 설비에 벌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통해 발생한
원목 및 산지개발로 발생한 원목으로 제조한 연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 칙 <제2018-70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30호, 2018. 6. 26.>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0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또는 목질계바이오매스 전소발전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한다.
부 칙 <제2019-41호, 2019. 3. 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공급된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0호)의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부터 적용한다.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규정에 따라 설비확인을 받은 바이오에
너지 설비에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이용산림

부 칙 <제2019-82호, 2019. 5. 16.>

바이오매스의 가중치는 개정규정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2018년 12월 26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

제2조(경과조치) ① 제8조 및 제8조의2의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

설비의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2019년 7

을 받은 설비 중 제8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 또는 폐기물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에너지 전소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단, 발전사업허가 또는

②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9년 6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고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월 30일까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산업통상자원부

44

부 칙 <제2021-92호, 2021. 5. 27.>

고시 제2019-41호)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57호, 2019. 9. 27.>
부 칙 <제2021-136호, 2021. 7.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의2 제2항의
부 칙 <제2020-4호, 2020. 1.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조 및 제8조의2의 태양광발전 설비의 개발행위 준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2의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개정 기준은 시
행일 이후에 제8조의 설비확인을 신청하는 설비부터 적용한다.

공검사필증 제출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②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0호 부칙 제2조 및 이고시 부칙 제

시행일 이전에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설비의 개발행위 준공검

3조는 제3조제26호에 따른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에 대해서

사필증 제출과 관련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제2019-157호)에 따른다.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1조의2의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9년도 의무
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92호)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부 칙 <제2020-105호, 2020. 7. 1.>

1.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100kW 미만 설비는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2의 비고 제1

제외) 또는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2021년 10월 28일까지 전

호의 창고시설과 동물관련시설 개정규정은 개정・고시한 날부터 6개

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변경허가를 받은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우에는 최초 발전사업허가일 기준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2의 비고 제13호의 규정은 2020년 10월 1일 이
후에 공급한 전력량부터 적용한다.

것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설비.
2.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100kW 미만 설비는

② 별표2의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및 비고 제18호의 개정규정에

제외) 또는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2021년 10월 28일까지 전

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비 중, 발전사업

사용전검사를 득한 설비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허가일 이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여 같은 법

③ 별표2의 비고 제21호에 따른 사항은 2020년 3월 1일까지 전기사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 신청 또는 신고한 설비에 한해

3. 2021년 7월 28일 기준으로 이 고시 제3조제22호의 “고정가격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시설보강 이행여부를

약”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의 계약체결을

확인받은 경우 확인일의 ESS 방전량부터 적용한다. 단, 이 지침의

완료한 경우.

시행일 이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확인을 받은 설비는 시행일의
방전량부터 적용한다.
④ 별표2의 비고 제23호에 따른 사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8조
에 따라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에 한해 2020년 9월 1일 이후에
공급한 ESS의 방전량부터 적용한다.
⑤ 별표2의 비고 제24호에 따른 사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8조
에 따라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에 한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공
급한 ESS의 방전량부터 적용한다.
⑥ 별표2의 비고 제25호에 따른 사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에 따
라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에 한해 시행일의 방전량부터 적용한다.
⑦ 별표2의 비고 제26호에 따른 사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전기안
전공사로 부터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받은 설비에 한해 적용한다.

4. 3MW 초과 태양광 설비로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
터 공고 제2021-9호의 2021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에서 선정된 경우
5. 연료전지 설비로 2022년 1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
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경우
6. 기존 방조제가 없는 고정형 가중치를 선택한 조력설비로 2021
년 10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
은 설비.
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용 에너
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28일까지 지침 제8조에 따른
수열에너지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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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Net/IP 네트워크의 기능적 안전통신을 적용하는 방법
CIP 안전백서, 성공적 무선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한 절차 소개
ODVA 백서에서는 이동 및 원격 장비의 무선[cableless]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EtherNet/IP 네트워크의 CIP Safety 고
유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은 기능적인 안전통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무선 네트워크의 이점에 대

해 논의한 뒤에 기능안전 원칙에 대해서 소개한다. 산업 통신네트워크, 특히 EtherNet/IP는 유/무선 맥락에 대해서 모든 검
토가 가능하다. CIP Safety의 진단기능을 먼저 소개한 뒤 CIP Safety를 사용하여 성공적인 무선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절차를 소개하려고 한다.

글 / ODVA Activity Manager I. Y.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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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가정과 사무실에서 우리는 무선통신의 성능이
얼마나 좋을지에 대한 기대를 쌓아왔다. 그리고 이로 인
해 무선통신은 가정과 사무실의 수많은 통신에 있어서 제
일 첫 번째의 연결 방법이 되었다. 무선 솔루션은 산업 환
경에서 더욱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무선 산업 통
신이 보다 효과적인 생산을 가능케 하는 여러 요소들 중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
•모듈 식 및 유연한 플랜트의 설계
•원격 프로세스 계측
•레거시[legacy] 장비에 대한 데이터 수집
•자동화된 유도차량(AGV)
•자동화된 모바일 로봇(AMR)
•독립 카트기술(ICT)
•자동 스토리지 및 검색 시스템(ASRS)
•기계 이동을 위한 예측분석
•위생 설계를 위한 케이블의 연결감소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무선통신은 더 나은 성능을 달
성하게 되므로,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직원안전
을 달성하는 등 운영환경 내에서 무선 통신을 채택하는
기업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조직문화와 기술적인 장벽에
접할 수가 있다.

2. 안전[What about Safety]
안전은 이동장비, 이동기계, 재구성 가능한 공장 및 산
업제어시스템의 위험한 물품에 사람이 바로 근접한 장소

1. 개요

에서 그 의미가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애플
리케이션은 산업정보를 무선으로 통신하는 방법, 모바일

지난 15년간 산업의 연결성은 전례 없이 증가되었다.

기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직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

소비자 및 IT 통신 기술을 통해 공급받으면서 시스템 성

등 산업 통신에 고유한 문제들을 제기해 준다. 무선 통신

능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용을 절감한 것이 주효했다고

기술은 안전문제에 있어서 그간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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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은 기능적 안전성을 설계의 일부로 간주하여 많은

1. 두 장치 간에 통신해야 하는 데이터는 Common

애플리케이션을 달성할 수 있다. 어떻게 무선으로 안전이

Industrial Protocol(CIP™ 프로토콜/일명, 공통산업

작동을 할까?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상위계층 또는 애플리케이션
계층 중에서 생성이 된다. HTTP 및 SMTP와 같은 익

첫째, 기능적인 안전요구사항과 그것이 산업통신에 어

숙한 기능이 있는 계층이 된다.

