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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과 열정, 장인 정신으로 만든
최고의 전기기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공동상표

KAS V체크마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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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뢰기류
•콘덴서
•케이블 및 접속재

※ 상기 이외의 기계기구와 보호장치

인증획득의 혜택
• 자가용수전설비 사용전검사시 제작사 자체시험 성적서 인정

전기조합은 조합원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판로확보, 인증 등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개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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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은 조합원사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에 건의하
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전국 최우수 조합
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성과가 있기까지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해온 역대 모든 이사장님과 전·현직 조합 임직원 여러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조합원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이익보다 업계 공동 발전을 위해 대의를 모
아주신 조합원사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께 지난 60년
역사의 의미를 헌정하고자 합니다.

일찍이 우리나라는 뒤늦은 근대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처음 전깃불이 들어왔을 때 역사적
오늘 우리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 그 첫걸음을

서막은 남달랐습니다.

내디딘 지 60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고 축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886년 12월, 경복궁 향원지(香遠池) 북쪽에 설치된
발전설비는 동양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로서 영국의 교

지난 60년 역사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해주신 모든 분

습생들도 견학할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나라는

들과, 특히,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

동양을 넘어 언젠가 전기공업의 글로벌 새 역사를 쓸

외 귀빈과 그리고 모든 조합원 가족 여러분, 전임 이사장

숙명을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님과 전·현직 임직원 여러분, 조합을 위해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제강점기, 6·25와 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자원이 빈약한 대한민국은 세계경제사에서 유례를 찾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촉진 정책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제정·공포된 첫해인 1962년 5월 21일, 우리 조합의 역
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결같이 전기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 조합원사의 권익을 위해 헌신한 지
어느덧 6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정부 정책과 국내외 산업 환경은 부
단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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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볼 수 없는 경제 및 무역 규모 세계 10위권의 고도성
장을 이룩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전기공업의 발전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합의 발족을 계기로 우리나라 전기공업은 정
부의 전원개발 사업에 동참하면서 도약의 기틀을 마련
했습니다.
아울러, 내수시장 보호 정책을 펼쳐 변압기·개폐기

등을 국산화시키고 수입대체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근원에는, 60년 전 설립 당시 우리 조합이 다짐했
던 전기공업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남다른 각오
가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조합 또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전년도에는 2,600억 원의 연 매출을 기록하여 최대실
적을 달성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애써
주신 우리 전기공업 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 한
국경제와 우리 업계의 성취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지금 우리는 조합 설립 당시의 각오와 다짐을 새롭

아닐 것입니다.

게 가슴에 새겨야 할 중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의 미래

우리는 오늘 60년 역사의 의미를 새기며, 새로운 도

세대를 위한 끊임없는 기술개발에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약의 100년을 열고자 하는 각오로 이 자리에 함께 하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우리 조합원사,

우리는 2년 넘게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며‘위드 코

이 땅의 모든 전기공업인들입니다.

로나’라는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비

60년 한 갑자(甲子)를 지내며, 더욱 성숙해진 한국

대면과 디지털,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더욱

전기공업협동조합의 이름으로, 100년의 새로운 도약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을 다짐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는 시장과 산업의 안정성에 안

그리하여, 언젠가 조합의 70년, 80년, 100년 역사를

주하기보다 기존 산업과 신기술의 융합 그리고 과감한

기념하는 후배들이 지금 60년을 기념하는 우리 모두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를 자랑스러운 선배로 기억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한

우리 조합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산업에 대
한 준비와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하여, 조합 수익 금
액의 일정 부분을 연구, 개발비로 투자하여 차세대 조
합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전기공업인 회원사들의 든든한 뿌리가
되고, 미래를 향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꿈
과 희망을 가득 채워 나갈 수 있는 우리 조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산 정상 등반을 회원사들과 같이한 산악회 박정배
회장, 골프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병근 골프회 사무
총장, 그리고 행사준비에 여념 없는 조합 직원 여러분
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
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20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곽 기 영

여러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2021년 우리나라는
사상 최고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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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조합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우리조합은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
센터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조합원사 및 내빈 약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
리에 끝마쳤습니다.
이번 창립 60주년 행사에서는 조
합의 60년 발자취를 담은 오프닝 영상 시연을 비롯하여
주요 내빈들의 축전 및 축사와 함께 곽기영 이사장의 기
념사가 이어졌습니다.
곽기영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뜨겁고 가슴 벅찬 감동이 가득하다.”고 운을 떼며 “전기
조합의 발족을 계기로 우리나라 전기공업은 정부의 전원
개발 사업에 동참하면서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내
수시장 보호정책을 펼쳐 변압기와 개폐기 등을 국산화하
고 수입대체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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뤘다”고 말하고 끝으로, “전기조합 60년 역사의 진정한

한편 이날 기념행사의 주요 참석 내빈으로는 박상희

주인공은 우리 조합원사와 이 땅의 모든 전기공업인들”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조환익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라며 淄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후배들이 지금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정복 한국전력 상

의 우리를 자랑스러운 선배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생관리본부장, 서갑원 대한전기협회 부회장, 김선복 전기

말했습니다.

기술인협회장, 백남길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양우석

더불어, 이날 조합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전기산업

전기신문 사장, 장세용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회장, 임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부자원부장관, 중소벤처

수·양규현·원일식·이재광 전임 조합 이사장 등이 참

기업부장관, 조달청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중소기업중앙

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회 회장, 조합 이사장 표창 등 각 부문 총 22명의 유공자
에게 표창장 및 공로패를 수여하였습니다.

조합 60년사 편찬위원회 제7차 회의

우리조합은 지난 2022. 4. 11(월) 조합회관 3층 전산교
육실에서 ‘조합 60년사 편찬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
였습니다.
이번 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 60년사 편찬 대행업
이어서 조합의 60년 발자취와 새로운 100년에 대한

체인 (주)시하기획의 최종보고를 통해 편찬 진행 상황 및

희망을 담은 ‘조합 60년사 봉정식’이 거행 되었으며, 주

전체 공정률에 대해서 점검 확인하였고, 최종 수정, 인쇄

요 내빈의 단체 기념떡 절단식 및 단체 사진촬영을 끝으

송고, 납품 및 배송 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였

로 준비 된 1부 행사를 종료하고,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습니다. 이 밖에도 사이버역사관 구성 및 6차 회의 시 피

창립 60주년 축하 기념 김정택 전 SBS 오케스트라 단장

드백에 따른 최종 시안 컨펌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

의 음악회 연주 및 저녁 만찬을 함께하며 조합원간의 소

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통과 화합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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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평가기관 (주)나이스디앤비 업무 제휴

동호회 동향
- 우리조합에서는 기업 신용평가기관인 (주)나이스
디앤비와 업무제휴를 맺어, 조합을 통하여 신용평

한국전기공업인 산악회 5월 제371회 산행

가 신청할 경우 10~30%까지 수수료를 할인하여

•일 시 : 2022년 5월 13일~15일(금-일)

드립니다.

•장 소 : 제주도 한라산(2박 3일)

- 신청방법 : 조합 홈페이지 (주)나이스디앤비 배너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접속됩니다.
- 기업평가서비스 수수료
구분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평가

사업자
유형

자산규모
표준수수료
(직전결산기) (VAT별도)
5억원 미만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조달청 등
공공기관
유형
입찰을 위한
무관
기술등급
(TCB) 평가

규모무관

200,000

250,000

350,000

500,000

400,000

제휴할인
수수료
(VAT 별도)

160,000

200,000

280,000

400,000

280,000

공공입찰 +
기술등급
평가

동아전기(주) 신상균 대표이사 장남 결혼

[04/09(일)]

선진하이텍 백용호 대표 딸 결혼

[04/09(토)]

(주)대명이앤티 양전관 대표이사 장녀 결혼

[04/10(일)]

지투파워(주) 장철수 대표이사 아들결혼

[04/16(토)]

(주)한국이알이시 이성욱 대표이사 차녀 결혼 [04/23(토)]
(주)성광이엔씨 김성귀 대표이사 장남 결혼

[04/23(토)]

(주)디지텍파워 유인평 대표이사 딸 결혼

[04/30(토)]

한광전기공업(주) 유기현 대표이사 장녀 결혼 [05/14(토)]
(주)해성일렉트로닉스 김남수 대표이사 장녀 결혼 [05/14(토)]
(유)이오전기 최정은 대표이사 딸 결혼

[05/21(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청진산전(주) 김인호 대표이사 모친상

[03/15(화)]

우진전기 김기대 대표 부친상

[03/21(월)]

① 회원사를 위한 전문 상담사 운영

(주)대은 송기택 대표이사 부친상

[03/29(화)]

② 기업평가 등급 관련 상담 및 재무 관련 상담 제공

(주)이엠시스텍 김무룡 대표이사 빙부상

[03/31(목)]

- 회원사 신용평가 애로사항 및 무료 개별 상담 업무

- 부가 서비스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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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축하합니다.

제이앤디전자(주) 장왕삼 대표이사 부친상

[04/17(일)]

① 예비진단 서비스 50% 할인

(주)우진정공 임인걸 대표이사 배우자상

[04/20(수)]

② 플러스리뷰 서비스 20% 할인

KOC전기(주) 서흥석 대표이사 모친상

[05/23(월)]

www.kemc.co.kr

3-4월 신규가입 조합원
업체명

대표자

주생산품

소재지

가입일

에스피기전

전서빈

수배전반

부산 사상구 새벽로167번길 92

2022.03.17

(주)엔티아이

여수진

수배전반

인천 서구 원당대로480번길 6-10

2022.04.11

윈텍스(주)

송인길

창연테크(주)

(주)썬파워일렉트릭

수배전반

박영수

변압기

김순기

변압기

부산 강서구 미음국제4로 22

2022.04.04

전남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5길 73-6
경기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178, 차동

2022.04.21

2022.04.27

2022년 3-4월 공동판매 사업 계약(발주) 현황
다수공급자 계약
품목

3월

건수

배전반

2

분전반

147,746

2

합 계

11,415

4

159,161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한국전력공사)
품목

고효율주상

발주수량(대)

253

내염형주상

296

컴팩트형지상

149

부하개폐형지상

11

합 계

1,206

지명경쟁 계약
품목

배전반
합계

건수
2
2

공동상표 계약
품목

배전반
합 계

3월

497

고효율아몰퍼스주상

건수
1
1

금액(VAT별도)

1월

1월

발주금액(VAT별도)

846,505

1

84,108

발주수량(대)

4월

3,514
2,146

528,464

1,170

121,220,000

건수
2
2

건수
3
3

(단위 : 천원)
발주금액(VAT별도)

6,143,587
2,743,196
2,101,788

144

1,477,046

6,977

12,498,677

3

124,271,484

금액(VAT별도)
138,827
138,827

44,372

6

1,323,909

금액(VAT별도)

39,736

5

352,606

금액(VAT별도)
402,985
402,985

4월

건수

(단위 : 천원)

2월

2월

33,060

(단위 : 천원)
금액(VAT별도)
176,136
176,136
(단위 : 천원)
금액(VAT별도)
320,914
3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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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 표준 모델 만든다
구미 ‘스마트그린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는 신재생의 불
안정성에 대응한
안정적 전력공급
이 매우 중요하
며, 이를 위해 지
난 100년간 계통
운영 노하우가 집
약된 한전만의 계
통운영 솔루션 적
용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본다.
한전은 이 사
업을 통해 구미에
한국전력은 지난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

산업단지형 마이크로그리드 표준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현

단지공단에서 발주한 구미 스마트그린산단 에너지자급자

하고, 구축에서 운영까지 전 과정에 있어 모범사례로 만들

족 인프라 구축사업을 수주했다.

어 전국 산단에 확산 기반을 만들 예정이다. 구미 스마트

본 사업은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전력 다소비, 저효

그린 산단 구축사업은 기계·전기전자 중심의 노후 산단

율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신재생 발전소와

을 국내 최대 신재생 집적단지로 탈바꿈시키고, 구미형 일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자리와 연계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V2G 등 에너지 신

자급자족을 통한 저탄소 그린산단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

다. 22년 5월부터 3년 간 진행되는 사업에는 395억 원이

도록 할 계획이다. 에너지 자급에는 구미산단內 태양광

투입된다.

구축(10㎿, 200㎾×50호), 배후 수소·풍력 연계(수소 90

2개 민간 대기업 컨소시엄과 경쟁을 통해 한전이 보유

㎿, 풍력 1GW), 메가와트발전소(13GWh/년 절감, PV 10㎿

한 세계 최고 수준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과 운영 기술을

효과), e-Market플랫폼 활용 경제급전·환경급전 구현이

인정받아 최종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한전은 2009

포함된다.

년부터 에너지자립섬(가파도, 가사도 등), 캠퍼스 마이크

한전은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수

로그리드 구축 등 다양한 국내외 실증 경험을 통해 최고

요지 인근에서 저탄소 에너지를 생산-소비-거래하는 분

수준의 마이크로그리드 운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산형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적 탄소중립 목표

한전은 친환경 에너지 자급자족 체계로 전환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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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EMC

서부발전, 수소혼소 핵심기술 공동 개발
한화임팩트·세라믹기술원과 MOU 체결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은 4월 말 한화임팩트, 한국

현재 평택1복합 발전소에서 운영하다 폐지된 80MW급

세라믹기술원과 대전 한국발전인재개발원에서 ‘수소혼소

가스터빈을 수소혼소용으로 개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

가스터빈 핵심기술 실증·선점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양

다. 이후 실제 운영 중인 발전소에 적용해 현장 실증에 나

해각서를 체결했다.

설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소혼소율을 끌어올려 100%

‘수소혼소’란 기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터빈에 수소

수소전소 가스터빈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를 혼합해 연소시키는 발전기술이다. 수소혼소비율에 따

서부발전 관계자는 “그 동안 시도된 적 없었던 국내 발

라 기존 천연가스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전사, 기업, 연구기관의 대규모 기술협력은 국내 수소산업

있다. LNG 대신 수소로만 발전할 경우 탄소배출이 전혀

생태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

없어 미래의 친환경발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기술

서부발전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화임팩트, 세라믹기
술원과 수소발전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

을 확보해 미래성장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MC

다. 이번 협약은 그간
따로 진행한 기술개
발을 3사가 공동으로
진행해 시너지 효과
를 극대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한화임팩트는 수
소혼소발전 전용 연
소기와 제어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세라
믹기술원은 가스터빈
핵심부품 중 고온에
견디는 열차폐 세라
믹 소재 등을 연구한
다. 서부발전은 개발
된 수소혼소 가스터
빈을 현장 실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가운데)과 정연길 한국세라믹기술원장(왼쪽), 김희철 한화임팩트 사장이 한국인재개발원에
서 진행된 ‘수소혼소 가스터빈 핵심기술 실증·선점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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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xa, 지속 가능한 전력 허브 구축으로 태국 에너지 전환 기여
한국서도 스마트 에너지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
세에 따라 재생에너지원 채택을 강조하고 있
는데, 파타야가 스마트 변전소의 디지털 전환
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범 도시가 됐다.
99%의 태국민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PEA의 Pongsakorn Yuthagovit 부총재는 “디
지털 변전소의 통신 시스템을 구현하고 유지
관리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
다”며 “중요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Moxa의 전
문성은 자동화된 통신, 모니터링 및 전체 전력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 스마트 그리드의 유연
성과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변전소 업그레이드는 Moxa의 IEC
61850 PRP/HSR 이중화 네트워크를 사용해
산업용 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 기업인 Moxa는 파타

변전소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실시간 통신을 달성할 수 있

야의 스마트 시티 전환을 위해 전기 인프라를 스마트 그

도록 한다. 이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성공 모델은

리드로 구현하고자 태국의 PEA(Provincial Electricity

PEA가 다른 파일럿 도시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변

Authority, 지역 전력 당국) 및 EPC 서비스의 대표 엔

전소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때도 적용할 수 있다.

