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로 ���(야탑동 ���) T.(���) ���-����(代) 등록일자 ����년 ��월 �일·등록번호�성남, 라�����

www.kemc.co.kr

VOL. 555

2022
정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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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뉴스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 위해 ‘先 전력망 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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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기관인증시험 통과
T2021-00010(2021.9.16)

태양광 지락차단장치
태양광 지락차단장치 의무화
●

●

●

●

●

관련규정
적용시기
대
상
규
격
성
능

용도 : 직류/교류 지락보호(누전)
태양광, ESS, 전기자동차 충전기,
연료전지 등

: 전기설비 판단기준 54조
: 2021. 9. 1
: 모든 태양광발전시스템
: B형 RCD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확인)
: IEC 60364-7-712.42,53(2017)

전기안전관리제도 변경
●

●

●

●

태양광 3MW 이상 안전관리자 상주
1~3 MW 안전관리대행 가능
조건 :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 설치
적용시기 : 2021. 6
지락전류 모니터링 장치(B형 RCD) 필수

B형 지락차단장치

직류/교류 지락전류 센서
Flux Gate Sensor

(주)피에스디테크놀러지스 TEL 031.759.9022 / E.mail info@psdtech.com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0(창곡동,슈퍼스타타워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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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em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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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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일터에도 무한한 발전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사장님 여러분!
2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고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애써
주신 우리 전기 공업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 한국
경제의 성취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기공업인 가족 여러분!
풍요와 성장의 기운이 넘치는 ‘검은 호랑이 해’인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조합도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지난해
2,600억 원의 매출을 기록,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조합을 믿고 함께 해 주신 조합
원사 사장님 그리고 조합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신년인사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임도수 전임 이사장님, 양규현 전임 이사장님,

사장님 여러분!

원일식 전임 이사장님, 장세창 전기산업진흥회

주지하시다 시피 우리는 2년 가까이 코로나 19와의

명예회장님, 유병언 전력기기조합 이사장님, 유신하

전쟁을 치르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중전기기조합 이사장님, 그 밖에 내외 귀빈

손에 잡힐 듯 했던 일상으로의 회복은 새로운 변이

여러분과 조합원사 사장님 여러분께 감사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드리며,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 조합에 각 별 한 애 정 과 관 심 을
보여주고 계시는 조합원사 사장님 여러분, 새해가
주는 벅찬 감동과 희망을 담아 전기산업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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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구조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생존하고

사장님 여러분!

성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전기조합 창립 60주년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트렌드를 빠르고 유연하게 받아드리고, 효율적으로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사 사장님의 많은

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사 사장님 여러분!
조합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새로운 도약의 터닝

저 또한 제가 조합원사 사장님에게 약속 드렸던
“조합원을 위한 조합, 자생력 있는 조합”을 위해
끝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포인트로, 100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으로 우리 조합은 희망의 첫 걸음을 조심

전기조합은 우리 전기 공업인들이 앞으로도

스럽게 내딛기 위해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최고경영자

우리 경제의 든든한 뿌리 그리고 미래로 나갈 수

세미나를 220여 회원사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2년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난해의

만에 재개했습니다.

고단함은 다 비워내고 그 자리에 새해가 주는 꿈과
희망을 가득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더믹 속에서 비대면과
디지털,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조합원사 사장님 여러분!

따라 기존의 시장과 산업의 안정성에 안주하기보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를

기존 산업과 신기술의 융합 그리고 과감한 투자가

맞아 기운차고 용감무쌍한 호랑이의 모습처럼 지금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번영의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는 5월 조합 창립 60주년에 발맞춰 60년사 편찬과
창립 기념행사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5차 산업 준비와 미래
먹거리 창출 그리고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 비전 준비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일터와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곽 기 영

또한, 조합의 재도약을 위해 현 주차장 공간을
기술개발의 요람으로 만들기 위해 부지의 용도변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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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신년인사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성남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290만원 상당의 쌀 전달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곽기영)은 1월 6일
(목) 조합 5층 대강당에서 ‘2022년 신년인사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곽기영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년 가까운 코
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최고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곽기영)은 12월 28일 성

수출 실적을 올렸다”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

남시청(시장 은수미)을 방문하여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의

신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전기공업인들의 노력이

어려운 이웃과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모금된 전기기

없었다면 한국경제의 성취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업인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1,290만 원으로 쌀 438포대를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조합도 어려운 여

마련하여 시청에 전달했습니다.

건 속에서 지난해 2,600억 원의 매출을 기록, 최대 실적

우리 조합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연말

을 달성했다”고 강조하며, 특히 조합 창립 60주년의 해

연시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이웃과 함께 나누

인만큼 새로운 도약의 터닝포인트로 삼아 다가올 100년

고자 조합 임직원 및 각 위원회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뜻

을 준비하겠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을 모아 모금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는 조

곽기영 전기조합 이사장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코

합의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신년 시루떡 커팅, 곽기영 이

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장의 신년사, 임도수 전임 이사장님과 전기산업진흥회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다. 모두가 힘든 때이지만 주변을

장세창 명예회장님의 새해 덕담 등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돌아보고 서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내빈으로 참석해주신 임도수·양규현·원일식 전임 조합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성금 기탁을 시작으로 전기기업

이사장, 장세창 전기산업진흥회 명예회장, 유병언 전력기

인의 온정을 모아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하나가 되는 따

기조합 이사장, 유신하 중전기조합 이사장 등을 비롯해 조

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합원사 관계자 약 70여명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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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셈코파워(주) 대표이사 문희봉
•이앤에이치(주) 대표이사 박대전
•(주)이천 대표이사 심상민
•(주)이테크 대표이사 윤광진
•청진산전(주) 대표이사 김인호
•코스모전기(주) 대표이사 이상헌
•(주)태성계전 대표이사 차영두
•한성중전기기공업(주) 대표이사 이용주
한편, 이번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조합 임직원 및 각 위

•협화전기공업(주) 대표이사 정재현

원회 위원들이 기부하였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업
체명 가나다 順).

제3차 정기이사회 개최
•전기조합 곽기영 이사장과
신창환 전무이사외 직원 일동
•전기공업인 산악회 회원 일동
•대농산업전기(주) 대표이사 김영종
•(주)대은 대표이사 송기택
•대진전기(주) 대표이사 임채현
•동아전기(주) 대표이사 신상균
•(주)디지털파워 대표이사 이태호
•부광계전 대표 방희대
•(주)삼보기전 대표이사 우병근
•(주)삼호중전기 대표이사 성대흥
•(주)설악전기 대표이사 박정배
•신원중전기(주) 대표이사 장필기

우리조합은 2021년 12월 17일(금) 조합회관 5층 대강당
에서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인사규정 개정” 안건,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안건 등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주)에코파워텍 대표이사 송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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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60년사 편찬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우리조합은 2021. 11. 04(목) 조합회관 3층 전산교육
실에서 ‘조합 60년사 편찬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
였습니다.
이번 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 60년사 편찬 대행업체
인 (주)시하기획의 중간보고 발표를 주제로 ‘기초자료 수집’,
‘집필자료 수집 및 분류’, ‘조합원사 수록 기업 선정 및 인터
뷰 실시’ 등의 경과보고와 함께 콘텐츠 구성안, 원고집필방
향 및 기타 협력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으며, 중간 보고
에 대한 편찬위원님들의 추가 피드백 및 앞으로의 편찬 방
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기업 신용평가기관 (주)나이스디앤비 업무 제휴 알림
-우
 리조합에서는 기업 신용평가기관인 (주)나이스디앤비와 업무제휴를 맺어, 조합을 통하여 신용평가 신청할 경
우 10~30%까지 수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신청방법 : 조합 홈페이지 (주)나이스디앤비 배너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접속 됩니다.
- 기업평가서비스 수수료
구분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평가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을 위한 
기술등급 (TCB) 평가

사업 자유형

자산규모(직전결산기)

표준수수료(VAT별도)

5억원 이상

250,000

200,000

100억원 이상

500,000

400,000

5억원 미만

개인 사업자

100억원 미만

법인 사업자
유형 무관

규모무관

200,000

제휴할인 수수료(VAT 별도)

350,000
400,000

공공입찰 + 기술등급 평가

- 회원사 신용평가 애로사항 및 무료 개별 상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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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비스 할인

① 회원사를 위한 전문 상담사 운영

① 예비진단 서비스 50% 할인

② 기업평가 등급 관련 상담 및 재무 관련 상담 제공

② 플러스리뷰 서비스 20% 할인

160,000

280,000
280,000

www.kemc.co.kr

동호회 동향
한국전기공업인 산악회 1월 제366회 산행
•일 시 : 2022년 01월 15일(토) 오전 10시
•장 소 : 관악산 둘레길
(만남의장소 : 관악산입구 시계탑)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동아전기(주) 신상균 대표이사 차녀 결혼

[11/14(일)]

(주)온누리전기 권순일 대표이사 모친상

[11/10(수)]

일신전기(주) 이용학 대표이사 장남 결혼

[11/20(토)]

(주)동남 이병균 대표이사 본인상

[11/14(일)]

한원계전(주) 조재봉 대표이사 장남 결혼

[11/21(일)]

(주)신영중전기 김금종 대표이사 모친상

[11/30(화)]

대한전력전자(주) 이종근 대표이사 장남 결혼 [11/27(토)]

(주)한성이에스 한규수 대표이사 빙모상

[11/30(화)]

전기조합 박은수 본부장 차남 결혼

[12/11(토)]

(주)태진테크 이정자 대표이사 시모상

(주)대림전기 황태인 대표이사 장남 결혼

[12/12(일)]

[12/9(목)]

(주)일렉트코리아 정장범 대표이사 장녀 결혼 [12/19(일)]
(주)브이앤피 박상민 대표이사 딸 결혼

[1/15(토)]

11-12월 신규가입 조합원
업체명

대표자

(주)아이티이

김나운

(주)삼흥중전기

박미애

시그마전기(주)

(주)비츠로이에스
(주)에이스전기

김진흥

이상권
전현자

주생산품

소재지

가입일

수배전반

경기 의정부시 입석로 105(가능동, 우성빌딩)

2021.11.01

수배전반

경북 김천시 남면 초곡길 161

2021.11.16

무정전전원장치 경기 시흥시 마유로32번길 14(정왕동, 시화공단 3바 802)

수배전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27

무정전전원장치 경기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361번길 27-12

2021.11.01

2021.12.03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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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12월 공동판매 사업 계약(발주) 현황
다수공급자 계약

(단위 : 천원)

품목

11월

건수

배전반

3

MCC

금액(VAT별도)

272,472

1

분전반

157,933

4

합 계

43,002

8

473,407

12월

건수
4

425,566

-

-

6

175,746

10

601,312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한국전력공사)
품목
고효율주상

(단위 : 천원)

발주수량(대)

11월

4,537

고효율아몰퍼스주상

2,547

내염형주상

371

컴팩트형지상

부하개폐형지상

발주금액(VAT별도)

6,680,974

발주수량(대)

5,101

643,041

1,496,023

7,539

12,873,312

12월

6,119

4,031,234

82

2

합 계

776

186

22,040

1

12,183

지명경쟁 계약		
품목
배전반
합계

배전반
합계

16

발주금액(VAT별도)

8,971,914

7,828,441

1,373,132

2,040,719

11,020

20,225,226
(단위 : 천원)

건수

11월

-

금액(VAT별도)

건수

-

4

-

-

12월

4

금액(VAT별도)

1,481,585
1,481,585

공동상표 계약
품목

금액(VAT별도)

(단위 : 천원)
건수
2

2

11월

금액(VAT별도)

375,235

375,235

건수
1

1

12월

금액(VAT별도)

173,351

173,351

전기계 뉴스

한전, 자체 개발 SF6 분해기술로 탄소 중립 가속화
6월 분해 설비 1기 완공 연간 60톤 규모 처리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자체 개발한 SF6 분해기술로 국가철도
공단(이사장 김한영)이 보유한 이산화
탄소(CO₂) 837만 톤(SF6 350톤)을 줄
일 계획이라고 연말 밝혔다.
한전과 철도공단은 28일 ‘2050 탄
소 중립’을 제때 달성하기 위해 최현근
한전 전력혁신 본부장과 이인희 철도
공단 기술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SF6
분해 기술 공동 활용 업무 협약’을 체
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한전이 개발한

왼쪽부터 최현근 한전 전력혁신 본부장과 이인희 철도공단 기술본부장이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F6 분해 기술을 철도공단에 확대해 공
동 활용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상

른 공공기관인 철도공단이 보유한 SF6의 처리에도 활용해

호 공유 등을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관점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행해 가는

SF6(육불화황)는 ‘황’과 ‘플루오린(불소)’의 화합물로 절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연 성능이 우수해 전력 설비인 개폐기 등에 절연 가스로

이번 협약 이후 최종 계약이 완료되면, 철도공단은 보

사용되고 있으나,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CO₂의 2

유한 SF6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고, 배출권

만 3900배에 달하는 대표 온실가스다.

할당 업체가 아님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 ESG(환

최근 SF6를 쓰지 않는 친환경 전력 설비로 순서대로 교
체하면서 기존 설비에 포함된 SF6를 친환경적으로 처리

경·사회·지배 구조) 경영에 앞장선다는 긍정적 기업 이
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전은 2020년부터 SF6 분해 기술

한전은 철도공단 SF6 분해량에 대해 온실가스 외부 감

연구 개발에 착수했고, 고농도의 SF6를 1200°C의 고온으

축 사업 실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만큼의 상쇄 배출권을

로 열분해하고 유해 물질을 냉각·중화해 무해화하는 기

확보할 수 있다.

