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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차 정기총회

개 회 사

걸음으로 우리 조합은 2년 만에 제주도에서 최고경
영자 세미나를 개최하며 일상으로의 단계적 회복
을 기대했지만, 지금 오미크론 변이라는 마지막 고
비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기간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전기공업인들 또한 가
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올
해는 반드시 코로나를 이겨내고 소중한 일상을 회
복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기공업인
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존경하는 회원사 사장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조합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최대 실적 달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도 조합원사에 이
존경하는 회원사 사장님 여러분!
풍요와 성장의 기운이 넘치는 ‘검은 호랑이
해’ 임인년을 맞아 가정에 더 큰 행복과 사랑
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일터에

익을 공유함으로써 7년 연속 배당금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조합원사 사장님과 조합 임직원 여
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 무한한 발전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60차 정기총회 자

회원사 사장님 여러분!

리를 함께해 주시기 위해 먼 걸음 해 주신 조

올해 우리 조합은 조합원사의 공동사업 참여 확

합원사 사장님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대를 위해 한전의 발주 물량 중 변압기와 철탑, 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지지물, 충전기, 애자 등 단가 및 총가 계약과 한
전 신규 발주 품목인 HVDC용 강관철탑을 기존 참
여업체 대상으로 조합에서 일괄 수주에 노력을 경

회원사 사장님 여러분!
지난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희망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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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조달 공동상표 품목 신청과 애자 및 전

REGUL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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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동차 충전장치 2개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

창립 60주년이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되

쟁제품 신규품목으로 추가 지정 추진하겠으며,

기 위해 조합원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

지역별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 추진하고 원가

참을 당부드립니다.

비중이 높은 원부자재 위주로 공동구매사업을 추
진함으로써 조합원사의 경쟁력 확보와 비용 절감
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사 사장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지만

2022년 임인년, 호랑이의 해를 맞아 기운차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고 용감무쌍한 호랑이의 모습처럼 지금의 고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조합 임·직원은 부

난을 극복하며, 더불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

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는 번영의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 또한 제가 약속했던 조합원을 위한 조합, 자

우리 전기공업인들이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생력 있는 조합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든든한 뿌리 그리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겠습니다.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난해의 고단
함은 다 비워내고 그 자리에 새 해가 주는 꿈
과 희망을 가득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조합이

존경하는 회원사 사장님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게 되는 우리 조합은 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회원사 사장님 여러

기산업계 최대 규모의 제조업 단체로서 위상 강

분의 사업장과 각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

화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터닝포인트로 다가올

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대면과 디지털,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
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 시장과 산업에
안주하기보다 신기술 융합 등 기술개발을 통한 5
차 산업 대응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조합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신사옥 건립을 계획하
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곽 기 영

또한, 오는 5월 조합 창립 60주년에 발맞춰 60
년사 편찬과 창립기념행사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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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60차 정기총회 개최

로로 산업통상부자원부장관 표창 등 각 부문에서 총 20
명의 대표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우리조합은 2022.02.24(목) 조합 대강당에서 “제60차
정기총회”를 열어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전년도 대비 소
폭 증가한 37억 8천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정관변경(안),

제60차 정기총회 이전에 개최되는 제1차 정기이사

2021년도 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배당금 처분(안),

회가 2022.02.15(화) 우리조합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되

소액수의계약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 설정(안) 등이

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정기총회에 부의할 안건과 그 외

더불어, 올해 조합은 기존 사업 외 지역별 실무자 간담

에 “전기강판의 기간연장 지급보증서를 포스코에 제출”

회를 개최하고, 원가 비중이 높은 원부자재의 공동구매

하는 안건, “직제규정 개정” 안건, “사업자금 융자 지원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조합원사의 경쟁

도 승인” 안건 등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력 확보 및 비용 절감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편 곽기영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우
리조합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000억 원의 매
출을 기록하여 최대 실적 달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도 조합원사에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7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이어서 “올해 창
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조합은 전기산업계 최대 규
모의 제조업 단체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터닝 포인트로 삼아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총회에서는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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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60년사 편찬위원회 제6차 회의

www.kemc.co.kr

우리조합은 지난 2022. 2. 22(화) 조합회관 3층 전산교

표 및 가목차 작성, 조합원사 인터뷰, 디자인 시안 도출 방

육실에서 ‘조합 60년사 편찬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

향, 사진 셀렉 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으며, 경과보고에 대한

였습니다.

편찬위원님들의 추가 피드백과 함께 기타 사사 편찬과 관련

이번 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 60년사 편찬 대행업체
인 (주)시하기획의 경과보고를 통해 자료수집 및 분류, 가연

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표지 디자인에 대
한 여백, 글씨크기, 단, 주조색 등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22년 전기조합 해외시장개척사업 일정
우리조합 2022년 해외촉진회전시회 참가계획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일 정

6.27(월) ~ 7.1(금)
8.22(월) ~ 26(금)
9.14(수) ~ 17(토)
11.22(화) ~ 25(금)
11.29(화) ~ 12.01(목)

대상 국가

사업구분

지원처

중남미(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수출 촉진회

한 전

전기조합

촉진회

한 전

전기조합

필리핀(마닐라)
전기전자 및 에너지 전시회

전시회

한 전

전기조합

전시회

중앙회

전기조합

전시회

한 전

전기조합

동남아지역(필리핀, 태국)
수출 촉진회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전기전력, 에너지 전시회
독일(프랑크푸르트)
에너지 산업 전시회

촉진회

주관단체

•문 의 처 : 경영본부 전석현 팀장 (전화 031-724-6148)

동호회 동향
•일 시 : 2022년 2월 19일(토) 오전 10시
•장 소 : 북한산 대성문 코스(만남의장소 :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10시,
정릉탐방지원센터 오전 10시 30분)
한국전기공업인 산악회 3월 제369회 산행
•일 시 : 2022년 03월 19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서울대입구 시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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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주)삼원산업 박지현 대표이사 시모상

[1/17(월)]

(주)우영종합물류 이성수 대표이사 장남 결혼 [2/20(일)]

(주)비앤엠 이태범 대표이사 모친상

[1/24(월)]

우일기전산업(주) 전상원 대표이사 장녀 결혼

(주)신성기전 김애근 대표이사 빙모상

[1/28(금)]

대웅전기공업(주) 최정남 대표이사 딸 결혼

[2/19(토)]
[3/5(토)]

(주)엔지피 김은숙 대표이사 시부상

[2/9(수)]

(주)금성계전 이한식 대표이사 빙모상

[3/7(월)]

1-2월 신규가입 조합원
업체명

광명코아(주)

대표자

정병권

주생산품

전기강판조립 코아가공

소재지

가입일

경기 화성시 현대기아로 679-23

2022.01.06

대전 유성구 테크노4로 17, 비동 3층 314호

2022.01.27

케이투발전기(주)

고종국

발전기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376번길 3

(주)부일

이옥자

수배전반

충남 서산시 음암면 서령로 314-39, 2동

2022.02.16

(주)아하

구기도

충전장치

경기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09번길 67

2022.02.23

(주)에스케이솔라에너지
보타리에너지(주)

조근영

김홍삼

태양광발전장치

수배전반 외

제주 제주시 애월읍 녹근로 130, 1층

2022.01.12

2022.02.21

2022년 1-2월 공동판매 사업 계약(발주) 현황
다수공급자 계약
품목
배전반

건수
-

1월

금액(VAT별도)

건수
-

-

MCC

1

243,153

합 계

1

243,153

분전반

14

(단위 : 천원)

-

-

-

1
1

2월

금액(VAT별도)
-

-

13,560
13,560

www.kemc.co.kr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한국전력공사)
품목
고효율주상

(단위 : 천원)

발주수량(대)

1월

5,659

고효율아몰퍼스주상

4,193

내염형주상

888

컴팩트형지상

243

부하개폐형지상

13

합 계

10,996

발주금액(VAT별도)

8,348,377

발주수량(대)

2월

4,647

6,473,210

3,206

1,557,438

910

2,465,353

143,260

배전반
합계

배전반
합 계

828,442

9,012

16,350,428

242,440

(단위 : 천원)

건수

1월

1

금액(VAT별도)

건수

755,556

-

755,556

1

2월

-

금액(VAT별도)
-

-

공동상표 계약
품목

5,086,092

2,862,301

지명경쟁 계약
품목

7,331,153

227

22

18,987,638

발주금액(VAT별도)

(단위 : 천원)

건수
1

1

1월

금액(VAT별도)

건수

349,400

3

349,400

3

2월

금액(VAT별도)
246,519

24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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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저장장치(ESS) 융합시스템 보급 사업 시작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우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기업이 가능하며, 용도에 따라 ESS·EMS
융합시스템 구축비용의 최대 70%까지 지
원한다. 이는 비상전원 겸용, 재사용 70%,
피크감축 전용 60%, 계통안정화용 50% 이
내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11까
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
공단으로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를 거쳐 금년 5월 중 지원 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월 14일 2022년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과 「에너지신산업 금융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을 대상으로 ESS, 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
규모는 44억 원이다.

을 선정한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은 제로에너지빌딩, 수요
자원 거래,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필요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며, 지원비율
은 소요자금의 90%까지 가능하나 중소중견대기업별로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은 수요자원거래, 소규모

비율은 상이하고,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1/4분기 기

전력중개 등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준 연 1.5%)을 적용한다. 비율은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시설·운전자금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 규모

70%, 대기업 40% 이내다.

는 50억 원이다.
먼저,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피크감축 및 비상전원을 대체할 목적으로 ESSEMS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및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필수 자원인 ESS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초기시장 창출 및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융합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업상업주거시설, 2

자세한 사업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

발전제약 완화를 목적으로 1회 이상 출력제어가 시행된

motie.go.kr),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3 기존 ESS 설비 재사용 또는 전

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접수 페이

기차 폐배터리 등을 활용하여 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경

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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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아파트 ‘에너지 마이데이터’ 활용한다
AI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 제공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2월 24일 용인 삼성
디지털프라자 구성점에서 삼성전자 및 피에스텍과 「아파
트 ‘에너지 마이데이터’ 활용사업 컨소시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미 한전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지능형전력망 구축사업을 통해 전력데이터를 수집하여 인
터넷 및 모바일로 실시간 사용량 및 요금을 조회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력데이터를 필요
로 하는 기업들과도 공유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효율화 서비스의

왼쪽부터 김숙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 박찬우 삼성 생활가전사업부
IoT Biz그룹 부사장, 황재용 피에스텍 사장.

사각지대였던 아파트 고객을 대상으로 세대별 에너지 마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아파트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에너지

전 모드로 자동제어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 마이데이터는 아

제공할 계획이다.

파트 개별세대 전기, 가스, 수도, 열(온수, 난방) 등 에너지
사용 정보를 말한다. 또 삼성전자 등 가전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모바일로 가전기기를 조작하고, 합리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피에스텍은 직접 에너지 마
이데이터를 수립하고 제공할 계획이다.
김숙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
여 에너지 마이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에 대한 표준을 마

한전은 수집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동 이사정산 및 1인

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를 개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민간기업과 에너지 마이

발하겠다”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은 가장 경제적이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탄소감축 수단이며, 이번 업무 협약은 에너지 마

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삼성전자는 SmartThings
Energy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을 절

이데이터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는 계기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KEMC

21년 영업손실 5조 8,601억 원
한국전력은 2021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조 9,464억
원 감소한5조 8,601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력판매량 증

및 전력구입비 증가 등으로 영업비용이 11조 9,519억 원
증가한 데 기인한다. KEMC

가 등으로 매출액이 2조 55억 원이 증가한 반면, 연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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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무탄소발전기술 상용화로 탄소 배출 줄인다
가스터빈 수소 혼소 한계평가 실증
한국전력이 화석연료 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기술, 수

암모니아 혼소 실증시험과 연소·환경 영향평가로 혼소

소 혼소기술 실증설비를 구축해 가동 중인 발전소의 탄소

운전가이드를 개발한다. 발전 5사는 실증 대상 발전소 설

배출 감소를 추진한다. 산하 전력연구원은 석탄화력, 액화

계자료·실증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 8사는 암모니아 혼

천연가스(LNG)복합발전별 혼소 운전 가이드를 개발한다.

소에 따른 보일러 설비영향 평가, 암모니아 혼소 발전설

한전 전력연구원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주력 발전설비

비 구축안,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안, 안전규정 정립 등을

인 미분탄보일러, 유동층보일러, 가스터빈 실증으로 무탄

2024년 7월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상용발전

소 발전기술 상용화에 나섰다. 이중 2가지 연구과제를 설

소 4곳 대상 연료공급 인프라를 구축해 2027년까지 기술

비제작사, 운영사, 무탄소 연료 공급사, 국내 연구기관과

실증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24개 발전소 대상 암모니아

협력과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혼소기술을 상용화해 연간 2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한전은 무탄소 암모니아 발전기술 개발 과제협약을 지

할 예정이다.

난 1월 체결하고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발전 5사,

가스터빈 수소 혼소 한계평가 기술 대상 실증설비는 올

민간 8사(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포항산업과

해 7월 준공예정이다. 한전은 남부발전, 중부발전, 서부발

학연구원, 롯데정밀화학, SK가스, TENEX KOREA, GS동

전, 동서발전과 공동으로 운영중인 F급 가스터빈(150MW

해전력, 삼척블루파워)는 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 개발과

급)을 주요 하드웨어 변경없이 운영기술에 기반해 수소

조기 실증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연구 기획에 나선다.

혼소 가능성(15% 수준 목표)을 평가하는 연구과제를 지난

전력연구원은 석탄화력, 액화천연가스(LNG)복합발전별

해 7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KEMC

전기안전공사, 전기차 충전시설 특별 점검
1만 6천 개소 점검... 점검절차 표준화 제도 개선 추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전국 전기자동차 충

수립하고 설비를 점검해오고 있다.