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
양한 맥락에서 기능 안전과 관련된 많은 표준이 있는데,
산업용 제어시스템의 공통 주제는 대개 다음에 열거하는

2. 전송계층에서 CIP정보가 캡슐화된다. 즉, EtherNet/
IP의 경우에는 TCP 또는 UDP 헤더를 말한다.

몇 가지 요인과 같다고 본다.
•구성요소의 장애 또는 시스템 장애 및 위험요소의
감소
•감소가 이루어진 후 고장 위험을 정량화하는 것
•장애발생 시 감지를 하는 것
•고장이 항상 안전한 상태로 이어지도록 보장하는 것
이는 우수한 설계 관행을 사용하고, 과도한 구성요소를
적용하며, 고장모드에 대한 통계분석을 수행하고, 다른
기법 중에서도 특히 진단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IEC 61508 및 IEC 62061과 같은 안전시스템 설계를 위
한 현대적인 표준은 시스템의 전자장치에 이와 같은 기법

3. 네트워크 계층에 논리적 주소지정 정보가 추가된다.

을 적용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반면에 IEC 13849 표준에

EtherNet/IP의 경우 IP(Internet Protocol) 정보로, 패

는 전자기계 시스템을 추한 것이 그 특징이다. 그리고 네

킷은 이제 네트워크 액세스 준비를 마친 거나 다름

트워크통신 중에 무선 통신에는 이러한 좋은 원칙들이 어

이 없다.

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4. 데이터 링크 계층과 물리적 계층에서 패킷은 전송

3. E
 therNet/IP™기반
[Foundations of EtherNet/IP™]

매체로 변환이 된다. 때로는 패킷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함께 제공이 되기도 한다. 이 둘을
결합하면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표준산업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러한 계층의 구성은 전송,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통신용 OSI 모델과 TCP/IP

또는 물리적 계층에 관계없이 CIP에 대한 중요한 사

모델을 검토하여 통신 시스템의 여러 부분이 EtherNet/

용자 데이터가 첫 번째 단계에서 완료되기 때문에

IP™ 산업용 통신망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

중요한 것이다. 독립성을 통해 서로 다른 전송 매체

이 유용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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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
 therNet/IP기반
[Foundations of EtherNet/IP]
우리는 표준산업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한다. 통신용
OSI 모델과 TCP/IP 모델을 검토하여 통신 시스템의
여러 부분이 EtherNet/IP™ 산업용 통신네트워크를
위해 함께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본다.

즉, 계층2 스위치 및 계층3 라우터[routers]를 통한 구
리, 광섬유를 사용한 통신 및 무선 통신에 EtherNet/IP라

1. 가령, 두 장치 간에 통신해야 하는 데이터는 Common

는 하나의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 다음

Industrial Protocol(CIP™: 공통산업 프로토콜)을 사

으로, 유선링크를 통해 이러한 통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용하여 상위계층 또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생성

를 살펴보겠다.

한다. HTTP 및 SMTP와 같은 친숙한 기능이 있는
계층을 말한다.
2. 전송계층에서 CIP 정보가 캡슐화된다. EtherNet/IP
의 경우에는 TCP 또는 UDP의 헤더가 된다.

5. 유선 EtherNet/IP[Wired EtherNet/IP]
EtherNet/IP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액세스 계층구현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전송속도 즉, 초당 패킷 제한 및 충돌감지/예방 메커

3. 네트워크계층에 논리적 주소지정 정보가 추가된다.

니즘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물리적 미디어의 품

EtherNet/IP의 경우는 IP(인터넷 프로토콜) 정보로,

질도 고려해야 한다. 구리 배선과 같은 고정매체를 사용

패킷은 네트워크 액세스의 준비를 마치게 된다.

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를 어느 정도는 입증이 가능하다.

4. 데이터링크 계층과 물리적 계층에서 패킷은 전송매
체로 변환이 된다. 때때로 패킷 충돌을 방지하기 위
한 추가조치도 함께 제공한다.
데이터링크 계층과 물리적 계층 둘을 결합하면 네
트워크 액세스 계층이 된다. 이러한 계층 구성은 전송,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또는 물리적 계층에 관계없이

고정 시스템의 장점 중 하나는 신뢰성이 매우 예측이

CIP에 대한 중요한 사용자 데이터가 첫 번째 단계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속도는 다르지만 달성 가능한 순 데

완료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계층간 독립성을 통해 서

이터 속도는 제한된 수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가

로 다른 전송 매체뿐만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와도 연

있다. 처리량 감소의 주된 영향은 손실, 또는 손상된 패킷

결이 가능하다.

안에 있다. 이는 패킷 손실 및 비트 오류 율(BER)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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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더넷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 OSI 모델의 상

구리의 경우 전자파 간섭일 수가 있다. 다양한 등급의 케

위 수준은 하위 수준의 오류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

이블, 차폐, 비틀림 및 거리는 모두 전자기간섭 위험을 줄

다. 여기서 참조하는 오류는 주로 물리적 계층의 오류이

이기 위한 물리적 매체 주변의 엄격한 요구 사항의 일부

다.

이다. 때때로 전자파 간섭을 피할 수 없거나 장거리 통신
을 사용해야 한다. 광섬유 전송은 효과적이나 비용이 더

6. 광섬유미디어[FIBER-OPTIC MEDIA]

많이 드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광섬유의 가장 일반적인
비트오류는 커넥터가 더럽거나 매체가 찌그러지거나 광

또한 EtherNet/IP를 광섬유 네트워크 링크를 통해 배포

섬유의 결함이 원인이 된다.

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처리량과 노드 간 거리가 크게 증
가할 수 있다. 광섬유는 속도 또는 노드 간 거리를 그 크

7. 무선 EtherNet/IP[Wireless EtherNet/IP]

기에 따라 한 자 이상 증가시킬 수 있으나 둘 다 증가하
면 이득이 더 적어진다. 광섬유와 관련된 거리 및 처리량
과 관련된 교환[tradeoff가]이 있다.

무선(또는, 케이블이 없는) 통신의 경우, 두 가지 주요
방법은 무선주파수 또는 광학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대부분은 광 제품보다 산업공간용 무선주파
제품이 더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무선주파수에 초점을 맞
추는 것이다. 무선통신사용을 고려할 때 유선통신과 동일
한 측정지표를 적용할 수 있다.

