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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설비�접지�및�피뢰�트러블�예방대책
• 고압회전기�예방진단�및�관리기술
• 전기저장장치�개발을�위한�요소기술의�이해(1)

최고의 튜브넘버링기와
광폭 라벨프린터기가 하나로!

at your side
PT-E850TKW

출시 기념 이벤트

내구성과 휴대성이 좋은 고급하드케이스
충전식 리튬 - 이온 배터리 증정
PT-E850TKW

(PC+키보드+모바일 겸용)

트윈�엔진

초고속�인쇄

최고의�편리성�및�휴대성

튜브와 라벨 별도의 엔진으로 각 기능 독립
사용 OK

최대 초당 라벨 60nm 튜브 40mm의 빠른
인쇄속도

7행의 백라이트 대형 LCD로 작업은 더욱 쉽게
충전식 배터리로 어디서든 OK

컴팩트한�디자인

키보드로�인쇄

PC로�인쇄

모바일로�인쇄

탈부착식 키보드로 공간 효율성 극대화

편집용 키보드 장착

브라더 전용 편집프로그램 무료지원

브라더 전용 무료앱 지원

판매원

제품�구입문의 www.oklabel.kr

대리점�문의 031.567.9919

종로 02-2269-0730
안산 031-508-0011
구미 054-472-8959
부산 051-807-7321

구로 02-2618-0725
인천 032-589-1122
대구(산격) 053-604-4321
창원 055-295-9978

안양 031-479-3516
천안 041-573-5960
성서053-582-5556

광폭라벨�인쇄
6-36mm 라벨 카트리지 사용 OK
최대 인쇄높이 증가로 더 뛰어난 가독성 보장

시흥 031-431-3973
대전 042-670-6630
교동 053-423-2264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주)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3(삼성동, 백영빌딩 4층) TEL 02.572.4350 / FAX 02.572.4368 / www.brother-korea.com

Noise Premier Solution
설비의 HW 그리고SW 진단분석에 의한 장비운용 최적화와
최고 효율 달성을 위한 해결사 Noise Premier Solution.
■ Noise Premier Solution

■ 생산 및 취급품목

•최고 성능의 접지 설계 엔지니어링

•XIT 서지저접 감지시스템

•최적의 전자계 노이즈 진단 분석 제안

•전력 및 통신용 서지보호기(SPD)

•최상의 설비 보호의 토탈 솔루션 제공

•접지모니터링 시스템
•Transient Surge 보호설비
•NCT(Noise Cut Transformer)
•전력용 보호계전기(SEPAM)
•PQ 측정 분석 장비

접지 및 서지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본

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7-19 LNP센터 5층
TEL : (031)384-1091(代)
FAX : (031)384-2177

현대 전기방호시스템의 솔루션

NEW

Exx-Series

FLIR

™

첨단 열화상 이미징
완벽한 재구성
FLIR는 Exx-시리즈를 완벽하게 재구성하여 권총형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
중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 분해능 그리고 감도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신제품 Exx-시리즈 카메라는 송배전 및 기계 시스템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탐지하여 조치함으로써 설비의 안전과 생산성, 가동률을 높이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FLIR Exx-시리즈 열화상 카메라의 기본 사양
• 착탈식, 자동 교정 렌즈
• 최고 464x348(161,472) 픽셀의 적외선 분해능
• 최고 수준의 MSXⓇ 화질 개선

기계적인 문제의 신속한 탐지

• 픽셀 4배의 분해능을 제공하는 UltraMaxTM
• 25% 더 밝아진 4” 대형 화면
• 고속 응답성의 인터페이스
• 더욱 향상된 측정 데이터 정리 및 보고서 작성 기능

(주)플리어시스템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1층 (대치동, 해성2빌딩)
Tel:(02)565-2714~7 Fax:(02)565-2718 E-mail:flir@flirkorea.com

전기 결함을 쉽게 탐지

www.kemc.co.kr

땀과 열정, 장인 정신으로 만든
최고의 전기기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공동상표

KAS V체크마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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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뢰기류
•콘덴서
•케이블 및 접속재

※ 상기 이외의 기계기구와 보호장치

인증획득의 혜택
• 자가용수전설비 사용전검사시 제작사 자체시험 성적서 인정

전기조합은 조합원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판로확보, 인증 등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개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38 (야탑동 191) Tel. 031-724-6100 | Fax. 031-704-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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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년인사회 개최

제56차 정기총회 및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알림
제56차 정기총회 및 제1차 정기이사회를 아래와 같
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제56차 정기총회
-일

시 : 2018년 2월 22일 (목) 15:00~

-장

소 : 전기조합회관 5층 대회의실

- 주요안건 : 2017년도 결산과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
■제1차 정기이사회

우리조합은 2018.01.11(목) 조합 대강당에서 “2018

-일

시 : 2018년 2월 8일 (목) 16:00~

-장

소 : 전기조합회관 3층 중회의실

우수단체표준 인증업체 추가

년 신년인사회”를 열어 친목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이
날 신년회에는 장세창 전기산업진흥회장, 양규현·원
일식 전임이사장, 전기관련단체장과 전기공업인 원로
등 조합 회원사 1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곽기영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기존 건물에 설치된
수배전반, 변압기 등 내구연한을 초과한 기자재에 대
해 교체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안을 관계당국과 협의,
임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셨으며, 「이택
상주」라는 사자성어와 같이 “두 연못이 이어져 있으면
서로 물을 대주어 어느 한쪽만 마르는 일이 없는 것처

우리조합은 2018.1.26(금) 단체표준인증 운영위원회

럼 상생협력을 통해서만 서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

를 개최하여 (주)중앙전기를 분전반 단체표준 인증업

다.”하시면서 “우리 앞에 닥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선

체, 대한기술(주)을 태양광발전장치 단체표준 인증업체

이택상주의 정신이 절실하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로 추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조합의 단체표준 인

또한,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신기술개발

증을 받은 업체는 배전반 74개사, 변압기 7개사, 발전

과 더불어 미래를 준비하는 설계가 필요하며, 과감하

기 10개사, UPS 7개사, 태양광발전장치 20개사입니다.

고 꾸준한 기술개발과 품질경영을 통한 정도경영으로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되자”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양규현 전임이사장과 장세창 전기산업진흥
회장의 새해 덕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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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관련 안내는 조합 ‘홈페이지(www.kemc.co.kr) → 품질인증 →
단체표준인증(EQ)’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는 전기조합 안호균
주임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724-6162)

2018년도 해외전시회, 촉진회 참가계획 안내
우리조합 2018년 해외전시회 및 촉진회 참가계획을 알려드리며,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시회 명

전시기간 및 장소

지원처

비고

3. 6 ~ 3. 8(3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중앙회

참가기업
확정

4. 17 ~ 19(3일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콜로라도 컨벤션센터

한전
조합, 진흥회 공동주관

참가기업
확정

5. 23 ~ 25 (3일간)
일본, 오사카 Intex hall

조합

2월
모집예정

요르단(암만), 터키(이스탄불)
수출촉진회

7. 9 ~ 7. 13
요르단(암만) 7. 9 ~ 10
터키(이스탄불) 7. 12 ~ 13

한전

-

말레이시아 아세안 Mechanical & Electrical Engineering Show
www.aseanmne.com

7. 17 ~ 19(3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중앙회

-

9. 12 ~ 14(3일간)
베트남 호치민 SECC

한전

-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전력
컨퍼런스 및 전시회 (CEPSI)

9. 17 ~ 22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한전

-

제6회 미얀마 국제 전기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전
www.electricmyanmar.com

10. 11 ~ 13(3일간)
미얀마, 양곤, Mindama

한전

-

11. 6 ~ 8(3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Messe Wien

한전

-

2018년 두바이 전력 및 에너지 박람회
www.middleeastelectricity.com
IEEE PES(Power & Energy Society)
송배전 전시회
www.ieet-d.org
일본 전설공업전 참관
jecafair.jp

제7회 베트남 송배전 및 전기설비 전시회
www.electricvietnam.com

유러피안 유틸리티 위크
www.european-utility-week.com

※ 문의처 : 기술연구소 전석현 차장(전화 031-724-6148)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주)정인시스템 유신하 대표이사 모친상[1/2(화)]

•새한기전공업사 조종규 대표 장남결혼[1/21(일)]

•유일전기(주) 성기상 대표이사 본인상[1/7(일)]

•(주)이엘텍 조덕자 대표이사 장남결혼[1/27(토)]

•(주)비츠로테크 유병언 대표이사 모친상[1/8(월)]
•(주)중양전기 조성필 대표이사 모친상[1/8(뭘)]
•이오전기 최정은 대표 부친상[1/10(월)]
•(주)영신엔지니어링 신영준 대표이사 빙부상[1/17(수)]
•(주)이레이티에스 이권호 대표이사 빙부상[1/25(목)]

전기정보 | 2018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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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 조합원
업체명

대표자

주생산품

소재지

가입일

(유)다온시스

유진순

수배전반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M동 1803호

2018. 1. 2

(주)조양파워텍

김영임

수배전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89번길 11

2018. 1. 23

동호회 동향
•한국전기공업인 산악회 제321회 산행 안내
- 일 시 : 2018년 2월 17일(토) 오전 10시
- 장 소 : 북한산 둘레길(만남의 장소 : 3호선 녹번역 2번출구)
•한국전기공업인 골프회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혹한기로 인하여 진행하지 않고, 2018년 모임은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2018년 1월 공동판매 사업 계약(발주) 현황
다수공급자 계약
(단위 : 천원)
품목

건수

금 액(VAT별도)

배전반

1

73,527

분전반

1

47,461

전동기제어반

1

1,510

무정전전원장치

1

6,000

합계

4

128,498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한국전력공사 변압기)
(단위 : 천원)
품목

발주 수량(대)

발주 금액(VAT별도)

고효율주상

4,114

5,599,558

아몰퍼스주상

2,376

1,954,592

내염형주상(스테인레스)

725

1,027,116

컴팩트형지상

235

1,913,750

7,450

10,495,016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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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뉴스

현대일렉트릭, 저압인버터 HiD500 출시

또한 부하기기가 보
다 안정적으로 최적
의 효율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전압과 전
류 제어성능을 업그
레이드 시켰으며, 기
존 제품보다 넓은 입
력전압 범위와 DC리
액터와 EMC 필터를
표준 내장하도록 하
여 고객의 전원 환경
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고객의 사
현대일렉트릭이 “모터, 팬, 펌프 등 산업자산의 에너

용자 환경(UI, User Interface) 개선을 위하여 대화면

지 비용을 절감하고 산업기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가동

LCD화면을 적용하여 운전상태 그래프 등 다양한 운전

시킬 수 있는” 산업용 저압 인버터 신제품 “HiD500”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버터 시뮬레이

출시했다.

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운전 데이터를 손쉽게 저장할

지난달 17일 현대일렉트릭은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
넨탈 호텔에서 주요 건설사와 부하기기 업계 관계자

수 있어 문제 발생 시 빠른 조치와 동시에 향후 빅데이
터 분석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등 고객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업용 저압인

HiD500은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제품의 운전상태 및

버터 총 40개 모델에 대한 신제품 출시 및 발표회를

기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IoT기능을 강화하였다.

열었다.

해당 제품은다양한 통신프로토콜을 기본적으로 내장

이번 신제품은 헝가리에 위치한 H-TEC(헝가리
기술센터)에서 자체 개발된 제품으로 산업용 인버

하고 있어, 어떠한 상위 시스템과도 연동이 가능하도
록 편의성을 높였다.

터 시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상

한편, 현대일렉트릭은 신제품의 CE, UL의 국제 인증

220V/440V 전압, 0.55~132kW 용량의 저압 범용 시

을 획득하여, 독자기술을 통하여 해외시장 공략에도

장을 겨냥하여 개발한 제품이다.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KEMC

전기정보 | 2018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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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투자, 금융상품 및 비즈니스 모델(2)

3. 자본시장 상품

다. 그린본드는 차입자가 비은행계 기관으로부터 상대
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대규모 장기금융을 조달할 수 있

기술 비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재생에너지 투자 프

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린본드의 지속적인 성장

로젝트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잠재력은 지금까지의 성공이 발행기관의 높은 신용등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급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린본드(Green bonds)와 일

2015 년에는 그린본드 라벨이 붙은 자금 41.8억 달

드코(Yieldco)는 두드러진 두 가지 혁신적인 메커니즘

러의 절반 정도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입됨으로

이다. 이들이 부상한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조

써 재생에너지가 그린본드 세계에서 가장 큰 부문이

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약속과 민간 부문의 재생

되었다 (IRENA, 2016f). 2016년에는 첫 10개월 동안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한 수

62억 달러 이상의 그린본드가 발행됨으로써 기록적인

단은 시장에서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하고 자본 비용

한 해가 되었다(그림 4 참조). 그린본드에 대한 관심은

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특히 인도와 중국이 주도하는 신흥시장에서 급속하게

새로운 부류의 자본 제공자에게 기회를 열어준다.

높아지고 있다(참고 4). 가장 최근에는 멕시코와 브라
질이 2016년 12월에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그린본드
그린본드는 기관투자가가 자본시장에서 재생에너지
자산에 투자하는 수단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

일드코(Yieldco)
일드코 구조는 2014년에 에너지 유틸리티와 다른 재
생에너지 자산 소유자가 신규
프로젝트를 개발, 투자 및 구현
하기 위해 대자대조표에서 운영
자산을 분리하기 위한 옵션으로
만들어졌다. 전형적인 일드코 구
조에서 기관은 자신이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신규회사로 운영
가능한 재생에너지 자산을 완전
히 이전한다. 신규 법인은 그 이
후에 등록되며, 주식 발행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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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limate Bonds Initiative (2016a); 재생에너지 투자 장애 해소: 위험완화와 구조화된 금융의 역할(IRENA, 2016f)에 기반한 수치로부터 갱신했음.

[그림 4] 글로벌 그린본드 시장과 재생에너지 점유율, 2008-2016

해 신규자금을 조달하는 반면, 모회사는 통상 일드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Konrad, 2015).

의 중요한 소주주로 남는다. 일드코는 모회사로부터

결과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다.

안정적인 운영자산 구입을 통해 성장하면 기관투자가

그러나 2016년 말경 여러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급락

는 기업에 직접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운영 가능한 재

과 2015년 일부 모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

생에너지 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IRENA, 2016f).

고 미국 일드코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신호가 있

2015년에 미국의 일드코 주가가 평균 40% 급락하면

었다. 2016년에는 많은 일드코들이 비록 규모가 이전

서 많은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다. 일드코는 고가로

보다 훨씬 작긴 했지만 신규주식을 발행한다는 계획

주식을 공모할 수 없었고, 배당금을 늘리기 위한 안정

을 발표했다. 2015년 이전의 기간과는 달리 2016 년

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자산을 확보

의 초기 공모는 보다 현실적인 가치 평가를 반영한 것
으로 간주된다. 일부 일드코가 개방시장에서 프로젝
트를 획득하는 성장 잠재력을 보여줌으로써 일드코
들은 다시 미국 풍력발전 자산을 인수하기 시작했다
(Bloomberg, 2016b).