지니어링 계약업체인 이탈타이 엔지니어링(Italthai
Engineering)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Moxa의 수직 시장 사업부 이사이자 한국지사장인
Andy Sun은 “파타야 변전소 자동화에 대한 전문성을 제

PEA는 변전소의 디지털 업그레이드를 통해 태국 정부

공함으로써 PEA를 지원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의 Energy 4.0 계획에 따라 에너지 전환을 주도함으로

며 “한국도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량 제로화를 목표로

써 태국의 경제적 성공에 기여하고 아세안 내 국가 간 경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에 주력하

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에너지 변환의 핵심은 전력 공

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Moxa는 35년

급을 개선하고 정전 시 불안정한 전압 공급을 최소화하기

간 산업 네트워킹 및 커넥티비티에 주력한 산업용 네트워

위한 파타야 변전소의 디지털 업그레이드이다. 현재 파타

킹의 선도 업체로서, 한국에서도 파타야 프로젝트와 같은

야는 태국의 주요 경제 구역인 EEC(Eastern Economic

글로벌 전력 네트워크 구축 경험과 네트워크 전문 지식을

Corridor, 동부 경제 회랑)의 첨단 제조 부문을 확장하고,

바탕으로 한국의 스마트 에너지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부흥하는 관광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잘 갖

싶다”고 밝혔다. KEMC

춰져 있다. 태국은 저탄소 경제 개발이라는 세계적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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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영국대사관, 전북테크노파크와 혁신성장 프로젝트 진행
한·영 클린테크(Clean Tech) 비즈니스 컨퍼런스 개최
4월 말 주한영국대사관은 탈탄소 산업 혁신과 관련 산

소/모빌리티) ▲Magma Catalysts(수소) ▲Hexagon(모빌

업 육성, 미래 클린성장 가속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리티/수소) ▲BAE Systems(수소/모빌리티) 등 클린테크

영국을 대표해 이 부문에서 대한민국 전역의 지역전략산

부문의 대표적인 영국 기업들이 전북을 기반으로 하는 유

업 클러스터들과 협력의 기회를 발굴하고 도모하는 ‘한·

관 기업 및 기관과 협력의 기회를 찾는 자리를 가지게 되

영 지역기업 혁신 성장 프로젝트’의 첫 행사를 전북테크노

었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교류를 지속할 계획이다.

파크와 진행했다.

주한영국대사관은 이번 한·영 지역기업 혁신 성장 프

한·영 지역기업 혁신 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

로젝트의 첫 행사를 시작으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들과

북과 영국의 클린테크 관련 기업 및 기관 간의 비즈니

의 교류를 확대하고 한·영 탈탄소 사업 육성 및 지속가능

스 협력의 기회 발굴과 상호 시장 진입의 연속성을 확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하기 위해 26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한·영 클린테크

영국 정부의 핵심 부처인 국제통상부(Department for

(Clean Tech)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행사

International Trade)는 영국 제품 및 서비스를 국제바이어에

에서는 전북을 기반으로 한 클린테크 관련 기업 10개 사

게 연결하고 있다. 영국에서 해외 기업이 입지를 다지고 성

와 수소, 해상풍력, 모빌리티 부문을 아우르는 영국 클

장하도록 돕고, 영국 역내외의 투자를 촉진한다. 또 시장 진

린테크 분야 13개 기업이 참여했다.

입과 무역 거래를 지원하고, 자유무역을 도모한다. KEMC

이번 한·영 클린
테크(Clean Tech) 비
즈니스 컨퍼런스에서
는 ▲Horiba MIRA(모
빌리티/수소) ▲Onyx
Insight(해상풍력) ▲
BSI Group(영국왕립
표준협회) ▲Oxford
Instruments(모빌리
티), OWC(해상풍
력) ▲ARUP(해상풍
력/수소) ▲Lloyds
Register(해상풍력/수
소) ▲ODE(해상풍력)
▲RPS(해상풍력) ▲
Intelligent Energy(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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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 뉴스

남부발전-HF공사-하나은행, ESG 금융지원 위한 혁신 중기 모집
자금난 겪는 중소기업 위기 극복과 성장 도모
나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
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ESG 금융 활성화를 통한 중소
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남부발전은 협약의 일환으로 혁신 기술은 보유 중이나
자금난을 겪는 ESG 분야 중소기업 모집을 시작했으며, 보
증 가능 금액인 약 3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할 예
정이다. 해당 사업은 남부발전 홈페이지 ‘동반성장플랫
폼’(9988.kospo.c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남부발전은 향후 지속적인 공모를 통해 모집된 중소기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이 5월 한국주택금융공사(사

업을 대상으로 적합성 평가를 거쳐 하나은행에 추천할 예

장 최준우, 이하 ‘HF공사’)와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과

정이며, 하나은행은 종합 대출 심사 후 최종 선정된 중소

함께 ESG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기업 모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대출금리의 0.2%p 우대금리 및 기

집에 나섰다. ESG 중소기업은 ▲(Environment) 에너지전

타 금융상품을 적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환, 친환경, 탈석탄 등 환경분야, ▲(Social) 사회적경제기

이승우 사장은 “장기화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기술력

업, 안전 등 사회분야, ▲(Governance) 윤리, 청렴 등 지

과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경영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배구조분야의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에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남부발전은 HF공사와 하나은행과 함께 지난 15일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금융지원을 통해 기술력이 있으

“남부발전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상생하며 ESG 경영을
지속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EMC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남부발전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평가에서 최고등급인 ‘2등급’을 2년 연속
달성했다.

받은 기관이 없어 2등급이 현재 최고등급이다.
남부발전은 발전소 사고의 95% 이상이 협력사에 집중
되는 만큼 내부직원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평가는 작업장·건설 현장·시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부발

설물·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국내 99개

전은 협력사와 함께 안전 혁신학교 운영, 통합 안전 관리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심사로

계 구축, 모바일 위험 신고 앱 개발, 무의식적 안전 행동 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됐으며, 아직 1등급을

화 등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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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구원, 전기 신소재·부품 기술자립 플랫폼 구축
190억원 규모 ‘e-나노소재 화학/습식공정 플랫폼 착공식’
첨단 E-모빌리티와 미래형 스마트 전자기기 시대를 앞

지하 1층이다. 위치는 KERI 창원본원에서 전기재료 분야

당길 전기 신소재·부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 및 기술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3연구동 앞이다. 완공은 2023년 9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형 인프라가 구축된다.

월 예정이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원장 명성호)은 최근 창원본원에

플랫폼(건물) 내에는 각종 화학 실험실, 대형장비(pilot

서 고부가가치 스마트 전기 신소재 및 부품 개발을 위한

plant)실, 항온항습실, 드라이룸, 정밀계측실, 배터리 충·

190억원 규모의 ‘e-나노소재 화학/습식공정 플랫폼 착공

방전 실험실, 전도성 소재 실험실, 자료분석실 등 다양한

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성무 창원시장, 하종목

연구 실험실이 들어선다. 특히 습식공정은 업무 특성상 유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등 지자체 및 주요 유관기관·기업

해·위험 물질을 사용할 경우가 많고, 각종 화학 물질을

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장소가 필요한데, 이번 첨단 플랫폼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는 대

착공을 통해 연구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업무 효율성을 대

부분의 제품에 ‘전기화(electrification)’가 진행되고 있

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차세대 전기

다. 특히 전기·수소차, 전기선박, 플라잉카/드론 등 E-

신소재·부품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인 연구

모빌리티와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스마트 전자기기 분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다.

야에서 이러한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는 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

전기 신소재·부품 개발은 e(전기기능)-나노소재의 활

을 기업체에 이전하고, 성능 검증과 양산화까지 원스톱

용으로부터 시작된다.

(One-stop)으로 지원하는 ‘실용화형 솔루션 센터’도 운영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건식 중심의 대형 나노공정 장

된다. 단순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비를 기반으로 한 대기업형 분야라면, e-나노소재 기반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제품 상업화 시기를 획기

의 전기 신소재 개발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다품종 소

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량생산 방식으로 화학/습식공정이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이 밖에 지역 핵심기관·기업과의 협업 가능성도 높다

국내에는 이러한 화학/습식공정을 지원할 구심점(인프라)

는 점도 큰 강점이다. 경남지역에는 창원 강소특구의 기술

이 거의 없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는 큰

핵심기관이기도 한 KERI의 협력 기업들이 많고, 밀양 나노

원인 중 하나였다.

산단과 더불어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도 있

이번에 KERI가 구축하는 ‘e-나노소재 화학/습식공정
플랫폼’은 전기 신소재·부품 분야의 기술 자립을 실현하

기 때문에 ‘e-나노소재 화학/습식공정 플랫폼’이 전기재료
분야 허브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관련 분야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드는 국내 최

이를 통해 화학/습식공정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의 자

대 규모의 인프라다. 총 사업비는 3년간(’21~’23) 190억

생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스마트 전기 신

원(출연금 및 자체 재원)이며, 연면적은 6,243m2(1,888

소재·부품 분야에서 세계적 강국으로 설 수 있게 만든다

평), 부지면적 2,800m2(847평) 건물 구조는 지상 9층 및

는 목표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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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 뉴스

한수원, UAE에서 협력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KOTRA와 월드 유틸리티 콩그레스 중소기업 부스 운영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협력중소기업의 지속

한수원은 이외에도 KOTRA 및 수출전담 법인인 한수

가능한 성장과 원자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UAE 현지에

원KNP와 함께 UAE 시장개척단을 구성, 13개 협력중소기

서 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에 나섰다.

업의 해외판로 개척 활동을 펼쳤다. 시장개척단은 두바이

한수원은 현지시간으로 최근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에서 두바이 수전력청(Dubai Electricity Water Authority,

‘2022 월드 유틸리티 콩그레스(World Utilities Congress,

DEWA)과의 세미나를 통해 수전력청에 납품할 수 있는

이하 WUC)’에 참석했다. 아부다비 국영 에너지 회사인

자격 요건, 입찰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재 진

TAQA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약 120

행 중인 프로젝트 및 입찰 진행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

개사 10,0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에너지 및 수처

KOTRA 두바이무역관이 UAE의 주요 EPC(설계, 조달, 시

리 분야 유틸리티 관련 트렌드 및 기술이 소개됐다.

공) 회사들을 유치해 국내 협력중소기업들의 우수한 기술

특히, 컨퍼런스에는 UAE 에너지 인프라부 장관인 모하메
드 알 마즈로이(Mohamed Al Mazrouei)를 비롯해 아제르바
이잔, 짐바브웨, 가나 등 약 10개국의 관련 부처 장·차관들
과 유틸리티 기업 CEO들이 연사 및 패널로 참석했다.

을 소개할 수 있는 구매상담회를 개최했으며, 70여건, 1.2
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아부다비에서 UAE 바라카원전에 국내 기자
재를 공급하기 위한 기술설명회와 구매세미나도 개최됐다.

한수원은 발전 5사(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협력중소기업들을 위한 해외판

발전, 중부발전)와 함께 협력중소기업 10개 회사가 홍보부

로 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과 한수원이 함께 발전할

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들 기업은 전시회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해 7천만 달러 규모, 1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UAE는 2009년 12월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전을 수출한
국가로, 지난해 2050 Net Zero를 선언
하는 등 청정에너지 구축에 앞장서고
있어 앞으로 원자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진입 기회가
큰 시장이다.
한수원은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
출을 위해 해마다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왔으며, 코로나19로 직접 파견
이 어려운 상황에는 비대면 방식의 ‘온
라인 해외 시장개척단’을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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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 삼성전자와 협력 전체 스마트 빌딩 기술 주도
전체적 에너지 관리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ABB와 삼성전자는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절
약, 에너지 관리,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연결을 위해 공
동 개발 기술을 제공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연
간 전 세계 CO2 배출량의 40%가 건물에서 나온다. 양사
는 플랫폼을 만들어 스마트 기술, 스마트 제어, 스마트 기
기 혁신을 위한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이번 협업을
통해 삼성과 ABB는 홈 오토메이션 기술에 대한 고객 접
근 확대, 기기 관리 개선, 전기 부하 이동이 용이하다. 스
마트 홈은 중앙 집중 시스템을 통한 연결 장치와 통합 가
전 제품을 사용해 비용, 시간, 에너지를 절약한다.
거주자는 삼성 스마트싱스(SmartThings) 애플리케이
션과 ABB 홈 오토메이션 솔루션을 연결해 개인용 기기의
단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백색 가전은 물론 가스, 연기
센서, 에너지, 보안 및 편의 시스템을 모니터링·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전
기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작동하도록 능동적으로 관리
할 수 있어 그리드 최적화 및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양사는 홈 오토메이션 솔루션과 병행해 삼성전자

ABB 스마트 빌딩 총괄 대표 마이크 무스타파(Mike

HVAC(난방·환기·공조) 제품 및 VRF(냉매유량 가변형,

Mustapha) 사장은 “우리는 완전히 통합된 전체적인 스

Variable Refrigerant Flow) 실내 제어 시스템, 상업용 건

마트 빌딩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고객이 탄소 저감,

물·다세대 주택 개발용 ABB HVAC 제어 시스템 간 협력

에너지 절약 혜택을 받는 미래를 상상한다. 삼성전자 같

을 확대할 계획이다.

은 주요 기술 혁신 기업과 파트너십은 ABB 비전을 지원

삼성전자 IoT Biz그룹 박찬우 부사장은 “이런 방식으

한다”며 “건물 전체를 개방적·불가지론적(다양한 시스

로 두 업체가 협업하는 단순성은 건설사, 부동산 개발자의

템 간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 솔루션으로 연결하

스마트 빌딩 프로젝트에 편리함을 더한다. 기존 건물 또

고, 전기차 충전기처럼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 전체 에너

는 새 부지 작업에서 단일 솔루션 소스로 진행할 경우 고

지 소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건축 환경의 탄소 발

객은 제품이 통합되고 원활하게 작동한다고 확신할 수 있

자국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고 유용한 사용자 경험을 제

다”며 “전체 시스템을 단일 플랫폼으로 운영하므로 애프

공한다”고 말했다.

터 세일즈 경험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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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뉴스

불안한 ESS, 배터리 보증수명 인증 등 안전 대폭 강화한다
화재조사 결과 대책 ‘ESS 안전 강화대책’추진하기로
잇따른 화재 사고로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됐던 ESS의
안전강화 대책이 나왔다.

이와 함께,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
한 대책도 추진한다. 고성능 전기저장장치 개발 및 대규모

ESS 충전율 제한에서 보증수명, 배터리 셀 적합성 인증

전력계통 안정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고 전기안전을 확

이 의무화되고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안전기준이 추가된다.

보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전기안

산업부는 이번 화재조사결과를 반영한 배터리, 운영관

전 플랫폼을 구축하여 안전관리를 사람에서 디지털로 전

리 주요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핵심 사항은 기존 충전율

환한다는 방침이다.

제한에서 보증수명, 배터리 셀 적합성 인증을 의무화하고
배터리실 내 내부압력 감압 배출기능 설치 및 안전점검

조사 결과 및 평가는

의무화(1회/월)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화재조사 과정에서 안전 확보가 필요한 주요 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0년 5월 이후 7건의 전기저장

전대책도 내놨다. 우선 배터리 설치운영관리 미비점을 보

장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3차 전기저

완(내화구조 격벽설치, 비상정지시간 설정 등)하고 사용 후

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단장: 문승일 교수)을 구성하여 4

배터리, 이동형 전기저장장치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안전

건의 화재사고를 조사하였다.