패킷 손실은 케이블이 파손되거나 충돌이 발생하거
나 스위치 펌웨어[firmware]가 패킷을 잘못 처리할 때 발
생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전 이중 통신을 사용할 때 일어
나는 드문 이벤트이지만, 전 이중 통신이 없을 경우 패

대기 시간은 유선전송보다 훨씬 크다. 위의 통계에 근

킷 충돌이 증가할 수 있다. CSMA/CD[Carrier Sense

거하여, 이용 가능한 여러 기술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

Multiple-Access/Collision Detection/여러 통신 주체들

가 있으며, 이는 적용 방법을 결정할 키가 될 것이다. 표

이 동시에 통신을 하게 되어 발생하는 충돌을 방지하기

시된 사양은 전체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산업 애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의해 완화된다. 이 프로토

플리케이션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여러 가지 기술을

콜을 사용하면 각 송신기가 전송을 시작하기 전에 공유

사용할 수 있더라도 응용프로그램에는 어떤 기능을 사용

미디어를 청취할 수 있다. 충돌이 감지되면 두 개 이상의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측면이 있

유선송신기가 전송을 중지하고 임의의 시간간격을 기다

어야 한다(무선 기술 선택에 대한 뒷부분 참조). 전송방식

린 후 다시 시도한다. 물리적 미디어를 사용할 때 개별 비

간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소로는 유선 미디어의 그것과 별

트 문제는 일반적으로 전송 미디어의 간섭으로 발생한다.

개이지만, 동일한 측정기준을 조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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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오류 율은 무선 통신의 특성을 지정하는 데 사용될

[roaming]이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수 있다. 두 장치 간의 무선 주파수 전송의 경우 비트 오
류 율의 원인이 되는 요소는 다음 3가지이다.

8. 완전히 고정된 점대/점
[Fully Fixed Point-to-Point]

•거리
•장애물
•간섭
송신 장치에서 나오는 전파는 송신기에서 멀어질 때 기
하급수적으로 강도가 떨어진다. 두 장치가 물리적으로 가
까이 있을 때도 송신 장비와 수신 장비가 좁은 송신 영역

완전 고정 지점 간 전송은 완전 밀폐된 선박의 벽을 통

에 집중돼 있지만 서로 정렬되지 않으면 통신이 수신되지

과하거나 케이블 덕트를 추가하는 것과 같이 두 방송국

않고 전송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장애물이 신호를 차단

간의 통신을 쉽게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직원 및 지게

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물의 지오메트

차의 난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매우 유용하다. 무선

리[geometry], 재료구성 및 페인트 마감까지 신호를 방해

국 사이에는 단일 지점 간의 선이 연결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언급된 간섭은 무선네트워크가 일반적인 유선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자주 재구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호 강도가 변경되면 무선장치는 패킷 시간 초과를 발생
시킬 수 있는 다른 송신기로 이동한다. 사무실 Wi-Fi 환경

9. 고정점 주변의 이동
[Movement Around a Fixed Point]

에서 노트북으로 책상과 회의실 사이를 오가는 것은 새로

고정지점 주변의 이동을 위한 전송은 회전 장비를 모

운 액세스 포인트로의 전환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니터링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특징일 수 있다. 단일 점 대

러한 전환으로 인해 당일 생산성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당

점 연결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점 사이의 지

신의 일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 빨리 일어난다. 전환에 걸

오메트리[geometry] 및 장애물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리는 산업통신은 기기와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

애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장거리 송신이 필요하지 않

을 경우 프로세스를 방해할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지만, 일정한 움직임이 안테나 설계에 영향을 미쳐 움직

있다. 모션의 양은 재구성이 발생하는 빈도에 영향을 미치

이는 부품의 경로를 커버할 수 있다. 무선 통신은 기존의

므로 다음 네 가지 이동 프로파일을 고려해야 한다.

답변인 슬립 링에 비해 유지관리 수준이 낮은 솔루션을
제공한다.

1. 완전히 고정된 지점 대 지점
2. 고정 점 주변이동
3. 고정된 패턴에서의 이동
4. 불규칙한 움직임
신뢰할 수 있는 무선 성능뿐만 아니라 기지국 간 로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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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정 패턴에서의 이동[Movement on a
Fixed Pattern]

•직선 시스템은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가시선을 유
지해야 하지만 적외선 또는 레이저 기반 광학 통신
을 사용할 수 있다.

고정된 패턴에서의 움직임은 몇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
다. 가장 간단한 형태는 자동저장 및 검색 시스템(AS/RS)
또는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받침장치가 달린 대형 크
레인]이 될 수 있다. 즉, 직선으로 나갔다가 다시 나오는 방
식이다. 좀 더 복잡한 패턴은 바닥에 내장된 경로를 따르는
자동 유도차량(AGV), 놀이기구의 고정레일을 따르는 롤러
코스터[roller coaster] 또는 자동차 공장의 모노레일 운송 시
스템이다. 각각의 예에는 서로 다른 고려 사항이 있다.

11. 불규칙 이동[Irregular Movement]
자율이동로봇(AMR)등 불규칙한 움직임이 증가하는 데
는 기기지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규칙한 움직
임의 또 다른 예로는 무선 티치 펜던트[wireless teach
pendant] 또는 비상정지 장치와 같은 자동화 시스템의
일부인 무선통신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대시-보
드[dash - boards]에 사용되는 태블릿 컴퓨터는 통신이
끊기면 프로세스가 중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OT
자산이라기보다는 IT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 사례와

•이 중 어떤 것도 WiFi와 같은 시스템이 전체 범위에
걸쳐 작동하려면 여러 개의 무선 기지국이 필요할

이 섹션의 다른 사례의 경우, 여러 기지국이 해당 공간을
적절히 커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만큼 충분히 먼 거리일 수 있다.
•경로가 단일연속 루프인지 여부를 고려하는 또 다른
옵션은 누출 피더[feeders]또는 누출 동 축이라고도
하는 복사 케이블이다. 이 동 축 케이블은 외부 차폐
를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개조하여 경로 외부에서 과
도한 무선 노이즈를 발생시키지 않고 곡선 경로를
따라갈 수 있는 신호 터널을 생성한다.