4. 기관투자
기관투자가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잠재적
인 주요 자본원(capital source)으로 고려된다. OECD
는 2013년 선진국의 기관투자자 자산 90조 달러
전기정보 | 2018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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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인도와 중국의 그린본드 시장
인도의 그린본드시장은 2015년에 이미 11 억 달러를 돌파했고, 2016년에는 8월말까지 8억 달러에 이르는 등 빠
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5년 2월 예스은행이 처음 그린본드를 발행한 이후 인도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Indiaa)과 산업개발은행 (Industrial Development Bank of India)도 그린본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그 이후
인도시장은 풍력 프로젝트 개발사가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기업 그린본드를 발행했는데 이 기업그린본드는 인도
최대 전력회사에서 발행했으며 런던증권거래소에 등록될 예정이다(Climate Bonds Initiative, 2016b, 2016c, Mittal,
2015).
인도 그린본드시장이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녹색 금융 메커니즘을 지원하려는 인도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 인도는 2016년 1월 인도증권 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에서그린
본드 발행을 위한 공식적인 요구사항을 발표함으로써 그린본드 발행을 검토, 보고 및 추적을 위한 지침을 수립했
다(Norton Rose Fulbright, 2016).
중국은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그린본드 시장이다. 중국의 그린본드 발행사는 2016년에 주도적으로 발행을
시작하여 첫 9개월 동안 총 물량의 약 1/3을 발행했다(China Economics Net, 2016). 중국정부는 그린본드 보험에
대해 세금면제나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조달비용을 줄였으며 현재 국가표준 및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2015년 12월에는 중국인민은행 산하 중
국재정금융학회의 녹색재정위원회(Green
Finance Committee)는 Green Bond
Endorsed Project 카탈로그를 출판했다.
이 프로젝트 카탈로그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기업이 녹색 자격을 얻는 기준을 제시한다
(Norton Rose Fulbright, 2016). 2016년 9월
에는 인민은행(중앙은행)이 그린본드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중국에서 가장
큰 국가소유 상업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이
2016년 9월에 중국의 공공기관이 발행할 최
초의 녹색 "커버드본드"에 대한 계획을 발표
하도록 만들었다. 채권은 중국인민은행의 그
린본드 가이드라인과 국제채권원칙에 부합
해야 한다(Kidney, 2016). 이러한 구조는 발
행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어(ICMA, 2015), 국
제 투자자들이 급성장하는 중국 그린본드 시
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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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15) 중에서 매년 2조 8,000억 달러가 재

주로 연금 기금이 주도하였으며 11억 달러에 달했다.

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탄소 포집 및 저장이 가능한

2016년 상반기에 연금 기금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원자력 및 화석 연료 플랜트를 포함한 저탄소 에너

에 대한 직접 투자금액은 2015년 연간 투자금액을 상

지 프로젝트 에 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했다(BNEF, 2016b). 네덜란드의 PGGM, 덴마크의

(Kaminker and Stewart 2012).

PKA, 스웨덴의 AMF, 영국의 런던 연금기금 관리공단

거래비용을 감안하면 청정에너지에 대한 많은 재생에

(London Pension Fund Authority)과 그레이터 맨체

너지 프로젝트는 대개 수억 달러의 거래에 관심이 있

스터 연금 기금(Greater Manchester Pension Fund)

는 기관투자가에게는 너무 규모가 작다. 여러 프로젝트

등 일부 유럽 연금기금은 각국에서 육상 및 해상풍력

를 더 큰 번들 또는 포트폴리오로 종합하면 한계 크기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했다(BNEF, 2016b). 이들 연금

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다시 프로젝트 전반

기금은 건물, 총자산 및 매각자산에서 높은 수익을 창

에 걸쳐 표준화와 공통적인 재무구조를 필요로 한다.

출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플랜트를 소유함으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OECD 국가의 연금
기금 자산의 1 % 미만에 불과하며, 재생에너지 인프라

써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Baker, 2015).

에 대한 투자는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몇 년 동

또한 선진국의 일부 연금 기금 내에서 신흥시장의

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약속은 증가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이것

있다.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동향으로는 선진국 연금

은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강력한 지원정책 등 우호

펀드의 자국 내 투자 증가, 특히 유럽 내 및 신흥시장

적인 경제정책에 힘입은 것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으로의 확장, 그리고 일부 개발도상국의 연금펀드 중

에서 두 번째로 큰 연금인 CDPQ는 2016년에 향후 3

그린본드 투자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년간 인도의 재생에너지 부문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
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Vyas, 2016년), 30 개의

선진국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호주 연금 기금이 소유한 호주의 IFM 인베스터스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기관투자의 투자가 가장

라틴아메리카에 투자하고 있는 Pacific Hydro(중국의

적극적으로 진행된 지역은 풍력에너지 프로젝트가 주

State Power Investment Corporation에 의해 인수되

요 초점이었던 유럽이다. 2015년에 기관투자가(예: 직접

었다)를 통해 재생에너지(수력발전 및?풍력발전)에 투

투자 및 프로젝트 채권)가 유럽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하고 있다(Inderst, 2015).

에 투자한 총 투자는 2014년 6억 5천만 달러에서 기록
적인 70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BNEF, 2016b).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기관투자가들을 통한 투자

증가는 주로 프로젝트에 대한 낮은 부채 비용에 힘입어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연방의 기관투자자들은

그 해에 기관투자가가 프로젝트 채권(재생에너지와 같

2013년에 약 6조 5천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은 특정 기후 관련 프로그램 또는 자산을 감독하는 별도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국부펀드와 뮤추얼펀드뿐만 아

의 회사 또는 특수 목적 차량으로 수익금을 이전하는 녹

니라 연금 및 보험 기금이 포함되며 대부분이 해당국

색 채권 유형)을 통해 투입한 20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내에 투자된다(PPIAF 및 World Bank, 2014). 이들 투

높은 투자금액에 기인한다(BNEF, 2016b).

자자들은 매우 적은 규모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지만

직접 투자는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급속
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관투자가의 직접 투자는

미래시장에서 이들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점점 더 중
요한 자본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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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흥시장에서 은행의 재생에너지 투자 비중은

어서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투자 비중보다 높다. 이는 은행 금융이

이 섹션에서 강조하는 세 번째 떠오르는 비즈니스 모

신흥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프라 금융의 큰 부분을

델에는 기업의 직접 투자 및 전력구매협약(PPA)과 같

차지하기 때문이다(예: 중국과 인도). 또한 신흥 시장

은 다양한 수단을 통한 재생에너지 기업 소싱이 포함

을 기반으로 하는 기관투자자는 유럽과 미국의 투자

되며 재생에너지 금융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자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낮다(기후채권 이
니셔티브, 2016d).

임대

신탁의무는 수혜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임대 모델에서 고객은 회사와 계약하여 재생에너지

신중한 결정을 보여줘야 한다. 이는 신흥시장에서 국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스템 임대료 또는 발전된 kWh

내 기관투자가의 투자가 적절한 리스크 조정 수익을

당 고정요금을 지불한다. 계약에 따라 임대회사는 시

창출하는 시장에 관리된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

스템의 허가, 설계,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을 의미한다. 이러한 투자는 기관의 특정 선거구, 유

질 수 있다.

동성 요구 및 부채에 적합해야 한다(OECD, 2015).

이 모델은 대규모 초기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시스

자국 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숙하고 기록이 축적되

템을 설치할 수 있고 장기간 전기요금을 고정시킬 수

면서 신흥시장의 일부 연기금은 재생에너지에 더 많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은 관심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가 이

임대회사가 선정되면 부동산 소유자는 시스템 조사

루어지려면 위험/수익 프로파일 및 장기 파이프라인

및 설치 준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계약에 따라

을 개선해야 하며 매력적인 투자 등급의 프로젝트가

고객은 임대기간 만료 시 시스템을 구매하거나 계약

필요하다. 각국 정부는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

을 연장하거나 시스템을 무료로 철거할 수 있다. 그

을 조성함으로써 이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대가로 리스회사는 보증된 구매자를 장기간 고정 가

기관투자가들이 자본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

격으로 확보하여 충분한 투자수익을 보장하고 자금조

도록 할 것이다.

달 용이성을 향상시킨다. 기업은 여러 고객과 협력하
여 자금조달, 시스템 비용 및 운영에서 규모의 경제

5. 떠오르는 사업모델들

를 실현할 수 있다.
임대는 채택 장벽을 낮춤으로써 고객집단을 극적으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재생에너지 금융을 변
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투자자가 재생에너지

임대는 이 10년간의 초기에 재생에너지(특히 태양광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PV) 분야에서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으며, 유럽(예: 이

모델들 중 일부는 혁신적이며 일부는 재생에너지 분

탈리아, 스페인 및 포르투갈) 및 특히 미국시장을 확

야에서는 새로운 것이다. 임대는 투자자와 분산된 PV

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Tabernacki, 2012). 임대는

설비 사용자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였고, 증권화를 통

2010-2011년에만 태양광 PV 부문에 수십억 달러의

해 대규모 기관투자가를 시장에 끌어들이고 있다. 비

기관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에서 태양광사업을 혁

슷한 방식으로 ESCO (Energy Service Companies)

신했다. 2014년 미국의 태양광주택시장의 72%를 임

는 대규모 재생 가능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금융을 포

대가 차지했다(GTM Research, 2015).

함한 기타 장기적인 위험을 극복하고 전력부문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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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했다(Navigant Resear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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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택시장에서의 임대 점유율은 정점에 이른 것

으로 보인다(시스템 비용이 감소하고 대출 옵션이 더

때 해당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채 비용 전액을

매력적으로 됨에 따라 대출 및 직접 소유권이 더 큰

ESCO 업체가 투자하고, 시설투자 후 여기서 얻어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모델은 다른 곳에서 인기를

는 에너지절감예산(전기요금 절약분)에서 투자비를 일

얻고 있으며 유럽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 태

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상환 받는다.

평양 및 최근에는 아프리카로 확장되고 있다(GTM

경우에 따라 ESCO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재생에너

Research, 2015, GTM Research, 2014, REN21,

지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고객은 높은 선행 자본 지

2015). 예를 들어, 독일의 대규모 유틸리티 업체들은

출 없이 예측 가능한 에너지 절감과 고정 요금으로 재

최근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태양광

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발전 시스템을 임대하기 시작했다(Steitz, 2014).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절감을 보장하고 절약된 전기량

임대는 상업용 및 산업용 마이크로그리드 애플리케

에 대한 사용자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ESCO는 성과와

이션을 위한 에너지저장 시스템과 태양광 PV 페어링

운영위험을 효과적으로 흡수한다. ESCO의 에너지 절

(Cichon, 2015)과 같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및 기술

감량과 자금조달 비용은 다수의 계약자들을 성공적으

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또한 임대 모델을 소규모 분산

로 묶어 위험을 분산하는 것과 함께 에너지효율 개선

풍력 발전에 적용하면 시장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

수단을 구현하는 전문지식에 크게 좌우된다.

다(Groom, 2016).

ESCO 모델은 기업들이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
하고자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에너지비용 상승을 해소

에너지서비스 회사

할 수단을 찾았던 1970년대에 처음 나타났다. 이 모

ESCO는 에너지서비스회사, 즉 에너지절약전문기

델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매우 적합하며 산업 및 대형

업을 말하며, 특정건물에 에너지 절약시설을 투자할

기관용의 대규모 시설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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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행투자금액이 크고 투자회수기간이 대부분의 에

개 기업이 Corporate Renewable Energy Buyers'

너지 효율 개선 수단보다 긴 대규모 재생에너지 난

Principles에 서명했다(WWF 및 WRI, 2016 년). 81 개

방 시스템 설치에 대한 주요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

이상의 주요 기업이 100 %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

(Markogiannakis et al, n.d.; US EPA, 2013).

기로 한 기업의 글로벌 및 협력 전략인 RE100에 참여

이 모델은 ESCO가 남아프리카의 프리토리아에 대

하였다 (RE100, 2016).

규모 태양열 온수난방시스템을 설치한 2005년 이후

두 가지 역학이 전기시장에서 이러한 발전을 주도하

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의 10

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기업들은 장기 고정비 계약

년초까지 ESCO는 유럽 일부, 특히 바이오매스를 이

을 확보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부터 전력을 공급함

용한 지역난방에서 그리고 점차 태양열 난방에서 발

으로써 기후 및 기업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고자

전되어왔다(Pantaleo, 2011; Bertoldi et al, 2014). 태

한다. 공급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자들과 투자자들

양열 시스템이 성숙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됨에

은 장기적인 전력 고객 기반을 전력회사 너머로 다양

따라 태양열 ESCO는 금융 및 기타 장기적인 위험

화함으로써 구매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을 극복하기 위한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한다
(Schubert and Putz, 2014).

기업 소싱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직접투자, 인증서
및 PPA 조달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WRI,

ESCO는 또한 성장하는 태양열 냉각산업에서 중요

2016). 후자의 경우 회사는 전통적으로 유틸리티 업

한 역할을 한다. 201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열

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발전 자산을 소유한 회사

냉각장치가 미국 남서부 지역에 설치되었다. 그것은

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미국의 기업 재생에너지

ESCO 프로젝트로 지어졌으며, ESCO는 시스템을 소

(전력용량 기준)는 2012년 이후 매년 두 배로 증가하

유하고 운영한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 특히 프로젝트

여 2015년 말에는 3GW를 상회했다(RMI Business

자금 조달을 위한 후원자를 찾지 못해 회사는 새로운

Renewables Center, 2016). 이 수치는 2025년까

기금 조성 모델을 고안했다. 개인투자자는 고정이자

지 60GW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BA,

대출금을 조성하여 개인은행이 시스템의 상당 부분

2016). 그 외의 지역에서는 브라질, 인도, 멕시코, 싱

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SCO는 자금을 지원

가포르,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재생

받아 20년 동안 냉각 에너지를 공급한다. 또한 태양열

에너지 조달계약으로 기업 소싱은 증가하고 있다

냉각장치가 특히 최대부하시간(EuroHeat & Power,

(BNEF, 2016c).

2015) 동안 그리드에 제공하는 피크완화에 대해 지역

기업의 전기조달전략은 재생에너지 채용을 가속화

유틸리티로부터 성과 기반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중국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재생

과 싱가포르의 일부 대형 태양열냉각설비는 ESCO로

에너지 조달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같은

운영된다(Schubert, 2013).

장벽을 해소하고 에너지 시장을 제3자 판매에 개방할
필요가 있다.

기업 소싱
최근 몇 년 동안 대기업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자발

6. 결론

적인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2016년 말까지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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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 중 40%가 청정에너지 목표를 세웠으

2016년 이후로 매년 재생에너지 투자가 크게 증가

며 (WWF e tal, 2014), 시장자본이 15조 달러인 51

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이 둔화되었고 총 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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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규모에 이르지

인될 것이다.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투자는 전력 부문에 대한 것이

이것은 부분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정책으로 인한 좌

었다. 전력 부문의 투자가 계속 증가할 필요가 있지만

초자산의 위험에 기인한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가열, 냉각 및 운송에 대한 투자는 대규모 확장이 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감안할 때, 기관투자가를 유치

요하다. 민간 부문이 새로운 투자의 몫을 제공해야 하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번들 또는 포트폴리오로 종합

기 때문에, 정부는 제한된 공공자원을 사용하여 민간

하여 임계 크기에 도달해야 한다.