전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4월, 전기안전

지난해 점검 결과, 전체 5,100개소 중 337개소(6.6%)가 기

관리법 시행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

술기준에 미달하였다. 주요 부적합 사항으로 위험표지 미시설

설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7.8%), 접지 불량(20.2%), 누전차단기 부적합(16.7%), 충전기

3월부터 시작된 특별 점검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전 설

고장(3.4%)이 주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공사는 부적합 사항

치된 충전시설 약 1만 6천 개소에 대해 사용자 안전을 확보

의 원인을 ‘충전기 설치 시 안전기준 미인지’, ‘관리 소홀’로 보

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공사는 감전, 화재, 고장 등 안전

고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현장 개선과 홍보는 물론 충전시설

사고 예방과 사용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3개년 계획을

고장 예방과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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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글로벌 에너지기업 CIP와 ‘해상풍력 개발’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등 공동개발 추진 위한 업무협약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세계 최대 그린에너
지 개발투자운용사인 CIP(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와 손잡고 국내 해상풍력 개발에 나선다.
동서발전은 최근 CIP와 ‘국내 해상풍력 공동개발 및 기
술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문 동서발
전 사장, 아이너 옌센(Einer H. Jensen) 주한덴마크대사,
유태승 CIP/COP코리아 공동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협약에 따라 양사는 기가와트(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등 해상풍력 발전사업 공동개발, 해상풍력 엔지
니어링, 운영관리 기술교류,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개발기술교류
워크숍 등 분기별 이행계획을 반영해 실행력을 강화했다.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가 에

한편, 동서발전은 최근 신재생 사업개발 전담 조직인

너지산업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총동원해 해상

신재생개발권역센터를 출범해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풍력 사업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며, “국내 풍력산업이 지

5개 권역에서 100명의 인력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서

역산업과 상생발전하며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

는 등 에너지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KEMC

폐열 재이용…농촌 연료비온실가스 잡는다
동서발전은 농가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연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돕

열을 회수해 재이용할 수 있도록 열교환기 등 폐열회수시
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는다. 최근 동서발전은 농업회사법인 지리산 종균(경남 함

동서발전은 이번 버섯배지 농가를 시작으로 올해 총 11

양소재)에서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지리산버섯영농조합

곳에 폐열회수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등과 함께 ‘폐열회수시스템 구축 사업 1호’ 준공식을 열었

5년간 1만 4천 톤 가량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다. 동서발전은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의 일환으로, 농가

것으로 기대된다. KEMC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농업이나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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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 일렉트릭, 공장 장비사고 줄이는 솔루션 발표
작업자 업무 효율성 및 안전 위한 세이프티 릴레이 모듈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작업자 안전을 위한 ‘슈나이더 일

서로 다른 펄스 패턴 신호로 제품 상태와 오류 정보를 파악

렉트릭 하모니 XPS 세이프티 릴레이 모듈(Harmony XPS

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 전 장치 검증 테스트 및 유지 보

Safety Relay module)’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다.

수 일정 등을 계획할 수 있고, 다른 PLC와도 연동할 수 있다.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식 발효되면서 기업들은 제

디자인 부분에서는 모든 제품에 분리할 수 있는 2열 터

조 현장에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작업자의 안전을

미널 블록이 제품 상·하단에 적용돼 있고, 스프링 및 스크

위한 제도 개선과 인력 보충 등에 나서고 있다. 슈나이더

류 타입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도 탈착할 수 있어 설

일렉트릭 세이프티 체인(Safety Chain) 제품은 설비와 작

치 및 유지 보수가 편리하다. 제품 전면의 LED 상태 표시등

업자의 안전을 위해 정보를 수집 및 모니터링하고, 생성된

을 통해 악조건 속에서도 사용자가 다양한 동작 상황을 쉽

데이터를 가공해 설비 동작의 일련의 과정을 지원한다.

게 확인할 수 있고, 회전 스위치 조작과 오작동을 방지하기

새롭게 출시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하모니 XPS 세이

위해 전면 보호 투명 커버가 있어 다이얼을 보호할 수 있다.

프티 릴레이 모듈은 수집된 정보를 가공(프로세싱)하는 제

이 밖에도 확장 모듈 연결용 사이드 커넥터가 있어 별도

품으로, 사용자의 비즈니스 효율성과 편리성을 고려해 제

의 와이어링이나 번거로운 작업 없이 손쉽게 추가로 확장할

작됐다. 기존에는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28개 품목을 선

수 있다. 표준 DIN 레일뿐만 아니라, 월마운팅 기능이 탑재돼

보였으나, 제품 라인을 10개로 축소해 여러 제품에 나뉘

벽이나 판넬에 부착할 수 있다. 모듈 전면에 적용된 QR 코드

어 있던 세이프티 기능을 하나의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

를 휴대기기로 스캔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웹사이트에서

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OEM 부품을 쉽게 주문할 수 있을

제공되는 다양한 제품 정보와 기술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재고 확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사용자는 제품 설정·설치·유지 보수에 필요한 여러 기술

기능 면에서는 세이프티 회로에서 감지된 오류에 대한 정
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0가지가 넘는

정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산업 자동화 사업부 오퍼 마
케팅 담당자인 박윤국 매니저는 “전 세계적으로 작업자 안
전을 위해 강력한 안전 표준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방향으
로 이동하고 있다. 사업장의 경우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위
해 인증받고, 안전에 대한 제품을 꼭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
다”며 “세이프티 릴레이 모듈은 기계를 보유한 장비 산업
군에는 모두 적용되고, 단순 설비와 같이 사람들이 주로 업
무를 진행하는 산업군에서는 작업자와 장비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품이다. 자동화 시장에서 요구되는 가장 높은
안전 규격인 PLe, CAT4, SIL3 등급을 만족한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앞으로도 사업장의 안전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
해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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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킥-오프’
저탄소발전 확대 등 3대 방향 수립

7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열린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킥오프 회의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은 3월 7일 탄소중립추진위

른 공정한 탈석탄 전환을 추구한다. 더불어 탄소중립 기업

원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2050 WP 탄소중립’ 달성을

문화 내재화 등 서부발전만의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강화

위한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탄소중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탄소중립 추진방향에 따라 블루수소 생산기술과 암모

취임 이후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확정됨에 따라 지속

니아 발전기술 개발, 석탄재 재활용 신규사업 개발, 온실

성장이 가능한 ‘탄소중립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스 감축사업 확대 등 16개 세부 추진과제도 도출했다.

구성됐다. 박형덕 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임원진과 주요
분야 처실장이 위원으로 꾸려졌다.

가장 먼저 석탄발전의 연료전환을 위해 4개 대체복합
부지를 선정하고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 준공을 목표로

이날 회의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부응을 위해 서부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국내 최초로

전이 수립한 ‘2050 WP 탄소중립경영 추진계획’의 구체적

가스터빈 수소 혼소발전시대를 열어 무탄소 발전의 기틀

인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서부발전은 국가 전략

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향과 일치하는 ▲저탄소 발전 확대 ▲신사업 기회 창출

이날 회의에서 박 사장은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

▲포용적 전환 이행 등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서부발

해 탄소중립 세부과제의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전만의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전략을 추가했다.

‘2050 넷제로’ 달성에 기여하겠다”며 “착실한 세부과제

저탄소 발전 확대로는 ‘수소혼소 발전’ 등 무탄소 전원
개발이 핵심이다. 여기에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

이행을 통해 화력발전사의 한계를 돌파해 지속성장이 가
능한 서부발전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KEMC

술 등 신사업 창출전략과 순차적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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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구원-워털루대학, 부산 지역경제 위한 AI 확대
AI 적용해 제품 품질, 업무 효율성, 작업환경 개선
및 구축된다. 기존 사람이 행하던 고주파 열처
리 과정은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한 건강 문제,
고전압에 대한 감전 및 고열로 인한 화상 문제,
열처리 품질 확보의 불확실성, 작업 데이터 관
리의 부재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협동 로봇이 사람 대신 현장에 투
입되고, 현장의 열처리 변수(파라미터)를 기반
으로 학습된 AI가 온도·주파수·전압·시간
등 상황에 따라 제품 경도의 최적화 열처리를
수행한다. 업무 효율성 향상은 물론, 산업 안전
한국전기연구원(KERI, 원장 명성호)과 세계적 수준의

및 근로 환경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치적으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워털루대학이 인공지능

로 환산하면 연간 기대효과는 제품 불량률 감소 및 검사

(AI) 기술을 활용한 부산 지역 제조 혁신 사업을 올해부

작업시간 단축 등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한다.

터 본격 수행한다. 양 기관은 ‘KERI-워털루대 창원인공

또 다른 기업인 태화정밀공업에는 자동차 및 중장비

지능연구센터’를 중심으로, 2020년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밀가공 공정

AI 기술을 통해 경남 창원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핵심

라인에 ‘AI 공구관리 기술’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작업자

부품 고장 상태 진단’, ‘조립 지능화’, ‘효과적인 공구 관

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다 보니 공구에 문제가 발생하

리 및 제품별 최적 맞춤 가공’ 등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

더라도 즉시 감지가 불가능하고, 작업을 마친 후에야 제

행해온 바 있다.

품의 불량을 인지하고 역으로 추적하여 공구 문제를 발

지난해 11월에는 KERI와 부산광역시, 창원시가 제조 AI

견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한 재료 및 시간 손실, 재작업

사업의 혜택을 동남권 전반으로 넓혀 지역경제에 큰 활력

(rework)에 따른 불량률·제조원가 상승, 생산성 하락 등

을 불어넣자는 취지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12월에

어려움이 있었다.

는 KERI와 부산광역시, 캐나다 워털루대학이 지역에서의

그러나 AI를 기반으로 공구의 상태를 사전에 진단하고

AI 저변 확대를 위한 공동연구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

파손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생산라인

하기도 했다. 이러한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부산광역시 2

에 적용하여 가공 공정에서의 품질 혁신을 기대할 수 있게

개 기업(대양볼트, 태화정밀공업)의 제조 현장에 AI 기술

됐다. 또 생산 데이터를 축적하여 공구의 수명까지 예지하

도입을 시작한다.

고, 적절한 시기에 공구가 미리 교체될 수 있도록 만들어

자동차 부품 및 장비 생산 전문업체인 ㈜대양볼트에는

준다. 이러한 제조 AI를 통한 기대효과는 공구비/인건비/

빅데이터 기반의 ‘자동화 고주파 열처리 AI 기술’이 적용

재작업비 절감 등 연간 약 2억 8천만 원에 달한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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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량 예측 사업계약 체결
발전량 예측 정확도 따라 인센티브 부여, VPP 운영기술 확보
한국남부발전(사
장 이승우)이 재생에
너지 사업 수익 극대
화와 안정적 전력계
통 운영을 위해 ‘솔
라시도 태양광 발전
(대표이사 문옥식)과
함께 발전량 예측 사
업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최근
솔라시도 태양광과
함께 미래 가상 발
전소(Virtual Power Plant) 운영기술 확보를 위한 ‘솔라시

량 태양광 발전소로서 2020년 4월 완공됐다. 솔라시도 태

도 태양광 발전량 예측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가상 발

양광은 98MW 발전용량과 306MWh의 에너지저장장치

전소는 가정용 태양광과 같이 분산돼 있는 소규모 에너

(ESS)를 갖추고 있어 1년 동안 약 3만 3000가구가 사용할

지 발전, 축전지, 연료전지 등 발전 설비와 전력 수요를

수 있는 128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가
상의 발전소다.
양사가 이번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량을 하루 전 미
리 예측치를 전력거래소로 제출해 일정 오차율 이내를 기
록하면 전력거래소로부터 추가 정산금을 받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전원의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면 다
른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전

남부발전은 월별 발전량 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기상관
측 자료를 토대로 솔라시도 태양광의 발전량을 정확히 예
측함으로써 전력거래소로부터 연간 약 4억 원 상당의 추
가 정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남부발전은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형 통합 가
상 발전소 도입에 대비한 운영기술을 확보하고 나아가
올 하반기에는 풍력발전에 대한 예측사업도 확대해 나
갈 방침이다.

력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

이승우 사장은 “국내 태양광 발전 분야의 선두기업인

지 발전량 예측제도는 가상 발전소 구현을 위한 초석으

솔라시도 태양광과 계약 체결은 미래 가상 발전소 사업의

로 알려져 있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이라며 “관련 운영 기술 확보와

이 사업 대상인 솔라시도 태양광은 전라남도 해남군 솔
라시도 일대에 건설된 부지 면적 158만 m2 상당의 대용

함께 한국의 분산형 전원개발 속도를 배가하기 위해 최선
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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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 뉴스

한수원, 영동홍천포천 신규양수 3개소 건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추진 중인 영동.홍천.포

도 포천시에는 2034년까지 700㎿급 양수발전소를 건설

천 신규양수 건설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

할 예정이다. 총공사비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타당성조사’를 동시에 통과했다.

약 4조 원이다.

한수원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에 따라

양수발전소는 남는 전력을 이용해 물을 상부댐으로

전국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자율유치 공모를 통해

끌어올렸다가 전력이 부족할 때 하부댐으로 물을 떨어

2019년 6월 신규양수 건설지역 3곳을 선정했다. 이후 3곳

뜨려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방식으로, 과거 원자력, 화력

에 대한 예비설계를 수행했고, 지난해 5월 공공기관 예비

등 기저부하의 보조전원에서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타당성조사가 시작됐다. 평가결과 3곳 모두 정책적, 경제적

간헐성과 변동성 보완을 위한 백업설비로 그 역할이 점

면에서 ‘사업 타당성 있음’으로 평가됐고, 이를 기반으로 영

점 확대되고 있다.