술을 자체 개발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최현근 한전 전력혁신 본부장은 “우리

2022년 6월 분해 설비 1기 건설이 완공되면 연간 60톤

앞에 놓인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모로 처리할 수 있으며, 앞으로 최대 6기까지 건설되면

서는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데, 한전과 철도공단의 협약은

연간 300톤 이상을 처리해 현재 보유한 6000여톤의 SF6

그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꾸준한 협력

를 2050년까지 전량 무해화할 수 있다. 특히 한전이 탄소

으로 이번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협력 범위를 더

중립 달성을 위해 개발한 기술을 전력 그룹사는 물론, 다

확대해 탄소 중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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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트앤설리번,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태양광·풍력 발전소 점검에 큰 변화
딥러닝 컴퓨터 비전 카메라 장착된 드론 및 로봇 관심 높아져
Hung)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최근 폐쇄 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발전소 점검을 위한 전문가 파견
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점
검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이 디
지털 점검 방식은 기존의 인력 기반 점검 방식에 비해 진
화된 사진과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어 점검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3년간 인간 개입 없이 실시간으로 객체 추적과
자체 탐색, 점검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 컴퓨터 비전 딥러
닝으로 구현된 첨단 영상 카메라와 센서들이 많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태양광, 풍력 발전소 점검 관련 문제
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소프트
프로스트앤설리번이 최근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점
검용 디지털 기술 발전 분석 보고서(Advancements
in Digital Technologies for Solar and Wind Farm
Inspection)’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신 기술들이 필요한 데이터에

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려는 기업들이 비즈니스 가치
향상 및 경쟁 우위를 선점할 것이다.
태양광, 풍력 발전소 점검에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나
타나는 성장 기회들을 잡기 위해 관련 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분야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액세스를 가능케 하고 시각화와 프로세스, 성능 및 리소
스 최적화를 지원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점검 방식에

•제품 및 기술 포트폴리오 접근성을 높이는 신제품 개

도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다. 2020년 해당 분야도 코로나

발: 현장 운영 및 점검 데이터를 통합해 종합적인 점검

19 타격을 비껴갈 수 없었지만, 2021년 한 해에는 지연 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IT/OT 정보가 결합된 디지털 플랫폼

업들이 재개되면서 태양광, 풍력 발전소 점검 시장 성장

개발이 필요

을 견인한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증강현실/가상현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파트너십: 신속한 제품 개발

실(AV/VR), 빅데이터, 드론, 로봇,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과 경쟁력 향상, 시장 확대 가속을 위해 기업 간의 R&D

기술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파트너십이 필수

기대된다. 한편 연말까지 태양광, 풍력 발전의 추가 용량
이 각각 10.80GW, 6.90GW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프로스트앤설리번 테크비전 팀의 웨이하오 헝(Weih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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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점검을 위한 혁신 기술: 언제 어디서나 구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이 필요. 이를 통해 이동
경비와 운영 성과 향상이 기대 KEMC

동서발전, 탄소중립 이행 원년 맞아 에너지전환 본격화
김영문 사장 신년사 ‘에너지전환·상생협력·조직개혁’에 중점

정부가 올해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한국동서발전이 전력산업에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
을 토대로 에너지전환을 박차고 나간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신년사에서 ▲신재생·신사업
확대 ▲상생협력 ▲조직문화 개혁 ▲안전한 일터 조성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으로의 도약을 본격화
할 것을 선언했다.
김영문 사장은 “석탄발전의 중단과 축소가 현실이 됐
고 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다”며, “에너지전환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선
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신사업모델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의 최일선 현
장 개척자가 될 신재생개발권역센터의 출발은 매우 고무
적”이라며, “조만간 100명의 인력이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기 시작할 것”이라
고 밝혔다.

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가치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

김영문 사장은 “영농형 태양광이 확대되고, 건물일체형

응하는 유연성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창발성”이라며,

태양광(BIPV)과 노면블록형 태양광 실증사업이 사업화에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지됐던 권위적 조직

성공하는 미래를 꿈꾼다”며 좁은 국토의 한계를 극복할 신

문화를 개혁해 내적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신사업모델과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영문 사장은 안전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타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협이 있을 수 없다”며, “예측할 수 없는 산업재해는 없다

가 가장 높은,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탄소중립 이행수

는 마음가짐으로 협력기업을 포함해 모두가 안전한 일터

단이자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이라며, 전국의 대학 캠퍼

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스, 에너지다소비 기업, 산업단지 등 잠재적 고객을 폭넓
게 확보해 신사업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이라
는 비전을 새로 정립해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선포

그러면서 그는 “시대적 과제인 에너지전환은 협력사,

했다. 발전사 중 최대규모의 신재생 개발조직을 꾸리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전환에 필요한

신재생·신사업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마무리해 혁신을

기술개발, 신재생 밸류체인(가치사슬) 구축과 관련된 다양

위한 골격을 세웠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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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스페인 157MW 로사태양광 착수
유럽 태양광시장 첫 진출⋯신재생 개발·건설·운영 경험 확보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처음으로 유럽 태양광 시
장에 진출한다.
서부발전 이사회는 12월 23일(목) 스페인 로사태양광

친 크기다. 매월 인근 약 7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을 생산한다. 이는 유럽에 진출한 발전공기업의 태양광발
전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다.

157MW급 발전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에선 첫

이번 사업을 확정하면서 서부발전은 유럽에서 신재생

태양광사업이자 스웨덴과 핀란드의 풍력사업에 이은 세

발전의 개발과 건설, 운영을 모두 경험하게 됐다. 특히 신

번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다.

재생발전 운영과 건설을 먼저 시작한 후 개발에 나서는

서부발전은 한화솔루션과 지난 2020년 10월 공동개발

‘역(逆)순서 3단계 전략’을 통해 사업을 성공시켰다. 유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로사태양광 사업에 착수했

지역 발전사업 경험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해낸 새로

다. 이후 양사는 인허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력판매계

운 접근법이다.

약 체결 등을 공동으로 진행해왔다.

서부발전은 지난 2020년 6월 핀란드와 2021년 3월 스

로사태양광 발전소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세비

웨덴에서 각각 풍력발전 운영과 건설 사업에 참여하며 노

야(52.4MW)와 코르도바(104.8MW)에 건설된다. 2022년 2

하우를 쌓았다. 이번에 스페인 태양광사업을 통해 개발경

월 착공에 나서 2023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한화솔

험을 확보하며 마지막 3단계 전략을 마무리했다.

루션이 기자재 조달과 설치공사를 담당하고, 2년간 하자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은 발전공기업과 국

를 관리한다. 서부발전은 2025년부터 2053년까지 28년간

내 금융이 함께 한국형 태양광 패키지를 수출하는 모범사

발전소 운영을 맡는다.

례”라며 “향후에도 해외시장 진출 시 국내기업들과의 동

발전소 전체 부지는 약 383만㎡로 축구장 500개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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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MC

남부발전, 2045 탄소중립 달성 선포
무탄소에너지 전환 및 친환경 신기술 상용화 위한 4대 전략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이 2045년 탄소중립을 선포
하고, 무탄소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국가 2050 탄
소중립 달성 기여는 물론, 선제적인 에너지시장 변화 대비
로 지속 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남부발전은 연말 부산 본사 35층 비전룸에서 열린 ‘제
3차 KOSPO 탄소중립위원회’에서 ‘KOSPO 2045 탄소중
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NetZero)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KOSPO 2045 탄소중립 추진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절감하고, 정부 목표보

전략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

다 5년 빠른 2045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립 구현’이라는 탄소중립 비전 아래 2045년까지 무탄소 에

2045년에는 석탄발전소 제로(0)화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약

너지로의 전환과 친환경 신기술의 상용화를 골자로 한다.

84%, 무탄소 신전원 약 11%로 발전설비 비중을 구성해 본격

지난 7월 탄소중립 총괄 의사결정 기구인 ‘KOSPO 탄

적인 친환경 에너지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내 실무진 및 전문기관과 함

이날 위원회에 사외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중앙대 기후

께 탄소중립 전담조직(TF) 활동으로 탄소중립 달성경로

경제학과 김정인 교수는 “향후 발전사 공동의 국외 감축

초안을 마련한 남부발전은 경영진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신재생에너지, 무탄소신전원

수렴해 최종안을 도출했다.

등 확대를 위한 자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에는 ▲화력발

숭실대 경제학과 조성봉 교수는 “탄소중립 전략 내재화

전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사업재편

의 중요하다”라며 “수립된 탄소중립 전략을 기반으로 상

▲수소에너지 선점으로 미래선도 ▲지속가능한 공정포용

황 변화나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의 난관에 대한 대응력

의 에너지전환의 4대 전략과제와 16개 실행과제가 담겼다.

을 키워달라”고 말했다.

남부발전은 발전 부문과 비발전 부문으로 나눠 탄소

조재수 EPRI 한국 법인장은 “아직 ‘탄소중립에 대한 명쾌

중립을 준비한다. 발전 부문에 있어서는 CCUS(Carbon

한 답은 없다’면서도 오늘 남전의 구체적 전략수립을 통한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적극적 탄소중립 의지 표명 자체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적용 여부에 따라 LNG, 연료전지 최소화와 비중 상향의

기반으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방안을 마련했으며, 비발전 부문에서는 외부 감축 사업과

이승우 사장은 “사내 실무진과 사외 전문가의 협력으

K-RE100 활용방안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협력업체, 지역

로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이번에

사회와의 탄소중립 동행을 위한 제도개선 등 남부발전만의

제시하게 됐다”라며 “모든 가치사슬을 아우르는 탄소중립

공정과 포용적 가치를 담은 탄소중립 방안을 수립했다.

전략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라

남부발전은 사실상 사업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으로 2030

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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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생에너지 4.8GW 보급, 목표 초과 달성
전체 발전량 중 6.5%, 태양광이 압도적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4.8GW로 목표치를 초과

2017년 말 3.2%에서 지난해 10월 6.5%로 2배 이상 높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졌다. 다만 지난해 연간 보급 규모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

차지하는 비중도 6.5%로 올라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

했다. 태양광은 산지태양광 보급이 줄면서 전년의 1.2GW

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량(사업용과 자가용 합산)이 보급목

에서 0.8GW로 줄었다. 산지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공급

표(4.6GW)보다 많은 4.8GW로 잠정 집계됐다고 최근 밝

인증서(REC) 가중치 축소(1.2→0.5), 경사도 허가기준 25

혔다.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계

도→15도 등 규제가 강화됐다.

획’을 수립한 이래 4년 연속 목표치를 넘었다.

풍력은 10개 부처, 29개 법령이 적용되는 인·허가 절

지난해 발전원별 보급량을 보면 태양광이 4.4GW로 가

차와 주민 수용성 문제로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

장 많았고, 이어 풍력 0.1GW, 기타(바이오 등) 0.3GW 순

국내 풍력 인허가 기간은 5∼6년으로 해외(3∼4년)보다

이었다.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지난해 말 기준 태양광

긴 편이다. 다만 지난해 REC가중치 상향(1.0→1.2) 등에

21GW, 풍력 1.7GW 등 총 29GW다.

따라 착공이 전년 120MW에서 지난해 902MW로 크게 증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수립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가해 중장기적으로는 보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규 보급용량은 18.2GW로, 2017년 말(12.2GW)과 비교하면

산업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이행

1.5배 증가했다. 태양광은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이 15.6GW

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로, 2017년 말 누적 용량(6.4GW)보다 2.4배 이상 늘었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사업용 기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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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8%로 높일 계획이다. KEMC

전기연구원, 스마트 전자레인지 핵심 원천기술 개발
전자기파 기술 통해 가열 효율성 극대화
한국전기연구원(KERI, 원장 명성호) 전기환경연구센터
정순신 박사팀이 원하는 곳이나 대상을 필요한 만큼만 원
하는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차세대 ‘스마트 전자레인지’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전자기파의 일종인 마이크로파로 음식을 가열하는 전
자레인지는 집안의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
래다. 하지만 마이크로파의 파동이 공간적으로 강약이 있
고, 일일이 조절하지 못하다 보니 가열이 고르게 되지 않
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불편한 점도 많았다. 현재 수준은 음
식물 등 피가열물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움직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피가열물을 가열할 때 전체 온도 차이

면서 데우는 방식인데, 시시각각 달라지는 온도 분포를 반

가 10% 미만으로 거의 나지 않도록 고르게 가열한다. ‘표

영하지 못하니 가열되는 곳은 더 뜨거워지고, 그렇지 않

적 가열’은 피가열물의 부위별 목표 온도를 반영하여 사용

은 곳은 계속 미지근한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는

자가 가열 위치를 정하면, 그곳을 원하는 온도로 집중 가

KERI의 성과는 약간의 주파수 조절로도 마이크로파의 파

열한다. 이를 발전시킨다면, 여러 가지 음식물이 함께 있

장을 크게 변화시켜 사용자가 원하는 곳을 필요한 만큼만

어도 각각 원하는 다른 온도로 가열할 수도 있다.

가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명 ‘적열적소(適熱適所), 스

해당 기술은 가정 및 상업용 차세대 ‘스마트 전자레인

마트 마이크로파 가열 기술’이다. 기본 원리는 마이크로파

지’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 산업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의 파장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여, 마이크로파 공간

탄소섬유, 다이아몬드 등 각종 생산 공정에서의 효율적인

분포를 조절함으로써 가열 위치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가열에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열처리 에너지

연구팀은 파장 변화를 빠르고 정교하게 주기 위해 주파

효율이 선진국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데, 마이크로파

수 조절 방식을 활용했다. 흔히 전자기파를 활용하는 기기

가열 기술을 통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탄소

마다 허용된 주파수 대역이 있는데, 기존에는 주파수를 바

중립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꿔도 파장 변화가 미미해 실제 활용 단계까지 가기 어려

KERI 정순신 박사는 “약간의 주파수 조절로 파장을 크

운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KERI가 수년간의 노력 끝

게 변화시켜 가열 위치를 제어하는 세계 최초의 성과로,

에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면, 주파수를 1%만 조절해도 파

사용자의 편의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대상을 가열하는 데

장 변화가 기존 대비 무려 100배나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소모되는 에너지는 절감하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전하

파장 변화를 통해 마이크로파 가열 위치를 폭넓게 조절

며 “꾸준한 연구를 통해 마이크로파 가열이 잘 안 되는 금

할 수 있다는 것은 ‘균일 가열’과 ‘표적 가열’이 모두 가능

속체도 효과적으로 가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활용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KERI 연구팀의 ‘균일 가열’ 수준은

범위를 크게 넓히고 싶다”라고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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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 뉴스

한국전력기술, 비츠로테크·비츠로넥스텍과
핵융합·플라즈마 사업 MOU
한국전력기술(사장 김성암)은 연말 비츠로테크(대표이

환과 기술교류, 입찰 공동참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 유병언), 비츠로넥스텍(대표이사 이병호)과 ‘ITER(국제

협약식에서 박범서 원자력본부장은 “최근 한국형 핵융

핵융합실험로) 발주사업 및 방폐물 플라즈마 처리 사업

합 연구장치 KSTAR가 1억도 30초 유지에 성공하는 등 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의 핵융합 연구는 상당히 선도적”이라며, “한국전력기

김천 한국전력기술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전

술은 국내 최고의 엔지니어링 기업으로서 국내 기자재 공

력기술 박범서 원자력본부장과 비츠로테크 유병언 대표이

급사와 협력하여 핵융합 발전 상용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 비츠로넥스텍 이병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각 사 관계자

밝혔다.