투자를 촉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

위험 완화 수단은 투자자들에게 보장을 제공하고 높

분야에서의 투자 증가를 가속화 할 수 있다. 재생에너

은 위험 프리미엄이 없는 재무 규모를 증가시키는 데

지 프로젝트에 임대 및 ESCO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한 자신감을 구축하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동원

새로운 국가와 기술로 꾸준히 확산될 것이다. 재생에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위험 완화는 지열 에너지

너지가 점점 더 비용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

의 초기 프로젝트 개발에 특히 중요합니다. 지열 에

급을 계속 제공함에 따라,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발전

너지는 탐사와 시추를 위해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는

자산을 조달하는 구매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투자가 필요하다. 외환 위험을 감당하기 위한 통화

수행하고 있다.

위험 보장 및 유동성 준비금과 같은 금융상품의 제공

이러한 추세가 가속될 수 있으려면 정책 입안자와

또한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

공공금융기관은 타게팅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민

을 사용함으로써 공공기금은 자본 비용을 줄이고 재

간 부문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린본드

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데 가장

발행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는 중국과 인도의 예에

효과적일 수 있다.

서 볼 수 있듯이 상당한 규모의 새로운 투자를 유치

그린본드와 일드코와 같은 새로운 자본시장 상품은

할 수 있다. 정부 주도의 금융 메커니즘은 초기 단계

새로운 투자자 그룹이 재생에너지 투자 기회에 접근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하고 대출보증을 제공하여 자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용 자금을 확대하는 데 도움

본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

이 된다. 연금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들은 재생에너

기 위한 전략은 개발금융기관, 기후금융기관, 사모펀

지 분야에서 점점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지만 여전

드, 기관투자가, 수출신용기관 및 녹색 및 상업 은행

히 투자 잠재력은 여전히 미개발 상태에 있다. 이들

등 광범위한 공공 및 민간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투자기관들의 투자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견

가 필요하다. KEMC
전기정보 | 2018년 02월

23

정책

2018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어떤 사업에 얼마나 지원되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올 신규지원 계획 발표해
에너지 수요관리, 저장기술, 스마트그리드 등 중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18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기술 개발 사업은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
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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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공급 기술 ▲에너
지 수요관리 기술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에너지 공급 기술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원

자력 핵심기술 개발, 청정화

형원전, 설계, 핵심부품, 원자력연료 기술), 원자력 발

력핵심기술 개발, 첨단제품

전 분야 기술 혁신 프로젝트가 있다. 예산은 지난해보

전후방 산업의 순환자원 이용

다 다소 줄어든 621억 원이 책정되었다.

기술개발 등이 포함되며 에너

자원개발(Natural Resources Development)은 자원

지 수요관리 기술은 에너지

개발 분야의 글로벌 최고수준 기술력 보유를 목표로

수요관린 핵심기술개발, ESS

한다. 사업별 프로젝트에는 석유 가스 개발 기술과 광

기술 개발, 멀티터미널 직류

물 금속 개발 기술, 석유 가스 광물 개발 서비스 기술

송배전시스템개발, 스마트그

등이 구성되며 역시 지난해보다 감소한 189억 원의 예

리드 핵심기술개발, 에너지안

산이 책정되었다.

전기술개발 등이 대상이다.

청정화력(Clean Thermal Power)은 석탄화력발전 및
복합화력발전 플랜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고효율, 친
환경 화력발전 플랜트를 구축하는 목표이다. 사업 프

첨단제품 전후방 산업의
순환자원 기술 개발
신규로 지원

로젝트는 고효율, 친환경 청정화력발전, 청정석탄화력
을 위한 혁신 기술, 청정화력발전 실증테스트 구축 등
이 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225억 원)보다 늘어난
239억 원이다.

신재생에너지(Renewable

첨단제품 전후방 산업의 순환자원 이용기술개발 사

Energy)는 청정에너지 기반

업은 올해 생긴 신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자원순환산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업의 4차 산업혁명에서 전후방 산업 역할 제고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청

희소금속 고순도화 및 스마트화 제품에 대한 재제조산

정기술 수출을 통해 에너지산

업 확산이 목표이다. 올해 1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

업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목표
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수소
에너지, 석탄, 바이오 에너지,
수력, 해양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태양열, 지열, 수열,
신재생에너지 융합 등이 있다. 올해는 지난해(2038억
원)보다 증가한 207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원자력(Nuclear Power)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안정된 전력공급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의의를 둔다.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사업에는 원자력발전소 안정성을 향상시켜 가동
원전 운영기술을 선진화하는 프로젝트와, 원자력발전
소 설비 및 운전성능을 향상하고 원전 선진화 기술(신
전기정보 | 2018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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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방산업용 순환자원 기술개발은 4대 전략 희소금

올해 88억 원이 투입된다.

속의 품질 수준을 정부 비축규격까지 향상된 기술수준

3D/4D 물리탐사연구선 건조사업도 신규 사업이다.

을 확보한다는 프로젝트이다. 또한 자동차 전자화부품

고기능 3D/4D 물리탐사연구선 건조를 통한 국내 자원

및 제품,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탐사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18억 원이 지

인증기준, 인증제품 확산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통

원된다.

한 매출 증대를 기대할 계획이다.
에너지자원순환(Energy Resources Recycling) 사업
은 산업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 이용을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개발에 초점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 자원 사용량

26

을 원천감축하고 순환형 산업경제구조를 실현하는데

에너지 수요관리(Energy Demand Management) 사

목표가 있다. 금속자원 회수 및 사용량 저감, 대체기술

업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수요관리 융

개발과 에너지 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 개발에

합, 온실가스 감축, 가스 안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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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젝트는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수요관리

오른데 이어 올해도 459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이 사

융합, 탄소 포집 저장 활용(CCUS), 수소환원제철 공정

업에는 스마트센서, 전력통신망, 플랫폼 등의 IoT 활용

사업(신규) 등이 있다. 에너지 효율을 올리기 위한 기

송배전 기술이 포함되는 에너지저장 핵심 기술과 고창

술에는 산업공정의 에너지 다소비기기, 건물 에너지,

한전 전력시험센터 내 태양광, 풍력 연계 및 FR용 ESS

산업기기 등의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이 포함된다. 또

상용모델 검증이 들어가는 전력 피크대응을 위한 ESS

한 에너지 수요관리 융합에는 산업체, 공동주체 등의

실증연구 사업이 있다.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는 커뮤니티 부하관리 및 효율화

멀티터미널 직류송배전시스템(Multi Terminal HVDC

기술이 있다. 수소환원제철 공정 사업에서는 온실가스

System)은 전력수급 안정화 및 송전선로 증설 문제 해

감축 신공정 기술을 개발한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다

결을 위한 전압형 직류 송배전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

소 오른 1858억 원이다.

는 사업이다. 프로젝트는 전압형 HVDC 기술 개발 및

에너지 저장 기술(Energy Storage System)은 에너지

실증을 통해 국내 트랙레코드를 확보하고 확보된 기

저장시스템 부품 소재 국산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술을 바탕으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을 상대로

주안점을 둔 사업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력 시스

하는 해외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지난해 신규 사업

템을 구성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52억원)으로 한데 이어 올해는 다소 늘어난 88억 원

대형 에너지저장 시스템(ESS)을 실증한다. 이 에너지

이 투입된다.

저장 기술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381억 원)부터 대폭

IoT 활용한 지능형 전력 기술 확대

2018 에너지기술개발 핵심 사업
주요 에너지기술개발 사업

주요 프로젝트

2018년 예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수소에너
지, 석탄, 바이오 에너지, 수력 등

2079억

원자력

원자력발전소 안정성을 향상
원자력발전소 설비 및 운전성능 향상

621억

자원개발

석유 가스 개발 기술
광물 금속 개발 기술

189억

청정화력

고효율, 친환경 청정화력발전
청정석탄화력을 위한 혁신 기술

239억

첨단제품 전후방 산업의
순환자원 이용기술개발

전방산업용 순환자원 기술 개발
후방산업용 순환자원 재
제조 기술 개발

17억

에너지자원순환

금속자원 회수, 사용량 저
감 및 대체기술 개발

88억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전기기기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3D/4D 물리탐사연
구선 건조사업

5천톤급의 3D/4D 물리
탐사연구선 건조

18억

2018년 예산은 425억 원이다.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수요관리 융합

1858억

에너지 저장 기술

에너지저장 핵심 기술
전력 피크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구

459억

위한 안전기술을 개발할 목적이다. 총 144억 원이 투입

멀티터미널 직류
송배전시스템

전압형 HVDC 기술 개발 및 실
증 통해 국내 트랙레코드 확보

88억

되는 가운데, 가스사고 선제적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송배전 기술
지능형 소비기술

425억

에너지안전기술

가스안전기술 개발
전기안전기술 개발

144억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전력 분야와 ICT 분야를
융합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으로 전력 수요 감축 및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지능형 송
배전 기술은 스마트센서, 전력통신망, 플랫폼 등의 IoT
를 활용한 기술이며 지능형 소비기술은 스마트 계량
기(AMI),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양방향 통신네트워
크 기술 등을 포함한다. 또한 전자기기 산업 육성 및

에너지안전기술(Energy Safety)은 다양한 에너지(가
스, 전기 등)의 안정적인 공급 및 사용 안전성 확보를

한 가스안전관리 역량고도화 융합형 기술 개발과 전기
재해, 설비사고 감소 핵심기술 및 기반향상기술 개발
이 프로젝트로 포함된다. KEMC
전기정보 | 2018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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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부터 와이드 밴드갭 기술까지
갈수록 필요성이 높아지는 고전압 제어하기
글 |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

우리 모두는 직/간접적으로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

28

소모와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

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고전압을

자동차와 전동 공구를 비롯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화 및 증가하는 에너지

들이 전기화되고 있다. 전기화란 전기 전력을 사용해

www.kemc.co.kr

서 시스템을 구동하

다. 냉장고, 온도조절기, 스피커, 랩탑, TV를 효율적으

는 것을 말한다. 자동

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전원장치 크기를 줄이거나 그대

차 분야에서는 무겁고

로 유지하면서, 전력 밀도는 높여야 한다. 고전류 게이

비싼 케이블은 비효율

트 드라이버는 스위칭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을

적인 연비를 초래하고

높일 수 있다. 효율이 높아지면 전력 밀도가 높아진다.

배기가스 배출을 증가

전기화 및 전기 소모와 같은 트렌드는 이러한 시스

시킨다. 고전압 배터

템을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한다.

리는 자동차 제조사가

반도체 분야에서는 절연형 게이트 드라이버, 와이드

케이블 와이어를 통해

밴드갭 기술, 견고성 향상을 사례로 들 수 있다. TI는

서 더 높은 전력을 전

이와 같은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들을 제공한다.

달함으로써 엄격한 환

절연은 절연형 게이트 드라이버의 형태이든 디지털

경 규제를 준수하도

아이솔레이터 형태이든 전력 망으로부터 공급되는 전

록 돕는다. 또한 부하

력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절연은 전압을

를 기계식이 아닌 전

400V까지 높이는 전원장치나 태양광 인버터에서 필수

기로 구동함으로써 연

적인 기능이다. 절연형 게이트 드라이버는 기존의 설

비가 높아져 주행 거

계에서 사용되는 대형 트랜스포머를 대체 할 수 있어

리를 늘릴 수 있다. 근

솔루션 크기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시스템의 전력 레벨

본적으로 전기적인 부

에 따라서 특정 디바이스에 필요로 하는 절연 수준과

하를 지닌 무선 충전

채널 수까지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고전력 모터 드

이나 블루투스는 점점

라이브 설계는 PCB 레이아웃 때문에 단일 채널 드라

보편화되고 있다.

이버를 필요로 한다.

고전압 컨트롤러와
게이트 드라이버
사용
전동 공구 또한 갈수록 전기화되고 있다. 겨울철 잔
디 깎는 기계에 가솔린이 남아 카뷰레이터가 막히던
시대는 지났고 배터리로 구동되는 시대가 왔다. AC/
DC와 DC/DC 변환을 필요로 하는 충전기에는 고전압
컨트롤러와 게이트 드라이버가 사용된다. 전동 공구
본체의 모터 드라이브 전원 스테이지에도 고전압 디바
이스들이 사용된다.
고전압을 필요로 하는 두 번째 요인은 에너지 소모이
전기정보 | 2018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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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륨 나이트라이드(GaN) 같은 와이드 밴드갭 기술을
사용하면 잘 알려진 주요 토폴로지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일반적인 듀얼 부스트 브리지리스 PFC와 비교
했을 때, GaN을 적용한 연속 전도 모드 토템폴 브리지
리스 PFC(power factor correction)는 반도체 스위치
와 부스트 인덕터는 절반으로 줄이면서 효율을 98.5%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것은 GaN의 제로 역 복
구와 낮은 기생 커패시턴스 덕분이다.
부품 수는 줄이고 효율은 높여 더 작은 공간에서 더
높은 전력을 달성함으로써 전력 밀도를 높일 수 있다.
실리콘 카바이드(SiC)는 또 다른 와이드 밴드갭 기술로
서, 더 높은 전압에서 더 높은 스위칭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높은 온도로 동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더
높은 전력 밀도를 달성하여 혹독한 환경에서도 동작할

연시간 매칭을 함으로써 턴온 지연시간 차이를 최

수 있다. 그러므로 SiC는 자동차 파워트레인 같은 시스

소화할 수 있다. 데드타임 제어와 인터록 기능을

템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요지는 더 적은 것을 가지

사용해서는 슛쓰루(shoot-through)를 방지할 수

고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있다.

또한 높은 전압과 스위칭 주파수로 잘 작동하기 위해

- 분할 출력은 상승 시간과 하강 시간을 제어하여 전

서는 견고성과 시스템 제어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력 FET의 스위칭 특성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다.