동.홍천.포천 신규양수 건설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새롭게 건설 예정인 양수발전소는 대부분의 설비가

한수원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전원개발사업 실시

지하에 위치해 환경 피해가 거의 없는 친환경발전소이

계획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충북 영동군에 2030년까지

며,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보다 높은 안전성을 확보

500㎿급, 강원도 홍천군에는 2032년까지 600㎿급, 경기

할 수 있도록 건설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양수발전소
건설 및 운영시 일자리
창출, 관광 자원화 등
을 통한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
은 “양수발전소 건설
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탄소중립시대를 앞당
기는 데 한수원의 책임
과 역할을 다할 것”이
라며, “원활한 사업 추
진과 안전한 건설을 위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영동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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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KEMC

중부발전-플라젠, 폐자원 재순환 그린 수소에너지 협력
폐플라스틱 등 생활쓰레기 자원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한국중부발전은 플라
젠과 지난 2월 22일 「폐
자원 재순환 그린 수소
에너지 신사업 공동개
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중소기업과
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
대하는 취지로 시행되었
으며, 폐플라스틱 등을
자원화하여 수소를 개발
하고 이를 통해 그린 전
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
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중부발전 김호빈 사장, 플라젠 경국현 대표

이를 위해 플라젠은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 수소를 생산·공급하고 중부 발전

라스틱 등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폐기물의

은 친환경 수소에너지 신사업을 추진하여 인류의 현안사

자원화를 통해 생산된 그린 수소를 발전사업에 연계시킨

항인 쓰레기의 자원화를 통한 ESG 가치경영을 실천하고

다면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부

수소경제 확산에도 적극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의 탄소중립 2050 정책 달성을 위해 양사가 선도적인 역

플라젠은 고양시 덕양구 중부대학교 고양 캠퍼스에 1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중부발전은 우수

일 처리능력 1톤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 실증플랜트를 작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ESG 가치경영을

년 12월 준공하였고, 창원시, 고성군 등 국내 지자체 및

확산시키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벨기에 등의 해외기업들과도 사

향후 한국중부발전과 플라젠은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업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 있어 향후 한국중부발전과

처리 문제가 심각한 제주도에 그린수소를 생산하여 발전

함께 수소공급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맡게

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며 해외사업과도 연계하

될 전망이다.

여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KEMC

한국중부발전 김호빈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폐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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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뉴스

2050 탄소중립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늘었다
2021년 전기설비 현황 및 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6.8% 증가

지난해 전체 전기설비는 2,648만 건으로 전년 대비

따라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자가용 전기설비는

3.0% 증가한 가운데, 이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확대 등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6.8%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따라 전년 대비 6.6% 늘어났다. 사업용 전기설비는 에너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전환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증가로 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이

년 대비 10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였다. 법 제정 당시

전기설비 불합격률 소폭 증가

전기안전관리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알권리 보호’는
물론, ‘자발적인 안전관리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제도이다.
일반용 전기설비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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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점검 건수는 총 979만 건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불합격은 26.8만 건으로 불합격률은 2.7%이다. 최근 3년
동안 전기설비 불합격률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설개선을 유도하였다.
특히, E등급 대상은 여러사람 이용시설, 전통시장 및 상
점가 등이 포함되어있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
기 위해 신속한 설비개선이 필요하다.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위급한 상황에서 건물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설비임에도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소폭 증가(’20년 7.5%→’21년 7.6%)했다.
이에 정부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
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6월 전기안전관리자 점검강
화를 위해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용량을 매월 확인하도록
의무화했고 안전검사대상은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한다.
이를 개정하게 되면 기존 75㎾ 이상 대상자에서 전체비상
용예비발전설비로 확대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2021년 기준 44만개소, 안전관리자
7만 명을 선임했다. 상주안전관리는 42,948개소(54,353
명), 대행안전관리는 385,410개소(15,040명), 한국전기안
전공사 10,998개소(517명)이다.
정부는 전기설비 현황, 검사점검,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
go.kr)을 통하여 공개하고,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안전 확
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용전검사 불합격률은 9.6%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이양

여러사람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21,531개소
중 1,321건이 불합격(불합격률 6.1%)하여 지난해 대비 감

한편, 전기안전공사(이하 “공사”)가 수행하는 ‘전기안전

소하였다. 여러사람 이용시설 불합격률은 2019년 8.3%에

관리대행 업무(이하 “대행업무”)’를 공사의 공공성 강화,

서 2020년 9.0%로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줄어들었다.

민간시장 확대를 통한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

안전점검 대상은 지난해 대비 숙박업은 증가(974개소
→ 1,931개소)하고,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단란주점·
유흥주점, 어린이집 등은 감소했다.

보다 단축하여 조기 민간이양(8년→5년)을 추진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4월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에 따라, 8년에 걸쳐 민간에 이양하기로 한 대행 업무를

한편, 지난해 안전등급 전기설비(812,187호) 점검결과

5년으로 단축하여 조기 민간이양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주의(C), 경고(D), 위험시설(E)이 11.9% 점유하였으며, E등

약 824억 수준의 안전관리대행업 사업량을 민간시장에

급(19,605호, 2.4%)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시

조기 이전한다. 전기설비 소유자 등은 전기안전관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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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현황(단위 : 호, MW / (MWh), %)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규모 전
기설비(1000kW 미만)의 경우 전기
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전기안전관
리법 제22조)하고 있다.
이번 조기 민간이양 계획은 공사가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안전관리대
행 사업을 8년(~’29.3월)에 걸쳐 단계
적으로 축소하도록 전기안전관리법
(’21.4.1 시행)에서 규정한 사항을, 공사
의 공적기능 강화 및 민간 대행사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획보다 3
년 앞당겨 5년 이내(~’26.3월) 민간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민간 조기이양
에 따른 공사의 사업구조 개편 및 경

표 2. ESS 현황(단위 : 호, MWh, %)

영기반 확보(재무건전성, 고용안정을
위한 인력운영 등)을 고려하여 5년에
걸쳐 단계적 이양을 추진한다.
1974년부터 공사는 자가용전기
설비의 사용전·정기검사 등 공적
업무 수행과 함께 일반 전기기술인
의 주 업무분야인 대행 업무에 대규
모의 인력(517명, 총 정원 3,163명의
16.3%)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로 인해, 민간업체들은 공사
를 공공기관이 아닌 시장에서 자신

표 3.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이양

들과 경쟁하는 플레이어로 인식하
여, 공사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
이 낮아지고 공공성이 약화되는 원
인이 되어 왔다. 자가용전기설비 ‘검
사기관’이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공사의 공공성 강화, 민간 일
자리 창출 및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대행업무의 민간이양 시점을 기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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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공사도 대행 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기존 인력을 발

다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업체들이 기피하는 도서·산간

전소 등에 대한 검사, 신기술 분야(ESS, 신재생 등) 정밀

오지 등의 일부 지역은 기존의 계획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진단 등에 기술력 고도화 후 재배치하여 공공기관 본연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하였다.

역할과 기능에 집중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한편, 산업부는 대행업무 조기 민간이양으로 약 824억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국민안전 중심의 전기안

수준의 대행업무 사업량(8년→5년)이 민간시장에 이전됨

전관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성은 강화하면

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연 450명 수준), 사업 활성화

서, 동시에 민간부분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연 350억 수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EMC

신재생에너지설비 부품, 신속한 교체 가능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소규모(5천만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외
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2
월 3일) 됐다고 밝혔다.

수소법, 안전분야 시행
수소법의 안전관리 분야가 추가적인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월 5일부터 시행됐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중 안전관리 분야가 시행됨에 따라, ▲수소제조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

(’21.6)」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21.11.25)」에

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

따른 후속조치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용품에 대해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검사가 새롭게

이번 개정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한 부품

실시된다.

의 신속한 교체 유도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통해,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

소규모 사업자의 외부감리 발주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의

를 기반으로 한 수소생산시설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게차, 드론 등 수소모빌리티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를 들어, 그동안은 태양광발전소 내 25kW 인버터교체

기대된다.

시 제품가격은 350만원, 공사비용은 100만원인데 반해 외

안전관리 분야의 주요내용은 ▲수소제조설비(수전해

부감리비용이 최대 100만원 수준이어서 적기교체 지연 사

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례가 발생하였다. 한편, 정부는 공사규모, 전기안전관리자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

의 감리결과 등을 사용전검사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토

성 확보를 위해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를 실시

록 하여 이번 개정한 제도의 오남용도 방지할 계획이다.

하는 것이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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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전력계통 및 주민수용성 실무반 설치해 지원한다
4개 권역 해상풍력 사업 총 14GW 규모 점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부권에서 현재까지 발전사업 허가

된 애로사항과 유사하게, 1 계통 접속, 2 주민 수용성, 3

를 받은 8개 해상풍력(8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살펴보

신속한 인허가 등에 대한 건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정부,

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기관 및 지자체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3월3일 「해상풍력TF(점검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위치한 부안에서 개최되었으며, 중부권(인천

계통 접속, 신속한 인허가 건의

충남 전북)의 약 2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대상으로
점검하였다.
중부권 사업자들도 그간의 3차례 TF회의 과정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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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해상풍력 TF를 권역별로 4차까지 진행하면서 총
39개 사업(약 14GW)를 수행하는 35개 사업자들의 애로사

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로 공기 단축을 위한 지자체의 인허가 등 협력방안을

이는 2030년까지 정부가 잠정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준비한다. 주민수용성 W/G는 3 지역 주민ㆍ어민 대상

해상풍력 설비용량의 약 80%가 넘는 상당한 규모이다.

해상풍력 교육ㆍ홍보, 4 합리적 민관협의회 구성ㆍ운영

이에 따라 그간 TF에서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전력계

을 위한 지자체 상담, 5 에너지 등 지역갈등 해결사례 발

통, 어민 등의 수용성 확보 등을 우선적으로 중점 해결할

굴 및 적용 등이 해당된다.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4대 권역별 워킹그룹(W/G)을
만들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4개 권역 내 계통과 수용성 실무반을 각각 만들
고, 주요한 해상풍력 추진 지역부터 실무반을 통해 관리,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부처, 지자체, 수협 등 협의를 통해 4개 권
역별 실무반 운영방안(안)을 확정하여 3월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박기영 차관은 “탄소중립,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
표) 목표 달성 등을 위해 해상풍력 발전은 반드시 가야할

또한, 해상풍력 사업별 착공 준공 목표 등을 감안해 계

길”이라 강조하면서, “실무반 운영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

통과 주민수용성 차원에서 지역별 애로와 개선사항을 지

별 애로사항을 지속 관리하고, 관계기관이 적극 참여하여

속 발굴 관리하기로 했다. 전력계통 W/G는 1 사업별 이

실질적으로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상적인 계통 접속안(공용망+공동접속설비) 마련, 2 송전

박 차관은 제4차 점검반(TF)회의 이후 국내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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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

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관

단지를 방문하여 가동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 등의 장애요인을 효과적으로
해소한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언급하며, 실증단지(1단계)

지역과 상생하는 모델 확산해야

에 이어 추진중인 시범단지(2단계) 사업(400MW)에서도
지역 주민, 어민들과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지역과 상생

박 차관은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사업추진 과정

하는 해상풍력 발전 모델을 확산하는 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는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추
진 로드맵(‘10)”에 따라 실증단
지(1단계, 60MW), 시범단지(2단
계, 400MW), 확산단지(3단계,
2,000MW)로 추진 중이다.

해상풍력TF(점검반)」 제4차 회의 대상 사업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
한편,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단
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용 송전망
에 연계하는 공동접속설비를 송전
사업자(한국전력, 이하 한전) 비용
으로 건설하고 해상풍력 사업자에
게 이용기간 동안 회수하는 공동접
속설비 선투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에 따라 (공동)접속설비는 발
전사업자 비용 부담으로 건설함이
원칙이나,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
기품질 유지기준(이하 신뢰도 고
시) 개정(1.27)으로 송전사업자 선
투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선
투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발전사

지역에너지센터 지원사업 주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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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초기투자 부담 완화, 대규

모 발전단지 활성화, 민간참여 확대 등 해상풍력 보급 촉

으로 하되, 발전설비용량이 1,000MW를 초과하는 해상풍

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개별적인 접속

력 단지에 대해서도 공동접속설비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비 구축에 따른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력설비 건

인정되는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될

설을 최소화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게 되어 신속한 사업

수 있도록 폭을 넓혀두었다.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신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등이 집적화

공동접속설비 선투자는 건설비용의 경제성과 전력설

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바, 실제 지정시 대단위 해

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발전설비용량이

상풍력 사업에는 동 제도가 거의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

2,000MW 이상인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를 우선적인 대상

KEMC

지역 에너지 정책 거점, 지역에너지센터 키운다
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한 준비위 발족식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준비위 발족식이 개최되었다.

준비위원회 출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에너지센

지역에너지센터는 효과적인 지역에너지 정책 실현, 지

터 협의회 출범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

역 에너지 갈등 예방 및 해결 등을 위해 지자체가 자발적
으로 설립 또는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12개 지자체가 지
역에너지 센터를 운영 중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목표 달성을

결하였다.
또한, 광명시, 당진시, 군산시 등은 지역에너지센터 활
용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및 확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를

필요한 시점으로,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청정에너지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에

의 전환에 따라 확산심화되는 지역 에너지 갈등의 해결

너지 정책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은 그

예방관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산업부는 지역에너

이에 산업부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확산을 위해 2021

지계획 수립 지원, 지역주도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에너

년부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에너지센터 지원 사업

지 수요관리 기능 지자체로 이양 등 참여분권형 에너지

을 진행 중이며, 금년에는 지원대상을 총 50개 지자체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에너지 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
련 지역 갈등 예방, 해소를 위한 정책 거점으로 지역에너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전환

지센터를 설립확산하기 위해 국고지원 사업시 우대, 성

한편, 18개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예정) 지자체는 지역의

공사례 공유,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해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확산 필

방안을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유관기관들과 함께 수

요성에 공감하고,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구성을 위한

립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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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RE100, 재생에너지 활용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정부 주도하에 기업 참여를 독려, 다양한 제도 마련해

재생에너지 신규 수요 창출 및 산업계 친환경 경쟁력

소비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확보/전환하겠다는 글

확보를 위해 더 많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

로벌 RE100 이니셔티브 참여 기업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

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라 공급망 내의 국내 기업에도 재생에너지 활용 제품 생

포스코경영연구원 조윤택 수석연구원(경영컨설팅센터)

산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민간이 진행

은 최근 ‘한국형(K)-RE100 제도 시행 1년, 성과와 시사점’

하나,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위인 한국은 정

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녹색 프리미엄 재원의

부 주도하 RE100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참여 독려하고

활용처 명확화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되는 재생에

있다. 이에 K-RE100 제도 도입 1년에 따른 성과를 살펴보

너지 발전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평가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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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100, 누가 참여하고 있나

K-RE100 제도에 대한 평가

직접 설치 운영 외에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간접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 창출 및 산업계 친환경 경쟁력 확보

조달할 수 있는 제도는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와 REC 구

차원에서 더 많은 기업의 활용이 필요한 시점으로, 다양한

매, PPA로 구분된다.