기준을 추가했다. 또한 화재사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

올해 발생한 3건의 화재사고(울산, 군위, 익산)는 전기

(사고조사위원회 신설, 리콜제도 신설, 보험가입 등)하고, 디

안전공사에서 자체 조사 중이다. 조사결과, 화재사고 예방

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을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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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

세 번째로 비 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를

는 한편, 자체소화설비, 배기시

개발 보급하고, 한전 등 공공기관 주도로 전력계통 안정화

설의 안전기준 정비, 주기적 안

를 위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를 설치, 전문인력양성 프로

전점검 등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그램운영, 전기안전 플랫폼 등을 추진한다.

는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화재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

3차 화재 조사결과는

해서도 안전 확보가 필요한 사항
에 대한 기준개정, 법령정비 등

3차 전기저장장치 화재 조사결과 개선대책도 공개됐다.

제도개선과 전기저장장치 산업

앞서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공정을

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

개선했다. 우선, 글로벌 추세를 반영하여 충전율 제한에서

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보증수명으로 변경하고, 배터리 셀의 열폭주 방지를 위해

이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

적합성 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 참고로 현행 충전율 제한

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가 및

은 옥내 80% 이하, 옥외 90% 이하이다. 개정 사항은 배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강화된 안

터리 보증수명 기준으로 용량 설계, 사용자는 보증수명 용

전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저장장

량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

두 번째로, 지락보호장치 동작기능이다. 지락사고 발생

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그간 현장

시 절연저항이 제조사 기준치 이하일 때 경보가 울리도록

감시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제조사는 배

실시간 안전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사전 화재 예방 체

터리 제조공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제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의 선진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공정개선 및 배터리 교체를 실시해야 한다.
S사는 음극코팅, 건조방식 등 두 차례 제조공정 개선과

어떻게 강화되나

이미 설치된 배터리 중 이상현상이 발견된 배터리는 즉시
교체 실시 중이다. L사는 전극 코팅면 두께 편차 문제해결

우선, 안전강화 대책으로 배터리 보증수명 도입, 지락
보호장치 동작 기능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자체

을 위하여 두 차례 제조공정 개선과 이미 설치된 남경공
장 배터리 전체을 교체 완료하였다.

소화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감압배

운영 관리 측면에서 자체 소화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출기능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 등 전기저장장치운영관리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감압배출기능 설치를 추진하고, 주

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한다.

두 번째로 배터리 설치 운영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

화재확산 방지 자체 소화시스템을 추가하고, 정상적인

하고, 사용 후 배터리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등장에 따

동작여부를 확인하도록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배터

른 안전기준을 추가하며, 화재사고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

리실 내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한 내부압력이 발생한

보 및 이행력 담보를 위한조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

경우 내부압력 감압을 위한 배출기능 설치토록 기준 개정

기저장장치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등 화재 조사과정에서

을 추진한다. 일상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의 주기적 점검

안전 확보가 필요한 대책을 추진한다.

을 의무화(1회/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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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전 확보 필요한가

이 밖에서도 ▲설치장소(옥내금지), 이격거리(위험물 3m
이상, 일반대중 1.5m이상), 정차기간(1일이내) 등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LFP 배터리의 해외 안전사고를 참고하여 안전

그동안 화재조사 과정에서 안전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
로는 4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기준을 구체화 ▲UPS는 전기저장장치와 유사하므로 대부

먼저 ① 배터리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미비점 보완

분 전기저장장치안전기준을 준용하고 설치환경, 시설기준

이다. 배터리 5 MWh 이하 단위로 내화구조 격벽 설치를

(전력변환, 배터리 등), 이격거리 등은 다르게 규정한다.

의무화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성 확보범위 내

다음으로는 ③ 화재사고조사 결과의 신뢰성확보 및 이

이격거리 규정을 완화한다. 비상정지시간(5초 이내), 전기

행력 담보를 위한 조치이다. 전기설비(ESS 등) 화재조사

적 요인, 가연성인화성가스, 모니터링 또는 제어시스템

결과의 신뢰성 담보를 위한 “(가칭) 전기설비 사고조사위

구축, 운영정보 기록항목 구체화 등 기준을 개정하였다.

원회“신설을 추진하고, 전기설비 화재조사 결과를 바탕으

또한 ② 사용 후 배터리 등 다양한 ESS 등장에 따른 안

로 하자가 있는 전기설비부품에 대해, 해당 제조사에 리

전기준을 추가한다. 배터리용량, 보증기간 등에 대한 배터

콜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전기설비 재해는 지속

리제조사 또는 인증기관에서 시스템단위 안정 적합성 인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상이 적기에 시행되지

증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열폭주 위험이 적은 바나듐

않아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④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ESS 안전관리 인

계 이차전지와 흐름전지는 그 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을

프라 확충이다. 전기저장장치 전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안

정립(전해질 유출방지, 내부식성, 환기 등)하였다.
표. ESS 해외 화재사례(언론보도 집계 현황)

국가

호 주

미 국

독 일
중 국
일본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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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빅토리아주(테슬라PJT)
하와이
아리조나
워싱턴
위스콘신
아리조나
일리노이주 라살레
미시간주 스탠디쉬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챈들러변전소
노히하르덴베르크
바덴뷔르템버르크
샨치
샨치
양종
베이징 펑타이구
이바라키
빅토리아
리버풀

발생일

’21.07
’12.08
’12.11
’13.07
’16.08
’19.04
’21.07
’21.04
’22.02
’22.04
’21.07
’22.03
’17.03
’17.12
’18.07
’21.04
’11.09
’13.07
’17.11
’20.09

용도

PV
계통연계
수요관리
계통연계
수요관리
계통연계
PV
PV
PV
계통연계
PV
가정용
수요관리
수요관리
수요관리
PV
수요관리
계통연계
주파수조정용
-

용량(MWh)
300
12
1.5
0.5
2
36
12
100
10
5
9
4.5
1.7
1.4
2
0.5
6
-

비고

발화(컨테이너 1대 전소)
배터리(납)
변압기 화재
LG화학
발화(2MWh 소실)
발화 (1.5MWh소실)
LG냉각수 누수 단락(일부)
발화(전소)
발화(전소)
가정용 소용량(일부)
삼성 셀(일부)
삼성 셀(일부)
작업자부주의
발화 (전소) (사망 3名, 부상 1名)
열폭주(NaS)
열폭주

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온라인 검사

신뢰 전기저장장치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한전 등 공공기

를 통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며, ESS 화재사고 원인규명

관 주도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

및 사고예방을 위해 배터리 및 시스템 단위 시험, 실증을

를 설치한다.

위한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인력양성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법정교육에 전기저
장장치안전관리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
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저장장치 등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발전제약 완화를 위해 비 리튬계장주기고

통합 전기안전 플랫폼을 구축하여 안전점검검사를 사람
중심에서 디지털체계로 전환하며 빅데이터 표준화 및 데
이터 기반 사고수명 예측 기술 개발, 중장기 전기안전관
리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추진한다. KEMC

전기안전 원격점검, 디지털 전환 가속화되나
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장치 보급 사업 논의
지난 12월 원격점검제도 도입(전기안전관리법) 시행 후,
첫 사업인 ‘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관리 체계 구축’을 위
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가 열렸다.

안전 정보 제공 및 이상상황 발생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 실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두 발언에서 “향후 기술기준 개정

이번 간담회는 도로조명 원격장치 보급 시범사업(’23년

등에 따라 신규 도로조명 설비에 원격점검장치 설치가 의

~)과 관련하여 두 달간(’22.2~3월)의 사전 의견수렴 결

무화될 예정이므로, 금번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과, 원격관리 운영방안, 예산 등 사업 전반 상세설명 및 대

시·도 예산 절감과 함께 국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책토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부에서는 전기설비별 특성을 감안하고, 원격점검

또한, 산업부에서는 원격점검 시범사업 시행으로 산업

도입 초기의 기술개발 수준, 적용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

현장에서도 원격점검 장치의 제조는 물론, 통신, 플랫폼

로 검토하여, 원격점검 장치 보급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안전 분야 신

(’23~’27)’을 수립한 바 있다.

기술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

간담회에서는 원격관리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부 사업

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실시간 전기안

설명과 함께 사전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자유토론(질의·

전 정보 제공 등 생활 속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응답식)을 진행했다. 조명시설 원격점검장치 설치(IoT통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KEMC

신) → 통신망 → 전기안전공사 관제센터 → 지자체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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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맞춰 ‘확’ 바뀐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 허용해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가 바뀐다.

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크게 3가지 기준이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합

기업부담 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원격감시제어

리적으로 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토목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완

검사제도 등을 개편한다. 전기설비 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

화(1㎿ → 3㎿)했다.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전기저장장치에

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대하여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가중치에 0.2배를 가산(60

정부는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 4월에 개정공포하였다.

점 가중치 별도)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신
설하고, 국제공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를 인정한다. 자체감리도 허용한다.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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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를 위해 소규모(5천만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비상발전설비 안전관리실태」 (감사원 감사, ’21.6～8)」에

증설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이유는 신

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한다.

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어, 설비 안

둘째,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

전관리 재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국내외 신재생에

고, 제품부품의 기술력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

너지 관련 안전사고로 인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를 개편한다.
풍력발전을 먼저 살펴보자. 제조단계 안전성 확보, 주요부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 허용

품(나셀, 타워, 블레이드) 교체 시 사용전검사 실시, 기초부지
에 대한 정기검사 도입, 정기검사주기 단축 등이 포함된다.

첫째, 안전을 기반으로 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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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풍력발전 안전사고 중 제품결함에 의한 안전사고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제작이 완료된 때에 풍력발전기

이동형 전기저장장치의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전

주요 구성품(나셀, 타워, 블레이드 등)에 대한 필수 안전사

검사 대상에 추가 ③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송배

항 확인절차를 마련(자체시험성적서 등)하기로 했다. 주요

전사업자 등이 설치한 전력계통 안정화용에 대한 안전검

설비 교체 시 안전검사도 시행한다. 해상 및 산악지 돌풍

사를 실시한다.

현상에 의해 풍력타워 도괴사고, 제품결함 및 나셀 화재
등 다수의 풍력발전설비 사고가 매년 발생하여 블레이드,

정기검사 대상에 추가되는 것

타워, 나셀 교체 시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기검사도 개선한다. 기후변화로 산지, 해안 등에 설

기타 전기설비에서는 신재생발전소와 변전소간 송전선

치된 풍력설비는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산지 비탈

로 거리기준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차단기 증

면 경사도에 따라 사면파괴, 붕괴 등의 위험성이 상존, 기

설대체시 사용전검사, 신재생발전소에서 설치운영하는

초부지 정기검사(3년) 도입 및 검사주기를 단축(4년→3년)

송전선로변전소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한다. 1,295톤 내외의 무게를 지탱하고 기계적인 피로응력

우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설치운영하는 송변

을 받는 타워 용접부에 대한 검사 부재로 안전사고의 위

전설비와 민자변전소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

험 해소를 위해 사용전 검사를 도입한다.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송전선로변

다음은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이다. 구조물 및 모듈 1/2이

전소를 정기검사 대상에 추가한다. 최근 3년간 신재생에

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를

너지 연계설비 사용전검사의 불합격률 5.6%(전력계통설

도입하여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비 대비 2배)였다.

먼저, 구조물 및 모듈의 잦은 교체에 따른 안전사고 예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증가하면서 한전 변전소의

방을 위해 구조물 설치대체((누적 1/2 이상인 경우 포함)

연계 접속설비 용량이 부족하여 민자변전소 건설 후 계통

및 태양광 모듈의 1/2 이상(누적 1/2 이상인 경우 포함) 교

연계 증가(연평균 증가율 17.8%)로 송변전설비의 안전확

체 시 사용전검사 대상으로 추가한다. 또한 농지, 산지, 염

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변전소간 송전선로에

전, 간척지 구조물의 피로 누적, 토사유출, 산사태, 태풍

대하여 안전과 무관한 거리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민자변

등으로 인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대상에 포

전소내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차단기 증설대체시 공사계

함하고 검사주기를 단축한다.

획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사용전검사를 실시한다.

연료전지 분야에스는 스택고장 및 경년열화에 따른 출

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소(풍력, 태양광) 건설 확대에

력 미달로 스택을 교체할 경우, 공사계획 인가(신고) 및 사

따른 해저케이블(해상 신재생발전소와 변전소간) 등의 증

용전검사 대상을 추가한다. 다만, 안전관리, 기업부담 등

가추세에 맞춰 물밑선로 포설 직후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스택 교체에 따른 검사는 모델

위한 사용전검사 시기를 추가한다.

용량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전기저장장치는 배터리를 교체(누적 1/2이상 교체포함)

셋째, 전기설비 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이다.

하거나, 이동형 및 전력계통 안정화용 전기저장장치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소규모 특성상 기존의 중대 사고

시 안전검사을 의무화했다. ①전기저장장치의 화재예방을

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가동중단 등에 대해서도 보고되지

위해 배터리를 1/2이상(누적 1/2이상인 경우 포함) 교체

않아 사고현황 파악 및 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대사고 기

시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고 ②사용 후 배터리 등을 활용한

준을 조정한다. 현행 감전사고 기준(사망 2명, 부상 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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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뉴스

감전사고 사망 1명, 부상 1명 등으로 개정됐다.

작동으로 인명피해(47명 사망, 145명 부상)가 컸다.

화재, 정전 등 비상 상황 시 소방설비, 비상엘리베이터

기타 안전검사 시 필요한 수검자 준비서류 및 원격감시

등에 비상예비전원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

제어기능 기준에 대한 근거와 시설 대상을 명확하게 규

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소규모(75㎾ 미만) 자가용 비상 예

정하고,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설비의 소유자 등이 재검

비발전설비도 안전검사(사용전+정기) 대상으로 추가(‘21

사를 기한내 받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공사가 관할 시·도

년 감사원 지적)됐다. 밀양세종병원 화재시 비상발전기 미

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했다. KEMC

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구분

❶ 안전관리를 기반으로 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풍력

태양광
❷ 신재생에너지전기설비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개편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

신재생연계설비

❸ 전기설비 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30

주요 개선내용

1. 수력발전 토목분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1㎿→3㎿)(월류형보, 원격감시)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2.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기저장장치를 안전관리 범위에 포함(발전설비 가중치의 0.2배 가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3.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교육 강화(신재생에너지원별, 토목, 기계분야 및 국제기구 교육 추가)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7조제2항~제5항 및 [별표11]
4. 자체감리 확대로 사업자의 부담완화(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동시 개정)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6호 다목]
1. 풍력발전설비 제작 완료시 사용전검사 도입(블레이드, 나셀, 타워)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
2. 풍력발전 주요설비(블레이드, 타워, 나셀) 교체 시 사용전검사 실시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
3. 풍력발전 정기검사 주기단축 및 기초부지 정기검사 도입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4. 풍력발전 타워 용접부에 대해 사용전검사 실시(기존+풍력타워)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
1. 태양광 구조물 및 모듈 교체 시 사용전검사 실시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
2.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산지, 농지, 염전 등 2년 주기) 정기검사 강화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1. 연료전지 스택(모델용량 변경) 대체 시 사용전검사 실시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
1.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모듈 1/2 이상 교체 및 이동형 사용전검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
2. 전력계통 안정화용 사업용 전기저장장치 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 실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
1. 신재생 연계 송·변전설비 정기검사 도입(민간변전소 포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2. 신재생에너지 송전선로 및 차단기 사용전검사 실시(발전소↔변전소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
3.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등 물밑선로 안전성 확보(물밑포설 직후 검사)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
1. 전기설비 사고 발생시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의무 및 중대사고 기준 조정 등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2.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별표4]
3. 사용전검사, 정기검사시 수검자 준비서류 제출근거 마련 및 사용용도 기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제5호, 제8조제5항, 별지4호, 6호]
4.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에 대한 고시 근거 마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26조]
5. 안전관리대행 규모 확대 시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추도록 명확화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제26조제2호나목]
6. 재검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리 기준 명확화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7. 전기저장장치의 설비규모 명확화를 위한 용량 기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15, 16, 18, 19, 20호]

에너지기술기업 실태조사
국내 에너지기술 기업이 가장 많이 하는 분야는
2020년 기준 국내 에너지기술기업 수는 총 20,314개로
나타났으며 관련 매출 298조원으로 집계되었다.