서는 음의 전압 처리 및 지연시간 매칭과 같은 기능 그

- 일부 절연형 게이트 드라이버는 이미터 핀과 같은

리고 분할 출력과 저전압 록아웃(UVLO, undervoltage

고유의 기능을 사용해서 UVLO를 정확하게 모니터

lockout) 제어 같은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링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시스템이 언제 켜지고
꺼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견고성과 시스템 제어의 중요성

애플리케이션에 상관 없이 기본적인 것, 특히 전력
측면에서는 같다. 고전압을 필요로 하는 변화들은 토

30

- 스위칭 전이, 누설, 불량한 PCB 레이아웃 등으로

폴로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 TI는 고전압을 주제

인해서 발생되는 기생 인덕턴스는 음의 전압을 발

로 한 전력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는데 110명 이상이 참

생시킬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달성하

여했으며 25개 세션과 몇 시간 동안 기술 토론이 이어

기 위해서는 IC가 입력 및 출력 핀에서 음의 전압

졌다. 경력이 다양한 전력 엔지니어들이 참여하였고

을 잘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 전동 공구, 가전기기, 오디오를 포함한 다양한

- 지연시간 매칭(2개 채널 간에 내부적 전달 지연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주제를 논의하였다. 이틀 동안

간의 일치)은 FET을 병렬로 구동하기 위해서 중요

진행된 이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서로의 지식과 의견을

하다. FET을 병렬로 구동함으로써 구동 전류를 두

주고받았다. 그리고 모두가 고전압이 대세라는 한가지

배로 높이고 높은 주파수로 스위칭할 수 있다. 지

사실에 대해 동의하였다. KEMC

www.kemc.co.kr

동향뉴스

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에 정부-업계간 대응방안 모색
정부업계, 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22(월) 발표한 미국 태양광 셀·모듈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
응하기 위해 같은 달 24(수) 14:30, 석탄회관에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신재생에너지과장, 한화큐셀코리아, LG
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태양광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태양광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이번 긴급수입제한조치(세
이프가드)가 국내 태양광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이번 조치로 대미 수출뿐 아니라 미국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에 상
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그 대책으로, 미국 후방산업 업체와 고율의 관세를 분담해 가격상승을 완화하는
방안과 미국 외 대체시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3020 정
책’에 힘입어 국내시장이 중요한 대체시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
며,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및 내수시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KEMC

전기정보 | 2018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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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증가하는 48V 전원 설계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들
한 기기에 더 많은 전력을 제공하는 것은 크기 및/또는 중량 제한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존의 12V 배전보다 높은 48V로 전환하는 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글 | 바이코 / www.vicorpower.com

최근의 애플리케이션 제품 설계는 아래와 같은 사항

• 더 밝은 LED

을 추가하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

32

• 향상된 처리 능력

은 전력의 공급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볼 때 한 기

• 더 높은 통신 속도

기에 더 많은 전력을 제공하는 것은 크기 및/또는 중

• 더 길어진 실행 속도(run rates)

량 제한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존의

• 주변 장치 추가

12V 배전보다 높은 48V로 전환하는 산업이 증가하는

• 더 높은 토크

추세이다.

www.kemc.co.kr

48V의 필요성

새로운 48V는 무엇이며 과연 안전한가?

시스템에서 I2R 손실은 효율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

낙뢰나 서지에 대한 요구 사항이 없을 뿐 더러 더 넓

니라 케이블, 커넥터 및/또는 PCB 제한 등에 따라 부하

은 30V~60V의 범위로 인해 많은 엔지니어들은 긍정

에 대한 전력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적인 평가를 내리며 통신 분야 외에 48V를 사용하는

예를 들어, 서버의 프로세서 전력은 100W 미만에서

것을 “새로운 48V”로 생각한다.

200W, 300W 심지어 그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60Vdc 보다 낮은 전압의 사용은 12V 사용에 대한

증가된 전력을 여러 서버 프로세서에 배전하면 (가능

운용 요구 사항들을 참조하여 안전 초 저전압(SELV:

한 경우) 더 높은 전압을 배전하거나 더 큰 구리 부스

safety extra low voltage)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바(copper bus bar)를 통한 완화 조치가 발생하지 않

48V 배전 방식은 SELV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서버 뿐

서도 I2R 손실을 최소화 한다.

아니라 더 많은 전력 사용을 기반하는 모든 설계는 전
류의 제곱 값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48V는 현재 어디에 사용되고 있나?

그러나 고전압 이용하면 I2R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

오늘날 48V는 데이터 센터, 자동차, LED 조명 산업,

다. 예를 들어, 48V 대 12V 전원 배전 방식은 16배의

산업 장비와 전동 공구와 같은 분야에도 사용되는 것

전력 손실 감소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손실의 감

으로 널리 입증되어 있다.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에서

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왜 (12V와 같은) 기존의

48V가 적용되는 부분을 일일이 살펴보거나 사용하는

저 전압 배전 방식만을 사용할까?

것은 불가능하다. 48V는 새로운 12V이다.

저전압 컨버터와 비교해보면 고전압 배전 방식은 실
제로 전체 효율을 저하시키고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며
크기 및 중량도 증가시킨다.
그러나 컨버터에서 발견된 이러한 단점은 이미 구식
이 되어버렸다. 오늘날 엔지니어들은 I2R 손실을 감소
시키고 저 전압 컨버터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율,
비용, 크기/무게를 가능하게 하는 고전압 컨버터를 활
용하고 있다.

모든 것의 시작, 전화(Telephony)
근대식 전화 및 전화 교환기는 48V를 사용한 최초
의 예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미 통신업계는 48V를 사용
하는 것으로 표준화 되었으며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48V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48V는 거리에 따른
전압 손실(동작 전압의 비율로 따질 경우)이 적고 게이지
와이어에 대한 요구 사항이 적을 뿐 아니라 배터리 백업이
간단하며(이는 48V의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이 되기도 함)
전압 레벨이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되어 더 효율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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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48V”에 적극적인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및 슈퍼 컴퓨터는 작은 국가 수준의 전
력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고성능 컴퓨터 센터에서는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요즘은 인공 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컴퓨팅 솔루션은 증가하는
전력 요구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더욱 필
요로 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더 높은 프로세서 전력을 제공하면 전력 공
급에 물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통적인 12V를 사
용해 효율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엔지니어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력 배전이 가능한 48V 배전을 채
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했다.

구글(Google)의 48V 채택
48V를 적용한 좋은 사례들 중 하나는 구글이다. 구글
엔지니어들은 APEC2017(Applied Power Electronics
Conference, 2017) 및 OCP2017(Open Compute
Project, 2017) 행사에서 데이터 센터에48V를 사용하
는 것의 장점 및 비용 절감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다.
또 다른 48V 적용 사례는 Supercomputing 2017

도 향상시키고 있다.

에서 최근 Green500 순위가 발표될 때 강조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설비는 효율이 향상되고 있는 것 외에

Green500는 가장 효율적인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의

도 점점 경량화되어 설치가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 오

순위를 매긴다. 작년에 랭크된 상위 5위 중 4개는 컴퓨

늘날에는 더 작은 패널 매트릭스들이 모여 더 밝고 오

터 시스템 전체에 48V 배전을 채택한 일본 회사 PEZY

래 지속되는 디스플레이를 구동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

가 설계한 시스템이었다.

해 운송 및 설치가 더 쉬워졌다.
또한 48V 전력 배전은 소매점의 벽면 디스플레이 및

더 높은 조도와 낮은 비용의 상용 LED 패널
하룻밤에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비추는 데에는 얼마

운송 허브 정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AC 배전 방식
대신 더 저렴하고 안전한 대안을 제공한다.

나 비용이 발생할까? 거대한 옥외 LED 스크린의 크기
와 소비 전력은 지난 10년간 급격히 증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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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토크를 추구하는 전동 공구

LED 패널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더 높

개인용 및 전문 배터리 구동 도구들 역시 이와 비슷

은 LED 픽셀 밀도 및 밝기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새로

한 추세를 따라 더 많은 전력을 위한 더 높은 전압으로

운 패널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는 48V 배전을 적용하면

전환하고 있다. 전력이 높을수록 공구 작동 시간이 길

서 전력 케이블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동시에 효율

어지고 토크가 향상된다. 무선 공구용 배터리는 ~9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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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2V, ~18V, 그리고 ~20/24V 버전을 지나 이
제 48V 및 60V까지 발전했다.
어떤 건축 자재점에 가도 드 왈트(DeWalt)와 같은 유
명 회사의 60V 배터리 공구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Snapper의 고성능 60V 전기 톱이나 잔디 깎는 기계
와 같은 경량 공구들도 예외가 아니다.

자동차의 48V 채택
마일드 하이브리드 타입의 자동차는 기존의 연소 기
반 차량에 약간의 추가만으로도 차량 효율을 10%이상
향상시키고 있다.

새로운 12V인 48V
더 높은 전력이 필요하다면 48V를 고려해보는 것이

델파이(Delphi)에 근무하는 자동차 엔지니어 같은 자

좋다. 엔지니어들은 12V 배전을 사용할 때 전력을 단

동차 엔지니어들은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48V 배전 방

순히 증가시키면서 발생하는 손실이 시스템을 제한하

식을 채택한다. 이를 통해 시동/정지 동작의 “정지” 단

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향상된 48V 컨버터 및 레귤레

계에서 액세서리에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내연 기관에

이터는 현재 12V 대응 제품에 비해 더 나은 효율, 비용

서 부하를 줄인다.

및 크기/중량 성능을 제공한다.

초기 설계에서는 12V 전용 배터리를 배치했었지만

많은 전력 설계들은 레귤레이팅을 통해 1차적으로

정지 단계에서 시스템 내부 기능에 충분히 전력을 공

12V로 정류 하는 것이 아니라 48V에서 부하 전압으로

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48V가 가장 효율적인

직접 전환하는 단일 레귤레이터로 대체해서 얻을 수

대안임이 입증되었다.

있는 추가적인 이점을 활용한다.
최근 몇 년 동안 48V 솔루션을 제공하는 여러 부품

로봇 및 산업 장비에 전원 공급

공급업체들이 출현함에 따라 48V DC/DC 사용이 늘

산업용 장비는 다양한 제품을 다루는데 48V는 같은

어났다. 바이코는 48V DC/DC 레귤레이터 및 절연 컨

이유(고전력)로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버터를 사용한 다음의 설계를 통해 더 나은 효율, 밀도
및 비용 절감들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 키바 시스템(Kiva System)은 대형 창고 용 로봇
처리 시스템으로 48V를 사용하여 아마존의 물류
창고를 지원하고 있다.
• 어드반테스트(Advantest)는 48V를 사용하여 ATE
제품의 배선 크기(적은 와이어를 이용하여 더 많

• 제로전압(zerovoltage) 스위칭과 같은 고효율 스
위칭 토폴로지(topology)
• SM-ChiP 패키지와 같은 고밀도 전원 패킹을 가
능하게 하는 3D 패키지 기술

은 전력 공급)를 최소화하고 있다.
• C AT는 48V 창고용 적재 트럭을 제공한다.

48V 시스템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은 바이코가 홈

공정 제어, 생산 설비 및 공장 자동화 기기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선택/설계 도구에 접속해

은 48V 적용을 성공적으로 채택한 추가적인

설계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최적화된 솔루션을 확보할

사례이다.

수 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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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인 디지털 제어와 고성능 전원 스테
이지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프로세서 아
키텍처의 전력 밀도 요구를 충족한다.

미래의 AI 시스템을 위해서는 변화된 전원 솔루션 요구
글 | Danny Clavette, Director, Systems Applications,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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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인

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서 딥 러닝의 병렬 프로세

공지능(AI)은 공상 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것으로 치

싱에 능한 새로운 차원의 프로세서들이 등장하고 있다.

부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AI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으

이 기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알고리즘

며,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이루고 있

이다. 그러는 한편으로, 새로 등장하는 프로세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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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원 시스템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으며
전원을 관리 및 공급하기 위해서 갈수록 더 정교
한 솔루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AI 시
스템을 구동하기 위해서 변화된 전원이 요구된다
는 것을 살펴보고, 딥 러닝에 필요로 하는 전력 수
준을 제공하는 새로운 전원 솔루션들을 소개한다.

AI: 새로운 프로세서와 변화된 전원 요구
사람은 다년 간의 학습과 누적된 경험을 통해
서 지식과 지혜를 얻는다. 컴퓨터는 정보를 보유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
만, 최근까지 일을 처리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은 갖지 못했다. 사
람의 뇌가 20~30W의 전력을 소모하는 것에 비
해서, 첨단 딥러닝 시스템은 AI가 되기 위한 학
습에 작은 마을 하나 만큼의 전력을 소모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로운 세대의 슈퍼컴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전력이 요구된다.
AI 딥 러닝은 사람이 학습하는 것과 유사한 방
식으로 작동한다. 바로 노출을 통해서 배우는 것
이다. 예를 들어서 신경망으로 수천 개의 이미지
들을 보여주고 이것을 처리해서 경험과 지식을
구축한다.
이러한 프로세서 집중적인 학습을 통해서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사물들을 마침내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처리를 위해서는 시간이 중
요하다. 그러므로 병렬 프로세서들을 사용해서 연
산 시간을 선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그림 1).
오늘날 AI의 전력 소모가 이처럼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전력 요구량을 낮출 수 있을
까 하는 노력에서 프로세서 자체와 컴퓨팅 아키
텍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CPU(central processing unit)는 유연성이 매우
[그림 1] 딥러닝은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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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위해서는 변화된 전원 시스템 요구
사람 뇌의 처리 능력에 근접하려면 AI 시스템이 초
당 4만조 번(40 페타플롭스(PetaFLOPS)) 이상의 연산
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 정도의 AI 컴퓨
팅 성능에 이르는 서버 팜을 구축하려면 약 1,800개의
NVIDIA DX1이 필요할 것이며 대략 6MW의 전력을 소
모할 것이다. 이와 비교해서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
[그림 2] 첨단 데이터 센터는 진화된 전원 솔루션을 필요로 한다.

람의 뇌는 20W만을 소모한다.
MW수준의 전력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쉬
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에너지 비용이 상승함으

뛰어나고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수 있도

로써 효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데이

록 설계됐다. 하지만 AI 학습의 특징은 비교적 평범한

터 센터에서 매 1W를 더 소모할 때마다 더 많은 에어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이다.

컨디셔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설비 비용과 가동 비

대부분의 AI 기능은 GPU(graphics processing unit)

용을 증가시킨다(그림 2).

를 사용해서 실행할 수 있다. GPU는 복잡한 수학을 반

데이터 센터는 수천 개의 프로세싱 유닛들로 이루어

복적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지므로 크기가 중요하다. 크기를 소형화하고자 함에

다. GPU를 병렬로 사용함으로써 연산 성능을 추가적으

따라서 전력 밀도 요구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열을

로 높일 수 있다. 최신 GPU는 동급의 CPU와 동일한 전

소산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고 있다.

력을 사용하면서 데이터를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

그러므로 새로운 세대의 AI 슈퍼컴퓨터 용으로 전원을

다. NVIDIA는 초기 AI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

설계할 때는 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다. NVIDIA의 DX1 GPU슈퍼컴퓨터는 각각이 21.2 테라

컴퓨팅 시스템은 정적인 부하가 아니다. 학습을 할

플롭스를 처리할 수 있는 8개의 Tesla P100 GPU를 포

때는 최대 전력으로 동작하나, 프로세서 활동에 따라

함하며, 총 3,200W의 시스템 전력을 소모한다. DX1을

서 전력 요구량이 변화한다. 최근의 전력 규격을 충

병렬로 사용해서 효과적인 신경망을 구축할 수 있다.

족하기 위해서는 전력 범위 전반에 걸쳐서 효율을 높

GPU에서 더 나아가서, TPU(tensor processing unit)

게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의 다중위상

라고 하는 것은 AI 학습 전용으로 개발된 ASIC이다.

전원 솔루션은 사용되는 위상 수를 동적으로 제어할

GPU를 기반으로 하면서 부동소수점 정밀도를 낮추고

수 있다.

래스터 변환과 텍스처 맵핑을 제거함으로써 연산 효율
을 추가적으로 더 향상시킨다.

디지털 대 아날로그 제어

학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센싱 능력이다. 센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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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저전력 센서들이 고속 무선 접속을 통해서 중앙

확실한 것은, 갈수록 더 정교한 전원 솔루션이 요구

의 AI 서버로 연결되어서 신경망의 눈, 귀, 손 역할을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인피니언은 기존의 아날

한다. 2020년에 이르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센서 수

로그 솔루션이 아니라 첨단 디지털 제어를 적용한 제

가 500억 개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들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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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제어는 하이엔드 전원 솔루션을 설계할 때 전

다. 이들 첨단 컨트롤러 제품은 Intel 및 AMD의 요건을

반적인 시스템 유연성을 높인다. 디지털 제어를 사용

충족할 뿐만 아니라, 전압 설정 제어 및 시스템 텔레미

하면, 비싸고 시간도 많이 드는 실리콘 스핀을 할 필

트리 용으로 AVS(adaptive voltage scaling)를 적용한

요 없이 컨트롤러를 맞춤화할 수 있으며 AI 용으로 다

PMBUS를 지원한다.