12. 더 많은 전송장치를 통해 더 많은 계획을
수립[More Transmitting Devices Will
Mean More Planning]
지금까지 소개한 각각의 예는 단일 무선 브리지를 고
려하다. 현실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에는 계획된 모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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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여러 무선 브리지가 있을 수 있다. 유선 네트워크의 경

은 IEC 61508에서 제시한 ‘블랙채널 원리’[black channel

우, 이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완전 이중 통신은 각

principle]라는 개념을 대신 따른다. 블랙채널 원칙은 두

링크가 독립적인 네트워크 연결임을 의미한다. 무선으로

개의 안전장치 자체에는 충분한 지능이 있어야 하고, 통

방송국 사이의 공기는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매체를 나타

신에는 충분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낸다. 무선 네트워크는 유선 네트워크보다 작동 매개변수

통신망 전체가 통신오류 감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

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가 혼잡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짐에 따라 동작도 달라진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각

이더넷 통신 네트워크에는 상당한 오류 감지 기능이

주파수에서 전송 범위 내의 장치는 한 번에 하나만 전송

내장되어 있지만 안전 기능의 어떤 부분도 충족시키는

할 수 있다. 두 장치가 동시에 작동을 시작하면 두 장치

데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CIP Safety™ 장치는 사용

가 모두 중지되고 임의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전송

중인 네트워크 기술과 별개로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된

을 시도한다. 무선 송신기는 간섭을 줄이기 위해 여러 주

다. 장치에서 일반적인 오류는 IEC 61784-3-2에서 설

파수에 걸쳐 통신을 분산 시키지만, 너무 작은 주파수 범

명한 것처럼 다양한 기법으로 완화된다. 타임스탬프는

위에서 너무 많은 송신기는 더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네

패킷이 손실, 지연, 반복 또는 잘못된 전송 여부를 감지

트워크의 전체 유효 처리량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상황에

하기 위해 시간 예상과 함께 사용된다. 두 안전장치 간

서는 초당 비트 수(802.11n의 패킷 집계와 같은 기능)와

의 통신을 인증하는 데 고유 장치 식별자가 사용된다.

같은 순수한 처리량 측정에서 더 긴 폭주하는 데이터 버

메시지가 전송 중에 손상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모든 기

스트[bursts of data] 전송이 약간 더 효율적이지만, 원시

능이 표준 통신 방법과 별개인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 진

처리량에 대한 이점은 지연 시간을 희생한다. 산업용 애

단 및 점검이 포함된다.

플리케이션의 경우 처리 량 보다 대기 시간이 더 중요하
다. 이 문제는 초기 무선 기술을 괴롭혔지만, 5G와 Wi-Fi
6(802.11ax)와 같은 최신무선 기술은 가용 전송 주파수를
높이고 스케줄링으로 주파수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치밀도를 높이도록 특별히 조정되었다.

13. 무선응용 프로그램에 CIP 안전 적용
[Applying CIP Safety to Wireless
Applications]

이러한 완화 효과를 CIP Safety로 통합하면 IEC 61508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는 장치에서 스위치, 라우터, 모

에 따라 SIL 3까지, ISO 13849-1에 따라 4/PLE까지 인증

든 네트워크 미디어를 통해 다른 장치에 이르기까지 복

된 통신에 유선 또는 무선 두 장치 간의 단일 연결을 사

잡하다. 전체통신 네트워크가 기능안전의 원칙을 충족

용할 수 있다.

하도록 시도하는 것은 엄청난 작업이 될 것이며, 네트워
크의 모든 부분에 대한 변경은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
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통신망을 통한 기능 안전

14. 무선애플리케이션 보안
[Security for Wireless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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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선설치를 고려 중인 경우 유선망과는 공격 면
이 다르기 때문에 보안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현된 특정 기능에 의해 어떻게 급격하게 변경될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

의 물리적 미디어 네트워크에는 케이블 및 스위치와 같
은 액세스 지점이 정의되어 있어 액세스로부터 보호되
어야 한다. 기존의 유선 네트워크에 물리적 보안을 추가
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도어를 잠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액세스 제어를 유지할 수 있다. 무선은 근
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차
원을 추가한다. 다행히도, 모든 무선 시스템에서 암호화
를 통해 도청 가능성이 해결되었다. 가정용, 사무실용 또
는 운영용으로 배치되는 모든 무선 시스템은 사용 가능
한 보안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송 장치
를 인증하고 노드간의 트래픽을 암호화하며 구성을 잠글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미디어는 보호된 시설의

16. 어떤 기술이 가장 잘 작동할까?
[Which Technology Will Work Best?]

케이블보다는 공기이기 때문에 무선 네트워크는 서비스
거부 DoS 공격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또한 설계 프로세

모션 제어 및 초고속 반응 시간을 위해 컨트롤러와 장

스 전반에 걸쳐 방사선 케이블 및 안테나의 스마트 배치

치 간에 유선 네트워킹이 권장된다. 각 컨트롤러가 모두

와 같이 원하는 영역 외부로 전송되는 표류 신호의 위험

드라이브에 로컬이고 시간 동기화에 적합한 네트워크 지

을 줄일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CIP Security™와

연 시간과 클럭지터가 있는 경우 무선 브리지의 서로 다

같은 엔드 디바이스에서 엔드 디바이스로 모든 산업 트

른 측면에서 서보 축의 조정을 수행할 수 있다. Wi-Fi(그

래픽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

림 참조)와 같은 현재 사용 가능한 무선 기술은 시스템의

서 오늘날 무결성 또는 기밀성이 없을 수 있는 유선 링크

세심한 튜닝으로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Wi-

에 대한 보호 기능이 추가된다.

Fi 6 및 개인 5G 시스템은 이러한 유형의 배치의 신뢰성
을 향상시켜야 한다. 왕복 시간이 길어 4G LTE와 같은 공

15. 무선이더넷/IP 설치계획 및 구축
[Plan and Build Your Wireless EtherNet/
IP Installation]

용 셀룰러 시스템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민간 4G

무선 시스템을 계획, 설계 및 구현하는 과정에서 따라

있다. 개별 장치에는 통신 장애를 감지하고 시스템을 안

야 할 모범 사례가 있다. 오른쪽에 표시된 그래픽은 다양

전한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 프로토콜을 사용하지만,

한 사용 사례에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

그래도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번거로운 주행 없

여준다. 기술이나 애플리케이션이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이 적절한 가동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선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이

트워크와 Wi-Fi 시스템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적절하

것은 또한 Wi-Fi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패킷의 분배가 구

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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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구현은 시장에서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블루투스
와 지그비 시스템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시간이 중요
한 안전 및 I/O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조금 더 많은 옵션이

이번 블루투스 개정으로 안전 프로토콜 등 산업용 제
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적용성이 높아졌다. 5G와 WiFi 6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지만, 안전 프로토콜이 신기
술에 비해 잘 작동하는 것으로 사전 테스트 결과 나타났