너지 ▲핵분열 및 핵융합 ▲수소 및 연료전지 ▲기타발전
및 에너지저장 ▲융복합 기술연구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최초로 에너지기술 기업 현황
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기업 실태조사’

실태조사 주요결과는

통계를 이같이 발표하고, 국내 에너지기술기업의 고용인

에너지기술기업 일반현황을 보면, 에너지기술기업 수

원은 45만 명, R&D 투자액은 4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는 총 20,314개로 추정되었으며, 에너지기술 분류별로는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10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

기타발전 및 에너지저장, 에너지효율, 화석연료 순이었다.

었으며, 에너지기술 분류별 기업 규모, 고용, R&D 투자 등

에너지기술기업 매출액은 약 298조원으로 추정되었으

정보를 포함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 가이드에 따

며, 기타발전 및 에너지저장, 에너지효율, 화석연료 순이었

른 7대 에너지기술은 ▲에너지효율 ▲화석연료 ▲재생에

다. 에너지기술기업 종사자 수는 약 45만 명으로 기타발전
및 에너지저장, 에너지효율, 융복합 기술연구 순서였다.
에너지기술기업 기술현황으로는 에너지기술 R&D 투자액
이 약 4.1조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기타발전 및 에너지저장, 에
너지효율, 융복합 기술연구 순이었다. 벤처기업 인증(벤처기
업협회)을 받은 곳은 평균 15.4% 수준으로 융복합 기술연구,
핵분열 및 핵융합,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및 10년 후 기업 상황에 대
한 예측 결과(100보다 높으면 경기 호전, 낮으면 경기 악
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음을 의미), 2023년 114.0, 2030
년 117.0으로, 화석연료 분야를 제외한 여타 분야는 경기
호전으로 응답하였다.
에너지신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은 ‘원자재 수급 및 가
격상승’(14.3%), ‘임금상승’(14.1%), ‘사업추진 자금의 부
족’(11.8%) 순이며, 정부 지원 필요도는 세제감면, 기술개
발 자금지원(융자지원), 법제도 개선 및 완화 순이었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에너지기술기업’
은 탄소중립 실현과 국내 신산업육성신규 고용 창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본 통계는 국내 최초로 에너지기
업 관련 종합정보를 담은 국가승인 통계로서 그 활용도가

국내 에너지기술기업 수와 매출액

광범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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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 일렉트릭 “최고 절연 물질은 공기, 친환경
배전반으로 지속가능성 실현해”
SF6 Free 스위치 기어 AirSeT 라인업 공개…공기 및 진공 차단(SVI) 기술 적용

“지속 가능성, 안전성, 효율성입니다.”

SF6 가스는 수 십년 간 중전압 및 고전압 전류를 절연하

슈나이더 일렉트릭(한국지사 대표 김경록)의 박세진 부

고 차단하는데 사용됐으나 이산화탄소보다 23500배 강력

문장은 이번에 공개한 친환경 배전반, Airset 제품군의 핵

한 온실가스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

심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및 기

로 꼽히고 있다.

후변화 가속화에 따라 ESG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친
환경에 부합하는 최적의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의미이다.

지구온난화 주범인 SF6가스 없는 제품

이 업체는 5월 12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
SF6-Free 배전반’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이번에 발표한 GM AirSeT은 특히, 공기 절연 션트 진동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 배전반인 ‘Airset’

차단 기술(Shunt Vacuum Interruption, 이하 SVI)을 사용

제품의 전체 라인업과 GM AirSeT 데모를 공개했다.

해 SF6가스 대신 공기를 사용하는 고압 스위치 기어이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이날 강조한 점은 기존의 배전반

업체 측은 “SF6가스가 배전반 내에 전혀 사용되지 않으므

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의 주범인 SF6(육불화황) 가스를 줄

로 환경영향을 줄이고, 가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전

일 수 있는 방법이다. SF6가스는 지구 온난화 주범인 온

반의 폐기 시 가스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다른

실가스로 약 3,200년 동안 대기 중에 남아 있을 것으로

대체 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향후 규제 조치와 관련된

추정되고 있어 SF6가 없는 미래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염려사항도 전혀 없으며, 가스를 취급할 시 운영 인원에

‘SF6 free’는 탈탄소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특별한 주의사항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신형호 매니저는 “GM
AirSeT의 3단 디스커넥터 및 공기 절연 션트 진공 차단
기술을 포함한 단일 금속 밀폐 격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아킹 전류와 돌입 전류를 차단한다”며, “이러
한 금속 밀폐 격실은 건조한 공기로 채워져 있어 SF6가
스가 배전반 내에 전혀 사용되지 않으므로 환경영향을
줄이고 다른 대체 가스를 전현 사용하지 않아 향후 규제
조치와 관련된 염려사항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스를 취급할 시 운영 인원에 특별한 주의 사항도 필요

그림 1. 슈나이더 일렉트릭 친환경 SF6 Free 스위치 기어 AirSeT 미디어
컨퍼런스에 참석한 박세진 부문장(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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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설치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 복합 모듈형 설계로 쉽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것. 확장가능한 솔루션으로 필요
시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컴팩트한 설계로 공간 및 바닥 면적
을 크게 줄인다. 고객이 원하는 공간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
으며 별도의 가스를 주입할 필요가 없다. 버스바(Bus Bar)는
손쉽게 액세스가 가능하며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다. 금속판
이나 강철로 제작한 배전반, 큐비클을 사이트에서 교체해야
하는 경우 인접한 큐비클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하나의 큐비클
을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다.
GM AirSeT의 사양은 최대 40.5kV, 40kA, 2500A이고
제품의 너비는 2500A 기준 최대 800mm로 고성능 제품임
과 동시에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운영온도는 영
하5도에서 영상 40도이며 운영고도는 2500m이다. IoT 센
서 및 에코스트럭처 통신 기능을 포함한 모든 기능을 탐재
하고 있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각
종 스마트센서가 판넬 내부에 설치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각종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언제나 확인이 가능하며, 함께
제공되는 QR 코드를 통해 설계도면부터 운영 매뉴얼까지
모든 필수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하는 디지털 로그

그림 2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파워시스템 사업부 윤존권 팀장이
실제 GM AirSeT 제품을 시연했다

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AirSeT 제품군은 GM AirSeT 외에도
RM AirSeT, SM AirSeT과 같이 고객의 요구조건 및 현장상황
등에 따라 3가지로 특화하여 개발되었다. 이 제품들은 전기
집약적 산업인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규모 그리드 사용자나
발전 및 배전, 빌딩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장소에 적합하며,
전기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탄소 발자국을 줄인다.
이날 행사에서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AirSeT 제품이 스웨
덴 최대 전력 유통기업 E.ON, 프랑스 유통 시스템 운영기
업 GreenAlp, 뉴칼레도니아에 본사를 둔 전기배전설비기업
인 EEC Engie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 도입된 사례를 소
개하기도 했다. 특히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파워시스템 사업
부 윤존권 팀장이 실제 GM AirSeT 제품을 시연하는 시간
도 가졌다. 윤 팀장은 신제품의 기능과 효과를 설명해 배전
반을 사용하는 산업에서 어떻게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줬다. KEMC

그림 3.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신형호 매니저는 GM AirSeT의
3단 디스커넥터 및 공기 절연 션트 진공 차단 기술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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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802.3cg(10SPE), 산업 자동화 목표를 충족하는
10Mb/s 단일 쌍 이더넷 알아보기(상)
글/ ODVA ACTIVITY MANAGER I. Y. Cho

개요

측기기에 이르기까지 단일 네트워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대폭의 비용절감효과 및 많은 라이프사이클의 이점

세기의 전환 이후, 산업자동화[Industrial Automation]는

을 얻을 수 있다.

이더넷 기반 네트워킹과 관련해 IP 스택의 채택이 지속적

산업용 이더넷은 MES, 또는 대부분의 컨트롤러와 사용

으로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비전은 클라우드에서 현장 계

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수많은 현장의 애플리케이션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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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이더넷, IEEE 802.3, IEEE 802.35, 10SPE, 단일 쌍[Single-pair], 산업자동화, 프로세스자동화, Incabinet,
Fieldbus, IEC 60079, 본질안전, NAMUR[독일의 프로세스자동화 유저그룹], ODVA, EtherNet/IP 2017
ODVA Industry Conference 2 Ⓒ 2017 ODVA, Inc.

용어의 정의

Industrial Automation
NAMUR
IEEE 802.3
PHY
MAC
IP
CFI
SG
TF
PAR
CSD
Fieldbus
Industrial Ethernet
Edge
Gateway
Switch
IT
OT
MES
Purdue Model
IIoT
IEC 60079
Intrinsic safety
Zone
Division
FISCO
Point-to-point
Multi-drop

하게 IT(정보기술)와 OT(운용기술; 산
업 장비, 자산, 프로세스 및 이벤트를
직접 모니터링 혹은 제어함으로써 변
화를 감지하거나 유발하는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용어)를

Full-duplex
Half-duplex
CAN
HART

디스크리트[Discrete], 프로세스, 및 하이브리드[Hybrid(Batch)] 자동화
프로세스 자동화 유저그룹[Germany]
MAC 및 PHY 정의를 포함한 이더넷 표준 프로토콜
링크 레이어를 물리적 매체에 연결하는 PHYSical 레이어
Medium Access Control layer(IEEE)
Internet Protocol
IEEE 802.3 Call For Interest
IEEE 802.3 Study Group
IEEE 802.3 Task Force
프로젝트 승인 요청[Project Authorization Request]
표준 개발 기준[Criteria for Standards Development]
실시간 제어를 위한 산업용 네트워크 프로토콜[Industrial network protocol for
real-time control]
이더넷을 통해 작동 가능한 필드버스 프로토콜[Fieldbus protocol operable
over Ethernet]
네트워크 코어에 부착된 리프노드(리프노드는 하위 노드가 없는 바이너리 트리
의 의미)[즉, 여기서는 센서 및 액추에이터를 말함.)[Leaf nodes attached to a
network core, i.e., sensor and actuators]
ISO 모델 계층에 걸친 네트워크 프로토콜 컨버터[Network protocol converter
spanning ISO model layers]
IEEE 802.3 브리지, MAC 주소를 기반으로 전달[IEEE 802.3 bridge, forwarding
based on MAC addresses]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운영기술[Operational Technology]
제조시행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s]
계층화된 기능 자동화 모델[Layered functional automation model]
사업사물인터넷[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폭발대기 표준[본질안전포함)
[본질안전]폭발 성 환경에서의 안전한 장비운전이 가능한 방법
폭발 환경분류[일반적인]-EU기준[Explosive environment classification,
commonly EU]
폭발 환경분류-미국기준[Explosive environment classification, US]
필드버스 본질안전 컨셉[Fieldbus Intrinsic Safety Concept]
각 단의 끝에서 단일 장치와의 통신링크[Communication link with a single
device at each end]
여러 장치가 동일한 링크를 공유하는 통신링크[Communication link with
multiple devices sharing the same link] / 데이터 전송 방식에서, 하나의 회선
에 다수의 단말 장치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것
양 방향동시통신[Simultaneous communication in both directions on a link]
단 방향일방통신[Communication in a single direction at a time on a link]
Communication protocol, Controller Area Network[CAN칩 이라고 부름]
Communication protocol, 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주소를
리모트로 읽어 들이되 고속도로를 달리듯 빠르게 읽어드리는 프로토콜이란 뜻
의 약어이며 프로세스계장의 DCS등에 필수적으로 써왔던 전통적 프로토콜]
비 메모리 반도체/시스템 반도체[Micro Controller Unit]
주문형 반도체[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

연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

MCU
ASIC

하는 IT와 OT의 용어 차이를 좀더 디

상표[Trademarks]

테일 하게 설명하면, IT시스템에는 다
양한 범용 애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
프로토콜(TCP/IP)이 사용되지만, OT
시스템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OT

HARTⓇ, HART-IP™ 및 Foundation™은 FieldComm Group 상표이고, PROFIBUS, PROFINET 및
IO-Link는 PROFIBUS Nutzerorganization e.V의 상표이다[PNO: Profibus Nutzerorganization e.V].
DeviceNet™, CompoNet™ 및 EtherNet/IP™는 ODVA INC의 상표이다. CANOpenⓇ은 모드버스-CAN
의 상표이다. Ⓡ은 Schneider Electric USA, INC의 상표이다. CC-Link 및 CC-Link IE는 미쓰비시 전기
주식회사의 상표이다, AS-인터페이스는 바이너리 액추에이터 및 센서에 대한 버스기반 인터페이스 협
회[Verein zur Forderung busfahiger Interfaces fur Binare Aktuatoren und Sensoren]e.V의 상표이다.
INTERBUS는 피닉스컨택트 GmbH & Co의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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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의 독립 프로토콜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pair Architecture] 이상의 혁신적인 비용절감기술을 지속

이에 따라, 여기서 OT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전통적

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 가치를 확장 할 수가 있다. 2016

인 OT 시스템이 지닌 폐쇄성 때문이다. 또 현재 필드에지

년 7월, IEEE 802.3은 “10Mb/s 단일 트위스티드 페어 이

[Edge/Sensor & Actuator]에서부터 이더넷의 활용이 제

더넷 스터디 그룹[Single Twisted Pair Ethernet Study

한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이더넷의 채택을 완벽하게 방

Group”(비공식적으로 “10SPE”로 알려져 있음)]을 승인하

해 받고 있다. 또한 본질안전[IS]과 같은 특수한 환경 요구

여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련의 이더넷을 개선하

사항은 일부 시행 시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

는 개발사업을 여러 기관과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

된다. 특히, 100m 거리 제한과 가장 작은 부품에 대해 높

여 공동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번 글에서는 여기에 깊

은 구현비용이 계장분야, 특히 프로세스 자동화 시장의 발

이 관여한 IEEE의 활동과 산업 자동화 시장에 대한 잠재

목을 잡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버스[bus]나 포인트 투

적인 이점에 대해서 논의코자 한다.