양한 전원 솔루션을 더 편하게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또한 이들 컨트롤러 제품은 다중 위상을 사용해서 1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전력을 정밀하게 공급할 수 있

개, 2개, 3개의 완전 디지털 제어 전압 레일을 제공하도

으면서도 디지털 솔루션은 이제 아날로그 솔루션과 견

록 프로그램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IC와 드라

주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었다.

이버 수를 늘리면 위상 수를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다.
위상을 추가하거나 차단하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으

 히 통합적인 전원 솔루션 - AI 용으로 유연한
극
전원 플랫폼 제공

므로 넓은 부하 범위에 걸쳐서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부하 라인을 디지털적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으
므로 외부적 부하 라인 설정 소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

인피니언은 전원 제어 및 스위칭 솔루션들을 제공한
다. 이들 제품은 극히 통합적인 솔루션으로 AI 애플리
케이션 용으로 진화된 전원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주요 실리콘 소자들을 포함한다.

는다. 또한 PID 루프 보정과 디지털 온도 보정을 프로
그램할 수 있다.
디지털 제어는 비선형적인 제어 알고리즘이 가능하
므로 출력 커패시턴스는 줄이면서 뛰어난 트랜션트

인피니언은 디지털 컨트롤러, 통합적 전원 스테이

응답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의 컨트롤러

지, 통합적 전원 관리 IC, PoL 컨버터, 드라이버 IC,

제품이 각기 위상마다 사이클-대-사이클로 전류 한

전원 블록, 디스크리트 MOSFET 같은 디스크리트 솔

계를 프로그램할 수 있으므로 뛰어난 동적 전류 제한

루션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공

을 할 수 있다.

한다. 이들 제품은 인피니언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

또한 이들 제품은 인피니언의 최적화된 GUI 툴을 사

으로 하며 OptiMOS,
DrMOS, μDrMOS 같
은 검증된 솔루션을
포함한다(그림 3).

다중레일 및
다중위상 디지털
컨트롤러
AI 서버 용으로 인피
니언이 제공하는 제품
중에서 핵심적인 것
이 다중레일/다중위
상 디지털 컨트롤러이

[그림 3] 인피니언은 AI 용으로 다양한 유형의 통합적 DC-DC 전원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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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서 손쉽게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구성 설정을 컨

6mm 패키지로 제공된다. 인피니언의 디지털 컨트롤러

트롤러의 온칩 NVRAM으로 저장할 수 있다.

로서 표준적 기능들 이외에도 IR35219는 위상 결함 검

이 정교한 컨트롤러 제품은 IUVP(input undervoltage

출 및 보호 기능들을 포함함으로써 어떤 위상에 결함

protection), IOVP(input overvoltage protection),

이 발생하더라도 다중위상 VR이 계속해서 작동할 수

CFP(catastrophic fault protection), OUVP(output

있다. 그러므로 중요도 높은 애플리케이션의 중복적

undervoltage protection), OOVP(output overvoltage

VR 디자인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protection)를 비롯한 주요 결함 검출 및 보호 기능을
포함한다. 또한 순간 값, 총 전류, 채널 별, 펄스-대-

OptiMOS 전원 스테이지 제품

펄스로 OCP(과전류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다양하게
OTP(과열 보호) 임계값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최적의
과열 보호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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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버에 필요로 하는 전력 밀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피니언은 고효율 고전력 밀도 전원 스테이지 제품

인피니언의 최신 다중위상 디지털 컨트롤러 제품인

을 제공한다. 이들 전원 스테이지 제품은 단일 패키지

IR35219는 최대 600A 부하 전류를 지원하는 업계의

로 정지 전류가 낮은 동기 벅 게이트 드라이버 IC, 하

유일한 10위상 컨트롤러이다. 듀얼 루프 컨트롤러로서

이사이드 및 로우사이드 MOSFET, 쇼트키 다이오드를

유연하게 위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소형화된 48핀 6 x

통합하고 있다. 그리고 PCB 레이아웃, 열 전달,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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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DA21472 전원 스테이지 제품을 사용한 10위상 VR 솔루션의 크기 및 레이아웃

이버/MOSFET 제어 타이밍을 최적화하고 스위치 노드

빨리 정지시킴으로써 트랜션트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링잉을 최소화하도록 패키지를 설계했다. 게이트 드라

높은 임피던스 출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전

이버와 MOSFET을 결합해서 첨단 CPU, GPU, DDR 메

원 스테이지 제품은 서버 애플리케이션의 프로세서 코

모리 디자인에 필요로 하는 낮은 출력 전압을 더 높은

어 및 메모리 전원 공급용으로 적합하다(그림 4).

효율로 제공한다.
TDA21472 70A 전원 스테이지 제품은 내부적

맺음말

MOSFET 전류 검출 알고리즘과 온도 보정 기능을 포
함함으로써 우수한 컨트롤러 기반 인덕터 DCR 검출

AI는 미래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AI

기법과 비교해서 훨씬 더 우수한 전류 검출 정확도

의 반복적 알고리즘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아키

를 달성한다. 또한 보호 기능으로서 임계값을 설정할

텍처와 프로세서 자체에 중대한 변화들이 요구된다. 그

수 있는 사이클-대-사이클 OCP(과전류 보호), VCC/

러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AI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한

VDRV UVLO 보호, 위상 결함 검출, IC 온도 보고, 과

전원 디자인을 설계할 때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한다.

열 셧다운을 포함한다.

오늘날에는 효율이 갈수록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

또한 딥 슬립 절전 모드를 포함하므로, 다중위상 시

다. 인피니언의 OptiMOS MOSFET 프로세스는 새로운

스템이 사용되지 않을 때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

디지털 제어 기술과 결합해서 업계에서 가장 우수한

다. 또한 최대 1.5MHz 스위칭 주파수로 동작할 수 있

효율을 달성하면서 유연하고 적응성 뛰어난 향상된 전

으므로 뛰어난 트랜션트 응답을 달성하므로 출력 인덕

원 스테이지를 가능하게 한다.

터뿐만 아니라 입력 및 출력 커패시터의 크기를 줄이
면서도 업계에서 가장 우수한 효율을 달성한다.

AI 전원 시장의 선도적 회사로서 인피니언은 IR35219
10위상 디지털 컨트롤러와 TDA21472 70A 전원 스

또한 인피니언의 디지털 컨트롤러와 결합적으

테이지 같이 포괄적인 유형의 디지털 컨트롤러 및

로 TDA21472 전원 스테이지는 PWM 3상태를 통한

OptiMOS 전원 스테이지 제품을 제공한다. 이들 제품

Body-Braking 기술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출력 커패

을 사용해서 모든 주요 AI 하드웨어 플랫폼 및 까다로

시터를 줄일 수 있다. 이 기술은 내부 MOSFET들을 재

운 전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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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른
ESS 사업 추진 방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은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2030년
까지 20%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저장장치는 신재생에너지로서 생성된 전기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핵심인프라장치로서 향후 다양한 용도
로 그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시그레한국위원회와 전력기반기술교육원은 해당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을 비롯하여 ESS 시장 확대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ESS 사업 추진전략과 사업방향 등을 다각
적으로 검토하고자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과 ESS 사업 추진방안”을 주제
로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향후 귀사의 ESS사업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일정

•일
시: 2018. 4. 20(금). 09:30-17:30
•장
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
•주
최: (사)시그레한국위원회
•주
관: 전력기반기술교육원 (스마트앤컴퍼니(주) 부설)
• 참가대상: 유틸리티 및 발전사 임직원, 관련 기관 및 연구소 임직원/연구원, 신재생에너지사업자, ESS 관련 제조사, 수요관리 등 
에너지서비스사업자 및 사업예정자, 전기설계 및 시공사, 기타 ESS사업 관련자
• 참 가 비: 사전등록: 200,000원
현장등록: 220,000원
* 참가비에는 VAT와 중식 및 교재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미나 개시 1주일 이내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온라인등록: www.smartn.co.kr/ess_seminar
• 문의: 스마트앤컴퍼니(주) 전력기반기술교육원 가순필 실장 Tel. 02-841-0017

프로그램

시간

발표내용

09:30-10:00

등록

10:00-10:10

환영사

10:10-10:20

축사

10:20-11:00

신재생 3020 정책과 이에 따른 ESS 시장

11:00-11:10

커피타임

11:10-11:50

전기요금 개편정책과 ESS

11:50-12:30

수요자원시장정책과 ESS 시장

12:30-14:00

오전: 프로그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과 ESS 시장을 중심으로.
세션은 검토용임.

중식

14:00-14:40

ESS시장 : 한전의 ESS사업 추진전략

14:40-15:20

ESS시장 : 수용가 시장과 ESS

15:20-15:40

커피 타임

15:40-16:20

ESS시장 : 마이크로그리드와 ESS

16:20-17:00

ESS시장 : 전력시스템 안정화

17:00-17:30

비고

오후:
각 용도별 ESS 기술 및 사업의 특징과 추진방안 모색.
세션은 검토용임.

질의응답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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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R&D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 일자리, 혁신’
정부 R&D예산 20조 육박, 주요 4개 부처 분석
글 | 오 민 준 기자 <mjoh@elec4.co.kr>

하 R&D) 자금 지원이 늘
어나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촉진될 전
망이다.
중기부는 2018년 R&D
지원 규모를 1조 839억
원, 13개 세부사업, 25개
내역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중기부로 승격한
후 2018년 중소기업 R&D
자금 규모는 이전과 비교
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6년 9,429억 원, 2017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한 이후 첫 중소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년 9,517억 원에 머물렀던
R&D 자금 규모가 2018년
1조 839억 원으로 약 14%

올해 정부의 R&D 예산은 20조에 육박하는 19조

증가했다. 2017년 약 0.9% 증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

5,000억 원으로 기초연구 확대, 경제혁신 선도, 국민

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이는 타 부처에서 이관

행복 실현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4차 산업혁

된 사업을 비롯해 창업기업 전용 R&D 자금이 증액되

명에 대응하기 위해 AI-로봇 융합 프로그램을 신설했

면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게 된 것이다.

고, ICT 유망기술 등 미래 신성장 엔진에 대한 지원을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R&D 지원 방향을 기존 R&D 저

2017년 대비 약 40% 높여 4381억 원으로 책정했다.

변확대를 위한 씨 뿌리기 방식에서 선택과 집중 방식

더불어 미래성장동력인 스마트자동차, 무인기 등 10대

으로 변경해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

분야를 선정해 1조 3,001억 원을 투자한다.

다.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R&D 자금 지원이 올해처

2018년 ICT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된 R&D 예산을 주
요 관련 4개 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 국토교통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럼 늘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전략 분야, 서비스 기술 경쟁
력, 혁신기술 기업에 대한 중점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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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 R&D 1조 투자해 일자리 만든다

혔다.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 분야 및 15대 핵심기술을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부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

지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2016년 24.2% 수준에서

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이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해 기업의 디지털 역

www.kemc.co.kr

량을 강화하고, ICT와 제조업 융합을 통해 신시장을 창

정부 부처 중 가장 작은 규모지만 2017년 대비 320억

출한다는 계획이다.

원이 증액되면서 6.8%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

창업성장 R&D 내 혁신 창업 과제를 신설해 예산집행

타냈으며, 처음으로 5,000억 원을 돌파했다. 이중 4차

자율성 및 성실실패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도전성이 높

산업혁명과 관련된 예산은 2017년 612억 원에서 2018

은 과제에 대해서는 실패 시 면책한다는 방침이다. 또

년 972억 원으로 58.8%가 증액됐다.

실패 과제를 자발적으로 완성했을 때 이를 인정해 과
제 완성에 대한 범위도 확대한다.

자율주행차는 국가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돼 국토부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서비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규로 83억 원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을 배정해 제품의 서비스화, 서비스 분야의 신규 비즈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자

니스 모델 개발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중소 제조업 및

율주행차의 자율주행차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을 지원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하고, 관련 법 제도 연구, 도로교통 재난 방지, 인프라

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지보수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R&D 성과 확산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자율주

에도 나선다.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 민간이 선별한

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연구와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

유망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통운영 기반 기술, V2X 기반 상용차 군집주행 운영기

R&D 사업 참여를 우대하고, 민간 전문가의 시장평가위

술 개발, 차량환경센서 기반 교통상황 정보 수집 기술

원 참여를 의무화한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을 개발한다.

(TIPS, 팁스) 예산도 증액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연구소 등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한 R&D도 지원하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주요 화두로 떠오른 스마트시
티도 국토부에서 2018년 처음으로 연구 개발을 시작한

수요자 중심으로 R&D 제도를 선진화한다는 계획도

다.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된 스마트시티는 첫 연

밝혔다. 연초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과제 신청과 접수

구로 44억 원이 지원된다. 스마트시티 모델 및 기반기

를 연중으로 분산해 수시 모집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하

술 개발, 스마트시티 서비스 고도화, 리빙랩 구축, 개방

고, 평가도 온라인 평가 확대, 현장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평가 기간 자체를 5개월에서 3개월 수준으로 줄
인다. 서류 제출도 차등화해 사업 신청에 따른 기업의
서류 준비 부담도 줄인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율차 스마트시티 R&D 대폭 증액
‘인프라 구축’에 박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4차 산업혁
명을 위한 연구 개발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60% 증액
하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투자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2018년 연구개발(R&D) 예산 5,058억 원으
로 총 23개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부의 R&D 예산은

자율주행차 시험장 K-City 착공식에 참석해 자율주행차에 시승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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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의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창
의·도전적 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유공모 기초
연구에 전년 대비 896억 원 증액된 9,718억 원을 투자
하고, 생애 첫 연구 지원 자격을 완화, 최초 혁신 실험
실 신설에 525억 원을 투자한다. 여기에 여성과학기술
인 지원을 2017년 147억 원에서 22억 원 증액된 169억
원을 지원해 신진여성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유망 원천기술개
발 투자를 확대한다. 신약, 의료기기, 신변종 감염병 대
응, 뇌연구 등 바이오경제 시대 핵심 선도 분야에 전년
대비 207억 원이 증액된 3,490억 원을 투자하고, 기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콘텔라를 방문해 정재웅 콘텔라 연구소장으로부터 5G 주요장비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변화대응과 관련된 핵심기술 패키지 개발, 온실가스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탄소자원화 등 872억 원
을 투자한다.

형 데이터허브 구축 등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통합시
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무인항공기 관련 연구 개발은 안전지원 기술 개발을
중점으로 진행한다. 무인항공기 안전운항 인프라 구축

이밖에 나노소재 분야 844억 원, 육해공 무인이동
체 공통기술 176억 원, 고위험고부가가치 융합 원천기
술 등 첨단융합연구 447억 원, 한국형발사체 달 탐사 개
발 3,502억 원, 원자력분야 2,091억 원 등이 투입된다.