가 참석했다.

한국전력기술은 2004년부터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비츠로테크와 비츠로넥스텍은 지난 3년간 ITER 기자재

사업에 참여하며 케이블 엔지니어링, 건설관리, 기자재 공

공급사업에서 500억원 규모를 수주하는 등 핵융합 분야

급사업 등 다양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수행

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협약에 따라 3

하고 있다. KEMC

사는 핵융합ㆍ플라즈마 부문 사업 확대를 위하여 정보교

산자부, 사우디와 에너지·산업 협력 본격화
에너지부 장관 회담, 아람코, 사빅 포함 에너지정책대화 개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압둘아지즈 빈 살
만 에너지부 장관 초청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의 협력을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신에너지 협력으로
지속 확대해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압둘아지즈 에너지부 장관, 아즐란 사우디 상공회의소 회

양국 장관은 또한 석유·가스 및 전통적인 에너지 분야

장과 에너지 및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에서 석

협력을 넘어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양국간

유·원전 등 전통적 에너지 협력관계의 공고함을 확인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양국간 정부 및 민간 에너지 협의

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등 에너지

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정부 및 민간기

전환(energy transition to lower carbon economy)을 위

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양국이 포스트코로나·탄소중립

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대를 맞아 앞으로는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문 장관은 사우디 대형원전 수주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그간 석유 등 전통적 에너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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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해나가자는데 공감했다. KEMC

대형 전기트럭 위한 메가와트 충전표준 곧 확정

클래스 6~8급 대형트럭의 전기화를 위한 미래 충전표
준인 메가와트 충전 시스템(Megawatt Charging System,
MCS)이 최근 미국에서 상표로 등록됐다. MCS 플러그 형
상을 포함한 전체 요구사항 및 사양 카탈로그가 향후 몇
달 내에 완성될 예정이다. CCS 충전의 글로벌화를 주도
하고 2018년부터 메가와트 영역에서의 전기트럭 DC충전
컨셉을 개발해온 찰인(CharIN)에 따르면, 20~30분 내로
완충토록해 대형 전기트럭 보급 속도를 끌어올릴 메가와
트 충전의 글로벌 표준 확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렉트라이브.넷에 따르면, 찰인의 충전(loading) 인프
라 개발조정 그룹 책임자 마이클 켈러(Michael Keller)는
“이번 미국에서 브랜드 등록은 ‘전기트럭을 위한 단일 메

준을 최대한 활용해 품질을 높이고 출시 기간을 단축하는

가와트 충전 시스템을 향한 중요 단계로, 미국이 개척자

것을 강조한다. 호환성이 시장 출시와 시장 안정성을 위한

로서 새 시스템의 전 세계 도입을 위한 길을 닦고 있다”며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기 때문이다.

“MCS가 세계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2022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MCS는 최대 1,250 V, 3,000 A(최대 3.75 MW)를 커버
하면서 기존 표준으로 계통에 연결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MCS는 승용차, 경상용트럭, 트럭 또는 버스에 이르기까

MCS를 지원하는 차량은 자동으로 CCS와도 호환돼야 한

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CCS 표준을 기반으로 설계

다. 찰인에 따르면 충전은 차량 좌측, 예를 들어 엉덩이 높

됐다. 케이블 커팅, 레이어 처리 등 대형 전기차, 소형 e플

이의 단일 로딩 포트, 양방향 로딩, 사이버 보안 이슈 등에

레인의 대형 배터리 팩에 대응되는 새로운 급속충전 개념

대한 필수 기능을 논의해 2022년 6월 오슬로에서 열리는

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형 차량의 대용량 배터리를 더 빠

EVS35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른 시간에 충전하려면 전력이 증가해야 하고, 충전 전압은

한편, 이 MCS 표준을 활용한 로딩 플랜트 레이아웃도

물론 전류를 증가시켜야 한다. 따라서 기존 표준에 따라 케

나와 있다. 찰인은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지역을 기반으

이블 단면을 크게 하거나 케이블 시공 시 추가 조치를 취해

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예를 들어 포틀랜드 제

야 한다. 또한, 이런 모든 경우에서 지원 머신이나 로봇의

네럴 일렉트릭(Portland General Electric)과 다임러 트럭

도움 없이 사용자가 수동으로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노스아메리카(Daimler Trucks North America)는 최초의

MCS 표준 작성은 현재 완료 단계에 있다. 찰인에서는

MCS 플랜트를 구현하기 위해 협력 중이다. 기존의 트럭

수십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주간 기술회의에서 최종 세부

주차 공간 사이에 맞는 가능한 슬림한 로드 칼럼을 활용

사항을 논의 중이다. 찰인은 기존 CCS 모듈 및 관련 표

하는 것이 특징이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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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뉴스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 위해 ‘先 전력망 後 발전’
패러다임 전환해야
전력계통 혁신방안 발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송·변전설비 건설이 빈번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기영 차관은 “2030 NDC 이행 및
2050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

정부는 최근 박기영 제2차관(산업부) 주재로 한전 등

너지 전원은 더욱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지만 “우리 전력

공기업·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

계통은 향후 확대될 재생에너지를 수용하기에는 많은 도

한 ‘전력계통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지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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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전력망 계획인 제9차 장기 송·변

회의에서는 2030 NDC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

전설비계획(’21.9월)에 NDC 상향을 반영한 전력망 보강

력계통이 직면한 문제를 전력망 건설, 운영, 그리고 전반

로드맵을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전에 선제적으로

적 제도 측면에서 분석하고 추진과제를 일차적으로 도출

마련하여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는 송전사업자가 공동접
속설비를 사전에 구축하여 단지 준공 즉시 계통망에 연계

송전망 건설 위한 투자확대

한다. 계획된 송·변전설비 건설 지연이 지속 발생하고 있
는 상황을 감안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

먼저, 장기간 소요되는 송전망 건설을 선제적으로 추진

대하고,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설

27

산업뉴스

전력계통 개념도

절차도 개선해나간다.
두 번째로 확대되는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
망의 유연한 운영을 통한 계통 안정화를 도모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

력망 수요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전력계통 영향평가제
도’를 도입한다. 재생에너지에 내재된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시장제도의 단계적 도입,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도 본
격 추진한다.

제어가 가능한 통합관제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하고,
배전망이 보다 중요해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배전망 접속

최적화된 계통 운영 방안은

용량 상향 및 필요시 제어를 통해 관리하는 ‘선(先) 접속
후(後) 제어(Connect & Manage)’를 도입한다. 전원믹스

박기영 차관은 무엇보다도 지역별 분산전원 확대, 기술

전환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설비기준을 포함한 전력계통
운영규범을 재정립하고, 계통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기구 마련 등 거버넌스 개편
을 검토한다.
세 번째, 지역 그리드 정착,

송변전설비 현황 (’21.11월말 기준)

수요 분산 및 시장 매커니즘
강화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권역별 전력수급 균형을 이
루는 전력망 구축 방안을 검토
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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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력수급 현황 (GWh, ’21.9월말 기준)

혁신, 효율적 전력시장 개편 등 향후 추진해나갈 에너지

계통 운영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도 검토해나가겠

정책 맥락 하에서 최적화된 전력망 투자와 계통 운영 방

다고 밝혔다.

안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박기영 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계

이를 위해 잠정적으로 추산된 78조원 규모로 ‘30년까

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

지의 전력망 보강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이를

하면서 앞으로도 전력계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발전허가시 적극 반영하

이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 차관은 배전망

는 ’선 전력망 후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계

은 가정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최일선이자 재생에너지

획이라고 밝혔다. 2030년까지 기 계획된 송변전설비투자

발전의 다수가 연계되어 있는 계통으로, 고장 발생시 국민

(23.4조원) 및 배전설비투자(24.1조원)에 NDC 상향을 감

들 생활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 만큼 안정적 전력수급 관

안한 추가 필요투자 약 30조원 잠정 추산한다.

리를 위한 사전적인 설비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또한, 전력망 운영의 고도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

당부하였다. KEMC

력계통망 관련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되짚어보고, 전력

원격점검 제도 도입으로 전기안전점검 방식 바뀐다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기존 인력중심의 노동집약적 전기안전점검 제도를 디지

마련했다. 또한 원격점검 장치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의 전

털방식의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로 전환하는 「전기

산처리 등 효율적 관리(수집, 저장, 분석, 경보 등)를 위한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1일 공포되었다.

‘관제센터’ 설치·운영한다.

이번 개정 배경은 1974년부터 50여 년간 전기안전공사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2024년까지 가로등·신호등,

직원이 일일이 1년~3년에 한번씩 방문·대면 점검 형태

CCTV 등 공공 전기설비(약 215만호)를 대상으로 원격점

로 수행해왔던 전기안전점검 방식이 ①생활방식 변화(1인

검 장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다중이용시설, 취약

가구 증가 등), ②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

계층 거주 노후시설 등으로 점진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속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관련 국가표준 제정, 전기재해 위험예측 기

이에, 전기안전관리의 실효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술개발 등을 위한 연구(R&D) 등을 통해 새로운 전기안전

하여 4차 산업기술(ICT·IoT)을 활용하여, 상시·비대면

관리 체계를 조기 정착하고, 2025년 이후, 원격점검 장치

원격점검 체계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를 한전의 지능형 원격 검침망(AMI)과 연계하여 시스템 고

우선, 원격점검 장치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경

도화 및 관련 인프라 등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KEMC

우, 현행 정기점검 대체 또는 정기점검 시기 조정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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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친환경·무탄소 전원” 전환 속도 낸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착수, 4차 산업혁명 따른 전기화 수요 반영
최근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전의 감축과 LNG발전 전환,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 수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계획이 나왔다.

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을 전원구성에 반영할 계획

산업부는 제6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10차 전

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확대에 따른 저장장치

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

확대(Storage Mix), 계통 안정성 보강 방안 등 변동성 대

본 계획은 안정적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을 바탕으로 친

응체계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환경·무탄소 전원으로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세워졌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탄소중립 및 4차

저장장치 확대 등 대응체계 논의

산업혁명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수급계획에 반영하고,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총괄분과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양

2030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발

한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소위(수요소위, 설비소위, 제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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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소위) 및 분야별 워킹그룹을 운영
하여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전기사업법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관계부처 협
의,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공청회, 전
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2년 말

13대 분야 및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 內 17대 분야와의 관계

에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원주 전력혁신
정책관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은 무탄소·청정에너지 전원구성으로
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함은 물론, 전
기화 수요·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
에 대비한 안정적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하
는 과제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
양한 의견을 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향후 다양한 전문가
소위 등을 구성·운영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7개 핵심기술 로드맵 발표
이에 앞서, 산업부는 2050 탄소중
립 에너지기술 로드맵 및 에너지 국
제공동연구 로드맵을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
은 산업부가 11월 17일에 발표한 「탄
소중립 산업·에너지 R&D전략의 기
초가 되는 자료로서, 약 8개월간 에너
지MD(산업부 R&D 전략기획단)와 12
명의 PD(에너지기술평가원)를 주축으

국제공동연구 로드맵 전략과제 및 핵심기술: 태양광, ESS

로 18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집필
에 참여하였다. 탄소중립 산업·에너
지 R&D전략은 에너지 6대(무탄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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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생에너지, 계통선진화, 에너지 저장, 수소화, 에너지

ESS, 수소연료전지, 지능형전력망, 효율향상 등 6개 기술

고효율화), 산업 수송 9대, 탄소중립 공통 2대(자원순환,

분야에 대해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주요

CCUS)로 총 17대 분야를 제시한 바 있다.

국의 기술수준 및 현지여건 분석을 통해 중점 협력 대상국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은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13대 분야 197개 핵심
기술에 대해 개발일정, 확보방안 등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생산 분야에서는 ①발전용 수소터
빈 기술, ②연료전지 기반 MW급 복합발전 시스템, ③페

및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풍력 분야에서는 20MW급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및 핵심부품 개념설계 기술을 국제협력을 통해 확보
할 핵심기술 중 하나로 꼽았으며,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미국 등을 중점 협력국으로 제시했다.

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탠덤 전지, ④20MW급 해

산업부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

상풍력 발전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등이 대표

립의 핵심은 기술이며, 그간 확보된 기술과 개발중인 기

핵심기술이다.

술의 보급·확산·고도화를 통해 2030 NDC 달성에 기
여하고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구조를 전환

국제공동연구도 진행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로드맵’은 탄소중립 기술 선

‘산업부는 필요한 예산 확보와 대형 통합형 R&D 도

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

입, 국제공동 R&D 활성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

고, 이미 확보된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유망시장을 개척

을 목표대로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

하기 위해 마련된다. 국제협력 수요가 높은 태양광, 풍력,

라고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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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안정화를 위한 올바른 실천
로버츠타운 변전소에 첨단 플라이휠 갖춘 발전기 설치해
남호주 송전선 운영업체인 일렉트라넷(ElectraNet)은 계통(grid)에서 50%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감당해야 한다. 이것은
계통 안정화 측면에서 쉽지 않은 도전과제이다. 이와 같은 계통에는 갑작스러운 주파수 강하를 즉시 해결하기에는 중전력

터빈(heavy power turbine)의 관성이 부족하다. 지멘스는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 로버츠타운(Robertstown) 변전소에
첨단 플라이휠을 갖춘 두 개의 발전기를 설치해 관성을 배가시켰다.

글│프랭크 크럴(Frank Krull), 필자는 Siemens Energy의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일하는 물리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이다.

항구 도시 애들레이드에서 차로 북쪽으로 90분 거리

의 사이먼 에임스(Simon Emms) 망 서비스 담당자는

에 있는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로버츠타운에서는 사람

“로버츠타운은 발전소를 짓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확

들이 그곳을 “세상의 끝”이라고 즐겨 쓴다. 그곳의 풍경

인해 주었다.

은 사실 매우 고립돼 있으며 멀리 뻗어 있는 농경지와 가

교류(AC) 계통에서 공급 전력과 수요 전력이 일치하

뭄으로 고통받는 지역 사이에서 그림 같은 대조를 이룬다.