17. 요구사항 결정 - 트래픽 속도, 지연시
간, 전력소비량, 거리[Determine Your
Needs?Traffic Rate, Latency, Power
Consumption, Distance]

다. 귀사의 요구사항을 조사 중인 기술의 역량과 비교해
보기 바란다. 다른 데이터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의 경

기술을 선택하기 전에 무선에 대한 요구 사항을 이해

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 셀룰러 및 메시 네트워크를

해야 한다. 적용해야 할 몇 가지 다른 특성이 있지만 가

포함한 모든 범위의 무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선 트래픽 요구사항이다.
무선 브리지를 통해 전달되는 패킷의 종류(큰 패킷 또
는 작은 패킷), 초당 전송되는 패킷 수 및 애플리케이션
정보(예: 제어 루프 시간 및 안전 반응 시간 제한)를 예
측해야 한다. 공급업체 도구를 사용하면 해당 요구사항
이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송해야 할 사항에 대한 기본 정보를 가지고 어
떤 모션 경로를 고려하고 있는지, 무선으로 송신하는
기기가 몇 대인지, 전송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하는
지 검토한다. 열, 습도, 충격, 진동 등 환경적 요인도 고
려해야 할 때다. 전력 소비량이 선택한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무선 기술은 낮은 전력 소비량에 최적화되어 있
어 배터리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무선 기
술은 그렇지 않다. 무선 브리지가 설치될 전원은 충분한
가, 무선 전력을 사용하는 많은 애플리케이션은 전기 레
일 또는 무선 유도 전력 전송을 통해 상당한 전력에 액세
스할 수 있다. 두 가지 옵션은 모두 충전식 배터리와 결
합할 수 있다. 특히 주기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일부
애플리케이션에는 수년 동안 작동하도록 설계된 일회용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다. 배터리가 기본 전원인 경우 무
선 통신 기술을 선택하는 프로세스에는 전력 소비 분석
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표는 트래픽 속도, 지연 시간,
전력 소비량 및 거리가 유무선 결정에 미칠 수 있는 잠재
적 영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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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품질(QoS) 트래픽 우선 순위 지정. QoS 우
선 순위를 지정하면 시간에 중요한 트래픽이 감독
트래픽 보다 우선 처리된다.
3. 네
 트워크의 논리적 분할. VLAN은 보안을 향상시키
언급된 모든 요인은 안테나에 필요한 특정 제품 특성
과 함께 사용할 기술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브로드캐스트 메시징을 포함한다.
4. IGMP[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그룹 멤
버십을 구성하거나, 그룹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 스누

18. 사이트 설문조사 수행[Perform a Site Survey]

핑[snooping/염탐].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호스트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멀티캐스트 메시지가 제어

각 시설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무선 시스템 구현에 있
어 고유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른 표면 마감과 기하

된다. 또한 네트워크의 트래 픽 양을 기하급수적으로
줄여 정체 및 그로 인한 패킷 손실 가능성을 줄인다.

학적 구조가 전파를 반사하고 감쇠시켜 장치를 배치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현장조사 시 무선장비를 현장 주변에
배치해 무선장비의 배치와 개수에 따라 신호 강도를 측정
해야 한다.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선 장
비 파트너는 사이트 설문 조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가 많다.

19. 커미셔닝 및 튜닝[Commissioning and Tuning]
무선 파트너는 고객이 원하는 가동 시간에 도달할 수

자세한 내용은 EtherNet/IP를 위한 ODVA Pub 35 네

있도록 시스템을 위탁하고 튜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

트워크기반구조[Network Infrastructure] 및 PUB 110

다. 패킷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면 안전 기능이 활성화될

CIP Safety: 현재 및 이후를 위한 안전 네트워킹을 참조

수 있으므로 패킷이 예상대로 무선 브리지를 통과하는

하기 바란다.

지 확인해야 한다. 제어 시스템을 튜닝하는 것 외에도, 무
선 링크에 있을 수 있는 다른 트래픽 보다 빈번하고 작은

20. 성공적인 사용사례[Successful Use Cases]

CIP Safety 패킷이 우선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선 장
치에는 최적화할 수 있는 설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설

무선 통신을 활용하는 새로운 설계가 가능하며 기존

정은 벤더 간에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음을 구현하

의 제약 조건이 여전히 적용되는지 평가해야 한다. 무선

면 이더넷/IP 네트워크를 통해 CIP Safety 패킷을 최적화

장치 공급업체, 장비 제작업체 및 최종 사용자 간의 다

하고 우선 순위를 지정할 수 있다.

자간 협업을 계획하고 있다. 무선 배치는 지속적으로 비
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기능을 향상시킨다. CIP Safety는

1. 완전 개폐식 네트워크. 이렇게 하면 충돌이 제거되고
데이터 네트워크의 결정론적 동작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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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연료시스템 설계 ④

(2)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공정별 설계 고려사항

설치해야 한다. 저류조의 유효용량은 권장치 5일 이상이
가능하도록 용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가) 반입공정

을 병합처리하지 않거나 소량만 병합처리하는 경우는 이

가축 분뇨의 경우 축사 형태(슬러리 돈사, 스크래프 돈

저류조를 중간 저장조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저

사, 톱밥 돈사 등)와 가축 종류(자돈, 육성돈, 비육돈, 모

장조는 2단계로 설계하여 1단계에서는 침전물을 관리할

돈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배출되며, 계절별로도 발생량

수 있어야한다. 중간저장 조로의 이송 펌프는 2단계에 설

과 농도의 변화가 심하여 균일한 상태로 시설에 투입 하

치하여 고장이 최소화되게 하여야 한다. 저류조는 완전 혼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축사에

합될 수 있도록 교반하며, 밀폐형으로 악취를 방지할 수

서 수거 시 축사 저장조의 중간 높이에서 유입하며 교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는 수거차량에서 혼합 등을 실시하여 가능하면 저농도

축사 저장조의 바닥 청소 시 배출되는 극히 고농도의

로만 수거되도록 하여 상하층부의 평균 유입 농도가 되

가축분뇨가 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

게 해야 한다.