포인트 링크[point to point links]와 같은 다양한 이더넷을
사용치 않는 아날로그 솔루션들은 완전한 디지털 솔루션

단일네트워크(이더넷) 비전

을 위해 이더넷을 강화시킬 수밖에는 다른 대안이란 없다
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복합 시스템의 문제에는 애플리케

일반적인 PROCESS 계장 자동화에 있어서의 비전이

이션 게이트웨이와 프록시[Proxy; 클라이언드에게서 오는

란 클라우드 에서부터 현장 계측기기에 이르기까지의 단

데이타를 서버에서 대신 실행시켜주는 방식을 말함]의 추

일 네트워크의 총체적인 패러다임의 완성을 말한다. IP 프

가적인 복잡성, 많은 네트워킹 기술에 대한 전문 기술의

로토콜을 사용하는 산업용 이더넷은 MES[생산관리시스

습득, 산업사물인터넷[IIoT] 및 관련 용도를 위한 IP 관련

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및 대부분의 컨트

프로토콜 융합의 부족 등이 포함되어있다. 수요의 충족과

롤러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수많은 현장의 애플리

실현의 가능성은 프로세스계장 자동화 산업박람회 시연을

케이션에 적합하도록 IT와 OT를 연결할 수 있게 해 주었

통해 원거리에 이미 입증된 기존의 단일 쌍 구조[Single

다. 그림 1은 이전 ODVA 컨퍼런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단일 네트워
크의 비전을 보여주는 사례다. 팩토
리 오토메이션, 오토모티브[자동차]등
의 업계가 지금 모두 동일한 디지털
화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 프로세
스 자동화 및 공장 자동화를 포함한
산업자동화의 경우 현재 이더넷 솔
루션을 채택하였으며 대부분 퍼듀모
델[Purdue model/(미) 퍼듀대가 만
든 모델]의 상위수준을 만족시킨다.
문제는 프로세스 자동화 엣지[Edge
란 원래는 구형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림 1. 단일 네트워크 비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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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저를 지칭하는 말인데, 프로세스 계장분야에서는 현

을 때 복잡성이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이더넷 했을 때에

장부근에 설치된 밸브와 각종 액추에이터들을 “엣지”라고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지칭함]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 계측기기에 이더넷을 사용

간에 별도의 태그를 스캔할 수 있으며 타이밍 때문에 상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공장에 산재한 엣지에 있는 모든

호 운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서버 프

디스크리트[이산] 센서 및 밸브류에 이더넷을 사용할 수

로토콜은 종종 네트워크 간에 전달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 현재로서는 계장의 이더넷

기능이 손실될 수 있다. 설치상의 복잡성도 증대된다. 다

화에 격차가 좀 남아있는 셈이다. 이더넷은 아직은 엣지

양한 케이블, 커넥터, 터미네이터-규칙 및 툴링이 필요하

[밸브와 각종 액추에이터들]에 있는 많은 장치에 연결하

다. 특히 한 사람이 두 개의 네트워크에 대한 정밀한 지식

는 필드버스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특수기능이 다소 떨어

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유지관리에 있어서의 복잡성이 증

진다고 본다.

대될 수 있다. 게이트웨이와 컨트롤러에서 프로그램을 분
리하면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인증의 복잡

단편화된 네트워크의
수명주기비용의 추가

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필드버스 및 포인트 투 포인트 연
결은 일반적으로 IP 통합이 결여되어 있어 IIoT 및 기업융
합[converged enterprise]에 있어서 최신의 트랜드에 대

다양한 비-이더넷 솔루션[일반적으로 필드버스 또는

하여 사용상 복잡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포인트 투 포인트 링크(point-to-point links)]는 완벽한 솔
루션을 위해 산업용 이더넷을 강화시킨다. 그림 2처럼 게

산업용 이더넷으로의 전환

이트웨이는 엣지에 배치한다. 신호는 각 네트워크 계층에
서 물리적 계층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 계층으로 변환이

1990년대 후반까지 산업 자동화는 컨트롤러와 I/O 간

된다. 게이트웨이를 활용하는 시스템에는 수많은 추가적

의 결정적인 통신을 위해 비-이더넷 필드버스에 전적

인 라이프사이클 비용이 많이 소요된
다. 관리해야 할 네트워크 표준이 많
으며 게이트웨이가 많을수록 많은 비
용이 추가된다. 하나의 비용은 적절
한 자격을 갖춘 노동력의 소싱과 관
련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등
교육시절부터 이더넷에 어느 정도 익
숙하게 되고 개인 생활에 있어서 각
자는 대부분 어느 정도 이더넷을 활
용할 줄 안다. 그러나 필드버스 지식
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며, 그
위치와 알려는 의지에 따라 전문적
지식습득을 하게 된다.
또 설계에 있어서는 이더넷화 했

그림 2. 산업용 이더넷과 필드버스를 상호 접속하는 게이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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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의존했다. 경제적인 이더넷 스위칭[Economical

웨어와 구성개념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산업용 이더넷

Ethernet Switching]의 출현은 산업용 이더넷에 대한 적

[Industrial Ethernet]을 위한 추가 드라이버는 PC 및 애플

절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이후 이더넷 기반 네트

리케이션 서버를 통한 구성 및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정보

워킹의 채택과 관련하여 IP 스택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

목적으로 거의 완전한 대체품이 되었다. 산업용 이더넷

고 있다고 발표되었다. 2016년, HMS는 전체 산업 통신

[Industrial Ethernet]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상당기간

시장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사용해왔던 많은 산업용 이더넷에서 사실은 부분적인 전

림 3에서 필드버스의 점유율은 58%이며 7%정도 성장을

환[Migration]만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였다고 보고했다. 이더넷의 점유율은 38%에 달했고

엣지의 기존 이더넷과의 격차

20%나 성장을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드버스 변종[variants]의 숫자는
상당히 늘어났다. 그림 4는 부분적 목록을 보여준다. 필

필드 엣지에서는 이더넷의 활용을 제한하는 다양한 실

드버스에는 중복이 거의 없는 전체 네트워크 스택이 포

질적인 문제가 존재하는데, 특히 프로세스계장 자동화 기

함되었다. 산업용 이더넷은 많은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기 및 공장 자동화 기기 내 캐비닛[in-cabinet] 구성 요소

전환을 가능하게 했으며, 최종 사용자의 일반적인 하드

의 경우에 그러하다.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유선 이더넷 거리의 제한은 기본이
100m에 불과하다. 그러나 프로세스
계장 자동화에는 일반적으로 1000m
이상의 긴 인터넷[이더넷] 배선의
길이가 필요하다. 유리섬유[Glass
fiber]는 설치와 인터페이스의 복잡
성이 증가해야만 거리를 늘릴 수가
있다. 플라스틱 광섬유(POF)의 거리
는 유선 이더넷과 유사하다. 두 경

그림 3. 현재의 산업네트워크 사용율

우 모두 섬유는 전력을 직접 전달하
지를 않는다. 특별한 환경적인 요인
으로 가장자리[끝 부분]에 존재하며,
요구 사항을 여기에서 가져온다. 폭
발적으로 증가하는 환경, 즉 프로세
스계장 자동화에서 본질안전장치 및
시스템 솔루션에 대한 선호도를 높
이는 것을 한 예로 볼 수 있는데, 전
력 분배에는 더 많은 우려를 불러 올

그림 4. 필드버스에서 산업용 이더넷으로의 전환[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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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우리가 모두 사용하는

PC의 예를 보자. 여러분들은 현재 PC등의 단말기에서

이더넷의 결함을 현재의 필드버스 및 포인트 투 포인

인터넷[이더넷]선과 전원선[파워케이블]을 각각 별도로

트 솔루션 내에서 해결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중요하

따로따로 끌어다 쓴다. 프로세스계장 자동화 기기 및

다. 이더넷이 이러한 결함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산업용

공장 자동화 기기의 사용에 있어서 인터넷[이더넷]선과

이더넷을 위한 단일 네트워크의 비전은 결코 완성되지

전원선[파워케이블]을 각각 따로 끌어다 쓴다면, 공장

않을 것이다. 여기서 논의하는 이더넷은 이러한 문제를

의 케이블과 커넥터의 크기는 작은 구성 요소에서 심각

극복하기 위해 IEEE 802.3에 주목을 한 것이다. 다행이

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드넓은 현장에서 파

IEEE 802.3은 이러한 문제를 한 큐에 해결해 줄 수 있

워케이블과 통신선을 따로따로 분리 배송 한다면 큰 문

는 이더넷 솔루션의 “패밀리” 중 하나인 것이다.

제가 야기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를 해결 할 아주
적합한 솔루션이 있는데 그것은 단일 쌍 이더넷[SPE]

프로세스 자동화-수요

이다. 단일 쌍 전력 및 통신 솔루션이 장점이 된다는 말
이다. 본질적으로 안전한 전력은 또 다른 전문화된 요

프로세스계장 자동화 공장의 예는 그림 4-1에 나와

구일수 있다. 특히 프로세스계장 자동화에서 레거시 케

있다. 네트워크의 설치현황을 보면 중앙제어실[CCR]

이블(shielded twisted pair) 및 커넥터에서 작업을 허

과는 멀리(1000m 이상) 떨어져있고 종종 폭발도 존

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한 가지 이유는 이더넷 노

재하는 위험한 환경에서 많은 숫자의 현장 계측제어

드로 필드버스 또는 포인트 투 포인트 엔드 노드를 경

장치(센서 및 액추에이터)들이 타워와 탱크 및 베 셀

제적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다

들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른 방법은 현재의 간단한 나사단자의 설치 관행을 유

[그림 4-1 참조]. 기존의 4-20mA 아날로그 신호는 구

지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발전소의 예를 들면 장기간

성배치 및 자산관리의 목적으로 하트 프로토콜[HART

(30년 이상) 가동 중인 것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또 하

Protocol/4-20 mA 신호로 변조된 1200 보드 디지

나의 대량 케이블을 끌어다 쓴다면 일정량의 부하를 쓰

털 통신망]을 추가하여 제어를 위해 널리 사용하고 있

는 다른 발전소에 손실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국가 차

다. 보다 현대적인 필드버스 솔루션인 PROFIBUS PA

원에서]. 마지막으로 폭발 환경의 공
통사례(FISCO)를 통해서 특정 케이
블의 설계 및 인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IEC 61158-2). 인 캐비닛 부품
과 기타 산업용으로 제약을 제공하
는 장치는 기존의 필드버스나 포인
트 투 포인트 솔루션(흔히 센서 네트
워크라고 함)에 비해 높은 구현 비용
을 견디기 어렵다. 스위치 또는 선형
토폴로지에 대한 요구사항은 이더넷
에서 가장 작은 구성요소를 경제적
으로 외면해 버릴 수가 있다. 이러한

그림 4-1. 프로세스계장 자동화 플랜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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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Foundation Fieldbus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31.25
kb/s 디지털 방법을 제공한다. 현장에는 많은 양의 레

프로세스 자동화에서 이미 일부
애플리케이션에 이더넷 채택

거시 케이블들이 기존현장에 배치되어 있다. 최근 디지
털 분야에서 가장 흔한 디지털 케이블을 말한다면 파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더넷 기반 솔루션의 한 가

선과 인터넷 선이 동축케이블로 되어있는 단일 쌍 케이

지 이점은 고객에게 엔지니어링 노력을 덜 요구하는 동종

블[single pair cable]이다. 플랜트 수명이 30년을 초과

네트워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보기술(IT)이 운영기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케이블 재료는 취약할 수

(OT)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와 프로세스, 장치 모

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새로운 케이블-풀링[Pulling

니터링이 쉬워지고 기업 및 산업 운영에서 조정이 쉬워진

new cables]을 시도하는 일은 위험을 수반한다. 여기에

다. 긴 플랜트의 수명은 기존의 플랜트들을 대체하기 보다

선호되는 케이블은 내적 안전성을 위해 인증을 쉽게 하

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압력을 받는데, 이는 장기적인 추세

도록 설계가 되어있다. 하트[HART]가 성공을 한 한 가

로 볼 수 있다. 기존 프로세스계장 분야를 더욱 개선하고

지 이유는 설치된 케이블의 베이스를 보존했기 때문이

다운타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정보 및 장치(진단

다. 폭발적인 환경 위험도에 따라 각 발전소는 지역 당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더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동종 네

국의 규제에 따라 구역을 위험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트워크는 산업 사물 인터넷[IIoT], 빅 데이터[Big Data], 클

구역(0, 1 또는 2)는 주변 대기에 점화 가능한 농도의 위

라우드[Cloud] 및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발전소의 예에서

험 물질이 존재할 확률을 정의한다. 가스, 증기 또는 먼

는 발전소를 최적화하며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지 등의 혼합 공기의 폭발적 특성은 관련된 특정 물질에
따라 다르다. 점화 온도 및 폭발압력 이하로 유지하려면
장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구역 0: 폭발 성 가스-공기 혼합물이 장기간 지속적
으로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영역이다.
•구역 1: 가연성 또는 전도 성 먼지가 존재한다. 정상
작동 시 짧은 시간 동안 폭발가스-공기 혼합물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다.

사용자들은 최근 모든 공장을 이더넷으로
표준화한다는 비전을 제시
NAMUR(Normenarbeitsgeme inschaft für Meß und
Regelung stechnik in der chemischen Industrie)는 독일
의 공정산업의 자동화 기술 국제사용자 협회이다.
비록 독일에서 설립되었고 처음에는 화학 산업에 초점
을 맞추어 활동했지만, 그들의 범위와 영향력은 더욱 넓

•구역 2: 폭발 성 가스-공기 혼합물이 발생할 가능성

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151개의 회원사와 2000개 이상의

이 낮고, 발생할 경우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해 매우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2016년 NAMUR는 프로세스 산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다.

업을 위한 포지셔닝 페이퍼 이더넷 통신 시스템[“Position
paper An Ethernet communication system for the

영역마다 다른 보호 방법이 적용된다. 고유 안전방법

process industry”]을 발표하였으며, 이더넷의 단일 네트

(Ex i)은 고장 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회

워크 비전[single network vision]을 밝혔다. 이더넷은 새

로 설계에 의해서 에너지를 엄격히 제한한다. Ex i는 존

로운 이더넷 관련 요구사항과 함께 필드버스(NAMUR NE

[Zone] 0에서 언급된 방법이다. 강화된 안전방법(Ex e)은

74)의 일반적인 레거시 요구사항들을 충족해야 한다.

기기에 대한 제한이 적고, 존[Zone] 1에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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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전기안
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가 공사ㆍ유지 및 운영하는 전기설비에
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감전사고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입력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스홀더 및”을 “가스홀더ㆍ풍력발전소의 타워 및”으로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8조제5항 중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2.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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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2항 중 “제6조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를”을 “제6조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기간을”로 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하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이라 한다)이 포함된 교통관제시설을 갖
춘 고속국도는 4개소]”로 한다.
제26조제1호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원격감시ㆍ제어기능”으로 한다.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설
비는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26조제2호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원격감시ㆍ제어기능”으로 한다.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설
비는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30조제2항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
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의 전기안
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전기 관련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교육
2.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에서 인증한 교육
③ 제2항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7
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
라 한다)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해당 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이
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라 한다)는”을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과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
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연간 교육실적 및 수료자 명단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
당 호에서 정한 자료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의 실적 및 수료자 명단과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명단
2. 전기 관련 기관의 장: 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실적 및 수료자 명단과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명단
별표 1 제1호가목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중 단서 및 같은 호 나목1)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중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가)(6)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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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호나목2)다)(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다)(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다)(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다)(3)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3)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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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호나목2)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6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액화가스용 연료연소
설비 등”을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 및 풍력발전소의 타워 등”으로 한다.
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제작이 완료된 때
별표 4 제1호(4) 및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7)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계통”을 “계통(전기저장장치 중 변전소에 설치되는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는 제외)”으
로 하고, 같은 (7) (가)의 대상란 중 “1,000킬로와트h 이상인 설비”를 “1천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차량에 탑재하여 이동이 가능한 설비
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4 제1호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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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2호나목(1)의 대상란 중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로 하고, 같은 목 (2)의 대상
란 중 “수용설비”를 “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로 하며, 같은 목 (3)의 대상란 중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
비”를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로 하고, 같은 목 (4)의 대상란 중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를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이와 연계된 비상부하설비를 포함한다.
별표 8 비고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력발전소 : 전기 및 토목 분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토목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력발전소의 출력이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2)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추고 발전 출력이 3천킬로와트 미만인 월류형 보의 경우
별표 9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전기저장장치가 연계되어있는 경우 제2호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의 0.2배를 가산한다. 다
만, 전기저장장치 연계에 의해 가산되는 가중치는 가목의 60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11 제2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별 안전관리 요령
자. 토목 및 기계분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요령
별표 16 제1호가목1) 및 2)를 각각 2) 및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2)(종전의 1))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화재사고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나)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의 추정 가액이 1억원 이상인 사고
다)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해당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에 그 원인이 전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감전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별표 16 제1호가목3)(종전의 2))에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용량이 20킬로와트 이상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자연재해나 설
비고장으로 발전 또는 운전이 1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별표 16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통보”를 “통보(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통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및 팩스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로 한다.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할 것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란 다음에 전기설비 사용용도 및 업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별지 제6호서식의 전기설비 설치장소란 다음에 전기설비 사용용도 및 업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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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⑨ 발전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발전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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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3항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및 다목, 제26조제2호나목 및 다목, 별표 3 제6호 및 제7호
와 별표 8 비고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별표 4 제1호(5)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3 제6호나목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5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
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9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사감리의 발주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조 및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기안전교육 이수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안전관련 국제기구에서 인증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가용 전
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발전설비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사업용 풍력발
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표 4 제1호(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사업용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표
4 제1호(5)(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송전선로ㆍ변전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75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대상 수용설비와 동일 장소에 설치된 경우: 수용설비 검사 시
2. 정기검사 대상 수용설비와 동일 장소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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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발전설비(Generator)의 운전과 관리(3)
발전기 운전
글 / 임정달 원장, 건축물관리연구원

운전 전 점검 사항

2. 냉각수 점검
항상 원동기 라디에이터의 냉각수 상태를 점검하여야

1. 엔진 윤활유 점검

하며, 물이 부족하거나 녹물이 많이 포함되면 보충 및 교
체하여야 한다.