지 않으면 계통 주파수 또한 감소한다. 실제 주파수가

그러나 이 지역을 ‘세상의 끝’으로 홍보하는 또 다른 이유

정격값인 50Hz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정전

가 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명(同名)의 자연보호 구역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더 많은 전기를 계

이 근처에 있기 때문이다.

통에 공급해야 한다. 주파수가 특정 임계값 아래로 떨
어지면 발전소의 발전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통의

계통 안정화 허브

일부를 꺼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강하로 파괴적인 진
동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로버츠타운은 그 자체로 최
고의 “세상의 끝”이라고 주장할 수 없
다. 남호주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붐
으로 이 지역은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허브가 되었다. 이곳에는 중앙 변전소
외에도 2021년 9월 30일부터 첨단 계
통 안정화 플랜트가 가동 중이다. 남
호주 계통의 높은 재생에너지 전력 비
중은 이미 50%를 넘어섰고 계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필수적이다.
현지 계통 사업자인 일렉트라넷

그림 1. 로버츠타운에 있는 일렉트라넷 변전소. 플라이휠이 달린 발전기 두 대가
두 발전기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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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을 잃은 계통
화력발전소가 태양광발전소와 풍력
발전소로 대체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계통은 화력발전소의 발전기와
터빈과 같은 큰 회전 질량에 의해 생성
되는 관성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다.
로버츠타운에서 계통 안정화 플랜
트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Siemens
Energy의 피터 루이머스(Peter
Luijmers)는 “이러한 회전 질량
(rotating masses)은 주파수가 떨어지

그림 2. 발전기실 내부. 왼쪽에는 동기식 콘덴서가 있고, 오른쪽에는 플라이휠이 있으며
오른쪽 끝에는 포니 모터가 있다.

는 경우에 매우 중요하다”라며 “그것
들은 주파수 강하의 초기 수초 간 지연 없이 항상 사용할

지는 않지만 무효 전류(reactive current)의 균형을 유지하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는 주파수 강

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하를 충분히 늦춰 줌으로써 배터리, 슈퍼커패시터, 퀵스타

다. 이 전류는 무효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을 이용하

트 가스 모터 또는 대기 중(standby)인 다른 화력발전소

여 유효 전류가 전달되기 때문에 AC 계통의 특성이다.

를 활용하여 계통에 더 많은 전기를 공급하여 정격 주파
수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회전 질량이 크기 때문에 동기식 콘덴서 자체는 상당한
양의 관성을 제공하지만, 많은 계통에는 더 많은 것이 필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소는 계통 주파수로 회전하는

요하다. 여기에서 플라이휠을 추가해 관성을 증가시킬 수

큰 질량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통을 안정화하는 관

있다. 플라이휠은 동기식 콘덴서가 회전 상태를 유지하고

성에 기여할 수 없다. 계통 안정화를 의무로 간주하는 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계통에서 더 많은 전류를 끌어와야

렉트라넷과 같은 계통 사업자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대응

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혁신으로 최소한의 전력만 소

책을 마련하고 있다. 플라이휠이 있는 동기식 콘덴서를 사

비하는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용하여 계통에서 손실된 관성을 복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로버츠타운에 변전소를 확장한 이유이다.

일렉트라넷의 에임스는 “우리에게 전력 소비는 솔루션
선택의 핵심 요소”라며 “우리가 절약하는 모든 킬로와트
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모든 킬로와트가 중요하다
해결책은 분명하다. 동기식 콘덴서는 오랫동안 AC 계통

강조했다.

비상 방지 수냉식 시스템

을 안정화하는 데 사용돼왔다. 이것은 계통에 통합된 대형
발전기로, 계통과 동일한 주파수로 회전한다. 예를 들어 에

Siemens Energy의 개발자는 플라이휠 작동을 위한 전

어컨 장비, 산업 플랜트를 작동하거나 스마트폰을 충전하

력 손실이 최대한 낮게 유지되도록 했다. 로버츠타운에

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효 전류(active current)를 생성하

서 사용되는 플라이휠은 완벽한 진공에 가까운 저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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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로버츠타운 변전소의 계통 안정화 플랜트용 플라이휠

태에서 회전한다. 이는 마찰열을 줄여 거울처럼 매끄러

하고 급격한 온도 변화를 완충하는 능력으로 인해 이러한

운 표면이 공기 중에서 회전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에

효과를 보상한다.

너지 손실을 90%까지 줄인다. 독일 뮐하임안데어루르에
있는 에너지전환기술센터(Center for Energy Transition

최대 관성량

Technologies)에서 Siemens Energy를 위한 플라이휠 개
발을 담당하는 필립 뷔트너(Philipp Büttner)는 “플라이휠

수냉식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뮐하임의 플라이휠은 최적

로터가 저압 하우징을 빠져나가는 지점에 특수 씰을 사용

화된 설계 덕분에 설치 공간이 매우 작다. 로버츠타운에서

하므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값”이라고 설명했다.

는 각각 동기식 콘덴서의 관성을 3배로 늘렸음에도 길이가

그와 그의 팀은 또한 저압 작동에서도 플라이휠 표면에

6미터 미만이다. 동기식 콘덴서의 길이는 거의 두 배이다.

서 발생하는 마찰열을 안정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플라

뷔트너는 “그러나 우리의 설계는 더 많은 관성이 필요

이휠용 특수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솔루션은 플랜트

할 때 길이를 매우 유연하게 늘릴 수 있다”라며 “우리는

냉각 시스템에 연결된 수냉식 외부 덮개이다. 공랭식과 달

현재 아일랜드 남서부의 머니포인트에서 계통을 안정화

리 항상 냉각을 보장하기 위해 비상 메커니즘이 필요하지

하기 위해 아일랜드 계통 운영사인 ESB Networks를 위

않다. 이는 저압이 파괴되어 마찰열이 급격히 상승하는 정

해 총 질량 약 180톤의 플라이휠을 만들고 있다. 이는 계

전 시 특히 중요하다. 로버츠타운의 플라이휠과 함께 사

통 안정화에 사용하는 플라이휠의 새로운 세계 기록이 될

용되는 것과 같은 수냉식 시스템은 물이 많은 열을 흡수

것”이라고 덧붙였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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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알아야 제2의 요소수 대란 막을 수 있다
탄소중립 정책 빌미로 수출검역 강화, 국내 산업에 영향 커

“중국이 언제든지 탄소중립 정책을 등에 업고 또 하나

(전략시장연구실)은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

의 수출검역 강화 목록을 발표할 수 있고, ‘탄소라벨’ 의

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우리 기업과 정

무화 등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중국 정부가

부의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구하는 수준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친환경 고
효율 설비를 도입해야 한다.”
“기술 유출과 지재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대체 에너지 높이고 있다지만
중국의 화력발전은 전체 발전의 68.5%를 차지. 석탄은
화력발전의 주요 에너지원이며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
지하는 비율은 56.8%으로 전력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높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산업 트렌드에 맞춰 탄소 중립을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추진하는 것처럼 중국도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이에 중국은 탄소배출 감소와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가운데, 국내 기업이 이를 대비한 대응방법을 강구해야 한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 활용도를 높이

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석탄 소비는 2020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박소영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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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년 대비 0.9% 감소한 반면,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풍력 등 청정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4.3%로 전년 대

너지법」 의 입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 1.0%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석탄 수급 불균형,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국무원을 중심으로 각 정부

전력 사용제한 조치 등 다양한 시장 및 정책적 요인으로

부처와 함께 에너지 사용권 및 탄소 배출권 교역 시장 건

인해 대규모 전력난 사태를 겪었다. 전력난은 생산 급증에

립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

따른 단기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화하는 등 탄소배출 감소 및 신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상존 리스크 요인이다.

한 각종 정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전력 공급 부족에 따른 전력사용 제한과 높은

중국 정부는 여러 정책 문건에서 녹색·저탄 전략을 통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력사용 제약 등에 기인한 중국의 전

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력난은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가공하고 있는 우리 기업

탄소피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의견과 액션플랜을 발

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표하고, 국내외 주요 회의에서 중요 발언을 통해 ‘쌍탄소’

중국의 전력시장은 완전시장화를 이루지 못한 채 이원

달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계획형+시장형)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어 석탄 수급의 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강령적 문건인 「신

제, 전력 수요 폭증 등에 가격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발전 이념의 완전·정확·전면적 관철을 통한 탄소피크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및 탄소 중립 업무 이행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공표

중국은 2016년부터 석탄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국

했다. 이어 국무원은 상기 ‘의견’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었으므

인 행동방안인 「2030년 이전까지 탄소 배출 정점에 도달

로 급증한 석탄 수요에 대응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

하기 위한 액션플랜(이하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다. 중국의 주요 석탄 수입국인 호주와의 무역 갈등으로 수

중국은 탄소 배출에 대한 전략적 관리와 엄격한 배출

입에서도 차질이 발생하여 석탄 공급 부족이 악화되었다.

통제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탄소배

중국 정부는 각 성·시에 탄소배출 이중 목표를 설정하고

출 거래 관련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 국가시장감

이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을 공표했으며, 목표치를 맞추지

독관리총국은 국무원 결정으로 탄소피크·탄소중립 영도

못한 지역이 대규모 전력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이 전력난

소조를 설립하고, 올해 5월 국무원 부총리 한정(韩正) 주

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재로 베이징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 개최했다. 생태환경부

30·60 쌍탄소 전략은
중국은 2020년 9월, 시진핑 주석이
‘30·60 쌍탄소(탄소피크·탄소중립)’ 전략
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탄소중립에 들어섰다.
최근 탄소중립 관련 액션플랜을 발표하고 탄
소배출 감소와 대체에너지 개발, 녹색·저탄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엄격한 관리감독
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
며, 「CCUS 관리방법」을 공표한데 이어, 「에

그림 1.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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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정한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시범시행)」

소비는 58억톤 표준석탄량으로 1차 에너지 소비 중에서

이 202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탄소 배출권 거래는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7월 16일부터 공식화했다.

중국은 원자력을 탄소배출 제로(zero)인 청정에너지이

중국은 탄소중립에 신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의 발전이

자 에너지 발전 효율이 높은 신에너지로 보고 적극적으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저탄 청정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

로 원자력 발전 인프라를 증축하고 있으며, 향후 15년간

하고 있으며, 화석 에너지의 청정에너지 대체, 에너지 사

4,400억 달러를 투입하여 약 150기의 원자로 건설 예정이

용의 전기화24, 신에너지 소비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삼

다. 탄소중립 정책은 ▲청정에너지 대체, ▲에너지 사용

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 목표에 따르면 2030년 비화석

의 전기화를 주요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어 이러한 조건을

에너지의 1차 에너지 소비 비중은 기존 정책에서 제시한

동시에 충족시키는 수소차,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시

20% 내외에서 25%로 높아지고, 신에너지 중심 신형 전력

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 하에 2060년에 8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등
대체에너지 발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체에너지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탄소
배출이 많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
화되면서 관련 품목 생산이 위축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철

탄소 중립정책이 가져온 효과

강, 유색금속, 석탄, 석유화학, 화학공업, 건축자재, 제지
등 중공업에 대한 탄소배출 감소 요구가 높아 관련 산업

탄소 중립 정책에 의해 중국의 에너지 전력 시스템은
청정화, 저탄화로 전환이 되고 있으며, 석탄 화력발전 에

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하거나 생산을 축소하는 등
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너지를 대체하고 탄소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는 태양광, 풍
력, 원자력, 수소 에너지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청정에너지를 포함한 비화석 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등) 발전량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국은 전력난 이후, 중국 내 수요에 우선적으로 대응

2025년에 3.6조 k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탄

하기 위해서 29종 화학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

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라 2025년 중국의 비화석 에너지

를 강화하는 등 원료의 국경 외 공급을 제한했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해당 품목들
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우리나라가 대
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의 경우
국내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
다. 최근 대표적으로 요소의 경우, 우

그림 2.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 단계

리나라의 대 중국 의존도가 약 80%
인 품목으로 중국의 수출 검역 강화
조치로 인해 국내 경유차 필수품인
‘요소수’50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요
소수 대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림 3. 한국의 대중국 태양광 소재·부품 수입액 및 비중(2019년~2020년) (단위: 천 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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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출제한 품목 중 2021년 1

월~10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입액이 3,5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은 모두 대 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요
소수 대란’에 이어 해당 품목들을 원
료로 하는 업계에 또 다른 수급 불균
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림 4. 중국의 에너지 구조 변화(2020년~2060년)

또한 철강의 경우, 중국은 전세계 철강 수출 1위 국가로

폭이 확대되었으나 완전한 시장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

철강 생산52 감소와 생산원가 상승은 타국 철강 수출기업에

로 발전기업이나 제조기업의 손익분기점이 마이너스로 전

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중국 철강 수입 의존도가

환될 때 발전을 중단하는 상황이 다시 도래할 수 있다. 중

높은 일부 전방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은 자국의 중장기 수요를 충족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장

중국은 탈탄소 실현 이후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의

악하기 위해 수산화리튬, 희토류 등 신산업의 핵심 소재가

전기화를 중심으로 하는 신산업의 발전을 중시하고 이러

되는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으므로, 대 중국 의존도가 높

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전기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은 품목 대상 수입 채널을 확대하는 등 공급망을 다변화

있다. 중국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업스트림(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산업)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리튬, 망간 등

중국은 친환경, 저탄소 생산공정을 거친 제품을 우대하

희토류 원료와 2차 전지 등 전기차 부품에 대한 선점 공

거나 그렇지 않은 제품을 차별하는 제도, 예컨대 ‘탄소라

세를 펼치고 있다.

벨’ 인증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대비 필요하

글로벌 태양광 시장 규모는 2021년에 163.1GW, 2025

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에너지 고효율 장비의 도입, 친환경

년에 266.2GW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의

원료 사용, 재생에너지 활용, 기술혁신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점유율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 산업의 공급

중요한 한편, 청정에너지 발전 설비, 탄소 포집·저장 등

망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태양전지(셀)→모듈→

에너지 저장 설비, 신에너지 수송 설비, 재활용 산업, 전기

시스템 및 설치(발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이 공급

차 배터리 등 신에너지차 산업 분야 진출이 유망하다.

망 전반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 산업부문에서

중국과의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협력시 기술

중국의 높은 시장 점유율은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유출 방지와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따라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다.

