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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차�정기총회�개회사
특�집

• 산업용 IoT 주요�솔루션�리뷰

Design Development

• 홈시어터�연결�호환성을�향상시키는 HDMI eARC 기술

Technical Series

• 전기설비�접지�및�피뢰�트러블�예방대책
• 고압회전기�예방진단�및�관리기술
• 전기저장장치�개발을�위한�요소기술의�이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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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ec Cable System

ONE PUSH PLUG-IN SYSTEM

Multi System Box

System Box

Hi-Tec Under Floor Box

시스템�박스�하이텍�케이블(배관�배선�일체형)
본사�및�공장 11181 경기도�포천시�소흘읍�죽엽산로 196번길 12(이가팔리 612-2)

대표�전화 031.541.1625 / 영업문의 031.541.2625 / 1793~4 / 팩스 031.541.0863~4
홈페이지 www.wonyoungeng.com / 이메일 cyk7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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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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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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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3

Electric Information

Contents
제56차 정기총회 개회사

12

특집 - 산업용 IoT 주요 솔루션 리뷰
지멘스 개방형 IoT 운영 시스템 ‘마인드스피어’, 디지털 기업화에 앞장
산업용 사물인터넷 구현, 어떻게 향상 시키는가
산업용 IoT,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비즈니스 성장 촉진한다
전 세계 생산 네트워크 기반으로 산업 IoT기술 노하우 축적
“산업용 IoT 플랫폼, 센서부터 분석까지 제공은 물론
인공 지능, 블록체인도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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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차 정기총회

개 회 사

존경하는 회원사 사장님!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 개별기업 경영은 물론 

우리조합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합은 구조조정 및 긴축 재정 운영으로 임직원

존경하는 회원사 사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제56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사 사장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사 사장님!
지난 한해 국내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부문의 투자

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3%대를 기록하

였습니다만 우리 중전기 업계는 오히려 수출이 배전반, 
발전기, 변압기, 자동제어반 등은 큰 폭의 감소를 기록
하였습니다.

올해 국내 경제도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금리 

인상 등등 주변 환경이 녹녹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성장률도 둔화되겠지만, 우리 중전기 업계는 지난해 
해외건설부분에서 선전하여 금년에는 소폭의 성장세를
이루어 지난해보단 다소 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우리 전기업계 사장님들은 국가 경제 발전의

숨은 일등 공신으로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온 저력을

3년 연속으로 판로확대 및 비용절감을 통해 큰 수익을
내었습니다.

3년 연속 흑자 경영으로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율로 배당하였으며 금년에는 오늘 총회에서 통과되면
현금 배당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공동판매사업을 통해 한전 배전용변압기 

수주실적 증가로 전년대비 152%를 달성하였으며,
다수공급자계약 또한 MAS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전년대비 120%의 실적을 달성하여 조합의 수익을
증대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조합을 믿고 함께 해 주신 

조합원사 사장님 여러분, 그리고 조합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한편, 우리 조합은 지난 3년 동안 흑자 경영에 이어 

회원사도 지난해 말 현재 520여 개 사로 늘어나는 등 
대내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조합의
위상 또한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수조달 공동상표 사업, 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등의 사업은 수요처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지혜와 혜안을 모아 현재의 난관을 슬기롭게

12

모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6년부터 현재까지

www.kemc.co.kr

신규 발주물량 감소와 조달청 내부지침 변경으로 실적이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수익사업 다변화를 추진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배전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등록 지원 및 우수

조달공동상표 수주를 증대 시키겠습니다.

전년도에는 MAS 등록업체가 57개사였지만, 금년에는

관급영업에 경쟁력 있는 10개사 이상을 추가 등록지원
함으로써 70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MAS 등록업체 확대와 공공기관에 적극적인 

홍보, 관련 회원사의 영업활동 지원으로 배전반 시장의
수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배전반과 변압기 등 전력기자재의 내구연한 법

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하고, 관련기관과 업무협의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배전반 설계 및 견적인력 양성교육을 지속

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도 교육과정을 

개설 예정에 있으며. 우리 조합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으로 인증 받고, 인력양성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계약법 변경에 이어 국가계약법도 변경

존경하는 회원사 사장님!

의원입법 발의 중에 있습니다.

조합은 여러분이 힘들 때 기대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어, 시행령이 곧 공포 예정으로 있으며 의무구매비율을

현재 공동상표 48개사, 단체표준 25개사, 특허권 10개

그룹으로 71개사가 인증되어 있습니다.

특허권을 보유한 회원사 및 외부 기관을 대상으로, 

조합과 함께 공동 특허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
고자 합니다.

또한 조합은 지금까지의 성과와 저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력투구할 것입니다.