하다. 이를 위하여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총고형물(TS)이

축사로부터 가축분뇨 유입물을 관리한다 하여도 축사

10% 이상이 되는 경우는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와

별로 다른 농도의 가축분뇨가 유입되기 때문에 충격 부하

같이 평상시보다 약 3배 이상의 매우 심한 고농도 가축분

를 줄여서 바이오가스화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뇨를 혐기소화하게 되면 갑작스런 유기물 부하의 증가로

반입 단계에서 균등조 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저류조를

산발효가 급하게 증가하면서 휘발성지방산(VFA)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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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메탄발효 미생물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여 고액을 분리하는 장치로 원통 상부원판의 중앙에 여

따라서 축사 저장조의 바닥 청소 시에 반입되는 극히 고

액 배출구가 삽입되어 있다. 모래 등 침전물 배출구는 하

농도의 가축분뇨는 반입 관리를 해야한다. 유입물의 농도

부 중앙에서 인발하도록 해야 한다. 하부 배출구는 폐쇄

제한은 TS로 관리해야 한다. TS 반입 제한은 분석하는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출관의 크기, 곡률반경 등에

일정 시간이 필요하므로 반입차량을 통제하기 어려운 점

유의하여야 한다.

이 있어서 SS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반입 농도를 관리하
는 경우도 있다.

③ 모발 및 미세 협잡물 제거는 주로 중대형 협잡물을

가축분뇨에는 축사 소독 시에 사용하는 소독제가 함유

제거하는 로타리 스크린과 모래, 씨앗 등을 제거하는 주로

되기 쉬우며, 이 소독제는 혐기소화에 관여하는 미생물들

사이클론 형태를 거친여액에 함유된 미세 입자를 제거하

의 성장을 저해하는 효과를 준다. 평상시 가축분뇨에 투입

기 위하여 드럼 여과기(또는 스크린) 등이 이용된다. 이러

될 가능성있는 미량의 소독제 및 항생제는 혐기성 미생물

한 협잡물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2∼3중의 설비를 시스템

성장에 저해요인은 되지만 소화조가 정지(shutdown)되게

적으로 연결하여 설치할것을 권장한다. 전처리 공정은 성

하지는 않아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구제역 시와

상을 균등화하고 소화조로 일정량을 공급해줌으로써 소화

같이 소독제를 다량 투입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에도 다

조 내 소화일수 조절과 충격부하 방지 등의 효과를 볼 수

량 소독제가 함유하게 되어 혐기소화에 큰 저해요인을 주

있다. 전처리설비 운영시간은 주간 8시간 기준으로 설계

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구제역과 같이 고농도

한다. 전처리설비를 예비 개념을 두고 설치하기에는 비경

소독제 살포시 반입되는 가축분뇨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하

제적이고 가동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설계하여 한 라인이

여 미생물(원생동물 등) 유동성이 정지되거나 거의 미동이

고장이거나 정기점검시 다른 1개 라인을 16시간 가동하여

없을 시 반입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축분뇨 유입물

전처리 설비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의 온도는 동절기 10℃, 여름철 25℃ 정도이며, 혐기소화
조에 적정 온도가 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② 이송 설비
전처리 중이거나 전처리된 폐기물의 이송은 목표 입

(나) 전처리공정

경까지 파쇄 및 선별 된다고 하여도 이송 시 배관의 막

① 전처리 설비

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설계해야 한

가축분뇨에는 모래, 왕겨, 가축털 뭉치, 주사기 등의

다. 이송배관 중 막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곡관부

이물질들이 존재한다. 이물질들은 스크린에 의하여 제거

는 밴딩 접합, 직관 부분은 플랜지 접합을 하여 유지 관리

할 수 있다. 스크린의 목표입경은 5∼10mm 이하로 설정

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막힘 발생 시 신속한 대처

해야 한다. 협잡물은 ① 중대형 협잡물, ② 모래, 씨앗

를 위하여 일정 구간(직관의 경우 10∼20m)마다 플랜지

등 협잡물, ③ 모발 및 미세 협잡물 등으로 구분하여 제

를 설치하여 문제 해결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장

거 할 수 있다. ① 중대형 협잡물은 반입 장치로부터 투

한다. 막힘 시 청소를 위하여 막힘 우려 구간에 세척수 노

입되는 전단에 설치되며 목표입경 5∼10 mm 이하로 하

즐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배관의 플랜지 접합부 및 세

며 중심축을 가진 회전 드럼의 외주면에 가축분뇨를 유

척노즐 설치 구간에는 배수 피트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시

입시키는 구조로 된 로타리 스크린 등이 주로 사용된다.

누출되는 유입물의 청소가 수월하여야 한다. 또한 관경이

② 모래, 씨앗 등 협잡물은 빠른 유속의 원심력을 이용하

작으면 관거 내의 청소나 점검 및 사용 후의 새로운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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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설치 등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 음식물류폐

은 8~12%의 고형물을 함유하는 음식물폐기물도 수송이

기물의 경우는 유량 및 양정에 의한 계산상 150 mm 이

가능하다. 슬러지의 수리학적 특성은 슬러지의 종류에 따

하로 충분하지만, 많은 시설의 운영 결과 소화조 전 배관

라 크게 다르므로 슬러지의 종류별로 유속, 마찰 손실 등

에 150 mm 이상의 관경을 사용하고 소화조 후 자유낙하

을 고려하여야 한다.

를 이용하는 배관 구간은 200 mm 이상의 관경을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관경 이상에 대해서는 펌프구경,

Hf = 6.82CH

유속, 마찰손실, 폐수 내 이물질 및 점도 등을 종합적으로

-1.85 ×D-1.17 ×V1.85 ×L

고려하여 관경에 여유율을 두어야 한다. 단, 가축 분뇨만

여기서, Hf : 마찰손실수두(m)

을 중간 저장조까지 이송하는 배관은 80 ∼ 100 A 이상

CH : 유속계수

의 관경을 사용할 수 있다.

D : 관경(m)

관은 스테인리스, 주철관 등 견고하고 내식성 및 내구
성있는 것을 사용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펌프로 압송하

V : 유속(m/s)
L : 관로연장(m)

므로 내압 및 외압에 안전하고 수밀성, 안전성 및 경제성
을 고려하여 관을 선택한다. 관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스테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소화조 유입슬러지 및 소화슬

인리스 강관을 주로 이용하며, 관의 부식 및 동결 파손에

러지의 함수율을 감소시키면 수송상 어려운 점이 발생할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향후 교체나 보수를 위한 대책

수 있다. 예를 들어 고형물 농도가 5~15%의 소화조 유입

을 강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물류폐기물 이송을 위

슬러지 및 소화슬러지의 경우 100 mm 및 150 mm의 강

한 관경은 관경폐색을 피하기 위하여 150 mm 이상이어야

관을 사용할 경우 깨끗한 물에

하고, 가축분뇨만의 이송을 위한 관경은 80∼100 A 이상

비하여 6~10 배의 손실수두가 발생한다고 조사된다.