관점에서 K-RE100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Renewable Portfolio

우선 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비교하여 문제

Standards) 제도 하 발전사만 구매할 수 있었던 REC 시장

점은 없는지, ②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창출에 어느 정도

이 별도 개설되어 상시 거래가 가능해졌다. 재생에너지 구

기여할 것인지, ③ 기존 전력 시장 및 배출권 시장과 연계

매를 위한 제3자 PPA가 도입되었으나, 체결 실적은 없다.

하여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를 정리했다.

K-RE100에는 74개사가 참여 중이며, 중소기업과 공
기업이 다수(’21말)를 차지한다. 참여 기업 중 40개사의

전세계 기준과 비교

정보가 공개되었는데, 중소기업 18개, 공기업 11개, 대기

먼저,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되는 재생에너지원은 태양

업 7개 및 외투기업 4개사 참여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광·풍력·수력이며 바이오 매스 포함 여부는 아직 검토

RE100에 참여 중인 국내 진출 외투기업의 참여를 독려

중으로 발전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하고, 산업단지형 RE100 모델 발굴을 통해 저변을 확대

법과 글로벌 RE100에서는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 원

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대

으로 포함하나, 이를 활용해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보

수 없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

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 관한 지침 제18조(배출량 산정 제외)는 태양광·풍력·

그림 1. REC 거래물량 및 평균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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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RE100 참여 기업

기업 참여 수
비고

공기업

11개
(27.5%)

수자원공사,
남동발전 등

대기업

7개
(17.5%)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등

중소기업

18개
(45.0%)

한국알미늄,
영풍전자 등

외투기업

4개
(10.0%)

ABB코리아,
샤넬코리아 등

합계

40개
-

수력에 한하여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을 제외한다. 바이오

재생에너지 수요 창출

매스 발전의 경우 이에 포함되지 않지만 글로벌 기관 또

두 번째, 재생에너지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다수의 대

는 고객사가 인정하는 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온실가

규모 PPA 체결이 요구되나, 경제성 부족으로 단기간 내

스 감축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 선택의 폭을 넓힐 필

활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벌채 이후 목재 부산물과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가 비싼 가운데, 망 이용료

목재 산업에서 가공 후 발생한 폐목재 활용이 필요하다.

와 같은 추가적인 부담이 불가피하여 기업들이 PPA를 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지침은 바이오매스

결할 만한 유인이 크지 않다. 기업과 재생 발전 사업자 간

를 연료원으로 활용하는 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별도로 산

PPA 체결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와 함께 전

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2019년 개정안에서도 유지한다.

력 계통망 이용료, 발전량 과부족분 처리 비용 및 수수료

녹색 프리미엄은 특정 재생 발전소를 정하지 않고 추가

가 추가된다. 현시점에서 PPA 체결 금액(/kWh)은 태양광

요금을 지불하는 일종의 기부 형태로, 재원 활용처를 명확

180~190원, 육상 풍력 200~210원 추정(발전 원가와 함

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실적분을 기

께 망 이용료 25~37원, 전력 손실 반영 3원 등이 포함)된

업에 되파는 형태로,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순증) 효과가

다. 이는 산업용 전기 요금(약 100~105원)에 비해 2배 가

불분명하다. 당초 입찰 물량으로 책정된 재생에너지는 기

까이 비싼 상황으로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활용 시 추가

존 RPS 및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와 함께 온실

비용 3~5%에 비해 차이가 매우 크다.

가스를 배출하는 신에너지(연료전지) 실적도 포함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REC 가중

한 프리미엄 입찰 가격이 재생 발전 단가에 충분한지 알 수

치를 적용받을 수 없어 기존 RPS 대상의 경우와는 사업

없고, 정부가 주도한 신규 전력량이 기업들이 구매한 전력

성의 차이가 발생한다. 기업으로서는 해상 풍력과 같은 대

량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재생 발전량 범

규모 발전원이 필요하나, 가중치를 인정받지 못해 중단기

위에서 거래가 진행되므로 생산량이나 소비량이 중복 계상

활용이 어렵다.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REC 가중치가 높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부 형태 방식으로 日 홋카이도

수록 RPS 시장에 유리(태양광의 경우 RE100 시장에 활용

그린전력기금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간 재생 발전량에 대한 입찰 구매 방식은 아니다. 이와

RPS 의무 비율 상한을 높이고, 단계적으로 상향함에

함께 녹색 프리미엄 재원을 재생에너지에 再투자할 방침을

따라 RE100 참여 기업보다 의무 이행 대상인 발전사들

언급했는데,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도 사용된다.

의 재생에너지 확보 니즈가 더 크다. 발전사들은 금년 신

주요국에서는 소비자가 전력 판매자와 개별 계약을 체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이 당초 10%에서 12.5%로 상

결하고, 요금제 등 협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향됨에 따라 작년(9%)보다 의무 비율이 3.5%p 상향됐

구입한다.

다. 올해 24개 발전사 대상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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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5만MWh로 지난해 대비 66.2%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의 활용 계획 구체화 및 공급망 내에서의
요구 확대로 기업 간 재생에너지 확보 경쟁도 점차 심화

개선 방향은

될 전망이다.

세 번째,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해 합당한 인

2021년 K-RE100 제도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활용 수단

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장차 소비자 요금 부담과 연계

이 늘어났지만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에 편중되어 개선이

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이

요구된다. 녹색 프리미엄은 다른 수단 대비 적은 비용으로

중으로 지출하고 있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단기적으로 대부분 기업이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비용 체계를 설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녹색 프리미엄 낙찰 물량

계해야 한다.

은 총 1,455GWh 규모로 K-RE100에 가입하지 않고 한전

현 전기 요금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및 배출권 거래제

의 경쟁 입찰을 통해 활용 가능했다. 지난 2월 녹색 프리

비용(기후 환경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배출권 거래제

미엄 입찰 결과 77개 기업기관이 4,670GWh(입찰 물량

에 참여 중인 전력 다소비 기업들은 전력 구매에 따른 온

13,561GWh의 34.4%)를 낙찰 받았는데, 작년 상반기 대비

실가스 간접 배출량 보고 감축 의무도 가지고 있다. 이에

참여 기업은 2.2배, 낙찰 물량은 3.8배 증가했다.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 보고 감축 의무를 제외하거나 전기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보

요금에서 기후 환경 요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기 위해 기업들은 직접 PPA 방식을 기대하나 가격제

나아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망 이용 요금을 면제하

도적인 측면에서 미흡했다. 미국의 경우 기업들이 경쟁

는 등 가능한 한 산업용 전기 요금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

입찰을 통해 수백MW 규모의 대규모 발전 사업(재생 발

향의 지원이 요구된다.

전 사업자)을 선정하고 전기 요금과 대등한 수준으로 직

자발적 시장인 K-RE100은 유틸리티 고객 이탈로 이

접PPA를 체결했다. 국내의 경우 소규모 발전 사업이 다

어져 기존 전력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

수이며 재생에너지 가격 자체가 비싸 비용 대비 효익이

후 PPA 증대에 따른 한전의 계통망 투자 및 운영비 증가

적음. 또한 직접 PPA 세부 지침은 금년 상반기 중 마련

와 고객사 이탈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요금으로 전가하는

될 예정이다.

것을 최소화할 필요(신훈영박종배, ’21)하다. 캘리포니아

조윤택 수석은 보고서에서 “정부는 K-RE100 참여 활

유틸리티, 고객 이탈 등 BTM(Behind The Meter) 분산 자

성화 및 재생에너지 수요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

원 증가에 따른 수익 감소 보상을 위해 소매 요금 인상이

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이중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다. RPS 규제 중심 재생에너지 수급 체

지출하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부

계하 REC 가격이 변동되는데, K-RE100 및 탄소 배출권

담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투자 및 비용 체계를 설계해

시장과 연계되어 궁극적으로 전기 요금에 영향을 미친다.

야 한다”며, “PPA 체결 시 전력 계통망 이용료 및 수수
료 감면 등을 통해 전기 요금과의 편차를 가능한 한 줄여

어떻게 대처하나

기업의 참여 유인을 늘리고 미국의 ITC(Investment Tax
Credit)처럼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기
업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활용 필요성이 확대

해 발전 원가를 낮추고, 신규 투자 확대로 연계해야 한다”
고 말했다. KEMC

되고 있다.

37

Hot Product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안전성과 효율성 잡는다
자기조립단분자막 기반의 정공수송물질 개발
태양전지의 한계 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탠덤 태양전
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고효율 다중접합 태양전지도 가능
기존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기반의 탠덤 태양전지는 빛

탠덤 태양전지는 빛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두 개의

이 입사되는 상부 층에 정공수송층이 배치되는데, 이곳

서로 다른 에너지 흡수대(밴드갭)를 가진 태양전지를 적

에서 입사 빛의 일부를 흡수하는 기생흡수가 발생해 효

층한 기술로, 결정질이나 CIGS 태양전지의 상부에 단파장

율이 떨어진다.

빛 흡수에 적합한 페로브스카이트를 결합해 발전 효율을

이 문제를 해결한 역구조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

는 낮은 기생흡수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탠덤 태양전지

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서 우수한 호환성을 보이지만, 기존 구조의 페로브스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에너지연’)은 이러한 고

이트 태양전지에 비해 효율이 낮다.

효율 탠덤 태양전지 구현에 필요한 페로브스카이트 태

이중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기

양전지의 효율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

반 이중접합 태양전지의 경우 하부 실리콘 태양전지는 효

는 자기조립단분자막 기반의 정공수송물질을 개발했다

율 향상을 위해 표면에 피라미드 구조의 빛 산란층이 필

고 밝혔다.

수적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상부의 역구조 페로브스카이
트 태양전지의 광흡수층 및 전하수송층의 균일한 코팅이
가장 큰 난제이며, 효율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구를 주도한 태양광연구단 홍성준 박사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며 염
료 및 의약물질로 많이 이용되는 페노티아진 물질을 활용
해 기판의 표면 거칠기에 무관하게 단분자막을 형성할 수
있는 저가의 정공수송물질을 개발했다.
또한 페노티아진 물질 내 존재하는 황과 브롬 작용기를
도입해 정공수송물질과 페로브스카이트 광흡수층 사이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함을 제어할 뿐 아니라 광흡수층
과 우수한 에너지 레벨을 형성해 정공수송 특성과 안정성
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자리조립단분자막 형성은 초박막의 정공수송층
을 기판의 특성과 무관하게 형성할 수 있어 별도의 도핑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 다중접합 태양전지 중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이중접합 태양전
지 제조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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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 풍력발전기, 시험평가 기술 개발해
최대 용량 신재생에너지 저·고전압 보상 시험장치 개발
풍력발전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인

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해외

증체계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국내 연구팀이 세계 최대

기관을 통한 인증 및 시험활동이 원활하지 못해 국산 풍력발

규모국내 최초 시험 장치와 평가기술을 개발해 풍력발전

전기의 설비 보급 지연 및 경쟁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급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

풍력발전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받기 위해 연구원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력시스템연구팀 김병기 박사

형식시험에 해당하는 평가를 국내에서 인증 받을 수 있는

연구팀은 세계 최대 용량의 풍력발전기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풍력발전기의 출력 및 기계 하중시험을

12MVA급 저전압고전압 보상기능 시험평가 장치를 개발

국산화한 바 있고, 이번 기술개발을 통해 전력품질 시험을

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IEC-61400-21-1 기반 계통

국산화했으며, 2022년도에는 소음시험분야로 확대함으로

연계 시험평가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써 형식시험을 위한 모든 시험을 국산화할 예정이다.

계통 전력선에 낙뢰, 외물 접촉 등 사고에 의해 전압이
순간적으로 낮아지거나(저전압) 높아지는(고전압) 상태가

대규모 풍력발전기 탈락 현상 방지

발생하면, 전력계통에 연결된 풍력발전기는 가동이 중단

이에 김병기 박사 연구팀은 참여기업인 (주)플라스포와

되고 악화 시 전력수급 불균형으로 정전을 초래할 수 있

협업을 통해 국내에서도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다. 따라서 풍력발전기는 순간전압 상승강하에 의한 계

시험평가 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개발했다.

통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상 전압을 보상(극복)할 수 있
는 저전압고전압 보상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이처럼 풍력발전기는 저전압고전압 보상기능을 반드시
검증해야 하나 국내에서는 저전압고전압 보상기능을 동시
에 평가할 수 있는 현장평가용 시험장비의 보유와 시험평가

즉, 계통의 전압이 크게 변동 시 계통으로부터 대규모
풍력발전기의 탈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풍력발전기 내
탑재된 저전압고전압 보상기능을 현장에서 평가할 수 있
는 시험 장비와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국내 보유 시험장비는 저전압 보상기능 시험만 가
능한 5MVA급 장비다. 이번에 연구팀이 개발한 장비는 저
전압고전압 시험이 동시에 가능하며 용량도 세계 최대
용량인 12MVA로 확장해 향후 국내에 도입되는 모든 풍력
발전기의 저전압고전압 보상기능 시험이 가능하다.
또한, 시험장비는 단권변압기형태로 개발해 컨테이너 1
대로 콤팩트하게 구성했으며,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해
기존 시험장비의 단점을 보완했다.
이에 더해 연구원은 IEC-61400-21-1 기반 계통연계 적
합성 시험평가에 관련한 시험장비 보유 및 시험평가 능력을
인정받아, 저전압고전압 보상기능시험을 포함하는 계통연
계 적합성 시험을 위한 KOLAS 인정서를 획득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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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 우려 딛고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될까
ESS 배터리 기술 동향 분석 및 화재 예방 대책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는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써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그중에 리튬이온전지 기반에 대한 시스템과 기술 동향을 살펴보려 한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
록 원인과 예방대책도 제시하고자 한다.
글/ 고려대학교 주병권 교수 연구실
주병권(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김기동(KST 인증시험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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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S의 정의

학에너지로 전환하고 저장하여 필요할 때 방전해서 에너
지를 공급한다. 이러한 장치를 전기저장 장치, 에너지 저

에너지 저장 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는 생

장 장치라고 한다.