조합원사의 파트너로서 ‘조합원을 위한 조합’,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생력 있는 조합’ 실현을 위해 조합 임·직원이 혼연

구매시방서 반영 등 회원사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동 제도의 공동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중 하나인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에너지저장장치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회에 1,000kW 이하의 용량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정부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회원사의 판로확보를 위해

일체가 되어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22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곽

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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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56차 정기총회 개최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우리조합은 2018.2.22(목) 조합회관 대강당에서 “제

제56차 정기총회 이전에 개최하는 제1차 정기이사회

56차 정기총회”를 열어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

가 2018.2.8(목) 우리조합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

산(안)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29억9천

습니다.

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주요사업계획은 공동사업확대,

의결사항은 정기총회에 부의할 안건과 그 외에 “전

기술인력양성, 실용기술개발, 수출기반확충, 서비스질

기강판 구매 기간연장 지급보증서를 포스코에 제출”

향상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안건 “자체자금 지원한도를 20억원으로 설정”안건 등

그리고, 전년도 결산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이 7억5

이 통과되었습니다.

천8백만원이 발생되어, 각종 적립금을 제외한 3억원
을 조합원에게 배당함으로써 금년도까지 3년 연속으
로 조합원에게 배당 혜택을 주었으며, 배당금 처분은
조합 최초로 100만원 이상은 현금배당을 하고 100

한전에너지솔루션(주)
에너지신사업효율화 사업 제안 공모 안내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의결되
었습니다.
한편, “조합회비가 총회개최 연도말 기준으로 출자

한전에너지솔루션(주)는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

금 한도이상 미납”인 경우 제명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응하고,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있어 7개사가 제명 의결 되었으며, 소액수의계약은 연

목표달성과 에너지시장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국

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를 6회, 2억원으로 각각 설

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신

정하고,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계약은 연간 추천

산업효율화사업 과제」 공모 안내를 조합 홈페이지

횟수를 최소 6회, 최대 24회로, 계약한도는 최소 10억

공문시행란에 공지하였습니다.

원, 최대 4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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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기업 신용평가기관 (주)나이스디앤비 업무 제휴 알림
- 우리조합에서는 기업 신용평가기관인 (주)나이스디앤비와 업무제휴를 맺어, 조합을 통하여 신용평가 신청할 경
우 10~30%까지 수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신청방법 : 조합 홈페이지 (주)나이스디앤비 배너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접속됩니다.
- 기업평가서비스 수수료
구분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평가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을
위한 기술등급 (TCB) 평가
공공입찰 + 기술등급
평가

사업자
유형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유형
무관

자산규모
(직전결산기)

5억원 미만

표준
제휴할인
수수료
수수료
(VAT별도) (VAT 별도)
200,000

160,000

5억원 이상

250,000

200,000

100억원 이상

500,000

400,000

100억원 미만
규모무관

350,000

400,000

2018년 제66회 일본전설공업전 박람회 참관 및
미쯔비시 공장견학 안내

280,000

280,000

- 회원사 신용평가 애로사항 및 무료 개별
상담 업무
① 회원사를 위한 전문 상담사 운영
② 기업평가 등급 관련 상담 및
재무 관련 상담 제공
- 부가 서비스 할인
① 예비진단 서비스 50% 할인
② 플러스리뷰 서비스 20% 할인

- 행 사 명 : 2018년 일본전설공업전 박람회
(www.jecafair.jp/2018/en)
- 행사기간 : 5.23(수) ~ 5.25(금) [3일간]

우리조합에서는 5.23(수) ~ 25(금)까지 3일간 일본

- 행사장소 : 오사카 INTEX HALL 3, 4, 5

오사카 INTEX HALL에서 개최되는 “2018년 일본전설

(미쯔비시 이따미 제작소)

공업전” 참관 및 미쯔비시 공장견학을 위해 참관단을

- 행사목적 : 일본 전기산업 신기술 정보 및 동향파악

모집하고 있습니다.

- 박람회 품목 : 전기기기, 전기장비, 전기설비, 전선,

현재 조합 홈페이지(www.kemc.co.kr) 공문시행란

UPS, 계측기기 등

(260번 참조)을 통해 참가업체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

- 신청기간 : 2.5 ~ 3.9까지

으며, 조합지원금도 있사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 문의 : 기술연구소 전석현 차장 (031-724-6148)

참여를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군장기전 문금순 대표이사 부친상 [2.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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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 조합원
업체명

대표자

주생산품

소재지

가입일

(주)비케이콘트롤스

나정균

전기자재 도소매업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401호

2018. 02. 06

동호회 동향
•한국전기공업인 산악회 제322회 산행 및 시산제 안내
- 일 시 : 2018년 3월 17일(토) 오전 10시
- 장 소 : 관악산(만남의 장소 : 관악산 입구 시계탑)
•한국전기공업인 골프회 2018년 3월 모임 안내
- 일 시 : 2018년 3월 8일(목)
- 장 소 : 코리아 컨트리 클럽(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기흥단지로 579)