으로 한다. 특히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는 고형물 함량 및

유입슬러지 및 소화 슬러지를 펌프로 수송할 경우 임계유

점성이 높기 때문에 관내유속 및 관경은 계획 유량, 수송

속(critical velocity)은 <표 3-1>과 같으며, 150 mm 관내에

시간, 농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장거리 수송 시에는

서 유속에 따른 속도수두는 [그림 3-1]과 같다.

관 내 마찰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속을 1 m/s 전후
로 하면 좋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이송량 결정에는 음식물
류폐기물의 농도변동, 고장에 따른 이송 중단을 고려하여
1일 운전시간에는 어느 정도 여유를 주어 정하는 것이 좋
다. 고형물 농도가 약 2% 이하이며, 유속이 1 m/s 이상이
면 슬러지 수송은 난류가 되므로 이송 음식물류폐기물의
손실수두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젠-월리암스(HazenWilliams)공식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음식
물류폐기물의 고형물농도가 4~6 %인 경우에는 유속계
수 C 값이 깨끗한 물의 60~80%가 되도록 하고 음식물
폐기물의 고형물농도가 8~10%이면 C 값이 깨끗한 물의
25~40 %가 되도록 한다. 잘 설계된 음식물폐기물의 관

<표 3-1> 소화조 유입 및 소화슬러지의 관경에 따른 임계 유속

관경(mm)

임계유속(m/sec)

하한

상한

150

1.10

1.42

250

1.08

1.35

500

1.04

200
350

1.09

1.06

1.38
1.31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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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급하고, 혐기성 소화조에 공급될 슬러지의 균질화
를 목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저장조는 혐기성 소화조의
적정 운영을 위해 충분한 체류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설용량의 최소 2일 이상, 권장치 3일 이상 용량으로 계
획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반입된 음식물류폐기물과 가축
분뇨에 대해 교반 장치를 설치하여 완전 혼합이 가능하고
고액분리 현상과 스컴 발생이 없도록 한다.
반입저류조는 연속운전 중에도 침전물 제거와 청소 등
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분할하여야 하며, 접액부는 내
부식성 코팅이나 동등 이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운영
중침전물이 발생하였을 때, 하부 침전물을 제거할 수 있
출처: (주) 실선：150, 200, 250 mm 주철관에 의한 소화슬러지 수송,

는 드레인 밸브 및 침전물 제거장치를 적용하여 유지관리

점선：150 mm 주철관에 의한 농축슬러지 수송

에 문제가 없는 구조로 적용하여야 한다. 저장조는 음식

[그림 3-1] 소화조 유입 및 소화슬러지의 관경에 따른 임계유속

물류 폐기물 슬러리의 체류시간 중 발생하는 가스를 배출
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고 가스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
는 구조이어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콘크리트로 주로 축조하며 방수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저류조의 용량은 시설용량의 최소 2일, 3일 이상 권
장치를 원칙으로 하되, 그 기능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저장조는 2단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교반장치를 설

[그림 3-2] 배관 구성의 예

치한다.
- 펌프실은 기계의 배치와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

배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동수경사선 이하로 배관
을 계획한다. ㉯ 가능하면 직선으로 하고 급격한 굴곡은
피하며 주요 굴곡부분은 밴딩 접합을 한다. ㉰ 곡관 및 T
자관 등은 콘크리트 블록 등을 설치하여 이탈을 방지한
다. ㉱ 필요에 따라 안전설비를한다.

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펌프실은 조명시설을 갖추고 전기설비의 설치는 침
수를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정한다.
- 악취를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탈취설비를 설계하고,
역세설비 및 배수설비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근무자 안전을 위하여 메탄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③ 저장조

한다.

저장조는 소화조로 유입되기 전에 성상의 균질화 및
정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물질이 선별된 음식물류

(다) 혐기소화 공정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혼합하여 혐기성 소화조에 안정적

소화조 용량 산정은 반입호퍼에서 동절기에 음식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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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해빙하기 위하여 스팀을 사용하는 경우, 소화

② 바이오가스 생성

조 가온에 증기를 주입하는 경우, 그리고 음식물류폐기

음식물류폐기물과 가축분뇨 병함처리 바이오가스화 시

물의 총고형분(TS)을 낮추기 위하여 희석수를 사용하는

설에서의 바이오가스 생성은 시설별, 병합비율별, 유입원

경우 등에 주입되는 스팀이나 희석수의 양을 추가하여

의 총고형물 함량별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음

산정하여야 한다.

식물류폐기물 또는 가축분뇨를 단독처리할 경우, 메탄가
스생성율의 설계 기준은 0.48∼0.65m3CH4/kgVS(음식

①교
 반

물류폐기물), 0.30∼0.48m3 CH4/kgVS(가축분뇨)로 하며

소화조 내용물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잘 교

순간 부하율 변동을 고려하여 최대치로 사용할 것을 권장

반해야 한다.
- 접종한 시선한 기질이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소화
조 액체와 접촉하도록
- 열과 영양분이 바로 조 내에서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한다. 음식물류폐기물과 가축분뇨를 병합처리할 경우, 메
탄가스생성율의 설계 기준은 각각의 유입량의 비율을 고
려하여 산정한다.
음식물류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에 따른 메탄생성율

- 침전층과 스컴층을 방지하고 와해시키도록

은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의 습윤 가스, 배관

- 발효 기질로부터 바이오가스를 잘 빼기 위해 신선한

내 실온도 기준 바이오가스량은 평균 0.48m3CH4/kg-

기질 투입, 열의 대류 흐름 그리고 기포 상승시 에 발

VSin 정도에서 나타난다. 실제 운전 시 0.5∼0.6m3CH4/

효 기질이 최소한으로 교반된다. 이러한 수동적인 교

kgVSin 이상의 가스발생량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

반은 물론 충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교반 프로세스를

서 최소 설계기준은 습윤가스, 배관 내 실온도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교반은 소화조 내의 기계