및 시범 운용을 위해 안전운항기술을 개발 지원하며, 저

아울러 국가전략프로젝트인 인공지능, 미세먼지, 탄

고도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 증대와 교통관리체계 마련

소 자원화, 정밀의료 등에 493억 원, 글로벌프론티어

을 위해 비행경로 교통 관리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

802억 원 등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 중심미래대비 중심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네트워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터 기반의 AI(인공지능), 빅데이터클라우드, AI

가 올해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의 방향을 연구자

컴퓨팅, B5G(5세대 이후), IoT 등의 지능화기술과

중심의 R&D를 통한 혁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 지원과

XR(everything reality), 체감미디어, 전파응용, 블록체

사회문제 해결로 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인, 양자정보통신 등 융합기반기술에 전략적집중적으

과기정통부는 2018년 R&D 예산 6조 9,670억 원 가

로 투자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과 연계해 시티,

운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등 6대 분야의 사회문제

영비 등을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 3조 1,271억 원, ICT

를 해결하기 위한 ICT R&D를 확대할 계획이다.

분야 9,424억 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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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술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과기

과학기술·ICT분야 R&D 예산에는 기초연구(9,820억

형 창업선도대학(과학기술기반 일자리중심대학) 5곳을

원), 원천연구(20,758억 원), R&D 사업화(1,831억 원),

신규 선정하고(16억 원), R&D 수행 중소중견기업이 청

인력양성(1,647억 원), R&D 기반조성(6,638억 원) 등을

년(18~34세) 연구인력을 신규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다.

제공하는 등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해나갈 예정이다.

www.kemc.co.kr

R&D 생태계의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중심
으로 ‘공공기술 이전(출자)→사업화→창업성장지원
→해외진출지원’을 지원하는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자율차 등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분야에 R&D 투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하 산업부)가 5대 신
산업 선도 프로젝트인 전기자율차, 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등과 관련된 기술확보를 위해 전년 대비 12.5%
를 늘린 9,193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산업부 2018
년 전체 R&D 예산의 29.1%를 차지하는 것이다. 산업
부 올해 R&D 예산으로 전년 대비 1.3%가 감액된 3조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수소차를 시승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1,580억 원을 배정받았다.
5대 신산업 분야 중 우선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전기자율주행차 분야 R&D 예산은 20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2022년 전기차 35만 대 보급 달성 등을 목
표로 전년 대비 250억 원 늘어난 1,491억 원이다.

디스플레이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37억 원 증액된 720
억 원이 투자된다.
산업기술 R&D 예산은 2017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
지만, 미래신산업주력산업 지능화 등 혁신성장을 위

사물인터넷(IoT) 가전 분야는 산업융합의 허브인 빅

한 중점투자 분야 예산을 2017년 1조 5,507억 원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연계한 IoT 가전 기술개발을

2018년 1조 6,624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는 2018

위해 전년 대비 98억 원 늘어난 816억 원이 투자된다.

년 산업부 R&D 총예산의 52.6%에 해당한다.

에너지신산업 R&D 예산은 미래에너지 전환 및 ‘재생

이외에도, 주력산업 고도화, 융합산업 육성, 인력양성

에너지 3020’달성을 위한 첨단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

및 기반구축, 에너지 기술개발 등 국민생활과 산업에

전원 연관산업 등을 위해 116억 원 늘어난 4,175억 원

필수적인 R&D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

이 책정되었다. 5대 신산업 분야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할 예정이다.

배정되었고, 전년 대비 2.9% 증액됐다.

주력산업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기계, 조선, 섬유 등

바이오헬스 예산은 전년 대비 421억 원 늘어 1,992

전통적인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부품소재 기술개발에

억 원으로 수명연장과 고령화에 대비한 빅데이터와 인

6,370억 원을 투자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공지능 기반 신약 및 의료기기, 스마트헬스케어 개발

융합산업 육성에 1,733억 원 투자해 제조-서비스 융합,

에 쓰인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나노융합 등 산업융합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에 대비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예산은 신산업 분야 중

여기에 지역의 연구혁신 역량 강화 등 R&D 기반구축

전년 대비 예산 증액이 26.8%로 가장 높았고, 예산 규

및 R&D 인력양성 분야에 3,687억 원, 5대 신산업 선도

모도 에너지신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프로젝트에 선정된 에너지신산업 이외에 석탄 발전소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두뇌와
눈 역할을 하는 차세대 메모리ㆍ파워반도체, 플렉서블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안전, 국제에너지 공동연구 등 에
너지 분야 기술개발에 2,350억 원을 투자한다. KEMC
전기정보 | 2018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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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접지 및 피뢰 트러블 예방대책
글 | 한찬호 교수/기술사(전력기반기술연구원)

[그림 2-5] 대지저항 측정기

2) Schlumberger 전극법
Schlumberger 전극법은 측정선의 일직선상에서 내부에 전위전극(P1- P2) 외부에 전
류전극(C1- C2)를 설치하고 전위전극(P1- P2)의 간격 a가 전류전극(C1- C2)의 간격(L)의
1/5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외부전극(C1- C2)에 전류 I를 주입시키고 내부의 전위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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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P2)간의 전위차 V를 측정하여 대지저항

을 구하고, 이 대지저항 R과 겉보기 대지고유저항 ρ와

의 관계식은 Wenner 전극법과 동일하다. 다만 전극배열 기하학적 계수α가

이므로 식은 아

래와 같이 된다.

2.3 접지저항
2.3.1 정의
하나의 접지극에 접지전류 I(A)가 흐흘 때 접지전극의 전위가 주변의 대지에 비해서 E[V] 만큼 높아진다 이때 전
위상승 값과 접지전류의 비 E/I [Ω]를 그 접지전극의 접지저항이라 한다. 이때의 접지전극의 전위상승은 대지의
무한히 먼 곳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무한히 먼 곳은 접지전류가 흘러도 전위가 변하지 않는 지점으로 통전전과
상태가 변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2.3.2 접지저항의 성질
일반 저항체에 비해 매우 복잡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토양의 성분 즉 고유저항률의 영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명확히 정량화하기는 어렵다.
1) 접지저항에는 3종류의 저항이 포함된다.
① 접지선, 접지전극의 도체저항
② 접지전극의 표면과 이것에 접촉하는 토양 사이의 접촉저항
③ 접지전극 주위의 토양이 나타내는 저항
이 가장 중요 하며 이 저항을 대지 저항률이라 한다.

전기정보 | 2018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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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접지저항의 이론식 유도

[그림 2-7] 접지저항의 구성요소

[그림 2-8] 접지전류 경로와 단면적

접지전극의 형상과 치수가 결정되면 접지저항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R = ρ[대지저항률(Ω-m)]×f [형상, 치수에 따른 함수(1/m)]
1) 접지저항과 정전용량
접지저항과 정전용량은 相似性이 있다.
반구모양의 전극의 저항을 R, 영상법을 써서 전공간으로 한 경우의 접지저항 R’라 하면 R = 2R’가되며 접지전류
의 유출 면적이 1/2 배가되기 때문이다.
접지저항과 정전용량의 상사성을 설명하면 유전율이 ε인 매질과 반지름 r 구의 정전용량(C = 4πεr) 관계는

[그림 2-9] 두 전극 간의 저항과 정전용량

유전율이 ε이고 무한히 넓은 등질성의 유전체(대지: 흙)내에 두 도체를 전극으로하는 축전기(대지)가 있을 때 그
정전용량을 C 라하고 이 유전체를 도전율이 K인 도전물질로 치환하여 두전극을 전원으로 이어서 전류를 통전시의
저항을 R 이라하면 축전기로서 대전되었을 때의 유전체 내부의 전기력선의 분포와 또 전류를 통할 때의 도전 물질
내의 전기력선의 분포와는 일치한다.
한쪽의 전극에서 유출하는 전류의 세기는 그것을 포위하는 임의의 폐면을 S1 라 하면(단 이 전극을 전원에 있는
도선은 아주 가늘고 그 단면상 에서의 면적분은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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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일 때 전극의 전하는 가우스 정리에 의하여

유전율이 ε인 매질안의 반지름 r인 구의 정전용량은
C = 4πεr이 되므로
저항률이 ρ인 도전성 매질안의 반지름 r인 전구의 접지저항을 R’라 하면
R´=

이므로 R´=

R = 2R´이므로 R =

이 된다. 반공간의 접지저항 R은
이 된다.

2) 접지저항의 이론식 유도

전기정보 | 2018년 02월

51

Technical Series

(r1 이 무한대 일 때)

여기서 함수 f의 부분이

이 되고 1/ 2π는 무차원이고 1/r 이 치수를 나타내고 1/2π는 반구의 형상을 나타내는 특유의 식이 된다.
그림에서와 같이 전극의 반지름 r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저항은 1/r에 비례해서 작아진다. 즉 단면적 (2π γ²)이 증
가되므로 저항 값으로 수렴한다.
4) 각종 접지저항의 계산식
(1) 접지봉 접지전극의 접지저항

ι : 접지봉 매설깊이 (cm) 지표 깊이 + 봉길이
r : 접지봉의 반경 (cm)
ρ: 대지 고유 저항 (Ω•cm)
① 접지봉 n개인 경우

Rn : 요구되는 접지 저항값
K : 집합 계수
N : 전해질 접지봉 수
② 접지저항 계산 (접지봉 1개의 경우)
- 접지봉 : 14φ ×1.000mm 기준
- 매설간격 : 2m
- 매설깊이 : 3.2m (0.75 + 2.4)
- 점토 (고유저항 3,000 Ω/cm)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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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봉 n개의 경우
흙의 종류

고유 저항

점토

3,000

접지봉 갯수
1Ω 이하

= 7.75 개

1종 (10Ω 이하)

= 0.775 개

(2) Mesh 접지전극의 접지저항
[Ω]
단, R : 전체 접지저항[Ω]
ρ : 토지저항율 [Ω•m]
r : 접지망 등가변경[m]
L : 접지도체 전체소요 전장[m]
(3) Mesh 접지 설계 예
① 접지도체의 굵기 선정

단, A : 접지도체 단면적[㎟]
S : 고장 지속시간 - 0.2초
Tm : 최고 허용 온도 - 나동 연선의 경우 450℃
Ta : 주변온도 20℃
I : 고장전류 9,100[A]로 가정하여 적용
계산하여 보면 접지도체 단면적 A는

전기정보 | 2018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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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전기 고정자 권선
2. 회전자 권선의 절연재료
3. 정지 중 절연진단 기법

4. 정지 중 진단사례
5. 운전 중 진단기술 및 진단사례
6. 절연파괴 및 모델링
7. 고
 압회전기 절연내력 시험 및
수명평가 기법

고압회전기 예방진단
및 관리기술
산업이 다양화하면서 자동화, 대용량화 및 높은 전기의존성은 단 한번의
전기사고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전은 우리
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더욱 신뢰성 높은 전기설비 유
지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현장의 유지관리
기술도 변화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수배전반 예방진단 및
관리기술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신의 관련이론과 현장기술을
제시한다.
글│한전 전력연구원 김 희 동 수석 연구원

그림 53(a)∼(d)는 가스터빈 발전기 회전자 권선에서 RSO 시험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중에서 그림(a)는 회전자
권선의 상태가 양호하게 분석되었으며, N극과 S극 사이의 파형이 거의 일치하였다. 표 1-1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분담전압과 RSO 시험결과가 상호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b)∼(d)는 회전자 권선에서 턴수를 증
가하면서 층간단락을 모의한 RSO 시험결과를 나타내었는데, 그림(b), (c), (d)는 각각 3개, 5개, 7개의 턴에서 층간
단락이 발생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회전자 권선에서 층간단락 발생 턴 수가 증가할수록 N극과 S극 사이의 파형
형태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53. 층간단락 발생 턴수에 따른 RSO 파형

그림 1-54(a)∼(c)에 회전자 권선에서 층간단락 코일의 위치에 따라 모의한 RSO 파형을 나타내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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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림(a)와 (b)는 No. 1, 3 코일 부근에서 층간단락이 발생하였으며, RSO 파형 형태가 전단부에서 크게 감지
되었다. 그러나 그림(c)는 RSO 파형 형태가 후단부로 이동함에 따라 No. 8 코일부근에서 층간단락이 발생하
였다. 따라서 정지 중인 발전기 회전자 권선에서 RSO 파형을 분석함으로써 층간단락 턴수와 위치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림 1-54. 층간단락 발생 위치에 따른 RSO 파형

5. 운전 중 진단기술 및 진단사례
5.1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진단기술
최근 국내에서 운전 중인 대용량 스팀터빈 발전기 고정자 권선에서 절연열화로 인한 절연파괴가 연속하여 발생하
고 있다. 제작할 때 양수발전소 발전-전동기 고정자 철심의 부적절한 조임, 대형 스팀터빈 발전기 단말권선을 상호
연결하는 용접부에서 냉각수 누설에 의한 흡습의 영향 및 장기간 운전에따른 열적, 전기적 및 기계적인 복합열화로
인한 절연열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판명되었다. 즉, 열적 열화로 마이카 테이프 사이의 결합력이 약해져 에폭시 리치
영역에서 보이드가 발생하고, 전기적 열화로 마이카 테이프 내부에 균열과 보이드가 형성되며, 기계적인 진동에 의
한 고정자 권선 이동으로 야기되는 마모와 기계적인 스트레스로 슬롯 출구의 취약부에서 절연열화가 진행한다. 그
러나 대형 스팀터빈 발전기는 수소냉각방식이기 때문에 고압전동기에 비해 환경적인 열화는 거의 받지 않는다.
이 절에서는 대용량 터빈발전기 운전 중 부분방전 측정의 역사, 부분방전의 여러 가지 특성, 그리고 스위스, 독일
및 일본 소재 발전기 제작사의 운전 중 부분방전 측정과 진단 시스템 개발 현황 등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20년 이
상 운전한 대용량 스팀터빈 발전기(500MW, 22kV) 고정자 권선의 절연열화 상태를 운전 중에 진단하기 위해 고정
자 슬롯 커플러(SSC : Stator Slot Coupler) 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제로 운전 중인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절연상태를 분석한 결과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다.

5.1.1 운전 중 부분방전 측정의 역사
부분방전 데이터는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절연상태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운전 중 부분방전 시험의 장
점은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동안 측정 및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절연열화 상태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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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ntario Hydro사는 1950년대 중반부터 정격 10MVA 이상의 모든 발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운전 중 부분방전
시험을 수행하였다. 1980년대 초반까지 모든 Ontario Hydro 발전설비에 대한 부분방전 측정은 발전기가 운전되는
동안 임시적으로 변성기 큐비클(PT Cubicle)에 용량성 커플러를 설치하여 수행하였으며, 전원 주파수 필터를 경유
하여 고주파수 부분방전 신호를 관찰하였다. 발전기에 대한 운전 중 부분방전 측정의 실제적인 기법은 1970년대 말
에 개발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 초반부터 수력발전기의 부분방전 시험은 회로 링 부스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용량
성 커플러의 단자함에 PDA(Partial Discharge Analyzer)를 연결하여 측정하였다. 무엇보다도 운전 중 부분방전 측정
은 운전 동안에 열적, 전기적 및 기계적 스트레스를 규칙적으로 받는 발전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발전기에는 80pF의 커패시터 커플러를 설치하였으며, 전형적으로 운전 중 주파수 스펙트럼은 커플러
의 출력단자에서 측정한다. 중성점으로부터의 신호는 대개 주파수 범위를 크게 감소시키며, 낮은 차단(cut-off) 주
파수 혹은 너무 높은 대역폭을 갖는 측정 시스템은 권선의 내부로부터 부분방전 신호를 간과할 수 있다. 20MHz의
최적 상위 주파수는 신호상태모듈(SCM : Signal Conditioning Modules)과 부분방전 신호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만
들어졌으며, 상위 신호 주파수(-3∼-6dB)는 평균 신호의 상승시간이 거의 15ns와 일치한다. 낮은 주파수의 차단
은 대개 2MHz로 정해져 있다. 이것은 권선의 큰 부분으로부터 신호를 측정할 수 있으며, 사이리스터 점호와 브러
시 스파킹과 같은 전형적인 임펄스 동요를 대개 억제시킨다.