산된 전기를 저장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

에너지 저장 장치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여 통합적

스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리튬이온전지 기반의 전기저장

으로 관리와 통제,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며 그림 1과 같이

장치(Electricity Storage System)를 통해 전기에너지를 화

상용 전력과 전기에너지를 변환하는 전력 변환 장치(PCS,

41

Special Report

Power Conditioning System), 에너
지 저장 장치의 충·방전량을 제어
하는 전력 관리 장치(PMS, Power
Management System), 에너지 저
장 장치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
는 에너지 관리 장치(EMS, Energy
Management System), 배터리
의 관리, 제어를 위한 배터리 관리
장치(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ESS의 구성 [1]

2. ESS 배터리의 충전 방식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었고 에
너지 저장 장치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최소단위는 셀(cell)이
며, 셀을 모아 모듈(module), 모듈을 모아서 팩(pack)을 구
성하여 배터리를 운용할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셀을
이용하여 충·방전을 실시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
그림 2. CC-CV 사용시의 배터리의 전압과 전류[2]

2.1 CC-CV 방식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의 대표적인 충·방전 방식
인 정전류-정전압(CC-CV, Constant Current-Constant
Voltage) 방식은 배터리 충전 시에 설정한 전류로 전류를
제어하며 충전이 진행되고 그로 인해 일정한 전압에 도달
하였을 때 설정한 전압으로 제어를 하여 배터리를 충전하
는 방식이다.
그림 2는 정전류-정전압 방식을 사용하였을 때의 배터
리의 전압과 전류에 대한 그림이다. 그림에서도 보면 충

그림 3. MCC-CV 사용시의 배터리의 전압과 전류[2]

전되지 않은 배터리의 초기 상태에서 전압은 배터리의 권
장 방전 최소 전압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의 전압

정된 전압에 도달하게 되면 정전압으로 배터리를 충전이

이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충전 시에 권장하는 충·방전

진행이 된다. 정전압 충전이 진행되면서 배터리 충전 상태

률 1 C보다 낮은 정전류로 배터리를 충전하게 된다. 충전

(SOC, State Of Charge)가 100%에 갈수록 전류는 지속적

이 진행되면서 설정된 전압 이후로 전압이 상승한 경우 전

으로 낮아진다. 이때 설정한 전류값에 따라 충전이 다 되

류값을 제어하여 계속해서 배터리를 충전한다. 전압이 설

었다고 하며 충전을 멈추게 된다. 정전류-정전압 방식은

42

배터리의 수명 상태(SOH, State Of Health)
가 변할 때마다 설정하는 전압, 전류의 값
도 변화하여야 한다. 배터리 노화로 인해
배터리의 수명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충·
방전을 진행할 경우 배터리의 수명 상태의
감소로 배터리 내부 저항이 증가하여 에너
지 손실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
리의 수명 상태가 급격하게 저하가 되며
배터리의 노화를 빠르게 진행하게 된다.

2.2 MCC-CV 방식
다단계 정전류-정전압(MCC-CV,
Multistage Constant Current-Constant
Voltage) 방식은 여러 단계로 정전류 값을
나누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다.
그림 3은 다단계 정전류-정전압 방식
을 사용하였을 때의 배터리의 전압과 전
류에 대한 그림이다. 충전 시에 설정된 전
압까지 높은 정전류 값으로 충전이 진행
되며 설정된 전압까지 도달했을 경우 좀
더 낮은 정전류 값으로 다시 충전을 진행
한다. 이때 전류의 감소로 인해 배터리의
전압이 순간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이용
하여 설정한 전압까지 반복적으로 시도한
다. 이러한 반복적인 방법은 배터리의 완
충 전압을 넘어서지 않으면서 높은 전류
값으로 충전할 수 있다. 이후에 설정된 정
전류 충전이 끝나면 정전압을 사용해 배
터리를 안전하게 충전한다.

2.3 BC 방식
급속 충전(BC, Boost Charging) 방식은
높은 정전류 값으로 배터리 충전을 시작
하는 방식이다.

표 1. 연도별 ESS 배터리 화재사고[3]

사고일시

지역

2017년 8월 2일

고창

2018년 5월 2일

경산

2018년 6월 2일

영암

2018년 6월 15일

군산

2018년 7월 12일

해남

2018년 7월 21일

거창

2018년 7월 28일

세종

2018년 9월 1일

영동

2018년 9월 7일

태안

2018년 9월 14일

제주

2018년 10월 18일

용인

2018년 11월 12일

천안

2018년 11월 12일
2018년 11월 22일
2018년 11월 22일
2018년 12월 17일
2018년 12월 22일
2019년 1월 14일
2019년 1월 14일

영주
거창
문경
제천
삼척

양산
완도

화재원인

에너지 관리 장치오류, 배터리 관리 장
치 전원 미인가상태 화재발생

에너지 관리 장치, 한전측 배터리 관리
장치의 제어 소프트웨어 설계오류 추정
에너지 관리 장치, 배터리 관리 장치 시
스템 오류 추정

부실공사(결로, 누수 등 절연저하, 모듈)
추정
부실공사(결로, 누수 등 절연저하) 추정,
데이터베이스 손실
에너지 관리 장치, 배터리 관리 장치 시
스템 오류 추정

작업자과실, 에너지 저장 장치시운전
과정(공사 중) 발생

부실공사(결로, 누수에 의한 절연 저하)
추정
부주의 및 시공불량 추정, 시공 중 화재
배터리 관리 장치불량 추정, 사용전 검
사 안받음

전력 변환 장치파손, 인한 화재 추정, 성
능시험 중 발생
원인 조사 중

원인 조사 중, 2시간만에 진화
원인 조사 중

원인 조사 중, 4시간 10분 전소
원인 조사 중, 1시간 50분 진화

원인 조사 중, 3시간만에 진화, 점검 시
누수현상

원인 조사 중
원인 조사 중

2019년 1월 15일

전북장수 원인 조사 중

2019년 5월 4일

경북칠곡 원인 조사 중

2019년 8월 30일

충남예산 원인 조사 중

2019년 1월 21일
2019년 5월 26일
2019년 9월 24일
2019년 9월 29일

2019년 10월 21일
2019년 10월 27일

울산

배터리 모듈발열 발화추정

전북장수 원인 조사 중
강원평창 조사 중 전력 변환 장치 6 MW, 2700개
경북군위 원인 조사 중
경남하동 원인 조사 중
경남김해 원인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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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C 사용시의 배터리의 전압과 전류[2]

그림 4는 급속 충전 방식을 사용하였을 때의 배터리의

그림 5. PC 사용시의 배터리의 전압과 전류[2]

전압과 전류에 대한 그림이다. 배터리 충전을 시작할 때

(HCI), 불화수소(HF), 수소(H) 가스가 발생하고 진화가 어

높은 정전류로 충전을 진행한다. 설정된 전압까지 도달했

렵기 때문에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

을 경우 한 번 더 정전류로 충전을 시도한다. 이후에 설정

며 안전성 강화를 위해 다각도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된 전압 값에 도달하면 정전압을 사용해 배터리를 충전한
다. 처음에 높은 전류를 사용하여 충전을 진행하기 때문에

3.1 전기적 충격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고전압과 대전류가 입력을 통해
서 들어오거나 낙뢰와 같은 서지가 침입할 경우 전력 관

2.4 PC 방식

리 장치, 전력 변환 장치, 서지보호기 등에 오류가 발생하

펄스 충전(PC, Pulse Charging) 방식은 앞선 방식들과

여 배터리의 셀 단락 사고, 지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는 다르게 전류를 펄스 형태로 가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다.

3.2 운용환경 관리 미흡

그림 5는 펄스 충전 방식을 사용하였을 때의 배터리의

배터리 충·방전은 올바른 충전량 범위 이내로 충전해

전압과 전류에 대한 그림이다. 배터리 충전을 시작할 때

야 하고 고온, 저온에 따른 운용 온도에서 관리해야 하며,

전류를 펄스 형태로 설정된 전압 값까지 지속적으로 충전

보관 조건과 환기설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신

을 진행한다. 배터리의 사이클 수명 개선 및 충전시간을

속히 대처해야 한다.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3.3 설치 부주의

3. ESS 배터리 화재원인

관계된 모든 보호장치, 모니터링 장치가 설계부터 설
치, 운용 때까지 적절히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
로 발생하면서 안전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4 ESS 통합제어, 보호체계 미흡

2017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28건의 화재사고가

에너지 저장 장치 통합제어, 보호체계에서 배터리의 자

발생하였다.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화재는 염화수소

체 결함과 낙뢰, 서지와 같이 외부적인 요인, 고주파, 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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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와 같이 내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적절하게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화재가 발생할 수

대처해야 한다. 에너지 저장 장치 통합제어, 보호체계가 미

있는 원인이므로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보호 시스템과

흡한 경우 보호회로가 오작동하여 배터리가 과충전 되거나

의 연동되는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과전류가 발생하여 열 폭주 및 화재로 발생할 수 있다.

3.6 배터리 보호시스템, 보관불량, 유지, 보수, 관리 미흡
3.5 계측 기능의 오차와 시스템과의 연동 미흡

과전압, 과전류에 의한 전기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배

배터리 셀의 전압과 셀 온도계측, 랙과 관련된 전압과
전류, 온도 등 계측의 정확성 확인과 오차 값을 보정하지

터리의 모듈 또는 랙의 퓨즈가 보호장치로써 신속하게 차
단하지 못한다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표 2. 연도별 ESS 설치장소와 용량[4]

연도

사업장 수

배터리(MWh)

~년

’14년

30

36

30

47

’15년

’16년

145

207

124

74

’17년

268

723

’18년

947

3,632

합계

1,490

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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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배터리의 제조결함

필요하고 환기설비는 가연성가스의 농도가 25% 초과하지

배터리 셀에서 극판 접힘 현상, 절단 불량, 활물질 코

않도록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KC(Korea Certification)인

팅 불량과 같이 배터리 제조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

증에 합격한 신뢰성 높은 배터리를 사용하도록 한다.

할 수 있다.

4.3 안전점검 제도강화, 전문 인력양성과 매뉴얼관리
3.8 전력 관리 장치, 전력 변환 장치, 에너지 관리 장치,

배터리 제어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검사 항목과 배터리

배터리 관리장치 등의 제조결함과 직류회로의

발열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정기점검 주

아크차단 장치 미흡

기를 단축하여 정기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시운전부

직류회로의 아크 차단 장치가 미흡하거나 보호장치가

터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매뉴얼

없는 경우와 전력 관리 장치, 전력 변환 장치, 에너지 관리

을 문서로 관리하여 시스템의 운전, 유지, 보수를 정기적

장치, 배터리 관리 장치 등과 같이 설비에서 접촉저항이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있다면 직렬 아크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크 차단 장
치가 필요하며 없을 경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4 보호시스템, 소화시스템 구축
배터리의 셀 전압이 불균형하거나 내부의 온도가 상승

4. ESS 배터리 화재 예방대책

하는 것과 같은 증상을 선별하여 관리자에게 실시간 전송
하고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화재는 발생하면 몇 시간 이

셀이나 모듈의 내부 온도 상승이 설정값을 초과하는 경우

내에 전소하며 초기진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화재

에는 배터리 랙 전체를 급속하게 방전하여 열생성을 차단

시 발생하는 연기에는 유독 물질을 포함하며 연쇄 폭발의

할 수 있는 차단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발생한

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충전된 용량으로 스파크가 발생하는

화재나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경우에 그

전기화재와 배터리 내부의 리튬금속으로 인한 금속화재,

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았다.

배터리의 연소와 폭발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로 인한 가스
화재가 복합된 화재이기 때문에 특수 소화약제 또는 그에

4.1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설비를 건물 또는 시설로

따른 소화기, 소화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부터 일정거리 떨어진 실외에 설치할 경우
과전류를 보호하고 과전압, 저전압 보호장치를 설치해

4.5 Off 가스(Off gas) 검출로 사고확대 방지

야 하며 서지 보호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 발생의 원

배터리는 가혹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저장 장치 설비를

배터리 내부 전해질에서 OFF 가스가 발생하고 방치한다

원격이나 수동으로 전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면 화재로 이어지게 된다. OFF 가스 발생으로부터 연기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배터리 룸의 환경, 장치 점검과 설비

발생할 때까지 보통 5~6분이 소요되고 연기가 발생한다

의 열 화상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면 배터리 셀의 양극과 음극이 단락 된 상태로 완전하게
고장난 것으로 본다. 적정 운전 범위에서 셀 전압, 전류,

4.2 건물 옥내에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할 경우

온도 등을 감시, 제어해야 하지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연

건물 공간의 바닥, 벽은 최소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기 발생과 화재가 발생하기 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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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SS 국내시장 현황

계화해야 한다. 특히, 국내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을 위해
무엇보다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

2014년부터 시작한 에너지 저장 장치 보급은 2018년
기준 1490개소, 용량 약 5 GWh가 되었다.