엔진오일은 원동기 모든 기관의 마찰운동 부분을 부드

냉각수는 가능한 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럽게 윤활하여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항상 청결하게

물이 좋으며, 특히 동절기는 (10월부터 4월까지) 부동액을

유지하고, 계절 및 규격에 따라 보충 또는 교환하여 기관

약 3:1 정도로 주입하여야 한다.

의 마모와 고장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 부동액의 혼합농도 33% : 빙점 -19.4℃, 비점 104℃

※ 교환 주기: 최초 교환 50시간 운전 후, 두 번째는 100
시간 운전 후, 계속 정상운전의 경우 매 200시간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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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 방법: 라디에이터와 엔진 블록 내에 있는 냉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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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완전히 빼내어 버리고, 냉각계통은 깨끗이 씻어낸다.

5. 발전기 각 부분 볼트류 및 각종 조임 상태 확인

•부동액을 완전히 혼합한 다음, 원동기의 라디에이터
냉각수 주입구에 주입한다.

발전기 세트는 운전 중 항상 진동이 있으므로 각 기관

•부동액의 적절한 혼합과 모든 냉각계통의 부품 보호

및 기타 부분의 고정 볼트 및 부품의 조임 결속 상태가 풀

및 공기 제거를 위하여 엔진을 무부하로 공회전 가동

리거나 단선되기 쉽다. 따라서 항상 점검 확인하여 운전

시켜 정상 온도까지 운전하여야 한다.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3. 연료 계통 및 연료 점검

6. 발전기 및 발전반의 선로 절연 점검

원동기 연료는 규정된(KS 제품) 양질의 연료를 사용해

발전기 및 발전반 내의 선로 결선 상태 및 절연 애자 등

야 하며, 불순물 및 수분(물기)이 섞여서는 사용할 수 없

의 절연 상태를 점검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 저질의 연료는 원동기 연료 계통의 연료공급펌프(부란
자)와 연료분사기(Nozzle)의 고장 요인이 되며, 엔진의 성

7. 발전반 계기 및 조작 스위치 점검

능 저하 및 가동 중 정지의 주요 원인이 된다.
또한, 운전 중 연료가 부족하여 공기가 연료 계통에 들

발전반의 계기 및 조작 스위치의 파손 및 불량 상태를

어가면 엔진이 정지하며, 재시동이 잘되지 않는다. 이때는

점검하고, 수리 및 교체 조치하여 운전 중 사고를 사전에

각 필터 및 계통의 공기를 제거한 후 운전하여야 한다.

방지하여야 한다.

4. 축전지(Battery) 상태 및 결선 상태 확인

8. 기타 점검

축전지의 결선 및 충전 상태는 원동기 시동 및 운전에

발전반의 표시등 점검용 누름 버튼 스위치(Lamp

필수적인 전원이 되므로, 항상 충분히 충전되어 있어야 하

Check)를 눌러 각종 표시등의 전구가 켜지는가 확인하

며 수시로 전해액의 비중을 측정, 적정 비중을 유지하여야

여 불량 전구는 교체한다. 또한, 비상정지용 누름 버튼 스

하고 청결하여야 한다.

위치를 작동시켜 경보용 부저 및 벨의 작동 상태를 점검
확인한다.

* 정상적인 충전전압: 12V용×1.2배 = 14(V), 24V용×1.2 =
28(V), 정상 충전전류 10A 이하에서 20시간 이상(200AH)

기본 운전(Operating)

* 결선 상태(LF670/12V200AH)

발전기
시동 연결

① 발전기 운전반 앞면의 모든 조작용 스위치류가 차단
또는 Off 상태임을 확인한 후 원동기 및 발전기 주위
출력 단자
입력 단자

의 안전상태 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② 자동/수동 선택 스위치를 수동(Manu)위치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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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 운전상태를 나타내는 집합 표시등의 조작 전원
(Battery Power)의 표시등이 점등되며, 수동 운전 대
기 상태가 된다.
③ 발전기 세트는 운전전 회로 및 표시등 점검용 누름

① 엔진 시동이 정상으로 이루어지면 엔진 제어반

스위치(Lamp Check)를 눌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의 속도계(Tacho Meter)를 주시하며, 엔진 회전수

④ 엔진 속도 조정 스위치를 저속(Idle) 측으로 위치하

600~900rpm에서 3~5분 정도 저속 예비운전을

여 시동 전 저속 상태로 위치한다. 단, 비상용 발전

한다. 저속 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엔진 제어반

기에서는 이 장치가 제외된다.

의 엔진오일 압력 계기가 3.5~4.5(kg/㎠)로 정상상

⑤ 엔진 운전 및 정지 스위치(Run-Stop)를 운전(Run)

태로 유지함을 확인한다. 비상용 발전기는 자동적으

에 위치하면 원동기의 시동 모터가 작동하여 엔진이

로 처리되고 있으나, 발전기 운전 중 엔진오일 압력

시동한다.

이 정상상태로 유지하지 않으면 즉시 엔진을 정지하
고, 엔진오일의 보충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시동이 정상으로 이루어지면 운전 표시등(Run)이 점

② 원동기의 예비운전이 3~5분 진행된 후 조속기 조

등되고, 시동 모터는 자동으로 자동감지회로에 의하여

절 스위치(Idle-Run)를 정상(Run) 측으로 조정하여

전원이 차단되어 원상 복귀한다. 만약 엔진이 정상으로

엔진 회전이 1,800rpm 되게 한다. 발전기 엔진이

시동하지 않을 시 자동 운전 회로에 의하여 2~3회 시

정상 속도(1,800rpm)로 운전하면 발전기 전압이 자

동 모터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강제 시동 동작을 시행하

동 확립되어 정격전압 및 정격 주파수(60Hz)로 발

며, 2~3회가 지나도 시동이 안 되면 시동 실패 표시등

전하게 된다.

(Over Crank Lamp)이 점등하며, 벨이 울리고 회로가
정지 상태가 된다.

③ 주파수 계기가 정확히 60Hz로 지시되면 전압조정
가변저항기(90R)를 정확히 조정하여 전압계가 정격
전압이 되도록 조정한다.

운전 시 시동 실패하면 벨 또는 부저 정지 버튼(Alarm

조정 불량으로 전압이 120％ 이상 상승하게 되면 과

Stop)을 눌러 경보음을 정지시키고, 엔진의 연료 계통 및

전압 계전기(OVR)가 동작하여 차단기가 차단되고,

시동되지 않는 원인을 조치한 후 ②~⑤항에 준하여 다시

벨이 울리며, 엔진은 정지하게 되므로 전압을 조정

운전을 시행한다.

할 때에는 전압계를 정확히 주시하며 천천히 조정하

※ 참고: 엔진이 노후되면 동절기에는 정상상태에서

여야 한다.

시동이 잘되지 않음으로 분해 정비(Over Haul: O/

발전기의 전압 발생은 엔진의 속도가 60％ 이상에

H)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상황 시 운전하

서 자여자 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초기 여자는

여야 할 경우, 엔진시동용 촉진제(에텔)를 에어클리

AVR 내부 회로에 내장되어 있으므로 별도 설치가

너(흡기필터) 입구 측에 조금씩 분사하여 시동을 시

필요 없게 되었다.

도하면 된다. 특히 주의할 것은 너무 많은 양의 에

④ 발전기가 정상으로 운전하면 전압절환스위치(VS)를

텔을 한 번에 분사하면 엔진이 내부에서 과대 폭발

조작하고, 각 선간 전압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 후,

로 원동기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 사

이상이 있으면 발전기와 발전기 운전반 사이에 선

용하여야 한다.

로 접속의 불량 또는 계기용 변압기(PT) 퓨즈의 단

50

선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발전기 운전 중에는 주

발전기 병렬운전의 조건

전원선로 점검 작업을 절대 하지 말고, 반드시 엔진
정지 후에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선로 및 회로를 점
검하여야 한다.

①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⑤ 발전기의 운전 및 전압이 정상으로 발생하면 부하

병렬운전 중인 두 발전기의 기전력 크기가 다를 때에

차단기가 투입되도록 차단기 조작용 캠 스위치를

는 기전력의 차에 의한 전압 때문에, 양 발전기 간에 무

On으로 조작한다. 발전기 부하 차단기가 정상 작

효순환전류가 흐르게 되어 손실이 증가하고, 발전기의

동하여 투입(On)되면 차단기 조작 스위치의 상단에

온도 상승을 초래한다. 이 무효순환전류는 기전력이 작

위치한 청색 표시등이 점등되며, 부하선로에 전력

은 발전기에 대해서는 감자작용을 하여 전압을 낮추어

이 공급된다.

양 발전기의 단자전압이 같아지도록 작용한다. 한전 병

⑥ 부하 측으로 전력이 공급되면 전류절환스위치(AS)

렬운전 시 AVR이 자동이 되게 하고, 발전기전압은 계통

를 사용하여 각 상간의 전류가 정격전류 이상이 되

전압보다 높은 편이 좋다. (계통 전압이 발전기 전압보다

지 않도록 부하량을 조절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발

높은 상태에서 병입하게 되면 계자 전류는 감소하고, 그

전기 부하 투입 시 부하 선로의 단락 및 지락 사고

차가 크면 여자전류의 정류기가 저지되어 계자 이상전압

가 발생하거나 과전류에 의한 부하가 걸리면 과전

을 발생하는 일이 있다. 통상 양자의 전압비가 0.95 이내

류계전기(OCR)가 동작하여 부하 차단기가 차단되

이면 지장 없음)

고, 경보벨이 울리게 되며, 과전류 표시등이 점등한
다. 재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벨 또는 부저 정

② 주파수가 같을 것

지 버튼을 눌러 경보벨 또는 부저를 정지시키고, 이

양 발전기의 주파수가 달라지면 기전력의 크기가 달라

상 원인을 찾아 조치한 후 회로 복귀 버튼(Reset)을

지는 순간이 반복하여 생기므로 무효 횡류가 주기적으로

눌러 정상으로 복귀시킨 후 부하를 다시 투입한다.

흐르게 되어 난조의 원인이 된다. 한전과 병렬운전 시 병

⑦ 발 전기 부하가 투입된 후 정상적인 부하 운전이

입 순간의 Motoring을 피하기 위해 발전기를 계통주파수

진행되면 부하량의 증감에 따라 발전기의 주파수

보다 약간 높게(0.1-0.2Hz) 하는 것이 좋다.

가 최대 5%(3Hz) 범위 내에서 변동하므로 운전
상태에 따라 조속기, 조절기를 조작하여 주파수가

③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60Hz가 되도록 조정한다. 전자 조속기(EPG)의 경

두 대의 발전기가 같은 크기의 전압으로 병렬운전 중

우 등속 운전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무부하에서

위상이 달라지면 위상차에 의한 차 전압에 의해 동기화

전부하까지 부하 변동에서도 주파수는 거의 변동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전류는 위상이 늦은 발전기의 부

없이 운전한다.

하를 감소시켜 회전속도를 증가시키고, 위상이 빠른 발전

⑧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부하 운전하면 정기적으로 운

기에는 속도를 느리게 하여 두 발전기 간의 위상이 같아

전지침서 및 운전일지에 따라 각 기관의 이상 유무

지도록 작용한다. 한전 병렬운전 시 계통과의 위상차가

확인과 전기계통 계기 및 엔진계통 계기를 시간대

작은 점에서 병입되어야 한다. (비동기 병입에 의해 발전

별로 계측 및 기록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전

기에 발생하는 전기 Torque 및 과도한 전류는 상당히 높

을 실시한다.

은 레벨이므로 회전자 축계 및 고정자 권선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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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매우 심하다. 따라서, 동기 조작 시는 발전기 전압을
계통전압에 맞추고 위상 각이 최소가 되도록 투입하여야
하며, 통상 허용되는 위상차는 10 이하임)

⑥ 연료탱크의 연료 저장량을 확인한다. (30분 이상의
가동 연료 확보)
⑦ 팬벨트(Fan pelt) 장력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손으
로 눌러서 5~10mm 정도가 정상)

④ 기전력의 파형이 같을 것
양 발전기의 기전력의 실효치 및 위상이 같아도 파형
이 다를 때에는 각 순간의 순시치가 달라지므로 양 발전
기 간에 무효 횡류가 흐르게 된다. 이 전류는 전기자 동손
을 증가시키고, 과열의 원인이 된다.

⑧ 발전실의 주변 바닥에 물고임 또는 침수 흔적이 없
는지와 방화 도어, 환기장치 등의 동작 상태를 확인
한다.
⑨ 각종 지시계 및 램프의 동작 상태를 확인한다.
•원동기 조작반: 속도계, 냉각수 온도계, 윤활유 압
력계

⑤ 상 회전 방향이 같을 것
어느 순간에는 단락 상태가 되는 것으로 병렬운전에서
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나, 시운전 시의 최초 병입에서
반드시 한번은 확인하여야 한다.

•발전기 조작반: 전압계, 전류계, 주파수계, 배, 분
전반의 시설 상태
⑩ 기본 부품에 대해서는 권장 교환 주기를 확인한다.
•엔진오일 및 연료 필터류: 1년, 에어클리너: 3년
•냉각수(부동액 투입) 및 냉각수 필터: 2년

⑥ 기타 사항

※ 주의: 축전지 전해액이 감소하여 전극판이 노출된

동기발전기 용량의 총합이 30MW 이상으로 한전 전

상태에서 발전기 기동 시 아크 발생에 따른 폭발사

원과 상시 동기 운전할 경우에는 송전선로 주보호 방식

고 발생(기동 전 배터리 표시창 확인 및 안전상태

을 Pilot Wire 방식이나, Carrier Relay 방식으로 시설하

확보: 납축전지의 경우 충, 방전에 따른 수소 및 산

여야 한다.