5.1.2 부분방전의 특성
(1) 부분방전의 발생원
대부분의 발전기는 부분방전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잠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발전기 설계, 구성 재료, 제작
법, 운전조건 및 정비사례 등은 부분방전의 양, 위치, 특성, 진전 및 중요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발전기의 비정
상적인 운전, 열적열화, 바 진동 및 부분방전 침식 등의 결과로서 발생된 주절연의 박리와 공동(cavity) 현상은 새
로운 절연재료 내부의 공동 특성과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부분방전 위치는 도체와 주절연 사이의 경계, 고정자 권
선 표면 주절연과 반도전층에서 발생하거나 진전된다.
부분방전의 다른 잠재적인 위치는 과열에 의해 야기되는 절연재료의 girth 균열, 기계적 파열, 결함 발생 위치, 절연
손상 및 침식 영역 등에서 발생한다. 슬롯방전은 신규 발전기 혹은 운전 중일 때 반도전층 코팅 상태에 따라 발생한
다. 또한 슬롯방전은 화학적 오염의 형태에 따라 발생하거나 소멸된다. 고정자 권선 제작 시 넓은 편차로 인한 고정자
바 진동이 부분방전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여러대의 발전기에서 보여주었다. 부분방전은 반도전층 슬롯 코
팅과 스트레스 완화 코팅 사이의 계면에서 전기적 스트레스 집중, 기계적 손상 영역 혹은 스트레스 완화 코팅의 단락
과 같은 결함의 결과로서 슬롯 출구에 있는 스트레스 완화 코팅에서 발생한다. 부분방전은 화학적 오염, 부동의 금속
입자, 기계적 결함, 단말권선의 상대적인 이동 및 단말권선 사이의 공간 등으로 인해 슬롯을 초월하여 고정자 단말 권
선에서 발생하거나 진전된다. 고정자 권선 외부에서 부분방전은 부적절하게 설치된 RTD 케이블, 상 결선부분의 진동,
기계적 손상 혹은 상대적인 이동, 고압부싱 내부, 오염에 의해 야기되는 고압 부싱의 표면, 상 리드, 부스 바, 연결 케
이블, 서지 커패시터 내부, 상분리 모선 덕트 내부 등에서 발생한다. 부분방전은 많은 잠재적인 발생원을 갖고 있으므
로 사용자는 앞에서 언급한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신호를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몇 가지 결함은 특성을 갖고 있어 부분방전 패턴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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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분방전의 형태
주어진 영역에서 부분방전 본래의 형태는 갭 길이 혹은 공동의 지름, 가스와 압력 상태, 방전이 어디에서 발생
할 것인지와 통계적인 시간 지연 사이의 표면의 성질 등에 의존한다. 갭 분리와 가스압력의 생성은 부분방전을 발
생시키는 전압을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방전이 펄스 형태이면 방전을 일으키는 전반적인 커패시턴스의 부분, 부분
방전 펄스의 크기와 관련하여 결정된다. 통계적인 시간 지연은 우주 혹은 자연적인 방출로 인해 갭 내부에 나타나
는 자유전자에 대한 시간의 필요성을 나타내며, 갭 양단의 인가전압이 파괴값과 동등하게 되면 전자 사태(electron
avalanche)와 갭의 파괴가 개시된다. 만약에 자유전자의 출현이 연기되면, 갭 양단의 전위는 자유전자가 최종적으
로 나타날 때까지 정현파로 증가한다. 파괴는 정격파괴전압을 초과하는 어떤 전압에서 개시된다. 갭의 실제 파괴
전압과 정격전압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다른 양이며, 일반적으로 갭 양단의 과전압으로서 언급된다. 과전압이
크면 클수록 음극(cathode)에 인접하여 발생된 공간전하 분야는 점점 더 강렬해진다. 이것은 광자효과에 의해 야
기되는 음극에서의 2차 전자 방출이라고 말하며, 결과적으로 빠른 펄스가 높은 펄스를 갖는다. 과전압이 크면 클수
록 펄스 크기는 커지고 상승시간은 짧아진다. 방전과정을 제어하는 모든 다른 파라미터는 불변이며, 시간 지연에
서 통계적 변화는 크기를 변화하는 펄스 트레인을 반영하였다. 큰 과전압에서 측정된 방전 펄스 전류는 거의 모두
전자 전류 성분으로 구성되었으며, 반면에 영 혹은 낮은 과전압에서 방전 전류 펄스가 더 많이 방출되고 천천히 움
직이는 이온 때문에 이온 전류 성분 꼬리가 나타난다. 초음파 측정기는 특히 상승시간이 짧은 펄스의 측정에 적절
하며, 상승시간이 긴 펄스라도 펄스의 이온적 꼬리는 생략된다. 방전 펄스의 전체적인 전류를 기록하기 위해서 훨
씬 낮은 대역폭의 측정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펄스 전하가 기본적으로 조정된다. 그러므로 펄스마다 이동하는
전체적인겉보기 전하의 측정이 가능하다.
(3) 방전펄스의 피크 크기 변화
크기가 같고 상승시간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방전에서 상승시간이 짧은 전류 펄스는 높은 겉보기 크기를 갖는 펄
스처럼 측정되며, 펄스 측정기의 응답은 방전 펄스의 상승시간이 짧아지면 향상된다. 발전기에서 주요한 방전 영
역은 주절연재료 내부의 공동이며, 슬롯방전은 코일/바의 슬롯부분과 같이 결합되어 있고 방전은 단말권선을 포
함한다. 슬롯 내부의 표면으로부터 발산하는 몇 가지 방전은 과도하게 높은 크기에 대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슬롯내의 표면과 결합된 방전펄스의 크기는 코일/바가 느슨해지면 일반적으로 상당한 분포로 나타난다.
슬롯 내에서 느슨한 바는 대략 쇠사슬 모양의 연장된 갭을 형성하고 쇠사슬 모양의 중심 가까이에 좀 더 큰 크기의
방전이 발생한다. 방전펄스 크기의 주기적 변화는 발전기의 회전주기에 대한 각각의 슬롯 내의 느슨한 바의 주기
적 진동의 결과로서 평균 슬롯 갭의 주기적 확장과 수축 때문에 발생한다. 슬롯방전인 경우에 시간과 더불어 방전
펄스 크기의 증가로 바와 슬롯 사이의 분리가 증대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전자력에 의해 야기되는 진동
때문에 외부 반도전층과 절연재료에서 점차적인 기계적 부식의 결과로서 바가 점점 느슨해 진다.
대조적으로 시간과 평균 피크 크기가 감소하고, 펄스 방전수의 증가는 바 절연재료의 공동 내부에 열 경화성 절
연재료의 열화와 궁극적인 탄화가 나타난다.
(4) 이상징후로서 부분방전
고정자 권선의 주절연은 마이카 페이퍼를 에폭시 혹은 폴리에스테르로 함침하여 사용한다. 비록 유기물인 에폭시
전기정보 | 2018년 02월

57

Technical Series

와 폴리에스테르는 쉽게 부분방전으로 열화되지만 마이카는 본질적으로 내부분방전성이 강한 무기재료이다. 그러
므로 절연재료는 수십 년 동안 부분방전에 저항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마이카가 사용되면서 절연재료에서의 부분
방전이 필연적으로 권선의 파괴를 가져오지 못했다. 사실 정격전압이 6kV 이상인 대부분의 고정자 권선은 정상적
인 운전 동안에 부분방전이 발생하지만 절연에 역효과를 주지는 않는다.
부분방전은 권선의 열적 혹은 기계적인 열화의 징후를 나타낸다. 이들 메커니즘이 공극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부
분방전이 발생한다. 대개 열화가 더 진행되면, 공극이 더 커지고 결과적으로 부분방전이 커진다. 실제적으로 열화
율은 부분방전이 아닌 열적 혹은 기계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즉, 부분방전은 열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파괴에 도달하는 시간도 부분방전이 아닌, 절연재료의 열화 원인
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열적열화가 발생하면, 마이카 테이프 층 사이의 결합력이 저하하여 공극이 생성되고 부분 방전이 발생
한다. 부분방전은 열적열화가 나타나는 징후이다. 그러므로 부분방전 크기가 아직 작다는 것은 단지 작은 보이드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연재료는 부서지기 쉬워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부분방전 펄스가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면 공극이 점점 커지며, 결과적으로 열적 열화를 많이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실제적으로
부분방전의 크기는 절연파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과는 관련이 없으며, 부분방전이 열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도 아니다. 만약에 코일이 슬롯에서 느슨해지면 성층된 고정자 철심에 대해 코일이 진동하여 절연재료의 침식
이 발생한다. 절연재료의 마모가 공극을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부분방전이 발생한다. 여기서 열화의 근본적인 원
인은 이동이며 부분방전이 아니다. 부분방전은 단지 징후를 나타낼 뿐이다. 따라서 메커니즘이 진전하면, 부분방전
펄스는 저절로 충분히 커지게 되고 절연재료의 열화가 가속된다. 만약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분방전이 증가하
면 절연재료가 더 많이 부식될 것이다.
고정자 권선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절연파괴 메커니즘 중 부분방전은 열화의 주요한 원인이며, 이들은 제조과정
동안 에폭시 혹은 폴리에스테르의 불량한 함침에 의해 동 도체에 인접한 곳에 큰 보이드가 생성되면 부분방전이
발생한다. 부분방전은 보이드에서 발생하며, 만약에 보이드가 충분히 커지면 부분방전 펄스는 턴절연재료로 사용
되는 마이카 테이프의 몇 개 층을 점차적으로 파괴시키며, 따라서 턴절연재료 파괴를 야기한다. 보이드가 커지면
부분방전 펄스가 증가하고 파괴도 빨라진다. 그러므로 부분방전 크기는 파괴에 이르는 시간을 결정한다. 유사하게
고정자 권선의 엔드 턴이 오염되면 전기적 트래킹이 발생하고 절연재료가 빠르게 트랙되어 부분방전이 커진다. 오
염에 의한 파괴 메커니즘은 부분방전 크기가 권선이 파괴에 이르는 시간을 나타내는 좋은 척도가 된다.
요약하면 많은 파괴 메커니즘 중 부분방전은 단순히 기계적 혹은 열적 파괴과정의 징후를 나타내며, 부분방전 크
기를 한번 측정하여 절연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절대적인 척도가 될 수 없다. 주기적으로 부분방전을 측정하여 열
화의 연속성 혹은 동일한 측정 시스템으로 측정된 다른 비슷한 발전기(제작사, 설계, 재료 및 정격의 유사성)를 서
로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해석법이다.

5.1.3 운전 중 부분방전 측정 및 진단 시스템 개발 현황
(1) 캐나다
1980년대 초반부터 캐나다 Ontario Hydro사는 수력발전기에 대한 부분방전 시험을 위해 회로 링 부스(ring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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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구적으로 용량성 커플러를 설치하고 운전 중에 PDA를 직접 연결하여 측정하였다.
무엇보다도 운전 중 부분방전 측정은 운전 동안에 열적, 전기적 및 기계적 스트레스를 규칙적으로 받는 대상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수행된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운전 중인 발전기 고정자 권선에 대한 부분방전을 측정하여
절연열화 상태를 진단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수력발전기의 고정자 권선을 진단하는 PDA가 캐나다
의 FES사에서 개발되었다. IRIS사에서는 위상분석 기능이 추가 된 PDA-partner를 개발하였으며, 1990년대 초반
부터는 화력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진단을 위한 터빈 발전기 분석기(TGA : Turbine Generator Analyzer)를 상품화
하였다. 현재는 고압전동기 및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절연열화 상태를 운전 중에 상시감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
발하여 캐나다, 미국 등 북미에 널리 보급되어 사용 중에 있다.
(2) 독일
1986년 이래 운전 중 측정은 70개 이상의 발전소에서 이루어졌으며, 21개의 발전기에 연속적인 감시 목적
으로 라디오 주파수(RF : Radio Frequency) 모니터를 설치하였다. 모든 발전기는 적어도 압력이 3 bar 이상
인 수소냉각식 터빈발전기이다. 3 bar 이상의 수소압력과 운전전압에서는 중요한 내부방전이 일어나지 않는
다. 설치된 감시 장비는 2차적인 고장으로 인해 기기의 갑작스런 정지와 정지기간 연장이 발생하기 전에 중
요한 grading 결함, 소선 크래킹으로 인한 아킹과 같은 심각한 고장 상태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 RF 모니
터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고장을 사전에 인식함으로써 갑작스런 정지를 예방하여 사용자에게 비용절감 효과
를 제공하였다. RF 신호는 발전소 전원 시스템에 위치한 몇 개의 커플링에서 받고 있으며, 설치된 커플링 위
치는 발전기 삼상의 단자와 중성점, 절연된 여자기 혹은 발전기 베어링 등의 서지 커패시터이다. 발전기는 여
러 곳에 계측장비가 설치되고 주변압기와 보조변압기에 설치된 커플링은 신뢰성 시험용이다. RF 신호에 주
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전기적 성분에서 근원적으로 방해 신호를 제거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RF 모니터는 40dB 이상의 동적인 범위를 갖는 30kHz∼10MHz의 주파수 범위를 갖고 있다. 위상각, RF 신호의
크기 및 카운트 수는 오실로스코프에 나타난다. 개개의 커플링 위치의 신호 레벨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등
록되며, 멀티채널 레코더에 의해 기록된다. 만약 선택된 알람 레벨을 초과하면 발전소 배전반에 설치된 프로세서
컴퓨터에 나타난다. 전문가 시스템은 RF 레벨과 펄스 오실로그램의 평가에 사용되며, RF 모니터 옆에 있는 PC에
저장하여 모니터에서 직접 사용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RF 모니터의 측정 원칙은 발생할 고장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매우 효과적인 고장에 한정된다.
디지털 프로세싱 시스템을 적용하면 라디오 스테이션과 발전소 자체의 방해 펄스와 같은 신호가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잡음레벨을 갖는 화력발전소에서도 역시 운전 중에 내부방전을 판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석탄화력 발전소의 200MVA 발전기에서도 운전 중 가능하다. RF 신호는 설치된 커플링유닛을 경유하여 발
전기 삼상 단자를 통해 컴퓨터에 연결된 RF 모니터에 나타난다.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내부방전은 디지털 필
터를 통과하며, 일반적으로 방전은 1.5 bar 이하의 수소압력에서 발생하고 3 bar의 정상적인 수소압력에서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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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장치 개발을 위한
요소기술의 이해(1)
전기저장장치의 개요

1.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이란?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EESs, 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s)은 양광에너지, 풍
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거나 전력판매자가 발전소를 통
해 생산한 전력 중 심야시간대와 같은 전력요금이 낮을 때의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필
요시 사용하는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요소 기술로 국제표준화기구인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TC(Technical Committee) 120에서 송·배전용 전력계
통, 사업용·주거용 전력계통, 독립형 전력계통에 대한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의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그림 1] 계통연계형(신재생에너지전원 DC연계형) 전기저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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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독립형 및 계통연계형(신재생에너지전원 AC연계형)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표준 모델

1)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의 필요성
(1)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량 증가에 따른 출력 변동 요인 제어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 출력 변동은 전력망 운영에서 큰 애로사항으로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주파수 제어를 어
렵게 만들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한 커져가는 주파수 편차는 전력계통시스템 기능을 저하시킨다.
(2) 신재생에너지원의 신뢰성 확보
신재생에너지원은 기후 조건에 따라 발전량의 변화가 크므로 신재생에너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이 필요하다.
(3)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한 핵심요소 기술
스마트그리드에서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은 변전소의 전력 조류를 제어와 정체현상을 완화하고 전압을 적
정 범위 이내로 유지시킨다. 또한 전기차(EV, Electric vehicle)를 이동형 분산자원으로서의 잠재성을 갖도록 해주
고, 가정과 건물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의 핵심 요소로 최적의 EMS 기능이 가
능하도록 해준다.