해 화재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차세대 배터리 개발
을 지원하여 에너지 저장 장치 업체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세계 시장의 1/3을 차지할 정도였었지만 에너지 저

주고 화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

장 장치 화재 사고로 인해 국내 사업장 수가 줄어들고

업의 다양한 전문성과 학계, 기관들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있다. 2017년부터 발생했던 화재사고로 인해 안전성 논

야 하고 소비자의 에너지 저장 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화재 예방 대책으로 정

기술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KEMC

부에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 신규 설비 가동률을 90%
로 제한하였고, 기존 설비 가동률은 80%로 하향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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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충전기의 품질과 신뢰성 문제
사회가 e모빌리티를 받아들임에 따라 소비자들은 관련 기술이 모든 상황에서 잘 작동한다는 확신을 주기를 원한다. 소비자
들은 EV가 휘발유 차량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동일 수준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충전 경
험을 찾을 것이다. 견고한 충전기는 이러한 확신의 중요한 요소이다. EV 충전기는 열악한 조건에서 장기간, 고속 충전에 안
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글│돈

비존(Don Bizon), 글로벌 제품 매니저, 앱티브

역│윤

범 진 기자 _ bjyun@autoelectronics.co.kr

전력 인프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정과 기업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현대 전력망(electrical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설계돼야 한다.

grid)과 함께 잘 정비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전기차

고품질 EV 충전기는 우수한 열관리, 케이블 강건성, 낙

(EV)로 옮겨가면서 전력망에서 새로운 수준의 전력으로

하 충격 방지 및 환경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집을 훼

충전을 하고 있다.

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외부 환경을 견뎌내며 낮은 등급의

(신세계와 구시대를 연결하는) EV와 그리드의 교차

충전기보다 수명이 길다. EV 소비자가 휘발유 차량에 견

점에는 EV를 충전하기 위한 EV 충전기를 비롯해 전자

줄 만한 충전 속도와 편의성을 요구함에 따라, 이 과제의

제어 박스, 차량 연결 커넥터, 케이블 및 벽면 콘센트가

핵심 부분은 그리드 말단의 몇 미터로 압축된다. 여기서

있다. 이 장비는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EV

EV 충전기는 어떤 조건이나 전력 부하도 견뎌낼 수 있도

를 염두에 두고 구축된 적이 없는 전력 인프라와 연결

록 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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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충전기 설계 시 고려사항

있고 케이블을 둘둘 말 수도 있다. 또한, 차가 충전기를 밟
고 지나거나 충전기가 빗속에 방치되어 있을 수 있다. 때

안정적인 충전기를 제조하려면 전기적, 기계적 고려가
모두 필요하다. 전기적 측면에서는 차량을 안전하게 감시

로는 잔디 깎는 기계가 덮칠 수도 있고 개들이 충전 케이
블을 물어뜯거나 씹어 놓을 수도 있다.

하고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충전기 전자제어 박스가 소비

충전기의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기계적 과제를 설계에

자의 예상대로 충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전자장치에는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리선이 단선되고 케이블 절

부품 고장으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연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고정대(strain

에 리던던트(redundant) 기능이 내장돼 있어야 한다. 열관

relief)와 스트레스 완화장치(stress reducers)를 결합한 견

리는 그리드 연결부와 EV 충전기 내부의 과열을 방지하

고한 케이블 구조가 필요하다. 케이블 일체형 제어 박스

고 충전 주기를 최적화하는 데 중요하다.

(in-cable control box, ICCB)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

기계적 측면에서는,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통해 소비자

급이어야 하며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가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밀봉되어야 한다. 또한, 충전기를 차량에 연결할 때 소비자

알 수 있다. 소비자가 EV 충전기를 바닥에 떨어뜨릴 수도

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품인 커플러는 플러그를 꽂을 때

그림 1 | 충전기에 필수인 기능들

그림 2 | 충전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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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떨어뜨림이나 오삽입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Mode 3은 AC 충전을 위해 월박스나 충전 스테이션

EV 충전기를 시장에 내놓으려면, 최소한 UL, IEC,

에 연결한다. ICCB는 포함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유

CQC(Care Quality Commission) 등에서 규정한 안전기준

럽의 공공 AC 충전소를 이용하기 위해 Mode 3 케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산업 표준을 준수하면 신뢰성 문제를

블이 있어야 한다.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부분 표준은 충전기
가 시험 조건에서 사용하기에 안전하다고 보장할 뿐이다.

복잡한 현장 제품

•Mode 4는 충전소에서 고속 DC 충전을 위해 예약되
어 있다.
Level: 레벨은 차량에 전달되는 전력량을 나타낸다. SAE
는 J1772 표준에서 다음과 같이 레벨을 명시하고 있다.

EV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며, EV 충
전은 지역이나 사용 사례에 따라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Level 1은 120V, 1.8kW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EV 충전기를 포함한 전기차 전원공급장치(EV

•Level 2는 208~240V, 최대 80A로 정의되며 최대

supply equipment, EVSE)에는 모드(mode), 레벨(level),

출력은 19.2kW이다. OEM이 배터리 용량을 늘림에

유형(type)이라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세 가지 기술 용어

따라 이 대역 내에서 전력 레벨도 증가하고 있다. 오

가 존재한다.

늘날 일반적인 BEV는 온보드 충전기를 통해 11kW
AC 전원을 사용할 수 있다. 3상 전력이 설치된 가정

Mode 모드(그림 2)는 EVSE가 전력망에 연결되는 방식

은 16A의 전류로 11kW에 도달할 수 있지만, 단상 전
원은 약 48V를 공급해야 한다.

을 반영한다.
•Mode 1은 가정용 AC 소켓에 연결되지만, Mode 1에

•DC Level 1과 2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상업용 충

는 특수 안전 전자장치가 없기에 일반적으로 대부분

전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Level 3”이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DC Level 2는 최대 1,000 VDC를 제공할

•Mode 2는 표준 가정용 AC 콘센트에 연결되며 ICCB
에 이러한 안전 기능을 포함한다.

수 있으며 향후 350kW 이상의 출력으로 500A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된다. 충전 속도는 20분 만에 일반 EV

그림 3 | 충전기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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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의 약 80%를 충전할 수 있다.
Type: 타입은 차량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불행히도
표준화 조직은 세계 표준을 지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AC 충전을 위한 3가지 인터페이스가 존재한
다(그림 3).
•북미와 한국은 AC에 J1772 Type 1을 사용하고 DC에
CCS1을 사용한다.
•유럽은 AC에 대해 IEC Type 2를 사용하고 DC에 대
해 CCS2를 사용한다.

관련 표준 및 등급
자동차 OEM 업체들은 EV 충전기에 대한 최소 표준 이상
으로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충전기가 충족해야 하는 기본 표준은 다음과 같다.
•유럽의 IEC 62752
•미국의 UL 2594
•중국의 GB/T 20334
•방수 케이블 및 커넥터에 대한 IP67 등급
•수동 부품의 응력 저항에 대한 AEC-Q200 인증 표준
•전기 부품 인클로저에 대한 미국 전기 제조업체 협회 표준

•일본은 AC에 J1772 Type 1을 사용하지만 DC에
CHAdeMO를 사용한다.
•중국은 AC 및 고유한 DC 인터페이스에 대해 GB/T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또한, 새로운 ChaoJi 표준은 중국과 일본 모두에서
채택될 수 있다.

있어 필요한 충전 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40℃ ~ 50℃(-40°F ~ 122°F)의 주변 온도 범위에서 충
전할 수 있다. 주변 온도가 50℃인 중동과 같은 일부 지
역에서는 EVSE가 70℃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충전기
설계는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극한 온도에서도
디레이팅(derating) 없이 최대 출력을 제공해야 하며, 시

우수한 EV 충전기 요소

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온도 조건에 대응해야 한다.

고품질 EV 충전기는 앞서 언급한 모든 전기적/기계적

셀프 모니터링: 그리드 코드 열 모니터링은 플러그의

고려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높은 수준의 신뢰

온도를 측정하여 장치가 과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콘센

성, 견고성, 안전성을 제공한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를 살

트에 연결된 상태에서 장치를 보호한다. 한편, ICCB는 극

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 조건에서 전자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 온도를 모니
터링해야 한다. 또한, 릴레이 접점 모니터링은 용접 또는

전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리던던트 기능은 한 지

개방 접점을 감지하는 데 중요하다.

점에서 결함이 발생하여도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이어지
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충전기에는 시스템 문제가 있는

변형 및 굽힘 완화: 이를 통해 절연 재킷 균열, 케이블

경우 최소한 어느 정도의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감소된 속

가닥 파손 및 내부 단락을 초래할 수 있는 소비자 오용 및

도로 차량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통상적인 마모로부터 보호한다. 스트레스-고장 평가 테스

현재 표준들에는 접촉식 모니터, 그리드 코드 모니터 등이

트는 오용에 견딜 수 있는 케이블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필요 없지만 우수한 EV 충전기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구이다. 소비자는 케이블을 팽팽하게 구부리는 등 ICCB

도움이 되는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주위에 케이블을 감쌀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 사용에 대
응하고 케이블 신뢰성을 보장하려면 핀치 영역을 제한하

열관리: 우수한 충전기는 더 높은 출력을 지원할 수

기 위한 변형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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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 방지: EV 충전기를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으며, 수

기가 반복적인 낙하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

명주기 동안 이러한 낙하로 인해 파손될 수 있다. 개발자

며, 충전기는 고압선 노출과 같은 불안전한 상태를 만들지

는 첨단 전자장치 절연을 통해 이러한 손상을 완화할 수 있

않는 경우 낙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충

다. EV 충전기의 ICCB와 전자장치는 1미터 높이에서 전력

전기가 여전히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 100번, 전력이 공급되는

우수한 EV 충전기는 AEC-Q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상태에서 50번의 낙하 시험을 견뎌야 하며, 커플러는 동일

AEC-Q 인증 부품은 엄격한 허용오차, 테스트 및 품질 요

높이에서 250번의 낙하 테스트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건을 충족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안정적이다.

차폐 인클로저: 이러한 요소는 특히 수분으로 인한 손

완전한 솔루션

상으로부터 충전기와 ICCB를 보호한다. 이러한 보호 기능
은 비, 진눈깨비, 눈으로 인해 충전기가 손상될 수 있는 실
외에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중요하다.

사회가 e모빌리티를 받아들임에 따라 소비자들은 관련
기술이 모든 상황에서 잘 작동한다는 확신을 주기를 원한
다. 소비자들은 EV가 휘발유 차량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충전 용량: 배터리가 클수록 충전 시간이 길어진다. 더
빠른 충전을 위해서는 차량 내부 배선과 충전기의 용량이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동일 수준의 안전성과 편
의성을 갖춘 충전 경험을 찾을 것이다.

커질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저가 충전기는 1.4kW~3.6kW

견고한 충전기는 이러한 확신의 중요한 요소이다. EV

를 지원한다. 차세대 EV 충전기는 최대 11kW까지 확장되

충전기는 열악한 조건에서 장기간, 고속 충전에 안정적으

어 가정에서 훨씬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

로 작동해야 한다.
인성(toughness)을 이해하고 있는 앱티브는 EV 충전기의

표준 그 이상

선두주자이다. 예를 들어, 적극적인 고장시험 평가를 통해
업계 최고의 강건한 케이블을 개발했다. 앱티브 케이블은 이

산업 표준은 EV 충전기 상용화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테스트에서 경쟁 케이블보다 7배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표준 충족은 사실상 시작에 불

더 중요한 것은 EV 충전기가 차량의 모든 전기 부품을

과하며, 일부 표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차 OEM이 요

포함하는 전체 그림의 일부라는 것이다. 충전 인렛에서,

구하는 안정적인 성능에 필요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앱티브는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능동/수동 냉각의 혁신을

예를 들어, 표준에서는 그리드 코드의 열 모니터링이

구축하고 있으며, OEM이 요구하는 고전압 연결 및 배선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집안에 수십 년 전에 전기 콘센

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은 복잡한 와이어

트가 설치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 누구도 집주인이 EV를

하네스를 포함하여 저전압 배선 및 커넥터에 대한 앱티브

충전하기 위해 매일 밤 10시간 이상 12A를 사용할 것이

의 오랜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적절한 열 모니터링이 없으면 집

이러한 관점은 앱티브가 EV 충전이 실제로 무엇을

안의 전기 인프라가 저하되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

의미하는지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한다. 앱티브는

스템에 열 모니터링 기능을 통합하면, 충전기는 물론 소

Smart Vehicle Architecture™와 같은 차세대 아키텍처를

켓도 보호할 수 있다.

통해 오늘날 차량의 모든 전기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방법

마찬가지로, 기본 표준(basic standard)에서는 EV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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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 있다. KEMC

Technical Series

비상용 발전설비(Generator)의 운전과 관리(2)
글: 임정달 원장, 건축물관리연구원

8. 주요 계측장치 및 기능

원동기 내부에 설치된 오일펌프에 의하여 엔진 각
기관에 강제로 공급 순환되는 윤활유의 압력을 표

1) 엔진 제어반
① 엔진 회전 속도계(Tacho Meter or RPM Meter)

시하며, 정상 회전 시 3.5~4.5(kg/cm2), 저속 공
회전 시 0.8~1.4(kg/cm2)이다. 운전 중 오일 압력

엔진의 1분간 회전수를 표시하며, 4극용 발전기의

이 0.6(kg/cm2) 이하로 내려가면, 즉시 정지(停止)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하여야 한다.

시동 시는 600~900rpm, 정상 운전 시는
1800rpm ±5% 이내가 적정하다.
② 냉각수 온도계(Water Temperature Gauge)

④ 축전지 충전계(Battery Charger Gauge)
원동기 운전 중 축전지(Battery) 충전용 발전기
(Charging generator)의 전압을 표시하며, 정

운전 중 엔진 내부에 순환되는 냉각수의 온도를

상 충전 상태의 지침은 24V용 축전지일 경우

표시하는 계기로서, 정상 운전 시 온도는 75℃

24V~28V를 표시하여야 한다.