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2의 ‘요소수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수산화리튬 등 신

박소영 수석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

산업 핵심 원료의 국내 공급망 구축과 수입 채널 다변화

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유출 금지와 지재권 보

가 필요하다.

호 의무 관련 내용과 분쟁 발생시 적용하는 법정지국 등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생산

을 계약서 조항 또는 여타 구속력있는 문서에 명시해야

축소, 원료와 원자재 수출입 비관세장벽 등 조치가 더욱

한다”며,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을 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화학 비료에 대해 사실상 수출을

발하는 산학 모델이나 특화산업단지 소속 또는 공동 프로

제한한 것과 유사하게 향후 신산업 핵심 원료에 대한 추

젝트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활용해야

가적인 목록 발표가 가능하다. 전력난 이후 전기요금 상한

한다”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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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 고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 – 221호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정 2016.1. 29.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16호
제 1차 개정 2018. 12. 1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226호
제 2차 개정 2021.6. 15.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105호
제 3차 개정 2021. 12. 2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22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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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ㆍ대체ㆍ개조ㆍ증설ㆍ폐지)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2. “유지”란 각각의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순시ㆍ점검 및 수리ㆍ보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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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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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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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
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0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구분

월차

분기

반기

- 절연저항 측정

-

-

△

- 접지저항 측정

-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저압 전기설비 점검
- 누설전류 측정

○

연차

공사중

감리

○

-

-

-

-

-

○

- 절연저항 측정

-

-

-

○

-

-

- 절연내력 측정

-

-

-

○

-

-

-

변압기 점검

-

- 절연저항

-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절연유)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예비발전설비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적외선 열화상 측정
전원품질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고압 이상 전기설비 점검

△

주기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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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
자 등”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력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월차 점검시 별지 제9호∼14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는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해 연차 점검시 별
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주기 및 점검횟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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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별 점검횟수 및 간격

용량별
점검횟수
점검 간격
1~300㎾이하
월1회
20일 이상
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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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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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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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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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전
 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
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전
 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법정검사 전 조치사항)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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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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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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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
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
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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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구분

계측장비교정

안전장구시험

계측장비 등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

계전기 시험기
절연내력 시험기
절연유 내압 시험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전원품질분석기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회로시험기
접지저항 측정기
클램프미터
특고압 COS 조작봉
저압검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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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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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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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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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에 관한 안전관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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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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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업무를 수
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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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진행되거나 공사의 품질에 중대한 결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유자
와 사전협의하여 공사를 중지 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를 대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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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록 적합한 복
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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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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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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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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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여야 한다.
1. 비상재해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널리 알리고,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 및 지시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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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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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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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전
 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고 사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고조사가 완전하고 정확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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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우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구분
사고구분

사고규모 (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15조)

화재사고
감전사고
설비사고

•인명피해 : 사망 2명 이상 / 부상 3명 이상
•재산피해 : 3억(추정가액) 이상
•국가 주요시설, 대규모 다중이용시설(피해정도와 무관)
•사망 2명 이상 / 부상 3명 이상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1시간 이상 정전

제2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00호, 2021. 0. 00.>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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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N이 ODVA 기술에 미치는 영향
[IEEE-802.1, Avnu, IETF]
ODVA가 EtherNet/IP에 채택을 하기 위해 TSN[Time Sensitive Networks] 표준이 고려되고 있다. 이 글은 다른 표준

그룹이 수행하는 TSN 기반작업과 이 작업이 EtherNet/IP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상태 및 업데이트를 ODVA 커뮤니
티에 제공할 것이다.

글: ODVA activity manager I. Y. Cho

1. 소개

간, 위상 이동 또는 패킷 손실 없이 로컬 영역 네트워크
를 통해 오디오 및 비디오 정보를 이동하는 데 중점을 두

TSN(Time Sensitive Networking)은 IEEE 802.1에 의해

었다. 2012년, 오디오/비디오 브리징 시장 이외의 시장에

구동되고 개발되는 일련의 표준을 말한다. 시간에 민감한

대한 이러한 기술과 표준의 광범위한 추진을 반영하여 이

네트워킹 작업 그룹이다. 이 작업 그룹은 원래 오디오/비

름이 변경되었다. 이 그룹은 시간에 민감한 데이터를 결

디오 브리징 작업 그룹이라고 불렸으며, 여기서 대기 시

정론적 방식으로 계층 2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는 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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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기술에 초점을 맞춘다. 시간 민감 네트워킹(TSN) 기

하는 분산 방법이다. 주로 MRP에 의존한다. - 802

술의 개발은 많은 산업 부문과 많은 시장에 파문을 일으

에 포함된다. 1Q-2012

켰다. 이러한 노력의 초기 추진력은 매우 기술적이었으며

•IEEE 802.1Qav-2009 - 시간에 민감한 스트림을 위한

“표준 이더넷”을 통한 데이터 전달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

전달 및 큐잉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정의된 확장은 기존 기

- 지연 시간 제한 및 배달의 변화를 위한 신용기반 쉐

술을 중단시키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기존 설치가
새 트래픽에 취약해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든다. 기본
적으로 TSN 기술은 기존 QoS 규칙에서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 받았던 트래픽을 재정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새로운 우선 순위 메커니즘을 만든다. 그렇다면 기

이퍼. - 802에 포함된다. 1Q-2012
•IEEE 802.1BA-2011 - 오디오 비디오 브리징 시스템
- 오디오/비디오 브리징 시스템에서 Qav/Qat를 사용
하기 위한 프로필이다.
•IEEE 802.1Qbu & 802.3br - 프레임 선점(P802.3br에

존 기술과 애플리케이션을 방해하지 않고 새로운 트래픽

서 작업 수행)

에 새로운 수준의 기능과 더 높은 수준의 우선 순위를 도

- 우선 순위가 높은 트래픽이 우선 순위가 낮은 트래픽

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은 시장대화의 많은 부분

을 인터럽트하여 우선 순위가 낮은 트래픽이 완전히

을 소비했고 표준 커뮤니티에서 대화의 핵심 포인트가 되

전송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전송할 수 있다. 우선

어온 질문이다. 이 백서는 TSN 기술, 구현 및 방향을 형

순위가 높은 트래픽(선제 트래픽 이라고도 함)이 전송

성하는 영향력이 있는 기관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기존

을 완료한 후 우선 순위가 낮은 트래픽을 일시 중지,

ODVA 기술과 관련된 주요 문제와 우려를 다루게 된다.

조각화 및 재조립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정의한다.
•P802.1Qbv - 예약된 트래픽에 대한 개선 사항

2. TSN 표준은 무엇인가?

- 지연 시간 제한 및 전달 변화를 위한 시간 기반 쉐이퍼
이다. IEEE 802.1 TSN - 거의 완료됨(IEEE 스폰서 투표)

중요한 점은 TSN 표준과 기술이 IEEE-802.1 표준 포

•P802.1CB - 안정성을 위한 프레임 복제 및 제거(무해

트폴리오에 기여하는 약 20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대표

한 이중화)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하나의 표준이 출시되는 것이 아

-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경로를 식별할 수 있는 스트림

니라 향후 트래픽이 관리될 수 있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

식별 기능과 방법론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다음 보

는 표준이 많이 있다. 다음은 이러한 새로운 표준을 개괄

장된 고유경로에 대한 이중화/신뢰성을 위해 스트림

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을 복제할 수 있다.

IEEE 802.1 TSN - 완료[IEEE 802.1 TSN - Completed]

■P
 802.1Qci - 스트림 당 필터링 및 치안 유지 - 구성
된 리소스 요구사항에 따라 트래픽을 감시 및 필터링

•IEEE 802.1AS-2011 - 타이밍 및 동기화
- 고 정밀 IP 네트워크에 맞춘 IEEE1588 프로필이다.
피어 투 피어 지연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IEEE 802.1Qat-2010 - 스트림[stream] 예약 프로토콜
- 계층 2 브리지 네트워크를 통해 스트림 예약을 구성

하여 Qbv(예약) 네트워크의 견고성을 향상시킨다.
■P
 802.1Qch(주기적 큐잉 및 전달) - Qbv 네트워크
의 스트림 전송을 레이어 2 브리지 및 엔드 포인트
를 통해 동기화하는 알고리즘을 제공하여 지연 시
간과 지터[jitter]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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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IEEE 802.1QBV: 예약된 네트워킹

이클 또는 로드율은 제한된 속도 또는 최선의 노력 트래픽에

위에 나열된 TSN 보완을 구성하는 많은 사양이 있지만

비해 예약된 트래픽에 대해 상당히 높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스템 및 상호 운용성 수준에서 다양한 표준 및 규정 준

것이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응용 프로

수 조직이 소비하는 작업의 대부분은 802.1Qbv 표준 또는

그램과 시스템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르다.

예정된 이더넷에 집중되고 있다. 이 특정 기술이 그렇게

예약된 이더넷 트래픽과 예약되지 않은 이더넷 트래픽

끌리는 이유는 예정된 이더넷 기술이 스트림 제어를 위한

의 공존은 시스템 수준에서 모든 트래픽 요구 사항을 올

최상의 메커니즘과 데이터가 전송되는 시기 및 유선상의

바르게 이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즉, 모든 경로가 정의되

다른 스트림과 조정되는 방법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을 제

고, 페이로드가 알려져 있으며, RPI가 결정되고, 최대 데

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기술은 이전의 개방형

이터 전송 지연 시간이 제공된다면,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표준 이더넷 기술로는 제공할 수 없었던 수준의 제어를 제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스트림의 집계를 계산할

공할 수 있다. 네트워크 트래픽의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이

수 있다. 계산을 통해 계획된 데이터 스트림을 수용할 수

실용화되고 알 수 없는 매개 변수의 수가 해결 가능한 용

없는 경우, 사용자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토폴로지에 경

어로 줄어들 정도로 데이터를 절대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로를 추가하거나 회선 속도를 높이거나 RPI를 변경하거나

그러나 IEEE 기반의 새로운 표준 이더넷 기술로서 예약된

시스템에 로드하여 네트워크를 수정할 수 있다.

이더넷을 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본질적으로 예약
된 이더넷은 유선 트래픽의 가장 높은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 기술을 기존 설치에 병합할 때는 "이전" 트래픽과

3. 더 큰 그림: 시스템 기반 네트워크 구성 및
커미셔닝

"새" 트래픽을 적절히 혼합할 수 있도록 마이그레이션 메
커니즘이 필요하다. ODVA 관점에서 EtherNet/IP는 스케

TSN 가치 제안의 핵심 교훈은 모든 네트워크 통신을 관

줄링 메커니즘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EtherNet/IP 트래

리하여 성능과 데이터 전달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

픽에 특히 해당된다. 그림 1과 2를 참고하기 바란다.

해 모든 장치는 CNC(중앙 집중 식 네트워크 구성 정책 엔

그림 1에서 예약된 트래픽은 이더넷 네트워크에서 가
장 우선 순위가 높은 트래픽으로 표시된다.

진)에 관련 연결에 대한 트래픽 요구 사항을 게시하거나 알
림으로써 트래픽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 TSN 표준기관이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표준 우선 순위 메커니즘은 "속도

도입한 새로운 시스템 수준 기능인 CNC는 네트워크 내 모

제한"으로 정의되는 반면, 관리되지 않는 트래픽은 "최선의

든 연결 간 트래픽 흐름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최상의 솔

노력"으로 정의된다. 오늘날 이 모델에서 EtherNet/IP 트래픽

루션을 계산한다. 위에 나열된 서비스와 표준의 일부 조합

은 네트워크 커미셔닝 중에 트래픽을 구성하는 데 사용된 우

을 고려할 때, 네트워크 내의 인프라 구성요소(즉, 브리지)

선순위 메커니즘에 따라 속도 제한 또는 최선의 노력 트래픽

를 트래픽 흐름을 수용하도록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CNC

범주에 속한다. 이전에 정의된 모든 우선 순위 지정 메커니

가 서브넷에 있는 모든 트래픽 스트림의 성능과 로드를 충

즘은 예약된 트래픽보다 낮은 우선 순위로 정의된다. 그림 1

족할 수 있는 구성에 대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의 사용 사례는 예약된 트래픽이 다른 트래픽 유형과의 공존

토폴로지, 성능 요구사항 또는 로드가 수정될 수 있도록 알

을 보여준다. 여기서 예약된 트래픽은 스케줄 자체의 프레임

린다. 이 계획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않는 장치 집합은 계획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듀티 사이클을 가진다. 그러나 그

된 트래픽을 방해하거나 응용 프로그램에서 성공적으로 작

림 2에 제시된 사용 사례는 다르다. 여기서 와이어의 듀티 사

동하기 위해 자체 트래픽 스트림을 제대로 서비스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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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벼운 듀티 사이클의 예정된 트래픽

그림 3: 중앙 집중 식 네트워크 구성

를 반영하기 위해 페이로드 크기, RPI 및 최대 대기 시간에
대한 7가지 정보가 전달되는 CUC와 CNC 사이의 링크이다.
그림 2: 헤비 듀티 사이클이 있는 예약된 트래픽

CUC와 CNC 사이의 통신을 사용자/네트워크 구성 인터페
이스 또는 UNI라고 한다. 올바른 스트림 관리를 위해 이 링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TSN 솔루션의 이러한 측면은 네

크를 통해 공유되는 특성은 802.1 Qcc 규격에 정의되어 있

트워크 설계 및 계획 워크-플로우를 크게 변화시킨다. 기

다. 산업 시스템에서 CUC는 오프라인 구성을 위한 PLC 프

존의 네트워크 커미셔닝 방법은 전체론적 솔루션에 실제로

로그래밍 소프트웨어와 연결되거나 런타임 동안 PLC와 연

초점을 두지 않고 구성요소 구성에 따라 구성요소에 의존

결된다. 네트워크 정보가 이미 알려진 이러한 구성 요소에

해 왔다. TSN 가치설명 중 하나는 네트워크 계산과 네트워

서는 산업 애플리케이션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I/O 연결,

크 계획이 트래픽 관리와 성능 보장을 위한 솔루션의 일부

페이로드 및 시스템 대기 시간이 이미 정의되어 있다.

가 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페이로드, 샘
플링 빈도 및 최대 대기 시간이 모두 CNC(Central Network

3.1 정책 기반 우선 순위 지정

Controller)에 전달되므로 흐름을 계산하고 이러한 요구에

설계 및 시운전을 위한 시스템 수준 구성 도구의 도입

맞게 브리지와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새로운 기능은

은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진정한 제어 및

하드웨어를 구입하거나 케이블을 라우팅 하기 전에 네트워

관리에 대한 전망을 수반한다.