2)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의 역할
전기는 전력수요가 최고 일 때 높은 발전비용이 요구되며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전력공급의 필요하다. 또한 발전
소와 소비자간 거리가 멀 경우에도 전력공급이 중단 없이 이루어줘야 하고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조정하는 과정에
서 어떠한 정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정체 현상을 사전에 예측하여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전력망 환경에서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은 심야의 저렴한 전력을 저장하여 피크시기에 전력계통에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어 발전비용을 낮출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계통에 안정적으로 공
급할 수 있게 하여 최대 전력 사용(최대 피크)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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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발전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갑작스러운 전력망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
할 수 있어 비상전력자원으로 사용하는데 효과적이며, 전력계통에 안정적인 전력량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전기
를 저장하여 전력정체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림 3]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의 확장성

(1) 전력판매자(유틸리티) 관점에서의 역할
(가) 최대 전력 사용 시기(peak time)와 최소 전력 사용 시기(off-peak time)의 수요 차이를 줄이는 부하 이전
(Load shifting) 기능을 제공
(나) 주파수 제어 기능을 통한 전력품질 제고
(다) 변전소의 정체현상 완화를 통한 효율적인 전력망 사용 가능
(라)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독립 그리드 가능
(마) 전력망 보호 및 제어 장비를 위한 비상 전력 공급 기능
(2) 소비자 관점에서의 역할
(가) 부하 이전(Load shifting)을 통한 전력사용 비용 절감
(나) 정전에 대비하는 비상 전력 공급 기능
(다) 전기차와 홈에너지관리시스템과 연동 가능
(라) 전기차와 기존 전력망과 연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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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재생에너지원 관점에서의 역할
(가) 부하 이전(Load shifting)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원의 효율적인 사용
(나) 기존 전력망과의 효율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전력계통의 안정화 가능

2.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의 구성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은 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ditioning System), 전력관리시스템
(PMS, Power Management System)을 주요 구성요소로 한다.

1) 저장장치
저장장치는 전지(Battery)와 배터리관리시스템(BMS)으로 구성되며, 리튬2차 전지가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실증사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리튬2차 전지의 주요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산업표준(KS)인 리튬2차 전
지 통칙(KS C 8541 : 2003)표준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4] 전기차의 저장장치

2)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ditioning System)
전력변환장치는 전력계통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차전지에 저장한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한다. 또한
전력계통에서 교류전력을 직류전력으로 변환하여 이차전지에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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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력변환장치(PCS)

3) 전력관리시스템(PMS, Power Management System)
전력관리시스템은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전력변환장치 또는 배터리관리시스템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운영된다. 또한 전력판매자의 전력계통에 대한
주파수 변동 사항을 분석하여 ESS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상위 관리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충전
및 방전 전력량을 제어하여 ESS 시스템 전체의 전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6] Na-Ni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예시

3. 저장장치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에 사용되는 저장장치는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이차전지), 전력변환 시스템
과 통신을 하는 배터리 시스템, 배터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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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저장장치의 구성

1) 전지(2차 전지)
현재 사용되는 전기에너지저장(EES)에 사용되는 전지(배터리)는 리튬2차 전지가 주로로 사용되고 있다. 리튬2차
전지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리튬이온의 반응으로 발생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이차전지이며 이차전지의
주요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산업표준(KS)인 리튬2차 전지 통칙(KS C 8541 : 2003)표준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형상에 의한 구분
원주 형상의 금속 용기로 구성된 원통형, 직육면체 형상의 금속 용기 및 고분자 재질로 구성된 각형, 얇은 종이
및 카드 형태의 박막형 리튬이차 전지로 구분된다.

[그림 8] 크기별 원통형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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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원통형 및 각형 전지

[그림 10] 파우치형 전지

(2) 구성 물질에 의한 구분
양극(+), 음극(-) 및 전해액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며 리튬이온 전지의 전해액은 리튬염 비수용매이고, 리튬폴리머
전지의 전해액은 고체 고분자 전해질이다.

[그림 11] 리튬폴리머 전지

[그림 12] 리튬인산철 전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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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리튬인산철 전지 B

2) 배터리 시스템
배터리 시스템은 전력변환장치(PCS)와 통신을 하게 되며 충전 및 방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배
터리 장치의 기본 단위이다. 배터리 시스템의 주요 구성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 뱅크와 배터리관리시스템
(BMS), 보호 장치, 전원설비, 냉각설비, 방재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1) 배터리 뱅크(Bank)
배터리 뱅크는 배터리 집합체인 배터리 랙(Rack)을 병렬로 연결하여 이를 통해 배터리 저장용량을 확대·증설하
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배터리 뱅크는 전력변환장치(PCS)와 연결하여 독립적으로 충전 및 방전 기능을 수행하는 배
터리의 조합단위로 마스터 BMS가 설치되어 있다.
(2) 배터리 보호 장치(BPU, Battery Protection Unit)
배터리 보호 장치는 랙(Rack) 별로 설치하어 각 배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배터리 시스템의 비상시에 랙
(Rack)의 연결 및 차단 기능을 수행하는 보호 개폐장치이다. 배터리 보호 장치(BPU)의 종류로는 보호 개폐장치 및
비상정지 버튼과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센서 등으로 이루어진다.

3)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은 시스템에 적용된 배터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배터리에 대한 전류, 전압 및 온도
등에 대한 값을 측정하여 전력변환장치와 안정적인 통신을 하는 계측 기능, 계산 기능, 제어 기능을 한다. 이를 통
해 충전 및 방전 전류를 제어하고 배터리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작동이 감지 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
를 작동시키는 등 배터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트레이 BMS, 랙(Rack) BMS,
Master BMS으로 구성된다.
(1) 트레이(Tray) 배터리관리시스템(BMS)
하나의 배터리 모듈 또는 다수의 배터리 모듈의 조합 단위인 트레이를 관리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으로 배터리관
리시스템의 최소단위라고 할 수 있다.
(2) 랙(Rack)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랙(Rack)을 관리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으로 트레이 배터리관리시스템 및 뱅크 배터리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운
영한다.
(3) Master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배터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며 랙(Rack) 배터리관리시스템(BMS)으로부터 취득한 정보
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를 전력변환장치(PCS) 및 전력관리장치(PMS)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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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전기차의 Master BMS와 Slave BMS 예시

4.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의 분류 및 종류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은 사용되는 에너지 형태에 따라 기계식, 전기화학, 화학에너지, 전기에너지, 열에너
지 저장장치 시스템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림 15] 컨테이터형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1) 기계식 저장장치
기계식 저장장치는 양수 저장장치, 압축가스 에너지저장장치, 플라이휠 에너지저장장치(FES, Flywheel energy
storage) 등이 있다.

2) 전기화학에너지 저장장치
전기화학에너지 저장장치는 2차 전지로 납산 전지(LA, Lead Acid), 니켈 카드뮴, 니켈 메탈 하이브라이드 전지,
리튬 이온 전지, 메탈 에어 전지, 소듐 설퍼(NaS, Sodium sulphur) 전지, 소듐 니켈 클로라이드 전지 등이 있고, 플
로우 전지로 레독스 플로우 전지(Redox flow battery), 하이브리드 플로우 전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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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리튬2차 전지를 사용한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3) 화학에너지 저장장치
화학에너지 저장장치는 수소 저장장치, 메탄 합성 천연 가스 저장장치 등이 있다.

4)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에너지 저장장치는 슈퍼커패시터로 불리는 전기화학 이중층 커패시터(DLC, Double layer capacitor), 초전도
자기 에너지 저장장치(SMES, Superconducting magnetic energy storage) 등이 있다.

5) 열에너지 저장장치
열에너지 저장장치는 감열 저장장치, 잠열 저장장치, 열화학 흡착 저장장치, 열화학 흡수저장장치 등이 있다.

5. 주요 2차 전지의 종류 및 특성
IEC의 Electrical Energy Storage White paper에서 2차 전지의 종류로 납산 전지(LA, Lead Acid), 니켈 카드뮴,
니켈 메탈 하이브라이드 전지, 리튬 이온 전지, 메탈 에어 전지, 소듐설퍼(NaS, Sodium sulphur) 전지, 소듐 니켈
클로라이드 전지를 설명하고 있다.

1) 납 산 전지(LA, Lead Acid)
(1) 납 산 전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대량 생산시 비용이 낮아진다.
(2) 비
 상전력공급시스템, 태양광의 독립형 전력공급시스템, 풍력발전소의 출력안정화용, 차량용 배터리 등으로 사
용되며 고출력 방전시 가용 용량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2) 니켈 카드뮴, 니켈 메탈 하이브라이드 전지(NiCd, Ni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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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 산 전지 보다 높은 전력 밀도와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으며 수명이 김
(2) 낮은 온도에서도 전지의 성능을 유지 함

3) 리튬 이온 전지(Li-ion)
(1) 중량 에너지 밀도가 높고 대량 생산시 비용 절감 효과 큼
(2) 전지 효율이 높고 방전 시간 설정 가능하지만 가격이 높은 편임

4) 메탈 에어 전지(Me-air)
(1) 이론상 재료의 비용이 낮고 에너지 용량이 낮음
(2) 재충전이 가능하지만 현재 상업화 하지 못함

5) 소듐 설퍼 전지(NaS)
(1) 높은 에너지 밀도의 전력수요 이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복합전력 품질 높음
(2) 스마트그리드 기술의 확산을 위한 전력망 안정화 요건을 충족함

6. 주파수조정(F/R)용 리튬2차 전지
1) 주파수조정(F/R)용 리튬2차 전지의 설치환경에 따른 구분
주파수조정(F/R)용으로 리튬2차 전지는 옥내형과 옥외형(컨테이너 내장형)으로 구분한다.

2) 주파수조정(F/R)용 리튬2차 전지의 사용상태
(1) 정상사용상태
(가) 외기 조건
•주위온도는 최고 40℃, 최저 –20℃ 범위 이내
•표고 1,000m 이하
(나) 옥내 및 컨테이너 내부 조건
•건구온도 : 15℃ ~ 30℃
•습도 : 80% 이하(결로현상 없을 것)
(2) 특수사용상태
정상 사용 상태에서 규정한 이외의 자연환경 또는 계통상의 특수한 사용조건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마련
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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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뉴스

LS산전, “뗐다 붙였다” 가능한 ‘모듈형 ESS’로 시장 선점
독립운전 가능 PEBB 최대 16대 연결 … 확장성안정성경제성 확보
LS산전이 주력사업인 전력자동화 분야에서 축적해
온 차별화된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모듈형 ESS를 개발,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ESS
시장 공략에 나섰다.
LS산전은 최근 고객 맞춤형 중대용량 ESS용 PCS(전
력변환장치; Power Conditioning System) 신제품 ‘LS
산전 Modular Scalable PCS’를 개발 완료하고, 이달
부터 국내외 시장에 동시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Modular Scalable PCS’는 LS산전의 전력변환 분야 핵
심 기술과 모터제어속도를 통해 에너지사용량을 절감시
키는 전력전자 기반 산업용 드라이브(인버터) 분야 글로

PEBB 최적 운영(변환 부하가 전체 용량 25%시 PEBB

벌 수준의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독자 개발한 제품이다.

1/4만 사용)이 가능해져 에너지 효율이 글로벌 최고 수

LS산전은 ESS용 PCS의 핵심 부품인 PEBB(펩;

준인 98%에 달한다. 콤팩트 설계를 통해 제품 사이즈

Power Electronic Building Block)을 125kW~158kW

도 기존 대비 30% 축소돼 고객 측면에서 공간 효율성

용량 단위로 모듈화해 스마트 독립 운전기능을 탑재하

을 한층 높인 것도 장점이다.

고, 이를 국내 최대 수준인 16대 병렬연결을 실현함으
로써 확장성, 안정성,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Modular Scalable PCS’은 지난해 12월 (사)전력전
자학회 주관 ‘제 11회 올해의 전력전자제품상’을 수상

PEBB은 DCAC 차단기와 함께 PCS를 구성하는 일

했으며, 오는 1분기 중 SGSF(Smart Grid Standard

종의 변환기다. 직류로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에너지를

Forum) 인증 획득을 앞두고 있어 기술 우수성과 제품

교류로 변환, 양방향 전력제어를 통해 ESS와 계통이

신뢰성 공식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부품이다.
지금까지 PCS는 고객이 원하는 전력변환용량에 맞춰
kW, MW 단위 일체형 구조로 수주 후 설계, 생산하는

LS산전은 그간 쌓아온 ESS 분야 사업 수행 역량과
기술력에 ‘Modular Scalable PCS’ 신제품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방식으로 사용 중 용량 변경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나 LS산전 ‘Modular Scalable PCS’는 모듈화된 PEBB

약 3조원 규모였던 세계 ESS 시장 규모는 오는 2020

이 병렬로 연결돼 있어 기본 250kW에서 2.5MW까지

년 약 16조원, 2025년에는 32조원까지 급성장할 것으

최대 10배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로 전망하고 있다.

LS산전은 개별 PEBB 모듈에 독립운전기능을 탑재하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기

고, 자체 개발한 ESS 스마트 운영 시스템을 통해 사용

본 전기요금 할인, REC 가중치 부여, 보조금 확대로 대

중 일부 PEBB 고장 발생시 부분 운전을 통해 전체 시

형 빌딩이나 공장 등 산업용, 상업용 시설의 피크절감용

스템 정지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성을 확보했다.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산업부는 오는 2020년

또한 경제성 측면에서도 전력 변환 부하 용량에 따라

시장 규모가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정보 | 2018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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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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의 의견을 듣고자 눈과 귀를 열고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새롭고 보다 발전된 정
보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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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내실 곳
•우 135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38(야탑동 191)
| 편집 및 광고 문의
•스마트앤컴퍼니(주) Tel.02-841-0017, Fax.02-841-0584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