~85℃를 표시하여야 한다. 운전 중 냉각수 온도

⑤ 윤활유 온도계(Oil Temperature Gauge)

가 95℃ 이상 상승하면 엔진 과열로 사고로 이어

운전 중 원동기 내의 순환 윤활유 온도를 표시하

질 수 있으므로 즉시 엔진을 정지하여야 한다. 또,

여 주는 계기로서, 원동기의 최대부하 출력에서

냉각수 입출구 고압 호수가 이탈하지 않도록 견

100~116℃ 범위에 있어야 한다. 부하의 증감에

고히 밴딩 처리를 하여야 한다.

상관없이 윤활유 온도가 급상승하는 경우, 기계적

③ 엔진 윤활유 압력계(Oil Pressure Gauge)

고장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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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원인 규명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⑥ 냉각수 고온 표시등(Water High Temperature Lamp)

써 사용에 적합하도록 한다.
③ 전류계(A: Ampere Meter)

운전 중 원동기의 냉각수 온도가 적정치를 초과

발전기의 출력전류를 표시하는 계기로서 각상의

상승한 경우 작동하며, 엔진의 자동 정지 및 경보

부하전류를 표시한다.

음이 울리며 표시등이 점등한다.
⑦ 윤활유 압력 저하 표시등(Oil Low Pressure Lamp)

④ 전력계(KW: Watt Meter)
발전기 출력 실부하를 표시하는 계기로서 각상의

운전 중 원동기 윤활유 압력이 적정치 이하로 저

부하를 합산하여 표시한다.

하되었을 경우 작동하며, 엔진 자동 정지 및 경보

3×kV×A×cosθ 식으로 산출
출력 P(kW) = √

음이 울리며 표시등이 점등한다.
⑧ 엔진 과속도 표시등(Over Speed Lamp)

⑤ 역률계(PF: Power Factor Meter)
발전기 출력 부하의 지상(Lag) & 진상(Lead)을 표

원동기 회전속도가 정격속도의 120％ 이상 초과한

시하는 계기로서 부하전류의 위상이 앞서거나 늦

경우 작동하며, 엔진 자동 정지 및 경보음이 울리

음을 표시한다.

며, 표시등이 점등한다.
⑨ 저속 고속 선택 스위치(Idle-Run Switch)

⑥ 전압 조정 저항기(90R: Voltage Adjust Resister)
발전기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한 가변 저항기로

원동기 시동 시 엔진 회전속도를 저속 운전 및 정

항상 정격 전압을 설정하도록 좌측(전압하강) 또

상 속도 운전을 선택하는 스위치로서, 아이들(Idle)

는 우측(전압상승)으로 가변하며 조정할 수 있다.

위치는 시동 시 및 저속 예비 운전 시에만 사용

⑦ 자동 전압조정기(AVR: Automatic Voltage

(600~900rpm)하며, Run 위치는 정상 가동 운전

Regulator)

시에 사용(1800rpm)한다.

발전기의 출력전압을 항상 정격전압과 일치하게
유지하도록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로서, 무부하

2) 발전기 제어반(Auto Starting Panel)

ACB 4P 1000A
① 교류 전압계(V: Volt Meter)

에서 전부하까지 언제나 안정된 정격전압을 유지
하도록 한다.
⑧ 상용전원 표시등(Normal Power Source

발전기의 출력전압을 표시하는 계기로서 각상의
정격전압을 표시하며, 출력전압 조정은 AVR의 전
압조절기(90R)로 조정한다.
② 주파수계(F: Frequency Meter or Hertz Meter)
발전기 출력 전원의 주파수를 표시하는 계기로서
정격주파수를 표시한다. 주파수는 엔진의 회전속
도와 비례하므로 조속기(Governor)를 조정하여 정
상적인 주파수(60Hz)가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 조속기(Governor)의 역할: 부하(負荷) 및 엔진
회전수에 따라 연료 분사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회전속도 변동률을 5% 이내로 유지해 줌으로

54

그림 1. 엔진 제어반(Digital Type)

Indicator)

발전기 운전반 표시등 점등 상태의 이상 유무를

상용전원(한전)이 공급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장치

시험(Check)할 때 사용한다.

로서 한전 전원 공급 시 점등한다.

⑫ 비상벨 부저 정지 스위치(Bell & Buzzer Stop-

⑨ 발전전원 표시등(Emergency Power Source

Push Button Switch)

Indicator)

발전기 세트 운전 중 보호장치 및 회로 이상 발생

비상전원(발전)이 공급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장치

시 벨 & 부저가 울리면 가장 먼저 경보 정지용 누

로서, 발전전원 공급 시 점등한다.

름 버튼 스위치를 눌러 경보음을 정지시키고, 고

⑩ 비상 정지 스위치(Emergency Stop-Push
Button Switch)

장 및 이상 발생 요인을 제거 조치한 후 회로 복귀
용 누름 버튼 스위치(Reset)를 눌러 재기동한다.

발전기 운전 중 긴급을 요하는 비상 정지 필요 시 긴

⑬ 회로 복귀 버튼(Reset Push Button)

급 정지시킬 수 있는 적색 비상 정지용 누름 버튼 스

운전 중 고장 및 이상이 발생하여 엔진이 정지하

위치로서 취급자 외에 누구라도 쉽게 동작할 수 있다.

였을 때, 이상 요인 제거 및 정밀 점검 등 재확인

⑪ 표시등 점검 스위치(Indicator-Lamp Test Switch)

후, 다시 정상운전을 시도하기 위한 회로 정상 복
귀용 누름 버튼 스위치이다.
단, 원동기 내부의 순환하는 냉각수 온도가 규정치

단자대 위치는 기본적으로 우측면에 배치되어 있으나, 부하선 입출
방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면을 일체형으로 하여
조작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하였다.
전
직접된 내부 설계로 적은 공간에 많은 기능을 확보하였으며,
디자인과 작동이 심플하고 스마트하다.

이상 과열로 엔진이 정지하였을 때는 냉각수 온도
가 정상 온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표시등 및 경
보장치가 계속 동작하여 정상적인 회로 복귀가 되
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 시간을 기다려 자체적으로
냉각수 고온 표시등이 소멸한 후 작동하여야 한다.

기
진

⑭ 자동 수동 선택 캠스위치(Auto-Manual Select
Cam Switch)
발전기 세트의 자동 및 수동 운전을 선택하기 위
한 캠스위치로서 위치 선택에 따라 원동기 시동
및 정지 또는 부하 차단기 투입 및 차단 원동기 및
발전기 전기장치의 자동 수동 운전을 할 수 있다.
⑮ 차단기 개폐용 캠스위치(Circuit Breaker On-Off
Cam Switch)

연료탱크를 베드프레임에 장 함으로써
사용이 편리하며, 설치 공간을 최소화
하였고, 연료게이지 및 Feed & Return
-line이 포함된다.

발전기 출력 전원용 부하 차단기를 전기적으로 원

브러시리스, 싱글베어링 타입으로 동급 용량에 비해 출력과
냉각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견고한 구조와 조작 및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

가 모터 Charging 및 솔레노이드 조작 방식일 때

견고한 내구성과 손쉬운 이동을 위해 프레임에 운반용 지지를 설치하였다.

그림 2. 디젤엔진 발전기(Diesel Engine Generator)

격 개폐(On-Off) 조작하는 캠스위치로서 차단기
주로 사용하며, 기중차단기(ACB)나 진공차단기
(VCB) 등의 경우에 사용한다.
⑯ 엔진 운전 정지 스위치(RUN-STOP Cam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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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의 운전 및 정지 작용을 하며, 수동식 운전일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⑰ 자동 절체 스위치(ATS: Automatic Transfer
Switch)
한전 상용전원의 공급이 끊겼을 때 ATS가 자동으로
절체되어 발전기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데 사용한다.
⑱ 결상(缺相)계전기(Phase Open Relay)
3상 전력회로의 결상(Phase-Opem)이나 역상
(Reverse-Phase), 부족 전압(Under-Voltage),
고조파 전류 등의 사고 시 동작하는 계전기로서,
주로 3상 모터 보호용으로 많이 사용하며 UVR의
부족한 면을 보상한다. 그러나 결상계전기를 설치
하여야 할 명확한 규정은 없다. 최근에는 3E 또는
4E 릴레이 설치로 결상 계전기를 대신하고 있다.
※ 동작 시 응급조치방법: Resest 한 후 반복적으

그림 3. 발전기 제어판 ACB 4P 1000A

로 가동이 Stop하여 원인(결상 또는 고조파전류
등)을 찾아내지 못하면 임시조치로 POR이 동작

규정에 의거 시설하여야 하므로 ACB 또는 MCCB는

하지 못하도록 전원을 분리한 후 가동한다.

간선개폐기로서 3극용을 사용할 수 있으며, ATS는
비상용 전원과 상용전원을 절체하고 전기적인 접속

9. 발전기의 중성점 접지 시설

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중성극을 포
함하여 각 극에 시설하여야 한다. 즉 380/220V 3Ø

① 저압 전로의 중성점 접지는 400V 미만의 저압용 기
계기구의 경우 제3종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하므로 사

4ω 식일 경우 ATS는 4극용으로, MCCB 또는 ACB
는 3극용 사용이 가능하다.

용전압이 380V/220V인 발전기의 중성점 접지저항
은 100Ω 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0. 발전기 설치 사항

② 전로의 중성점 접지 규정에 적합하게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 발전기 중성점의 접지선과 외함 접지선은 발전기
접지극을 공용할 수 있다(접지종별이 동일하므로).
③ 한전 중성선과 발전기 중성선 공결 사용

① 장비 반입 및 반출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② 장비 배치에 용이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면적을

한전 중성선과 발전기 중성선은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

갖고 장비에 대해 충분한 유효 높이와 구조적 강

설 규정에 의거하여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

도를 갖도록 한다.

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성선을 공용 사용할 수 없다.
④ 발전기 간선보호용 과전류 차단기 시설
간선보호용 과전류 차단기는 저압 옥내 간선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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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적 고려사항

③ 운전 시 소음, 진동을 고려하여 거실 부분 및 건축
물 코어부에서 될 수 있으면 떨어진 위치로 할 것
④ 발전기실의 벽, 기둥, 바닥은 내화구조여야 하고,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으로 한다.

야 하며, 실내조도는 100럭스(Lux) 이상이어야 한다.
④ 비상발전기의 연료, 배기 또는 윤활유 배관의 처짐

2) 환경적 고려사항

과 연결부에서의 누출을 유발하는 부품은 손상이 일

① 발전기와 굴뚝 또는 배기관 사이의 길이는 최대

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받침대에 설치하여야 한다.

한 짧게 하며,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는 배압을 고

⑤ 진동 방지 장치는 회전장치와 미끄럼방지 기초 사이,

려하여 크기를 정한다.
② 급기와 배기 덕트는 최대한 짧게 하고, 디젤기관
의 라디에이터 냉각방식이나 가스터빈식 발전기
인 경우 다량의 공기를 필요로 하므로 외기 도입
이 용이한 위치로 한다.
③ 급유 및 통기관 인출이 용이한 장소로 한다.
④ 수냉식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 냉각수의 보급 및
배수가 쉬운 장소로 한다.
⑤ 발전기실에는 발전기용 외에 가스, 물, 연료 등의
배관이 시설되지 않아야 한다.
⑥ 화재, 폭발, 염해의 우려가 있거나 부식성, 유독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는 피한다.
⑦ 발전설비의 배기관, 배기 덕트의 소음이 거실이나
다른 건축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미끄럼방지 기초와 기초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설계 시 적용 가능한 소음 제어장치를 고려하여
야 한다.
⑦ 비상발전기에서 방출되는 열로 인하여 발전기실
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
한 환기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⑧ 충분한 연소용 공기를 비상발전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⑨ 발전기용 냉각설비는 전부하 정격에서 원동기(엔
진) 냉각에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⑩ 연료탱크의 용량 산정은 비상발전기의 기동 시간, 상
용전원의 정전 지속 시간, 제작상의 권장 유지보수 시
간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4~8시
간 운전 가능한 용량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⑪ 배기설비는 배기가스 연무가 근로자가 있는 방이

3) 전기적 고려사항
① 수변전실과 인접하여 전력공급이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발전설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건물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밀구
조여야 하고, 특히 창문 환기구 입구 또는 엔진
공기흡입설비를 통해 건물이나 구조물에 독성 연
무가 환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⑫ 비상발전기실은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4) 설치 시 주의사항
① 비상발전기는 내화도가 2시간 이상인 방화구획된
전용실에 설치하거나, 눈이나 비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발전기를 설치한 전용실 또는 분리 건물은
소화활동으로 인한 침수, 홍수, 하수구 역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재난으로부터 손상 가능성이 최소
화되는 곳에 있어야 한다.
③ 비상발전기실은 축전지에 의한 비상 조명을 확보하여

안 된다.
⑬ 비상전력공급장치가 낙뢰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
도록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⑭ 예비전원 축전지는 충전 중 환기 또는 장치 오작
동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환기장치가 있어야 한다.
⑮ 비상발전기실에는 비상발전기 운전절차 및 비
상전원 공급계통도(전기단선도) 등을 비치하여
야 한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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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시스템 발전장치 설계 ①
시스템 기본 설계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활발한 투자가 기대되는 풍력발전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육상에서 해상으로 진출하고 있다. 해상에서
는 60m 이상의 크기를 갖는 로터 블레이드 사용이 가능해 발전 효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연재는 구체적 직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학습 모듈에서 “풍력
에너지생산 학습모듈”중 “발전시스템 발전장치 설계”부문을 발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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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시켜 주는 회전날개와 이를 주축과 연결하는 허브시스템,
날개의 회전력을 증속기 또는 발전기에 전달하는 회전축
또는 주축, 회전속도를 올려주는 증속기, 증속기로부터 전
달받은 기계적에너지를 전기적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
기, 제동장치인 Brake, 날개의 각도를 조절하는 피치 시스
템, 날개를 바람 방향에 맞추기 위해 나셀을 회전시켜주는
요잉 시스템, 그리고 풍력발전기를 지지하는 타워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풍력의 제어시스템은 풍속에 따른 출력, 피치각. 로터
와 발전기의 회전수를 조절하는 속도 및 출력 제어 시스
템, 풍향과 제동장치, 회전방식에 대한 제어를 담당하는
운전 상황 및 운전 모드 제어 시스템, 전력계통과의 병렬
운전을 제어하는 계통 연계 제어시스템, 풍력발전기의 운
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운전 및 모
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기계 시스템 : 블레이드(날개), 허브, 로터, 주축, 증속
기, 브레이크, 피칭 및 요잉 시스템
(2) 전기 시스템 : 발전기, 기어박스, 인버터, 전력 안정화
장치
(3) 제어 시스템 : 컨트롤 시스템, 피칭 및 요잉 시스템 컨
트롤러,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성
(4) 회전축 방향 : 회전축의 방향에 따라 회전축이 지면과
수직인 수직축 발전기와 회전축이 지면과 수평인 수평
축 발전기로 구성