크의 오프라인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강력

모든 네트워크들이 그렇듯이, 네트워크 관리자가 설정

하다. 설계가 부적절하거나 시스템 제약 조건 하에서 해결

하는 정책들은 항상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와 시스템의 요

책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도

구 사항들의 기능이다. 정책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

록 네트워크 설계를 수정할 수가 있다. TSN 아키텍처의 주

요한 트래픽에 우선 순위를 제공하고 시스템에서 가장 중

요 구성 요소의 역할과 기능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상위

요한 트래픽이 경쟁 스트림보다 우선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설정된다. 모든 시스템이 동일한 트래픽 유형에 동일한 수

이 다이어그램에서 CNC 기능은 인프라의 모든 브리지

준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전화 시

또는 스위치를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 집중 식 사용자

스템은 VOIP에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

구성 도구(CUC)와 통신하여 네트워크에서 서비스해야 하는

은 반면, 산업제어 시스템은 동작제어 트래픽에 가장 높은

트래픽 흐름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다.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정책기반 관리의 이러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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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

과 구성 중인 인프라의 기능 및 제약 조건을 기반으로 네

한 제어권한을 부여한다. 더욱이, CNC와 직접 접속하는 시

트워크 리소스를 구성해야 한다. CNC에 잠재적으로 포함

스템 레벨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러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

된 두 가지 광범위한 계산 엔진이 있다. 하나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관리자는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매우 강

구성 정책의 예약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스케줄링 엔진

력한 도구를 제공받는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CNC는

(SE)이다. 다른 엔진은 네트워크 구성 정책의 속도제한(전

페이로드 크기, RPI 및 최대 대기 시간이 주어진 미리 정의

통적인 QoS) 부분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네트워크 미

된 스트림에 대한 모든 요구 사항이 제공된다. 정책정보가

적분 엔진(NCE)이다. CNC 정책 엔진은 일반적으로 주어

CNC에 대한 입력으로도 제공되면 시스템은 가장 우선 순

진 모든 매개변수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SE

위가 높은 트래픽에 와이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

와 NCE를 모두 포함한다. CNC 정책 엔진은 예약된 트

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게 된다. 이는 데이터를 네트

래픽 또는 속도 제한 트래픽 중 하나를 관리하거나 둘 다

워크에 배치하는 데 사용되는 메커니즘과 무관하다. 예약

성공적으로 관리되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된 트래픽과 예약되지 않은 트래픽이 있는 경우 단순히 정
책에서 지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약되지 않은 트래픽에 대

4. AVNU 얼라이언스

해 여전히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ODVA의 CIP 모션 트래픽은 802.1 Qbv 관점에서 예약

Avnu Alliance 조직은 TSN 표준을 위한 상호 운용성

된 트래픽이 아니지만 예약될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의 트

규격을 개발하는 인증 기관이다. 아브누 조직은 다양한

래픽과 동일한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다. 사용되는 네트

산업과 시장 부문의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워크 액세스 방법에 관계없이 사용자 정책에서 CIP Motion

이들은 전문적인 오디오/비디오 시장, 자동차 시장, 소

트래픽이 비디오 트래픽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시하는 경우

비자 시장, 그리고 산업 시장이다. 오디오/비디오 시장

CNC와 해당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CIP Motion 트래픽이 와

에서 시작된 최초의 아브누 규격은 오디오/비디오 제품

이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리소스를 계산하고

을 인증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아브누 인증 마크를 받

할당해야 한다. CNC가 모든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이 결과

은 많은 제품들이 있다. 산업 시장 부문은 아브누 동맹

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

에 상대적으로 생소하다. 그 기구는 산업 통제 분야의 인

크 매개변수의 리엔지니어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증 표준을 개발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산업 분야에 TSN

관리자에게 오류가 반환된다.

기술을 적용할 때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이미 오래 전부

따라서 정책 기반 우선 순위는 TSN 표준 또는 이전에

터 확립돼 있고 설치 기반이 큰 기존 기술과 표준이 다

정의된 이더넷 표준에 정의된 모든 네트워크 액세스 방법

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ODVA는 이더

에 대한 역균형이 된다. 정책의 정보를 네트워크에 대한

넷에서 예약된 트래픽에 대한 개념이 없으며(TSN 사양

액세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와 결합함으로써 진

802.1Qbv 참조), Avnu가 지정한 802.1과 다른 표준을 사

정한 "유선상의 공정성"을 달성하여 모든 이더넷 네트워

용한다. 시계 동기화를 위한 AS 메커니즘이다. Avnu 내

크에서 트래픽의 균형 있는 수렴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의 주요 논의 영역은 TSN 기반산업 프로파일과 적합성
규격을 정의하여 사전 정의된 기술의 공존과 기존 설치의

3.2 예약 및 예약되지 않은 트래픽 구성을 위한 CNC

보호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아브누 회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 구성 정책 엔진은 제공된 정책

원사도 많다. 이 작업은 작은 작업이 아니다. 마이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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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 가용성(HA)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하드웨어 내
구성 및 복원 기능 모두에서 매우 강력하고 안정적인 설
계가 필요하다. 산업 통제 시장의 네트워킹 유산은 여러
산업 기술 표준뿐만 아니라 여러 공급업체별, 독점 기술
로 확장에 뿌리를 두고 오랫동안 확립되어 왔다. 이들 기
술을 기반으로 자리 잡은 산업용 설치 기반은 한 세대의
기술에서 다음 세대로 신중하고 느리게 이동하는 보수적
인 제조사 커뮤니티다. 투자하기 전에 솔루션을 검증하고
ROI를 신중하게 계산해야 한다. 현재 위치에서 이동은 항
상 설치된 자산을 보호하고 주어진 아키텍처 변화에 대한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이그레이션과 진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TSN 기술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러한 다양
그림 4. 정책 기반 우선 순위 지정 및 시스템 구성

한 산업 솔루션을 보다 통합된 접근 방식으로 이끌 동기
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TSN과의 대화로 인해 향후 네트

션 및 네트워크 융합을 위해 이러한 기술의 매핑 및 병합

워킹 솔루션에는 전체적인 접근방식과 진정한 시스템 관

에 성실하고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다.

점이 요구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미래 네트워크
는 모든 요소(기반시설과 엔드 스테이션 모두)를 포함하

4.1 산업별 운영이론 문서

는 포괄적인 답변을 최종 솔루션에 포함해야 한다. 더욱

오늘날, 아브누 얼라이언스는 TSN의 기본, 기초, 기술

이, 완전한 산업 사물 인터넷(IIoT) 문제의 진술을 해결하

을 설명하는 "운영 이론" 문서의 첫 번째 개정판을 발표했

기 위해, 이 포괄적인 솔루션은 기존의 서로 다른 기술과

다. 이 문서는 ODVA 기반 기술에 향후 마이그레이션 경

표준이 새로운 에코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는 솔루션을

로를 제공하는 요소를 포함하도록 계속 수정 및 보강될

향해 변형되도록 협업해야 한다. 특정기술, 공급업체 또

예정이다. 이 문서가 발전함에 따라 향후 산업 적합성 기

는 제품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시스

준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가 될 것이다.

템"이 이러한 제품에서 또는 제품으로부터 관리되어야 하
는 트래픽을 수용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

5 산업 제어 개요

과적으로 이 제품들은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제대로 서비
스되지 않을 것이다.

현대 산업 네트워크는 정보기술(IT)과 운영 기술(OT)의
분야를 결합하여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을 충

6. 산업용 사용 사례

족한다.
산업 제어 부문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종종 수
정 및 보강 기간을 필요로 하는 복잡하고 모듈화된 설계
가 필요한 정교한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
는 고성능, 결정론 및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 인프라에

산업 제어 응용프로그램의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아키
텍처 및 관련 네트워크 설계를 고려해 보기 바란다.
이 시스템에서 산업공정은 4개의 다른 기계로 구성된
단일 기계에 의해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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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의 각 섹션은 각기 다른 OEM을 통해 공정에 전달

은 통일된 표준과 기법의 집합을 향한 기존 이더넷 기술

되며, 각 OEM은 공정의 제어부분에서 각기 다른 전문성

의 융합을 요구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림 5의 사용

을 가지고 있다. 최종 사용자는 전 세계에 7개의 제조 현

사례는 오늘날의 산업 상황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

장을 보유하고 있다. 사이트당 15대의 기계가 있으며, 각

것이다. 산업 지형을 구성하는 기존 표준과 기술이 매우

기계 IP 주소 지정 체계는 동일한 제조 시설에 있는 다

다양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존의 서로 다른 기

른 기계와 동일하며, 이는 다른 시설의 주소 지정 체계

술을 활용하고 전 세계 수많은 제조 회사를 위한 제품을

와 일치한다. 또한 각 기계 섹션은 10개의 고유한 VLAN

생산하는 매우 큰 설치장비 기반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

을 가진 서브넷으로 장비를 모듈 식으로 구성하고 기능

한 설비가 TSN 에코 시스템으로 ‘점프’하거나 산업통제

적인 조직을 달성할 수가 있다. 기계의 모든 섹션이 동

공급업체가 불행하게도 이러한 새로운 솔루션으로 전환

기화 및 조정되어 최종 제품을 생산하며 제조 현장의 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TSN 기반 기술을 채택하

이터가 MES 시스템의 데이터와 공급 망의 데이터와 상

는 조직뿐만 아니라 TSN 기반 기술을 주도하는 조직 모

호 연관될 수 있도록 관련 이벤트가 타임스탬프된다. 전

두에게 동기 부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

체제조 시설은 절대 시간에 대한 동일한 이해를 사용하

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TSN 기반 시스템에 대한 기존

며 모든 사건은 "벽시계 시간"이라는 일반적인 개념과 관

기술의 병합을 허용하는 마이그레이션 경로와 메커니즘

련이 있다. 또한 이 사용 사례는 다른 1588 기반 솔루션

을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마이그레이션 메

을 활용하는 제품과 기술의 선재성을 인정한다. 이 경우

커니즘이 없으면 기존 설치 및 제품은 참여할 방법이 없

기계섹션 A의 구성 요소 A는 기계섹션 C의 구성 요소 A'

으며 기술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이는 채택이 저해되기

와 통신할 수 있으며, A의 구성 요소 B는 기계섹션 D의

때문에 TSN 기반 기술의 발전을 저해한다. 또한 시장이

구성 요소 B'와 통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섹션

수년간 요구해온 기능을 제공하는 경로를 차단하기 때

A의 구성요소 C는 섹션 B, C 및 D의 C' 구성요소가 소

문에 채택 커뮤니티의 발전을 저해한다.

비할 데이터를 생성한다. 스위치를 통한 타임브리지 또

다양한 표준 기구에서 논의된 마이그레이션 메커니즘

는 타임 게이트웨이 메커니즘의 구현은 더 넓은 TSN 가

의 몇 가지 예가 있다. 그러한 메커니즘 중 하나는 ‘시간

치 제안에 포함되는 기존 제품과 기술의 확장된 커뮤니

다리’이다. 타임 브리지(Time Bridge)는 여러 시간 영역에

티를 위한 마이그레이션 경로를 제공한다. 이 사용 사례

걸쳐 시간을 변환하는 메커니즘이다. 오늘날 아브누 얼라

에서 구성요소 A와 A' 및 B와 B'는 타임 게이트웨이 변

이언스는 802.1로 표준화 되었다. TSN 시스템에서 시간

환을 필요로 한다.

동기화를 위한 AS 프로필이다. ODVA의 CIP Sync time
객체에 의해 이용되는 IEEE-158 기본 프로파일을 포함하

6.1 TSN 가치 제안, 마이그레이션 메커니즘 및
경로 전달

여 많은 다른 시간 프로파일이 존재한다. 이 두 도메인 간
의 시간을 동기화하는 타임 브리지는 기존 시스템과 장치

기술은 아키텍처에 대한 시스템 전체 뷰를 위한 경로

가 하드웨어를 변경하지 않고도 더 넓은 TSN 기반 아키

를 제공한다. 그들은 처음으로 네트워크 전체의 구성과

텍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마이그레이션 메커

시운전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을 허용한다.

니즘으로는 최상의 노력 및 속도제한 트래픽을 스케줄링

TSN 기술은 네트워크 및 아키텍처의 오프라인 시뮬
레이션과 모델링을 위한 길을 만든다. 그러나 TSN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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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트래픽과 혼합할 수 있는 "TSN 어댑터" 또는 스위치가
포함될 수 있다.

7. 범위 및 타이밍

지 않았다. 개별 공급자는 이러한 교량 기능을 시장에 대
한 해결책으로 개발할 수가 있다.

위의 그림 5에 제시된 산업 활용 사례는 매우 광범위한
산업 적용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 사용 사례는 계

8.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포스

층 2(스위칭), 계층 3(라우팅) 및 시간 브리징 기능의 솔루
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레이어 3(라우팅) 기능은 현재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

오늘날 IEEE-802.1 TSN 작업 그룹은 아키텍처의 계층

스크포스(IETF)에 의해 설계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2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기서 대부분의 TSN 작업이

802.1 TSN 사양의 기능을 레이어 3으로 확장한다. 종종

정의되고 있다. 여기에는 시스템 또는 제품에서 11 구현을

"Detnet"(결정론적 네트워크)이라고 불리는 이 작업은 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작업이 있다. 또한 Avnu는

직 완성되지 않았다.