소 가스가 발생하여 폭발사고가 우려되며, 충분한
환기 필요)

운전 시 착안 사항
정지
① 축전지의 충전 상태, 냄새, 외형 변형, 케이블 연결
상태 등을 확인한다.
② 엔진 오일 양이 적정하게 있는지 확인한다. (레벨 게
이지 L과 H 사이에 있을 것)
③ 라디에이터의 수위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캡 아래
에서 20mm 이내일 것)
④ 발전기 각 부위의 누유 및 누수 흔적이 있는지 확인
한다.
⑤ 엔진의 윤활유 상태, 압력, 냉각수 온도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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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전기의 부하 운전을 종료하고자 하면 상시전원
및 타 보조 전원의 정상 공급 상태를 확인하고, 부
하 운전 중인 발전기 제어반의 차단기 스위치를 조
작하여 부하를 먼저 차단한다.
② 부하가 차단되면 원동기는 무부하 상태에서 5~10
분 정도 공회전시켜 엔진의 온도가 충분히 내려가
도록 하여야 한다. 전 부하 상태에서 운전하던 발전
기를 바로 정지시키면, 엔진 내부의 과열로 인하여

엔진의 각 주요 부분에 크랙 등에 의한 손상이 가해
지므로 무부하 상태에서 가동하여 엔진 내부 온도
가 적절히 내려간 후 정지하여야 한다.
③ 공회전이 끝나면 발전기 제어반의 조속기, 조절기를
저속(Idle)에 위치시켜 엔진 속도가 약 900rpm 정도
로 저속 운전하도록 한다.
④ 엔진의 내부온도가 충분히 내려간 후 발전기 운전

나) 발전기 동체에 부착된 AVR이 진동 등에 의해 제어
회로의 결선 탈락 및 접촉 불량
다) AVR(SCR)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경우
라) 제어함에 부착된 전압조정기가 진동 또는 오손에
의한 접촉 불량
마) AVR(SCR)의 상용전원(K)과 비상발전(G) 간 먼지,
습기에 의한 도통 발생

반의 운전/정지 스위치를 정지(Stop)에 위치하면 엔
진 정지(Engine Stop) 표시등이 점등되고, 엔진이

•전원 분리용 변압기 미사용으로 220V 및 380V

정지한다. 운전 정지 시 엔진이 정지하지 않으면 연

N상을 AVR 입력단자에 직접 결선하여 계통의

료 계통에 부착되어 있는 엔진 정지용 장치가 고장

지락전류 또는 Surge 영향을 받는 경우

이므로 인위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막아 정지한다.
⑤ 발전기가 정지한 후 발전기 제어반의 자동/수동 선
택용 스위치를 Off에 위치하면 발전반의 모든 표시
등이 소등된다.
⑥ 모든 조작 전원이 Off 되면 운전 후 점검 사항에 의
거, 정비 및 보수 조치하여 다음 운전에 이상이 없

•부하설비의 과도한 진상에 의한 발전기 직축 반
작용(중자 작용)으로 전압 상승
•ATS 투입 시 N상의 우선 투입과 절체가 늦어지
는 것이 불가 전압상승
•ATS 투입 시 전기적 위상차 발생
•발전기 엔진의 고장(속도 제어 불능)

도록 한다.
⑦ 발전기 운전 중 돌발 사고나 긴급사항으로 엔진을

2. 발전기 출력 과전압 억제 대책

급히 정지하고자 할 때는 발전기 운전반의 적색 비
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모든 회로 차단 및 엔진을 정
지한다.

① 과전압 보호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과전압 검출장치
가 내장된 AVR로 교체 안내를 한다.
② AVR에서 외부로 인출한 전압조정기(가변저항기)가
불량한 경우 신품으로 교환하도록 한다.

발전기 출력전압으로부터 계통 보호

③ 과전압 보호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텝, 최소 레
버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계전기 특성이 반한시형
인 경우에는 정한시형으로 교체한다.) KEMC

1. 과전압 발생 원인
자동전압조정장치(AVR: Automatic Volume
Recognition) 제어 불능(소손 원인)
가) 고조파나 비선형 부하에 의한 전압 왜곡 현상이 자
동전압조정장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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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시스템 발전장치 설계 ②
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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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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힘에 의해 회전력을 얻게 되고, 후류의 운동량 손실의
영향으로 로터 전후 단면에 압력차가 발생하게 된다. 축
방향 운동량 손실은 바람의 운동에너지 손실을 의미하며,
손실 에너지는 로터로 흡수되어 결과적으로 동력 전달 장
치 저속축의 회전력으로 변환되게 된다.
발생하는 축 회전력은 증속기를 통해 고속축에 부착되
어 있는 발전기를 구동시키게 되며, 결국 로터에서 발생하
는 공기 역학적 힘, 토크가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된다.
바람은 로터 디스크 면을 통과하면서 로터의 회전력으
로 변환되고, 동시에 반대 방향의 회전력이 로터 디스크에
작용한다. 이와 같은 반작용 토크의 영향으로 바람이 로터
하류로 빠져나갈 때 반대 방향의 회전 성분을 가지게 된다.
바람은 각 운동량을 갖게 되고, 로터 디스크 후류에서
바람의 단일 미소 입자에 한 접선 방향으로 속도 성분이 동
시에 존재한다. 바람이 로터 블레이드를 빠져나가면서 접
선 방향 속도 성분을 갖는다는 것은 로터 후류에서 압력 감
소의 손실 상쇄 효과로서 운동에너지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림 1] 로터 디스크 단면을 통과하는 바람 입자의 궤적
출처: 한국선급(2008). 『풍력 발전 시스템의 기술기준』. p 29

공력학적 해석 방법
그림 1에 로터 디스크를 통과하는 입자의 궤적을 간략

1. 로터 디스크 이론

히 나타내었다. 로터 디스크로 유입되는 유동은 회전 운동

바람에서 유용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

을 하지 않지만, 로터 디스크에서 빠져나오는 흐름은 회전

인 특정 터빈의 설계가 중요하다. 대다수의 풍력발전용 터

성질을 갖게 되고, 이 회전 성질은 로터 후류 방향으로 진

빈은 각 속도로 회전하는 다수의 블레이드로 구성된 로터

행하는 흐름 속에서 일정한 값으로 존재하게 된다.

를 장착한다. 이것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대해 평행하
게 위치한다.
블레이드는 바람의 운동에너지로 발생되는 공기 역학

접선 방향 속도의 변화는 접선 방향 흐름 유도 계수인
2Ωa′으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로터 디스크 상류에서의
접선 방향 속도 성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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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 디스크 하류에서의 접선 방향 속도 성분은 2Ωa′

모든 지점에서의 질량 유량은 항상 일정하므로 하류로

이며, 디스크 중앙의 접선 속도 변화는 허브부터 임의의

갈수록 유관의 단면적 변화가 증가한다. 주어진 유관 내의

반경까지 거리를 r이라 할 때 Ωra′으로 표현된다.

임의의 위치에서 단면적을 통과하는 질량 유량은 ρAU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접선 방향 속도 성분은 토크의 반

표현되고, ρ는 밀도, A는 단면적, U는 유속을 나타낸다.

작용으로 발생하므로, 접선 방향 속도 성분의 방향성은 로터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질량 유량은 유관 내의 어느

의 회전 방향과 반대가 된다. 그림 2는 블레이드 사이에서 서

단면에서 측정되더라도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하므로 식

서히 가속되는 접선 방향 흐름의 가속 성분을 나타낸다.

(1.1)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ρA∞ U∞ = ρAｄiskU disk = ρA wakeUwake

식 (1.1)

하첨자 ‘∞’는 로터 디스크 상류의 무한한 거리에 위치
함을 의미하고, ‘disk’는 디스크 단면의 조건을 의미하며,
‘wake’는 디스크 단면 후류로 멀리 떨어진 곳의 조건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액추에이터 디스크(actuator disk)에 의해
속도의 변화가 발생하고, 디스크에 의해 유도되는 흐름의
[그림 2] 로터 디스크를 지나면서 가속되는 접선 속도
출처: 한국선급(2008). 『풍력 발전 시스템의 기술 기준』. p 30

유선 방향 속도 성분을 값 ∞라 한다. 여기서 값을 축 흐
름 유도 계수(axial flow induction factor)라 한다.
디스크 단면을 중심으로 총 유선 방향 속도는 식 (1.2)

2. 기본 이론
(1) 액추에이터 디스크 이론

와 같이 정리된다.
U disk = U∞ - aU∞

식 (1.2)

그림 3을 참조하면, 디스크 상류의 유관(stream tube)
은 디스크 단면적보다 작고, 디스크 하류는 디스크보다 큰

(2) 운동량 이론

단면적을 갖는다.

디스크 단면을 통과하는 기류의 속도는 가변적이며, 유
속의 변화량은 U∞ - Uwake와 같이 표현된다.
운동량 변화율은 전체 속도 변화량에 질량 유량을 곱한
형태이므로, 이들의 관계는 식 (2.1)과 같이 표현된다.
운동량 변화율 = ( U∞-Uwake )ρAｄiskUdisk

식 (2.1)

운동량 변화로 발생하는 힘은 디스크 단면을 가로지르
[그림 3] 액추에이터 디스크를 통과하는 이상적인 흐름
출처: 한국선급(2008). 『풍력 발전 시스템의 기술기준』.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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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압력의 변화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디스크에 작용하는
힘은 식 (2.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P⁺disk - P⁻disk ) A disk
= (U∞ - Uwake)ρAｄisk U∞(1-a)

식 (2.2)

디스크 단면에서 발생하는 압력차를 알기 위해 유관의
상류와 하류에 각각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한다.
흐름 방향의 전체 에너지는 정상 상태 조건 하에서 운
동에너지, 정압에너지, 위치에너지로 표현된다.
먼저 디스크 상류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면, 식
(2.3)과 같다
1/2ρ∞U²+ P∞ + ρ∞gh∞
= 1/2ρdisk U²disk + P⁺disk + ρdisk ghdisk

다. 그러나 몇몇 경우 최대 변형도나 변형과 일치한다.

2. 사용 한계 상태
구조물이나 구조 요소에 대한 특정 사용 요구사항이 더
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효율적인 운전 또는 구
조적, 비구조적 요소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 불안정
유발 혹은 비구조적 요소 또는 장치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이상 진동(특히 공진이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구조물의 내구성을 훼손한다든지 구조물 또는 비구조적
요소의 성능과 외관을 훼손한 부분적 손상(균열 포함)이

식 (2.3)

해당된다.

비압축성 유동이고, 수평 높이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3. 하중
(1) 관성 및 중력 하중 : 진동, 회전, 중력, 지진 등에 의해

식 (2.3)은 식 (2.4)와 같이 표현된다.

풍력 터빈에 작용하는 정적 및 동적 하중을 말한다.
1/2ρ∞U²+ P∞ = 1/2ρU²disk + P⁺disk

식 (2.4)

(2) 공력하중 : 공기의 흐름이 풍력 터빈의 정지부 및 가
동부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기는 정적 및 동적 하

후류도 이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면 식 (2.5)와 같이

중을 말한다. 공기의 흐름은 로터의 회전속도, 로터
를 통과하는 평균 풍속, 난류 강도, 공기 밀도 및 풍

표현된다.

력 터빈 구성 부품의 공력 형상에 따라 변하며, 공탄
1/2ρU²wake + P∞ = 1/2ρU²disk + P⁻disk

식 (2.5)

성 효과를 포함한 요소별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다.
(3) 공력 하중 : 풍력 터빈의 운전 및 제어로 발생하는

식 (2.4)에서 식 (2.5)를 소거하면 식 (2.6)과 같이 정리

하중을 말한다. 운전 하중은 몇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블레이드의 피칭 혹은 기타 공력 장치에

된다.

의한 로터 속도 제어 및 토크 제어, 기계적 제동, 로
(P⁺disk - P⁻disk) = 1/2ρ(U²∞ - U⁻wake)

식 (2.6)

터의 기동과 정지 시, 발전기의 병입과 이탈 시, 요
잉 시 과도(transient) 하중이 발생한다.
(4) 기타 하중 : 파랑 하중, 후류 하중, 충격 하중, 빙 하

구조 해석에 대한 분석
1. 극한 한계 상태

중과 같은 기타 하중이 발생한다.

블레이드 제조 공정

극한 한계 상태는 붕괴 또는 비슷한 다른 형태의 구조적
파괴와 관련된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극한 한계 상태

(1) Hand lay up : 손으로 쌓는 성형법으로 형(型)에 수

는 구조물이나 구조 요소의 최대 하중 저항 능력과 일치한

지를 바르고, 수지를 함침시킨 기재(基材)를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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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겹으로 쌓아서 경화시킨 후 형에서 분리해 제

보강재를 말한다. 습식 프리프레그와 건식 프리프레

작하는 공법이다.

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습식 프리프레그는 제조자

(2) Infusion 공법 : FRP로 적층할 물체에 원하는 층수
만큼 유리섬유를 깔아 놓고, 필 플라이, 플로 매트

의 공장에서 제조되므로 일반적으로 ‘실내 프리프레
그’로 불린다.

수지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튜브 등을 배치한다. 그
것들의 전체 겉면을 비닐로 싸서 공기가 새지 않도

블레이드 설계 재료·자료

록 점착 테이프로 잘 밀봉한 후, 수지가 주입될 통

• 설계 요구조건이 명시된 국제 표준

로를 요소마다 만들어 준다.

• 설계 요구조건이 명시된 국내 규격

공기를 채워 주는 배출구도 요소마다 만들어 준 후,

• 기계 및 전기 기기의 안전 관련 규격 또는 기준

진공 펌프를 가동하여 공기를 채우면, 비닐 백 속은

• 전기 및 기계 관련 법정 규격 및 지침서

진공 상태가 되므로 진공을 메우기 위해 수지가 자동

• 전기 기기 관련 사양서 및 설계 지침서

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유리섬유가 함침되는 방식이다.

• 제반 기계 재료의 물성치가 명시된 규격서 및 지침서

(3) rtm(resin transfer molding) 공법 : 몰드 내에 수지
를 강제로 주입하는 방법
(4) frp(fibre-feinforced plastics) : 섬유질의 보강재를

• 풍력발전 장치 설계 도서 작성 도구의 운전 매뉴얼
• 각 구성품의 하중 및 구조/피로 해석을 위한 소프트
웨어의 매뉴얼

포함하고 있는 양생용 수지액(cured reaction resin
compound)으로 구성된 혼합 물질을 말한다.
(5) 수지액(reaction resin compound) : 수지와 경화제

기기(장비공구)
• 컴퓨터

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첨가제가 혼합된 혼합

• 3D 모델링 프로그램

물을 말한다.

• 하중 및 구조·피로 해석 프로그램

(6) 보강재(reinforcing materials) : 사용 목적에 적합하

• 제작 도서 작성 소프트웨어

도록 제품을 보강하기 위해 다양한 공정으로 제조

• 플로터

된 섬유질을 말한다.

• 스캐너

•동종 보강재(homogeneous): 한 종류의 섬유질을

• 3D 형상 측정기

포함하고 있는 보강재
•이종 보강재(inhomogeneous): 층별로 또는 같은

• 보조 작업용 제도 장치
• 공력 설계 프로그램

층에서 방향별로 다른 종류의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는 보강재

안전유의 사항

(7) 적층(laminate) : 수지액을 이용하여 층상 구조 제품
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8) 샌드위치 적층(sandwich laminate) : 경량의 물질을
삽입하여 적층된 층을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 발전 장치 설계란 풍력발전 장치의 각 주요 구성품
의 기본 기능, 제원, 작동 범위, 작동 역할 및 연계
기능 등을 설정하는 기본 설계의 과정이다. 풍력발

(9) 프리프레그(prepreg) : 추가의 수지액을 사용하지

전 장치의 주요 구성품인 블레이드, 동력 전달계, 전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지액을 미리 함침시킨

력 기기, 제어장치 및 지지 구조물의 제원, 재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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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형상 설계, 하중 및 구조 해석 등을 통해 제작 도

있는 경우 설계 하중 케이스는 양자의 현실적인

서에 적용된다.