0.48m3CH4/kgVSin이고, 시설 설계기준은 0.48∼0.65

적 장치, 예컨대 교반기, 소화조 외부에 배치되는 펌프

Nm3CH4/kgVSin가 적정하다. 소화조에서 발생한 소화가

를 통해 유압식으로 또는 소화조에 바이오가스를 취입

스에서 습도를 제거한 건가스 기준 바이오가스량은 20∼

하여 공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펌프를 이용한 유

25% 정도 적어진다. 바이오가스내에 함유된 습도는 고온

압식 교반과 바이오가스 취입을 이용한 공압식 교반

및 고압이며, 여러 가지 가스유량계 측정 방법에 의하여

방법은 다소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독일에서는 약 85

습윤가스와 건가스의 현장에서의 가스량 차이가 발생하고

∼95%의 플랜트에서 교반기와 같은 기계적 장치를 사

있다. 정확한 폐기물의 특성에 따른 가스발생량은 BMP

용한다. 발효 기질을 기계적으로 교반할 때에는 교반

테스트를 통하여 적정 값을 선정할 것을 권장하고, 시공

기를 사용한다. 추력을 이용하는 교반기와 반죽 기능

후 소화가스 저장조의 용량 부족과 같은 문제가 없도록

의 교반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주로 혼합해야 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소화가스의 성분은 소화상태에

매체의 점도와 건조 재료의 함량에 의해 결정한다. 두

따라 다르나 일반적인 소화가스의 메탄 함량은 55~70%

시스템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

로 분포한다.

한 조합은 더욱 우수한 교반 작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반기는 연속 모드 또는 단속 모드로 가동

③ 기타(소화조 운전 제어)

한다. 실제로 교반 주기는 각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구

혐기성 소화조의 원활한 운전 제어를 위하여 다음과 같

체적인 특성, 즉 기질 특성, 탱크 크기, 스컴층 형성 경

은 설비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소화조는 1계열보다는 2계

향 등에 맞추어 경험적으로 최적화해야 한다.

열로 구성하여, 한 라인 고장 시에 다른 라인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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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조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상시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지시 및 기
록온도계가 이용된다. 온도계는 소화조의 벽체로부터

㉮ 소화조 유입 배관

3.3m 이상 내부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효율적인

원활한 소화를 위해서는 소화조 내에 유기물이 정량적

측정을 위해 온도계의 위치를 상, 중, 하 등 3곳에 설치

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소화조의 유입방식은 소화방식에

하는 것이 좋다.

따라 크게 상부유입 및 하부유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
화조 유입은 주로 펌프를 통한 정량 주입이 많이 사용되

㉲ 투시창

고 있지만, 배관의 막힘이나 펌프의 고장으로 정량 유입의

소화조 내의 액면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소화조 천장 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소화조 유입 펌프는 예비 펌프를

분에 투시창과 청소용 와이퍼, 수세 노즐을 설치하여 손전

두어 연속운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등으로 조 내부를 비춰볼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투시
창은 소화조 압력을 버틸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 pH 미터

만 건식의 경우 스컴 발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반

소화조 내의 pH는 소화조 상태를 가름할 수 있는 좋은

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공법에서는 투시창을 설치하

지표로서 소화조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유지관리가 어

지 않을 수 있다.

려워 소화조 내부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유입부와 유출부
에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권장한다. pH 미터가 현

㉳ 시료 채취 장치

장에서 음폐수에 포함 된 유분 등에 의하여 오염되어 측

각각의 소화조마다 내경이 최소한도 50 cm 이상인 관

정 오류가 빈번하게 유발될 경우에는 샘플링하여 실험실

을 최저수위 아래 1.0 m 정도까지 내려 소화조 내 여러 깊

에서 분석하여 모니터링하는 것도 권장한다. 특히 건식의

이로부터 상등수나 슬러지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한다. 슬러

경우는 슬러지를 샘플링 하여 실험실에서 분석 후 관리할

지의 시료채취를 위한 배관은 세척 및 배수가 편리한 장

수 있다.

소에 설치한다.

㉰ 수위 측정기

㉴ 맨홀

소화조 내의 수위는 일정하지 않으므로 각 소화조마다

맨홀은 소화조 내부의 점검, 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계기판과 수위 측정기로 구성된 수위 지시기가 필요하며,

필요하다. 맨홀의 뚜껑은 덕타일 주철제를 사용하되 고무

압력식 측정기 사용이 권장된다. 부자식 수위계를 사용하

패킹을 한 다음 볼트로 조여서 기체가 새지 않도록 해야

면 부자관이 스컴으로 막히는 경우 부정확하게 될 위험이

한다. 소용량의 조에서는 가스돔을 맨홀과 겹치게 하기도

있다. 부유식 지붕인 경우에는 수위계가 지붕의 운동에 의

한다. 이때 가스돔 의 배관은 맨홀 측벽에 접속시키며 맨

해 작동하며 지붕이 상단 및 하단에 도달하면 경보가 울

홀 뚜껑은 단독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맨홀은 소

리게 적용한다. 건식 소화의 수위측정기는 초음파식 및 압

화조의 지붕에 적어도 2개 이상 설치되어야 하며 직경이

력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0.6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온도 측정 장치

㉵ 침전물 제거

온도는 소화조의 운전상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므로

소화조 하부에 침전물의 퇴적에 따른 소화조 사공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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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등으로 소화조 운전에 방해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침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전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자동화 또는 수동 장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치를 설치한다.

(다)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라)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3) 복합 바이오 에너지 생산공정 설계

(마)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아래의 [그림 3-3]은 복합 바이오 에너지 생산공정의

(바)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예시이다. 아래 생산공정은 습식열분해 반응과 혐기소화,

(사)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현지조사 및 토

건조 고형연료화 공정이 통합되어 있는 통합시스템이자

석정보시스템 등 이용) 샘플링, 품질시험 및 자

동시에 바이오가스와 고형연료 2종의 바이오 에너지를

재공급계획

생산할 수 있는 복합 바이오 에너지 생산공정이다.

(아) 측량지반지장물수리수문지질기상기후
용지조사
(자)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차)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구조 및 수리계
산서 작성
(카) 기
 타 발주청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하
는 사항 영 제73조제2항에 의한 실시설계의 경
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를 포함하여
실시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을 검토한다.

[그림 3-3] 복합 바이오 에너지 생산공정의 예

(나) 기본설계 결과를 검토한다.
(다) 구조물 형식을 결정하고 설계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라) 구조물별 적용 공법을 결정하고 설계한다.

(1) 실시 설계의 내용

(마)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를 결정한다.

실시설계 업무에 대한 설명은 “기본설계 등에 관한

(바)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를 작성한다.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268호)” 제7조
(실시설계의 내용)의 내용으로 대신하며, 다음과 같다.

(사) 시방서, 물량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를 작
성한다. KEMC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및 시
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업자가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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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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