일부 제품의 경우 이 수준의 작동을 인증할 수 있을 만큼
규정준수[compliance] 사양을 정의했다. Avnu의 “운영이

9. ODVA 분산 모션 및 시간 동기화 신호

론” 문서는 아키텍처의 이 부분에 있는 기술에 초점을 맞
추고 있으며 향후 버전에서는 해당 기술이 정의됨에 따라

2015년 11월, ODVA Distributed Motion SIG는 시간에

다른 영역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앞에서

민감한 네트워킹 기술을 지향하는 시장의 움직임에 대응

설명한 것처럼 시간 브리징은 계층 2 스위치에 표시되며,

하기 위해 이름을 분산 모션 및 시간 동기화 SIG(DM &

기존시간 영역 및 PTP 프로파일을 TSN 시스템으로 마이

TS SIG)로 변경하였다. 이 전환 과정에서, SIG는 시간 민

그레이션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타임 게이트웨이 기

감 네트워킹[TSN] 기술을 ODVA 표준에 통합하는 것에

능은 아직 표준 커뮤니티에 필요한 작업 항목으로 식별되

초점을 맞추도록 헌장을 확장하였다. DM & TS SIG의 주
요초점 및 우선순위는 TSN 통합이 현재
제품설계 및 기존 설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접근방식과 마이그레이션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SIG는 출발점으로
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 초점을 맞추도록
요청 받았다.
•프 레임 선점(IEEE 802.1)Qbu &
802.3br)
•기가비트 이더넷
•스트림 예약 프로토콜(IEEE.802.1
Qcc) 및 관련 기술

그림 5. 자산화[Legacy] 기술 및 장치를 사용한 산업용 사용 사례

이러한 특정 기술들은 초기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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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비트 이더넷과 결합된 프레임 선점의 조합이 스케줄

단순히 원시 성능 관점에서 유선 속도의 효과가 선취

링에 비해 시스템성능, 결정론, 처리량에 극적으로 기여

또는 스케줄링만으로 얻을 수 있는 기여보다 훨씬 크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대상이 되었다. 이 분석

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선점과 예약은 CIP Motion 트

을 통해 모션 제어와 같은 고성능 응용 프로그램이 대역

래픽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큰 패킷이 네트워크에 도입될

폭을 위한 기가비트 이더넷과 대용량 패킷의 지연시간 감

때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선점과 스케줄

소를 위한 선점으로부터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링 트래픽을 모두 사용하면 회선에서 대용량 패킷의 대

입증되었다.

기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표 2는 유선 속도, 선점, 스케줄
링의 함수로써 네트워크에 도입된 큰 1518 바이트 패킷의

9.1 응용 프로그램 분석

영향을 보여준다(선점 기능이 활성화되면 더 높은 우선순

높은 수준에서 수행된 분석은 단일 컨트롤러와 스위치

위 패킷이 통과하기 전에 더 낮은 우선순위 프레임의 최

를 통해 연결된 여러 축이 세그먼트당 25개 축으로 팬 아

대 124바이트가 버퍼를 통과한다).

웃되는 여러 DLR 세그먼트에 대한 분배 메커니즘으로 작
동하는 CIP Motion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었다. 시스
템은 100 Mbit/s 및 1 Gbit/s 와이어 속도로 분석되었다.

표 2. 선
 점 또는 스케줄링이 있거나 없는 크고 낮은 우선 순위 패킷 뒤의
대기 시간

또한, 프레임 선점과 스케줄링 모델은 아키텍처에서 이러
한 변수 각각이 수정됨에 따라 지원될 수 있는 축의 수의
비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9.2 예정교통과의 공존과 802.1 QCC의 통합
이 분석에 나타난 성능 이점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
러 가지 이유로 IEEE-802.1 Qbv(예약형 이더넷) 기술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
중요 트래픽에 예약된 시간이 제공되면 스트림을 제어
하고 전체 네트워크를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하는 기능이
간소화된다. 철도 시스템 열차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선
로에 걸쳐 여러 열차가 다양한 목적지를 오가는 빡빡한
그림 6. 분산 선형 모션 아키텍처

원시 성능 관점에서 지원 가능한 총 축 수로 측정한 결
과는 표 1에 나와 있다.

스케줄링을 제어하여 충돌을 피하면서 처리량을 최적화
할 수 있다. 승객이 알려진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기준
으로 여정을 계획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도구는 이제 네트워크 설계자가 시스템의 성
공 여부를 시운전 전에 잘 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모델

표 1. TSN 기능이 있거나 없는 다양한 와이어 속도에서 지원 가능한
축이 분석

을 제공할 수 있다. IEEE-802.1 Qbv에 대한 시장의 이러
한 움직임은 기존 제품들이 CNC에 네트워킹 요구 사항
을 게시하고 모든 트래픽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인프라
를 관리하고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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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함을 의미한다.
어떤 장치가 13개의 동일한 와이어를 다른 TSN 지원

CIP Sync의 IEEE-1588 기본 프로필)의 브리징을 허
용하는 시간 게이트웨이의 정의, 개발 및 승격

장치와 공유하도록 제안한다면, 다른 트래픽 스트림에
의해 "오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NC에 대한 요구
사항의 공표는 필수적이다. 즉, CIP 아키텍처의 일부로

9.4 기존 QOS를 사용한 CNC 통합을 위한 고유한 위
치에 있는 EtherNet /IP

일정을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스트

위의 섹션 3.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EtherNet/IP

림 요구사항의 공표를 허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예약

는 CNC의 네트워크 미적분 엔진 부분을 활용할 수 있

된 트래픽과의 공존을 위한 기본 ‘필수’이다. 802.1 Qcc

도록 고유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준은 제품이 CNC에 요구 사항을 게시할 수 있도록

EtherNet/IP는 항상 "수정되지 않은 표준 이더넷" 플랫폼

ODVA 내에서 채택해야 하는 스트림 예약 프로토콜이

에서 설계되었기 때문에 표준화된 우선 순위 지정 메커니

다. 이 정보의 출판은 CUC에 의해 CNC에 제공될 것이

즘을 사용하면 다른 기술이 예정된 솔루션을 준비하거나

다. 산업 애플리케이션에서 CUC는 오프라인 상황에서

스케줄링 엔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훨씬 전

제어기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이

에 CNC에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CNC의 Gine 부

거나 온라인 상황에서 PLC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구

분. 이는 ODVA 회원이 이미 ODVA ‘스위트 스팟’에 있는

성 요소에는 스트림 요구사항이 이미 정의되어 있다. 이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TSN 참여로부터 이익을 얻

더넷/IP 제품이 TSN 도메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802가

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포함된다. 1QCC 서비스는 공존을 위한 기본 요건이 되
며 DM & TS SIG는 이러한 표준이 IEEE 내에서 굳어짐

여기에 표현된 아이디어, 의견 및 권고는 ODVA 기술

에 따라 ODVA 규격 내에서 이러한 서비스의 정의를 시

의 가능한 사용을 위한 저자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

작할 것이다.

이며 ODVA 자체의 아이디어, 의견 및 권고를 반영하지
않는다. ODVA 기술은 여러 공급업체의 제품 및 시스템

9.3 현황

과 연계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독

ODVA 분산 모션 및 시간 동기화 SIG는 ODVA 사양에

자 및 ODVA 네트워크 지정 담당자들은 의도된 사용을

통합되어야 하는 TSN 표준을 식별했으며, 또한 ODVA 기

위해 여기에 표현된 아이디어, 의견 및 권고사항의 적합

술과 TSN 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 개발이 필

성과 적합성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요한 기술 영역을 식별했다.

저작권 2017 ODVA, Inc. 무단 전재 금지 본 문서의 발
췌 본을 복사하는 데 대한 허가는 ODVA로 문의 바란다.

다음 목록은 해당 영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TEL +1 734-975-8840 FAX +1 734-922-0027
E-MAIL www.odva.org. CIP, Common Industrial

•Gbit Ethernet의 지속적인 개발 및 홍보

Protocol, CIP Energy, CIP Motion, CIP Safety, CIP

•프레임 선점을 위한 IEEE 802.1Qbu 및 802.3br 포함

Sync, CIP Security, CompoNet, ControlNet, DeviceNet

•IEEE 802.1 Qcc 및 CNC에 네트워크 요구 사항 게시

및 EtherNet/IP는 ODVA, Inc.의 상표이다. 기타 모든 상

를 위한 기타 스트림 예약 서비스 통합

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이다. KEMC

•다양한 시간 도메인 및 시간 프로필(예: 802.1A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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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발전설비(Generator)의 운전과 관리(1)
글: 임정달 원장, 건축물관리연구원

발전기란 기계적 에너지를 가동하여 전기적 에너지로

1. 용도

변환하는, 전력을 발생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

비상용으로서 한전 정전 시 부족전압계 전기의 신호

발전소처럼 연료를 투입하여 전기를 발생하는 장치이다.

를 받아 기동하며 절환개폐기(ATS, Auto Transformer

즉 발전기의 동작원리는 전자기유도작용으로 기전력을 발

Switchem)의 개폐를 통하여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역할

생시키는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발전기를 구성하는 데

을 담당한다. ATS은 상시 전원과 비상 전원 사이에 설

는 자기장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자석과 기전력을 발생시

치하여 평상시에는 상시전원을 부하 측과 연결하여 사용

키는 도체가 필요한 데 그 중 회전전기자형이 있다.

하다 상시전원의 이상이나 정전 시 비상 전원 측으로 전
기적 회로구성이나 수동 레바로 절체하여 연결하여 주는

회전전기자형은 자기장이 정지하고 도체가 회전하는 발전

장치이다.

기이고, 철심에 계자코일을 감고 이것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자석이 사용되는데, 기전력의 방향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
칙에 따라 알 수 있다. (엄지: 운동, 검지: 자속, 장지: 기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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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성선을 포함한 각 극을 개폐할 수가 있는지 확인
한다.

② 절환개폐기는 투입 시 중성극이 전원극보다 먼저 투

비상발전기 공급 부하

입되고, 차단 시 전원극보다 나중에 차단되는 것인지

(1) 긴급 차단 밸브 부하(계장 관련 전동 밸브, 제어 밸브 등)

확인한다.

(2) 소화설비에 필요한 부하(소화 펌프 및 제어반 등)

③ 절환 동작 시 양단의 전원 간에 섬락현상이 발생하
는지 확인한다.

(3)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및 축전지 설비
(4) 비상조명설비(옥내 전등 및 위험물 저장소 등 옥외 전

④ 정기검사, 정밀검사 등 정전 시 자동 절환 동작 상태
를 확인한다.

등 설비)
(5) 공조설비(양압설비, 공기 소기 설비 등)

⑤ 상용전원과의 절체 방법 등을 확인한다.

(6) 배출가스 처리 설비(소각, 흡수, 회수, 중화 등)

⑥ 상용전원 정전 시 비상전원의 인터록(Interlock) 장치

(7) 이상 압력·온도 상승 방지를 위한 설비 (냉각수 펌프,

를 확인한다.

교반기 등)

표 1. 부하의 종류

부하의 종류

동력 및 전달 장치

전등 부하

소방법에 의한 부하

건축법에 의한 부하
사업자 설비 이외의 전기통
신 설비에 대한 전원설비 
설치 기준
의료법에 의한 부하

내용

•오수, 배수, 양수 펌프
•소화 펌프, 자동화재설비 전원
•엘리베이터, 환기 팬, 충전기
•컴퓨터, 중앙감시 제어반
•기타 보안상 필요한 부하

•보안등(계단, 복도, 비상등)
•지하실, 무창층 및 창이 없는 방의 전등
•변전실
•각 사무실의 전등 부하
•기타 보안상 필요한 부하

•소화 설비(소화전, 스프링쿨러)
•비상콘센트 설비
•배연설비
•자탐설비(10분), 비상경보설비(10분), 유도등
•무선통신 보조설비 증폭기
•비상용 조명장치
•배연 설비
•자동방화셔터(30분)
•비상용 배수설비
•비상용 엘리베이터(2시간)

•구내 교환설비로서 국선 용량이 10회선 이상의
것(정전이 되어도 국선으로부터의 호출에 대하
여 응답이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수술실 등

법적 최저 동작 시간
•30분

•30분

•10~20분 이상

•20~30분 이상

•최번 시 소비전류로서 3시간 이상 유지
•용량 :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
라도 당해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성능 : 10초 이내에 정격전압을 확립할 수
있을 것.
•UPS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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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장용 전원

이 있으므로 양호한 기동성이 요구되는 소용량 발

(9) 전기 방식 및 항공 장애 등 설비

전기에 주로 채용되고 있다.

(10) 기타 안전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

③ 가스터빈 엔진 : 디젤엔진에 비하여 가격 및 연료
소비율이 높은 단점이 있으나, 콤팩트 저소음 저

자동충전기 공급 부하

진동 경량 등의 특성과 함께 환경친화적인 발전

(1) 공급 대상 부하는 다음과 같다.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고, 양질의 전기를 생산할

가) 고압차단 배전반의 제어용 전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냉각수가 필요 없

나) 기중 차단기 제어용 전원

으며, 몸체의 방음장치에 의한 소음도 줄일 수 있

(2) 자동충전기의 용량은 DC 110(V), 30분 이상으로 한다.

무정전전원공급 부하
(1) 운전상태감시, 자동제어장치 및 계장용 전원

어 도심의 비상용 발전기로 많이 보급되고 있다.
2) 냉각방식에 의한 분류
① 라디에이터 방식(Radiator) : 일반적으로 비상용

(2) 방송설비, 통신설비 및 방호설비(CCTV 등) 전원

발전기로서, 환풍이 원활한 장소에서 주로 사용

(3) 소방시설의 제어 및 경보기 전원

하며, 설치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널리 사

(4) 누출가스감지 경보시스템 전원

용된다.

(5) 조종실, 통제실, 전기실, 발전기 등의 조명 전원

②열
 교환기 방식(Heat Exchanger) : 환풍이 곤란하
고 지하수 등 연속적인 냉각수 공급이 가능한 장

2. 기능
발전기는 디젤엔진의 가동으로 얻어진 기계적 에너지로

소에서 사용하며, 소음은 적으나 설치 공사비가
고가로 대용량 발전기에 주로 사용된다.

전기자형의 여자기를 회전시켜 전력을 발생시키고, 다이
오드 모듈에 의해 정류된 교류전력을 각 부하에 공급한다.