조합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발전장치 설계에는 각 주요 구성품의 기능을 정상적

(아) 풍력 터빈 구성 부품의 구조적 완전성을 검증하

으로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필요 장치인 유지보수

기 위해 각각의 설계 상태 중에서 몇 개의 설계

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양과 기능의 설계와 실제

하중 케이스는 고려되어야 한다.

제작과 관련한 재료, 형상, 기능 및 제작 도서를 작
성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자) 최소한 (표 2.1)의 설계 하중 케이스는 고려되어
야 한다. 이 표에서 설계 하중 케이스는 각각의
설계 상태에 대하여 바람, 전기적 외부 조건 및

수행 순서

기타 외부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차) 각 설계 하중 케이스에 알맞은 해석 유형은 <표

1) 블레이드 설계를 검토한다.
(1) 설계 상태와 하중 케이스를 고려한다.
(가) 여
 기서는 풍력 터빈의 설계 하중 케이스의 구성
과 최소한 고려해야 할 것을 규정한다.
(나) 풍
 력 터빈은 복합소재의 사용으로 인한 경량화
및 내구력 향상의 시스템으로 최적 설계를 고려
해야 한다.

1-1>에 F 및 U로 표기된다. F는 피로 강도 평가
에 사용하는 피로 하중의 해석을 나타낸다. U는
최대 재료 강도를 초과하는지에 대한 해석, 블
레이드 끝단의 변형(deflection) 해석 및 안정성
해석 등의 극한 해석을 나타낸다.
(카) U로 표시된 설계 상태는 정상(N), 이상(A) 또는
이송 및 건설(T)로 분류된다. 정상 설계 상태는

(다) 하
 중 케이스는 설치, 유지보수, 운전 모드 또는

풍력 터빈의 수명기간 동안 자주 발생할 것으

설계 상태와 외부 조건의 조합으로 결정되어야

로 기대되며 풍력 터빈은 정상 상태 또는 가벼

한다.

운 고장 또는 비정상 상태로 운전될 수 있다. 이

(라) 모
 든 하중 케이스는 타당한 발생 확률을 가져야

상 설계 상태(A)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하며, 제어 및 안전 시스템의 거동과 함께 고려

상태이며, 보호 시스템의 고장과 같은 보다 중

되어야 한다.

대한 결함이 발생한 설계 상태에 해당된다. N,

(마) 일
 반적으로 설계 하중 케이스는 다음의 조합으

A 또는 T의 설계 상태 유형에 따라 극한 하중에

로 계산된다.

적용할 부분 안전 계수 ζf가 결정된다. 이 계수

•정상 설계 상태 + 정상 외부 조건

는 <표 2-2>에 주어진다.

•정상 설계 상태 + 극치 외부 조건

(타) < 표 2-1>에 나타낸 풍속 범위에서 풍력 터

•고장 설계 상태 + 적절한 외부 조건

빈 설계에 가장 불리한 조건이 되는 풍속을

•이송, 설치, 정비의 설계 상태 + 적절한 외부

고려하여야 한다. 즉 극한 강도 해석(U)의

조건

경우 적어도 풍속 Vr 또는 Vout을 고려하여

(바) 여
 기서 정상 외부 조건은 1년의 재현 주기의 조

야 한다. 피로 강도 해석(F)의 경우 풍속 범

건을 말하며 극치 외부 조건은 50년의 재현 주

위를 다수의 빈(bin 또는 sub-range)으로

기의 조건을 말한다.

나누어 각 빈에 풍력 터빈의 해당 수명을 적

 치 외부 조건과 고장 상태 사이에 상관관계가
(사) 극

절히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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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설계 하중 케이스(DLC)

설계 상태

DLC
1.1

1.2

1) 발전

4) 정상 정지

5) 긴급 정지

6) 파킹(정지 또는 아이들링)
7) 파킹 중 고장 발생

8) 이송, 조립, 정비 및 수리

Vin≤Vhub≤Vout

U

N

F

*

Vhub=Vr

U

N

1.5

EOG1

Vhub=Vr 또는 Vout 전기 접속 단락

U

N

1.4
1.6

NWP

Vhub=Vr 또는 Vout 외부 전기 고장

EOG50 Vhub=Vr 또는 Vout
EWS

U

Vhub=Vr

U

N

Vhub=Vr 또는 Vout

2.1

NWP

Vhub=Vr 또는 Vout 제어 시스템 고장

U
U

2.2

NWP

Vhub=Vr 또는 Vout 보호 시스템 또는 내부 전기 고장

U

3.1

NWP

Vin≤Vhub≤Vout

F

NTM

Vin≤Vhub≤Vout

제어 또는 보호 시스템 고장

F

3.2

EOG1

Vhub=Vr 또는 Vout

U

4.1

NWP

Vin≤Vhub≤Vout

F

3.3

EDC1

Vhub=Vr 또는 Vout

4.2

EOG1

Vhub=Vr 또는 Vout

6.1

EWM

Vhub=Ve50

5.1

6.2
7.1
8.1

NWP
NTM

EWM

N

N

EDC50

2.3

N

U

1.8

ECG

U

Vhub=Vr 또는 Vout

Vhub=Vr 또는 Vout
Vin<0.7Vref

U

전력 계통 정전 가능성

Vhub=Ve1

제조자가 규정

•종단 풍속 Vout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
•DLC 설계 하중 케이스
•ECG 극치 코히어런스 돌풍
•EOG 극치 운전 돌풍
•EWS 극치 풍속 변화
•NWP 정상 풍속 프로파일 모델 하첨자 재현 주기 연수
•F 피로 U 극한
•N 정상 및 극치 A 이상
•T 수송 및 건설 * 피로에 대한 부분 안전 계수
출처: 한국선급(2008). 『풍력 발전 시스템의 기술 기준』.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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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부분
유형 안전 계수

ECD

1.9

3) 시동

NTM

Vhub=Vr 또는 Vout

기타 조건

1.3

1.7

2) 발전 중
고장 발생

NTM

바람 조건

Vref 값을 사용한다.
ECD 풍향 변화를 동반한 극치 코히어런 돌풍
EDC 극치 풍향 변화
EWM 극치 풍속 모델
NTM 정상 난류 모델

N
N
A
*
*

N
N
*

U

N

U

N

U
F

U
U

N
*

A
T

(2) 하중 : 허브의 설계에는 블레이드와 허브의 접점에서

은 크기 효과, 표면 조건 및 평균 응력을 고려해

발생하는 하중인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 수정되어야 한다. 특성값을 평가할 때 제한

(가) 블레이드와 허브 사이에 작용하는 전체적인 플

적인 데이터만 이용이 가능하면, 특성값은 95%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

래핑 모멘트
(나) 한 개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플래핑 전단력

(다) 피로에 대한 설계는 피로 시험과 누적 손상 해
석(cumulative damage analysis)에 근거한 방

(다) 리드래그(lead-lag) 모멘트, 블레이드의 출력 토

법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허용 응력을 이

크 및 자중
(라) 출력 토크를 발생시키는 리드래그 전단력

용하여 피로에 대한 설계를 수행할 경우는 허용

(마) 원심력

피로 응력에 적절한 안전 계수를 적용하여야 한

(사) 한 개 블레이드의 피칭 모멘트

다. 특정 사이클 수에 대한 피로 강도는 95% 이
상의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 피로 강도는 크기,
표면 조건 및 평균 응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3) 강도 계산
(가) 허브는 소성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성 영역

한다. 제한적인 시험 자료로 피로 강도를 결정

을 한계 상태로 가정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허용

할 경우는 피로 강도를 시험 자료에서 얻은 값

응력을 이용하여 설계하는 경우에는 최대 허용

의 95%로 한다.
(라) 유한요소법(FEM)으로 강도 해석 및 피로해석

응력에 적절한 안전 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피로 설계는 피로 시험과 누적 손상법에 기초를

결과를 강도 계산 대신에 인정할 수 있으며, 유

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설계가 허용 응

한요소법으로 강도 해석 및 피로 해석의 결과와

력 방법에 따를 때, 허용 피로 응력 범위는 특

그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

성값을 안전 계수로 나눔으로써 결정된다. 주어

여 승인받아야 한다.

진 사이클 수에 대한 파단 특성값은 생존 확률

(마) 볼트 연결 등과 같이 허브와 블레이드의 연결부

95%에 상응하는 응력 범위로 정의된다. 특성값

에 대해서는 적절한 강도 계산서를 제출하여 승

표 2-2. 하중에 대한 부분 안전 계수

바람직하지 않은 하중

하중 발생원

설계 상태의 해석 유형

공력

1.35

운전

N(정상 및 극치)

A(이상)

T(이송 및 설치)

1.35

1.1

1.5

중역

1.1/1.35*

열 영향

1.35

기타 관성력

바람직한 하중

1.25

1.1

모든 설계 상태

1.5

0.9

1.1

1.25

0.9

-

-

1.1
*계량된 질량이 아닌 경우

1.3

0.9
0.9
-

출처: 한국선급(2008). 『풍력 발전 시스템의 기술 기준』.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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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받아야 한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강도 해석

야 한다. 이 잠금장치는 인명의 안전을 위해

을 강도 계산 대신에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지보수, 수리 동안 고정되어야 한다.

경우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강도 해석 결과 보

•잠금장치를 블레이드 피칭 설비에 영구적으로

고서와 그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

설치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있는 잠금장치도 인정할 수 있다.
•회전 구동 형식은 로터 블레이드의 피칭에 필

(4) 재료 특성에 대한 재료 공법
(가) 허브와 타워에 전달되는 모멘트와 힘은 허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다음 세 가지 허브 형식이
일반적이다.

요한 토크를 회전 구동원의 모터로 발생시키
며, 토크는 구동 피니언에서 로터 블레이드에
고정되어 있는 링 기어로 전달된다.
•하나 이상의 유압 실린더로 작동되는 블레이

•무관절형 강체 허브: 외팔보 형태의 블레이드

드 피칭 설비는 로터 블레이드의 피칭에 필요

를 가진 형태로 모든 모멘트를 타워에 전달한

한 토크를 유압 실린더로 발생시키며, 토크는

다. 대부분의 풍력 터빈 허브는 무관절형에 속

유압 실린더의 피스톤 로드를 통해 로터 블레

한다.

이드에 고정된 연결점으로 전달된다.

•티터링 허브: 티터링 조인트에 의해 결합된 두
개의 블레이드를 가지고, 오직 면 방향(로터

•회전 구동 형식에 사용되는 피니언 구동축은
단강품이어야 한다.

회전 면적) 저작권에 모멘트만 허브에 전달한
다. 면 외 방향 모멘트는 전달되지 않는다.
•관절형 허브: 플랩 및 리드래그 방향에 자유
힌지를 갖고 있어 플랩 또는 리드래그 방향
에서 블레이드에 대한 기계적 구속 모멘트가
없다.

(나) 하중
•블레이드 피칭 설비의 하중 계산은 5장의 하
중 평가에 따른 설계 하중을 적용한다.
•정적 베어링 마찰 모멘트, 동적 베어링 마찰
모멘트를 고려해야 한다.

(나) 주물로 제조되는 허브는 응력 집중을 최소화할

•블레이드 피칭 설비가 작동하는 상황과 작동

수 있도록 형상이 변하는 곳에서는 완만한 곡선

하지 않는 상황 각각에 대해 정적 강도 계산을

및 필렛을 가져야 한다.

수행하여야 한다.

(다) 허브는 적절한 비파괴 시험을 이용하여 재료의

•피로 강도 계산에서는 하중 지속 분포(LDD:

내부 결함 및 외부 결함의 존재를 검증하여야

load duration distribution)와 하중 스펙트럼

한다. 또 용접 구조물의 경우에도 용접부의 내

을 고려하여야 하며, 블레이드 피칭 설비가 작

부 결함 및 외부 결함의 존재를 검증하기 위해

동하는 상황과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구분하

적절한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또 로터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관성
하중과 진동으로 인한 동적 하중을 고려하여

(5) 허브-블레이드 체결 형식을 선정
(가) 일반 사항
•블레이드 피칭 설비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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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회전 구동 형식에서 피니언과 링 기어의 강도
계산에 필요한 적용 계수는 1.0을 적용한다.

(다) 강도 계산
① 기어의 부하 용량

•볼트가 하중의 분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볼트
연결부에 대한 강도 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구동 피니언/링 기어와 피치 기어의 기어 강
도 계산은 ISO 6336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로 하중에 대한 계산은 ISO 6336-6에 따

(라) 베어링
•베어링에 대한 강도 계산은 주축에 동시에 작
용하는 최대 하중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르며, 이에 따른 강도 계산에 필요한 안전 계

•정적 강도 계산은 주축에 소성 변형이 발생하

수는 검사 기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는 것을 파괴로 가정하고 주축이 모든 하중에

따른다.

대해 탄성 영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검증하여

② 축과 연결 요소

야 한다.

•블레이드 피칭 설비의 피칭 구동축과 그 연결

•정적 강도 계산에 사용되는 허용 응력은 항복

부품에 대한 정적 강도 계산과 피로 강도 계산

응력 또는 0.2% 내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을 수행하여야 한다.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안전 계수(최소 1.1)를

•하우징과 회전 드라이브의 피니언 케이스에
대한 강도 계산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하
며, 가능하다면 정적 시험을 이용하여 극치 하
중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적용하여 허용 응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베어링을 주위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
록 적절한 밀봉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요 베어링과 가능한 경우에는 기어 이에 오래

•유압 실린더로 작동되는 블레이드 피칭 설비

된 윤활유를 제거하고 새로운 윤활유를 공급

의 경우에는 모든 하중 전달 구성부품과 연결

할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관리 주기를

요소에 대해 정적 강도 계산과 피로 강도 계산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설비를

을 수행하여야 한다.

갖추기 어렵거나 정기적인 관리가 어려운 경

•하중을 받고 있는 동안 인장력을 받는 스프링

우는 자동 윤활유 공급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요소는 하중 전달 및 안전 관련 부품의 프리스

•베어링은 구름 요소와 궤도 표면 사이에 항상

트레스 볼트 연결부에 대해 실질적인 보호장치

적절한 윤활유 막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로 인정하지 않는다. 보호장치로는 마찰 고정

•필요한 경우에는 로터 블레이드와 블레이드

장치(friction-locked elements)를 사용하여야

베어링을 최대 피칭 각도로 일정 시간 동안 회

하고, 마찰 고정 장치는 볼트 연결부가 느슨하

전시키는 시험 운전 등을 통해 요건에 대한 사

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접착형 보

항을 검증하여야 한다. ▲전기 구동 장치를 가

호장치는 온도, 표면 조건, 양생 시간 등에 따라

진 블레이드 피칭 설비의 경우에는 요건에 적

그 성능이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사용해서는 안

합하여야 한다. ▲유압 시스템은 요건에도 적

된다. 만약 접착형 보호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합하여야 한다. ▲구동장치와 제동장치는 블

경우는 접착 방법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

레이드 피칭 설비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성능

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접착부가 탈락되는 것을

을 가지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음 호: 동력 전달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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