1. 풍력발전시스템 구성 및 부품
풍력발전시스템은 주요 부품으로 구성된 기계 시스템,
전기 시스템, 그리고 풍력발전기를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
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으로는 날개를 포함한 허브 시스
템, 각종 기계, 전기, 제어장치를 탑재시킨 나셀(Nacelle),
그리고 이들 상부 중량물을 지상으로부터 받쳐주는 타워
시스템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기계 및 전기 시스템은 바람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

(5) 운전 방식
(가) 기어형: 회전자의 회전속도를 적당한 속도로 맞추
어 주는 증속 기어 장치가 장착
(나) 기어리스형: 증속 기어 장치가 없고, 인버터를 거
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
(6) 출력 제어 방식
(가) 피치 제어 방식
① 출력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블레이드
피치 제어를 구현하기 위해 실속 제어형 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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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에 비해 설계가 어렵고
유압식 구동부 및 제어장치
설치 비용이 추가되는 단점
이 있다.
② 출력 변동에 따른 장치 부하
를 감소시킬 수 있고 항상 일
정한 출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③ 모든 풍속 범위에 대해서 최적
출력을 유지하기 위해 블레이
드 국부 단면의 받음각은 최적
의 공력 성능을 발생할 수 있
도록 컴퓨터에 의해 매회 몇

[그림 1] 풍력 발전 시스템
출처: 한국풍력산업협회(2016). 풍력발전 개요

도(degree) 간격으로 정밀하
게 제어된다.
(나) 실속 제어 방식
① 수동 실속 제어
•풍력 터빈의 로터 블레이드는
피치 제어가 불가능하며, 특
정 각도로 허브에 완전 구속
체결된다.
•로터 블레이드 설계 과정에

수평축 풍력발전기

수직축 풍력발전기

[그림 2] 회전축 방향에 따른 풍력 발전기
출처: 한국풍력산업협회(2016). 풍력 발전 개요

서 허브부터 팁 부분까지 각
각 배치된 에어 포일이 최대
공력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
록 비틀림 각도가 계산된다.
•실속 현상을 이용한 출력
제어 방식을 사용하므로 높
은 풍속 범위에서 출력 변
동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동일한
환경에서 실속 제어형 풍력
터빈의 전력 생산 효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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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속기형 풍력발전기

수직축 풍력발전기

[그림 3] 운전 방식에 따른 풍력 발전기
출처: 한국풍력산업협회(2016). 풍력 발전 개요

피치 제어형 풍력 터빈에 비해 낮다.

•형식 A2: 능동 실속 제어형

•고 풍속 조건에서 로터 블레이드 흡입면 대부

•형식 B: 부분 스케일 컨버터(partial scale

분이 큰 실속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써 출력이

frequency converter)를 가지고 있는 풍력 터빈
•형식 C: 풀 스케일 컨버터(full scale frequency

급격히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② 능동 실속 제어

converter)를 가지고 있는 풍력 터빈

•저 풍속 조건에서 높은 토크를 얻기 위해 미리 설
정된 피치 각도로 블레이드 피치각을 변경한다.
•발전기에 과부하가 작용하면 블레이드는 능
동 실속 제어 시스템에 의해 피치 제어형 풍
력 터빈의 피치 제어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피치 각도를 제어한다.
•블레이드 에어 포일 단면의 받음각을 더욱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블레이드가 깊은 실
속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잉여 출력 제어가
가능해진다.
•능동 실속 제어형 풍력 터빈의 장점은 수동
실속 제어형보다 더 정밀한 출력 제어가 가능
한 점과 돌풍이 불어오는 상황에서 풍력 터빈
정격 출력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③ 속도 제어 및 출력 제어 방식에 따른 풍력 터빈
전기 설비의 구성
•형식 A: 고정 속도(fixed speed)
[그림 4] 전기 설비 구성에 따른 풍력 터빈 형식
출처: 한국선급(2008). 「풍력 발전 시스템의 기술 기준」. p 22

•형식 A0: 실속 제어
•형식 A1: 피치 제어식

[표 1-1] 출력 제어 방식 및 속도 제어 방식에 따른 풍력 터빈의 형식

속도 제어 방식
고정 속도형
가변 속도형

형식 A

출력 제어 방식

실속 제어 피치 제어 능동 실속 제어
형식 A0

형식 B 형식 B0
형식 C 형식 C0

형식 A1

형식 B1
형식 C1

형식 A2

형식 B1
형식 C1

주: 현대식 풍력 터빈에서 형식 B0, C0, B2, C2는 이제는 사용되지 않음
출처: 한국선급(2008). 「풍력 발전 시스템의 기술 기준」. p 25

2. 전기 설비 규격 요건
(1) 기본적으로 풍력 터빈에 설치되는 모든 전기 설비는
다음 규격의 요구조건을 만족한다.
① IEC 60204-1 “Safety of machinery-Electrical
equipment of machines–Part 1: General
requirements”의 요건 또는 KS C IEC 60204-1
‘기계류의 안전성 – 기계의 전기 장비 - 제1부 일
반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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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EC 60364 series ‘Electricalinstallations of buildings’

3. 구성 부품 간의 설계 시 제약 조건

또는 KSC IEC 60364 series ‘건축 전기 설비’
(2) 전자기적합성(EMC)과 관련해서는 다음 규격에 적합
해야 한다.
① IEC 61000-3-2 ‘Electromagneticcompatibility
(EMC) - Part 3-2:Limits - Limits for harmonic

(1) 로터 블레이드 및 로터 허브의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2) 주 회전축, 베어링, 기어 등의 상호 기능을 확인한다.
① 베어링 : 발전기 베어링, 기어 박스 출력용 베어
링, 롤러 베어링, 로터 블레이드 베어링

current emissions’또는 KS C IEC61000-3-2

(3) 동력 전달 장치의 상호 부품 간의 연동을 구성한다.

‘전자기적 합성(EMC) -제3부: 한곗값-제2절: 고

풍력 터빈의 회전부를 포함하는 로터에 연결되는

조파 전류의 한계값’

저속축(low-speed shaft), 저속의 회전속도를 발전

(3) IEC 61000-3-3 ‘Part 3-3: Limits -Limitation

기의 정격 회전 속도로 증속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

of voltage changes, voltage fluctuations and

하는 기어박스, 그리고 발전기에 직접 연결되는 고

flicker in public low-voltage supply systems,

속축(high-speed shaft)으로 구성

for equipment with rated current’또는 KS C IEC

(4) 전력변환기, 발전기, 변압기, 메인프레임, 피치 시스

61000-3-3 ‘전자기적 합성(EMC) –제3부: 플리커와

템, 메인 샤프트, 나셀 하우징, 브레이크 시스템, 요

전압 변동에 대한 한곗값’

시스템, 로터 베어링, 스크류, 케이블 등을 구성한다.

(4) IEC 61000-4-2 ‘Part 4-2: Testingand measure
ment techniques–Electrostatic discharge immunity
test’또는 KS C IEC 61000-4-2 ‘전자기적 합성(MC)

(5) 기타 기계 요소 등으로 구성한다. 지지 베어링, 다수의
커플링, 제동장치, 발전기의 최전부, 기어 및 샤프트
(6) 나셀 등을 포함한다.

- 제4부: 험 및 측정 기술 - 제2절: 방법-정전기 방

풍력 터빈의 하우징, 베드 플레이트, 메인프레임, 방

전 내성 시험’

향 시스템을 포함한다.

(5) IEC 61000-4-3 ‘Part 4: Testing and measurement

(7) 방향 제어 시스템을 제어한다.

techniques Section3: Radiated adio-frequency,

로터축을 항상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일치하도록

electromagnetic field immunity test’또는 KS C IEC

제어하는 시스템. 나셀 후방 풍향 센서 신호에 의해

61000-4-3 ‘전자기적합성(EMC) -제4부: 시험 및 측

자동으로 제어하고, 나셀의 방향을 제자리에 고정

정 기술 - 제3절: 전자기적 방사 내성 시험’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6) IEC 61000-4-4 ‘Part 4: Testing and measurement

(8) 출력 제어 시스템의 제약 조건을 확인한다.

techniques-Section 4: Electrical fastransient/

① 풍력 터빈은 전기에너지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burstimmunity test. Basic EMC Publication’또는 KS C

설계되어 보다 낮은 발전 단가의 확보를 위해 통

IEC61000-4-4 ‘전자기적합성(EMC) -제4부: 시험 및

상 풍력 터빈은 풍속 15m/s 근방에서 최대 출력

측정 기술 - 제4절: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 시험’

을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그 이상의 풍속

(7) IEC 61000-4-5 ‘Part 4: Testing andmeasurement

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역은 거의 없으므로

techniques-Section 5: Surge immunity test’또는 KS

최대 출력을 발생시키는 풍속의 범위는 15m/s를

C IEC 61000-4-5 ‘전자기적합성(EMC) - 제4부: 시험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및 측정 기술-제5절: 서지 내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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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격 풍속 이상의 극심한 풍속 조건에서 과부하

에 의한 풍력 터빈의 보호를 위해 잉여 발전량
제어를 위한 출력 제어 시스템이 작동한다.
③ 모든 풍력 터빈은 이러한 출력 제어를 위해 다
양한 방식의 출력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며, 출력

④ 상태 감시 시스템을 감시한다. 기기들의 상태를
정기적인 측정과 분석을 통해 진동, 충격 등에 의
한 상태 관찰, 보수 정비 판단. 기기 상태를 감시
(13) 타워 및 기초(foundation)를 설치한다.

제어 방식은 크게 피치 제어 방식과 실속 제어

풍력발전기를 지지하는 구조물, 회전축의 역할, 대

방식으로 구분된다.

형의 경우 내부 엘리베이터 설치

(9) 요 제어는 구동 기어 및 구동 모터를 구성한다.
요 제어는 풍향계와 구동 기어 및 구동 모터로 구성

4. 용어 정의

되어 있다. 나셀 외부에 설치된 풍향계가 바람의 방
향을 검출하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구동 모터가

(1) 타워 : 나셀과 로터 블레이드를 지지하는 구조물이

작동하여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나셀을 움직여 날

며, 우수한 풍황 자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로터 블레

개의 회전면이 바람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한다.

이드 설치 높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10) 피치 제어를 전동기로 구성하여 속도를 동작한다.
①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회전자의 회전속도는 달

(2) 로
 터 블레이드(Rotor Blade) :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하는 주된 요소

라진다. 회전자의 속도가 변하게 되면 발전기의

(3) 기어박스 : 저속으로 회전하는 로터의 회전속도(수

회전속도가 변하게 되어 발전기의 출력과 주파

십 rpm)를 일반 발전기의 구동에 적합한 회전속도

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백 혹은 수천 rpm)까지 증속시키는 역할

② 피치 제어는 나셀 외부에 설치된 풍속계와 피치

(4) 요(Yaw) 제어 : 풍력발전기가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

전동기로 구성되며, 풍속계에서 수시로 변하는

기 위해서는 날개의 회전면과 바람이 직각이 되도

풍속의 정보를 컨트롤러에 제공하고, 컨트롤러

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가 이를 판단하여 피치 전동기를 동작시킨다.

날개의 회전면을 추종하여 제어한다.

(11) 잠금장치 및 기계식 제동장치를 구성한다.
강풍이 불어 전자 시스템 이상 시, 보수 점검 시 로

(5) 피치 제어 : 날개의 각도를 제어해 날개에 미치는 양력
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회전자의 속도를 제어한다.

터를 정지시킨다. 공기식, 기계식, 유압식이며, 전기

(6) 요잉 : 수직축에 대한 회전축의 회전을 말한다.

구동 장치, 유압 실린더 구동 장치로 구성된다.

(7) 피칭 기어 : 풍향의 변화로 발생하는 요 에러에 대응

(12) 발전기 및 전기 부품 등의 상태를 감시한다.
① 농형 유도 발전기, 권선형 유도 발전기, 영구 자
석형 유도 발전기
② 회전 기계, 정지형 전력변환장치, 개폐장치, 보호
장치, 배전반, 케이블, 변압기, 고전압 전기 설비,
축전지 및 충전장치, 낙뢰 보호장치
③ 제어 및 안전 시스템을 보호한다. 풍력 터빈을
최적의 상태로 운전, 주위 환경의 상태 정보 연
동, 내부의 기기 및 장치의 중대 결함, 손상 보호

하거나 긴급상황 시 요 에러를 통해 로터 블레이드
의 회전속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장치
(8) 허브 : 블레이드 또는 블레이드 조립품을 회전자축
에 결합하기 위한 고정물
(9) 나셀 : 수평축 풍력 터빈에서 타워 상부에 동력 전
달 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내장한 곳
 력발전 시스템 :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
(10) 풍
지로 변환하는 시스템

<다음 호: 브레이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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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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 e Signal Os illos ope

DLM5000 series

Upgrade Points
8

아 로

32비

12.1인치 터치스크
16
350M

(2대

로직

지

크기능) 지

500M

4

8

한국요꼬가와전기(주) Tel. 02-2628-3813

인업

www.koreayokoga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