3. 발전기의 종류(표 2 참조)

4. 발전기 설치 및 위치 선정
1) 발전기 설치
디젤엔진에서 소모된 연료의 약 6~10%는 열로서 주위

1) 엔진 형태의 분류

공기로 발산되고, 발전기의 비효율성과 배기관에서 발생

① 디젤엔진 : 실린더 기동장치·냉각장치·필터장

하는 열은 엔진에서 발산된 열과 쉽게 열평형 상태가 될

치·배기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료는

수 있다. 발전기실의 상승된 온도는 운전원 배전반 및 발

주로 경유를 사용한다. 엔진의 동작 행정은 흡입

전기 세트의 성능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발전기

→ 압축→ 폭발 → 배기로 이루어지며, 왕복운동

실에는 옥외로 통하는 유효한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을 회전운동으로 바꾸는 형태로 중용량 이상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② 가솔린엔진 : 주요 구조와 동작 행정은 디젤엔진형
과 같으나 연료로 휘발유를 사용하므로 연료비가
비싸다. 디젤엔진에 비하여 저소음 저토크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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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기실 위치
①변
 전실과 평면적 입체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어 있
을것
② 부하의 중심에 있을 것

③ 온도가 고온이 되지 않도록 할 것
④ 습도가 많은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할 것
⑤ 기기의 반입 반출 및 운전 보수 면에서
편리할 것
⑥ 운전원에 대한 환경 위생이 양호할 것
⑦ 발생하는 잡음 진동이 다른 곳에 영향
을 주지 않을 것
⑧ 실내의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
⑨ 가급적 배기 출구에 가까울 것
⑩ 연료유의 경로가 간단하고 용이할 것

표 2. 발전기의 종류

구분

디젤
발전기

장점

•신속한 전원 투입 가능
•전원 공급이 용이함
•저렴한 가격

가스터빈 •안정적인 전원 공급
발전기 •적은 소음

•화석연료 사용 가능
스팀터빈
•초대형 발전기 가능(발전소)
발전기
•열병합 시 효율을 높일 수 있음

단점

•심한 소음과 진동
•전원 공급이 불안정함

•열효율이 떨어짐
•재가동 시 쿨타임 발생
•비싼 가격

•넓은 장소 필요
•건설 시 민원 발생 높음
•환경오염원 발생 가능

※ 위의 종류 중에 비상발전기는 일반적으로 디젤발전기를 많이 사용

⑪ 냉각수의 확보가 용이하고, 냉각용 공
기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
⑫ 기타 관계법령에 만족하도록 할 것

하는 구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종은 자연급기 방식에
배기팬을 적용한 강제배기 방식으로 실내의 정압을 낮게
하여 외기를 도입시키기 때문에 악취 유해가스 등 다른

5. 급배기 방식의 종류 및 공기량

부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경우에 이용하는 방식이
다. 급배기팬의 구조는 셔터가 붙은 것을 사용하지만, 설

1) 급배기 방식의 종류

치 장소에 따라 방화 댐퍼가 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급배기 방식은 크게 자연방식과 강제방식으로 구분할

※제
 1종: 기계급기팬 + 기계배기팬

수 있고, 자연방식은 방화 댐퍼가 있는 갤러리 등으로 이

제2종: 기계급기팬 + 자연배기구

루어지고 풍향 풍력 등에 영향을 받는 반면, 팬에 의한 강

제3종: 기계배기팬 + 자연급기구

제방식의 전력은 발전기 가동 시 공급되는 부하 회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강제방식에 대한 내용
을 다루도록 한다.
강제방식은 제1종에서 제2종으로 분류되며, 제1종은 실

2) 급배기에 필요한 공기량
①디
 젤기관 : 그림 1과 같은 디젤기관을 이용한 경
우의 발전기실의 급배기에 필요한 공기량의 합산
값으로 용량을 결정한다.

내의 환기를 확실히 행하
는 방식으로 급기팬과 배
기팬 2대가 필요하다. 제2
종은 급기팬을 이용한 강
제 급기와 자연배기 방식
을 적용한 것으로, 실내의
정압(靜壓)을 높게 하여 배
기를 압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악취 등이 발생

그림 1. 발전기실의 환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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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디젤엔진의 급배기량 산출 방법

V2 = 0.4E~0.6E[m3/h]

(1) 연소에 필요한 공기량: V1[m3/h]

6. 발전기실 넓이 산정

V1 = (14×b××E) / (60×) λρ
14: 연료 1kg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공기량
3

[m /kg]

발전기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환기 능력이 있
고, 유지보수 등 관리에 원활한 넓이로 시설해야 한다.

b: 연료소비율[kg/PSh]

발전기실의 넓이 산정식은 엔진 출력을 기준으로 하는

λ: 공기과잉률(무과급엔진: 2, 과급엔진: 2.5)

경우와 수전변압기의 용량에 의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E: 엔진 연속정격출력[Ps]

구분할 수 있으나, 가장 간편한 방식은 엔진 출력을 기준

3

3

ρ: 공기밀도[kg/m ] : [kg/m ]

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사용된다.
3

[760mmHg, 30℃ 일 때 1.165(kg/m )]
1) 엔진출력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3

(2) 실온 상승 억제에 필요한 공기량: V2[m /h]
V2 = H×f×E×b＋G×cosθ×{(1-η)/ ]×
860}/[60×C×ρ×(t1-t2)]
H: 연료 경유의 저위 발열량[kcal/kg] 개략
10,500으로 적용

S ＞ 1.7√
P (m2) [S: 발전기실의 필요면적(m2),

P: 마력(PS)]

예제) 엔진 출력이 150(PS)인 발전기실의 적정한 넓이는?

풀 이) 산출식에 의하여, 면적 S = 1.7× √150 =
20.8(m2), 즉 21(m2) 이상이어야 한다.

f: 엔진의 열방산 손실률(0.3)
E: 엔진의 연속정격출력[PS]

2) 수전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b: 연료의 소비율[kg/PS h] 일반적으로 200
적용
G: 발전기의 정격출력[kW]
η: 발 전기의 효율: (62.5kVA 미만: 0.8,
62.5kVA~300kVA 미만: 0.85, 300kVA

k: 상수(일반건물 0.2~0.5, 병원 0.3)
P: 수전변압기 용량(kVA)

이상: 0.9)
t1: 실내 최고 허용온도(40℃)
t2: 외기 온도(일일 최고 온도의 월별 평균치의

3) 발전기와 벽 사이의 이격거리 : 발전기의 유지 거리
는 점검면 및 주위와 0.6m 이상 유지하여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

최고치 × 0.9)
C: 정압비열 [건조공기: 760mmHg, 30℃일
때 0.241(kcal/kg℃)]
3

ρ: 공기밀도[kg/m ]: 760mmHg, 30℃ 일 때
3

1.165(kg/m )]

4) 발전기실 높이 결정 시 고려사항
•반입 설치 또는 오버홀 시 피스톤이 움직이는 높이
•체인 불록 호이스트 취부에 소요되는 높이
•소음기 취부 높이

또한, 상기의 개략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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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전장치 상부의 최대 2배 이상이나, 보통
4~5m 정도로 선정함

7. 발전기 용량 산정

기동으로 계산한다.
•비상전력계통에 연결된 전동기는 동시 기동을 배

1) 용량 산정 시 고려사항 : 상시 전원(전력회사의 전원)의
정전 시 중요 부하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비상용
발전기는 부하 조건에 따라 발전기의 기동 및 전력공

제한다.
•모든 전동기의 특성(역률, 효율, 기동전류)은 제작
사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자료를 적용한다.

급 능력에 적합한 용량을 갖춰야 한다. 또한, 비상전원
공급 대상 설비의 구성은 평상시에는 상시 전원을 공

② 비상발전기의 용량 계산

급받아 운용하고, 정전이 되면 자동절환스위치(ATS)가

비상발전기의 용량은 다음 세 가지 방법에 의한

비상발전기 전원 쪽으로 자동 절환되어 발전기의 비상

계산 중 가장 큰 용량으로 결정한다.

전원을 해당 부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정격 운전상태에서 부하설비의 가동에 필요한 발
전기 용량(PG1)

다음은 일반적으로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 시 고려할 사
항이다.
① 건물이나 시설의 성격 부하의 용도 사용자의 의향을
충분히 고려한다.
② 사용 빈도가 적은 것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부하를
줄인다.
③ 경제성을 검토한다.
④ 디젤엔진 구동인 예비전원은 수초 간의 정전은 피할
수 없음을 고려한다.
⑤ 유도전동기와 같은 시동전류가 큰 부하가 있는 경우
는 시동방법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원 용량이 커짐을
특히 주의한다.
⑥ 수전 전력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감안
한다.
	상하수도 시설 약 80%, 전신 전화시설 약 65%, 병
원 약 30%, 빌딩 약 20%
⑦ 발전기실 주위 온도는 20(℃) 일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실내 온도가(40℃)가 되면, 출력은 약 8%가 감
소하므로 통풍 및 환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PG1(kVA) = (∑WL×L)/Cosθ
ΣWL: 부
 하입력 합계(kW), L: 부하 수용률(1.0 적
용), Cosθ: 발전기 역률(0.8 적용)
•부하중 최대 용량(기동 kVA)의 전동기를 기동할
때에 허용전압강하를 고려한 발전기 용량(PG2)
PG2(kVA) = (1-ΔE)/ΔE×Xd×QL
ΔE: 허용 전압강하율(0.2~0.3, 통상 0.25, 비상
승강기의 경우 0.2 적용)
Xd: 발전기 직축 과도 리액턴스(0.2~0.3, 통상
0.25 적용)
QL: 기
 동입력이 가장 큰 전동기의 기동 시 돌입용
량(kVA) (정상 입력의 6.5배 적용)
•부하중 최대용량(기동 kVA)의 전동기를 기동 순서
상 마지막으로 기동할 때 필요한 발전기 용량(PG1)
PG3(kVA) = ∑Wo+(QL×Cosθ QL)/K×Cosθ
∑Wo: 기저부하(base load)의 입력 합계(kW)
QL: 기
 동입력이 가장 큰 전동기의 기동 시 돌입용
량(kVA) (정상 입력의 6.5배 적용)
Cosθ QL: 기동 돌입부하 기동역률(0.3 적용)
K: 원동기 과부하 내량(1.2 적용)

2) 발전기의 용량 산출

Cosθ: 발전기 역률(0.8 적용)

① 계산 조건
•모든 전동기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는 직입

표 3은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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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 예시

부하 종류

구분

전등, 전열

출력(kW)

냉·난방설비

128

UPS

전기방식정류기

상시 부하
(비상전원 공급)

충전기

심정펌프

폐수처리설비
소계
수시부하
(비상전원 공급)

역률

1.0

효율

1.0

205

입력(kW)

205

0.92

174

139.2

38.5

0.85

0.9

50

42.5

11

0.86

0.87

15

12.9

60
6

95

0.8

0.9

0.8

0.85

0.9

0.85

0.87

펌프1

75

0.9

0.927

75

45

83

0.83

45

부대펌프 등

입력(kVA)

0.8

층압펌프

펌프2

소계

205

전부하 특성

0.9

9

0.87

합계

6.4

106.3

721

630.3

90

81

90

0.927

0.86

66.4

125
60

60

240

961

비고

51.6
81

51.6

213.6

843.6

① 비상전원 공급 대상 부하용량
② 부하 운전조건
•비상발전기 전원을 공급받는 대상 부하 중 펌프2를
제외한 모든 부하(상시부하+수시부하)가 정상운전
중이며, 이때 펌프가 추가로 기동하는 조건임)
•발전기 공급전압은 3상 380/220V 정격
③ 발전기 용량 계산 : 발전기 용량은 다음 세 가지 방

•PG3{부하 중 최대 용량(기동 kVA)의 전동기를 기
동순서 상 마지막으로 기동할 때 필요한 발전기
용량}

법에 의한 계산 중 가장 큰 용량으로 결정한다.
•PG1(정격 운전상태에서 부하설비의 가동에 필요
한 발전기 용량)
여기서, ΣWo = 843.9-81 = 762.9(kW)
④ 발전기 용량 산정 : 상기 계산에 의하여 (PG1
= 1054.9kVA, PG2 = 438.9kVA, PG3 =
•PG2(부하중 최대용량(기동 kVA)의 전동기를 가동
할 때 허용전압 강하를 고려한 발전기 용량)

62

977.5kVA) 발전기의 용량은 세 가지 중 가장 큰
PG1으로 산정한다.

발전기 용량

•주 탱크: 7~10일분

PG1×Cosθ G = 1054.9×0.8 = 843.92kW

•보조 탱크: 7~10시간분

따라서, 발전기 용량은 3상 380/220V, 역률 0.8
인 상용 출력 900kW를 선정한다.

c. 건물의 용도별 구분
•통신 보도 관계: 30시간
•은행, 증권의 온라인: 10~24시간

3) 연료(Fuel) 계통도 및 연료소비량 산출
① 연료탱크 → ② 연료공급밸브 → ③ 연료필터(여

•백화점, 지하상가: 4~10시간
•대형 상가, 수퍼마켓: 4시간

과기) → ④연료분사펌프 → ⑤ 연료분사파이프
(압력파이프) → ⑥ 연료분사 노즐 → ⑦ 실린더
내 분사 → ⑧ 잔류 연료

4) 냉각수 계통도
(1) 수온 조절기(Thermostat): 초기 기동 시 엔진냉각
수에 의한 과냉 현상을 막고 적정한 온도를 유지

→ 연료소비량 및 연료탱크의 선정

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냉각수가 저온 상태일

비상발전기의 최저 운전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규정되

때 열교환기 또는 Radiator로 가는 통로를 차단

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 용량 이상의 연료 저장 능력

하여 엔진이 그 이하의 온도로 냉각되는 것을 막

을 가져야 한다.

고, 냉각수를 엔진 측으로 재순환 시킴으로써 엔
진 온도를 적정한 온도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

① 연료소비량
•발전기 연료소비량

며, 대개 70~80℃로 유지한다.
(2) 예열장치(Preheating Plug): 동절기에 엔진 시

Q (㎏/h) = {KVA×역률(pf)×연료소비율(b)} /

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디젤엔진의 시동보조

{0.736×발전기효율퉘×1000}

장치이다. 예열 방법은 실린더 내에 흡입되는

1시간당 연료소비율 = (연료소비율×ps) / 연료의

공기를 직접 예열하는 방법과 엔진 내부에 있는

비중[ℓ/h]

냉각수를 히터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실린더

•고속 소형기관(170~180g/psi h)

내부의 공기를 예열하는 방법이 있다. 냉각수를

•중속 소용량기관(160~170g/psi h)

예열하는 방법은 동절기 결빙에 따른 냉각 계통

•중속 대용량기관(150~160g/psi h)

의 파열을 방지하고, 시동을 용이하게 하는 장

•저속 대용량기관(145~160g/psi h)

점이 있다. KEMC

※ 고속형: 1200rpm이상, 중속형: 900~1200,
저속형: 900rpm 이하
② 연료 저장 탱크의 선정
a. 비상용의 경우
•주 탱크: 10시간분
•보조 탱크: 1~2시간분
b. 상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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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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