2018년 2월 공동판매 사업 계약(발주) 현황
다수공급자 계약
                                    
                                             (단위 : 천원)

품목

건수

금 액(VAT별도)

배전반

2

397,713

합계

2

397,713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한국전력공사 변압기)
        (단위 : 천원)    

품목

발주 수량(대)

발주 금액(VAT별도)

고효율주상

3,359

4,599,678

아몰퍼스주상

1,619

1,342,268

내염형주상(스테인레스)

2,046

2,673,524

컴팩트형지상

165

1,410,890

부하개폐형지상

24

237,480

7,213

10,263,84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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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뉴스

삼성전자, 충전 속도 5배 빠른 배터리 원천 기술 확보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기존 리튬이온전지보다 충전용량은 45% 향상시키면서 충전속도를 5배 이상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배터리 소재
‘그래핀 볼’개발에 성공했다.

리튬이온전지는 1991년에 최초로
상용화된 이후 모바일 기기와 전기
차 등으로 적용이 확대되며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나 성능 개선은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용량 증가도 쉽지
않고, 충전 시간은 여전히 1시간 이
상이 걸린다. 따라서 새로운 혁신 소
재를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래핀이 차세대
소재 중 대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그래핀 볼’
관련 기술에 대해 미국과 한국에 2
개의 특허를 출원했다.
논문 제 1저자인 삼성전자 종합기
기존의 배터리는 고속충전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완

술원 손인혁 전문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다기능 고결

전충전에 1시간 가까이 걸렸지만, ‘그래핀 볼’소재를 사

정 그래핀 복합 소재를 값싸게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

용한 배터리는 12분이면 완전히 충전할 수 있다. 또한

게 하는 동시에 리튬이온전지의 여러 특성을 크게 향

전기차용 배터리가 요구하는 온도 기준인 60 ℃까지

상시켰다”며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모바일 기기와 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기자동차 시장 확대에 맞춰 2차전지 기술을 지속적으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강도와 전도도가 높은 그래

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KEMC

핀을 배터리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다가, 저렴한 실리
카(SiO2)를 이용해 그래핀을 마치 팝콘 같은 3차원 입
체 형태로 대량 합성하는 매커니즘을 규명했다.
이 ‘그래핀 볼’을 리튬이온전지의 양극 보호막과 음극
소재로 활용했더니 충전용량이 늘어나고, 충전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고온 안전성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결과가 나왔다.

* 그래핀이란?
흑연에서 벗겨낸 얇은 탄소 원자막. 물리화학적 안정도
가 높아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에서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
다.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실리콘보다는
140배 이상 전자를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어 급속 충전용
으로 이상적인 소재로 꼽힌다.

전기정보 | 2018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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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IoT 주요 솔루션 리뷰

지멘스 개방형 IoT 운영 시스템 ‘마인드스피어’,
디지털 기업화에 앞장
산업용 클라우드 ‘마인드스피어’, 산업 디지털화 리더십 확대
글 | 지멘스(주), www.siemens.co.kr

지멘스의 한국법인 지멘스(대표이사회장 김종갑)는
지난해 3월에 열린 ‘오토메이션 월드 전시회ʼ에서 제조
사들이 디지털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필수적인 스마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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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솔루션과 클라우드 기반의 개방형 IoT 운영 시스
템인 '마인드스피어(MindSphere)’를 처음 선보였다.
지멘스는 전시회를 통해 한국에 이산·조립산업

(Discrete Industry), 공정산

며, “혁신적인 플랫폼을 도입해 얻을 수 있는 효율성

업(Process Industry)등 제

개선과 비용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조 분야에 따른 다양한 고객

고 말했다.

맞춤형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소개했다. 한국 시장에 첫 선
을 보인 마인드스피어는 클
라우드 기반의 개방형 IoT

마인드스피어,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구동

운영 시스템으로 지멘스 디
지털 솔루션의 핵심이다.
마인드스피어(MindSphere)
는 지멘스의 오랜 경험을 바

지멘스의 개방형 IoT 운영 시스템 마인드스피어
(MindSphere) 최신 버전은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도 구동된다.

탕으로 개발된 개방형 IoT 운

아마존웹서비스와의 협업으로 지멘스는 이미 전세계

영 시스템으로 다양한 종류

적으로 설치된 수백만 개의 지멘스 기기를 활용하여

의 기기와 엔터프라이즈 애

파트너사들과 보다 신속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

플리케이션과의 연결 프로

해 졌으며, 아마존웹서비스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디

토콜 옵션, 산업 애플리케이

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마존웹

션, 고도화된 분석 솔루션뿐

서비스에서 호스팅되는 새로운 마인드스피어를 통해

만 아니라 지멘스의 개방형

항공우주·국방·에너지·공익사업 등 다양한 산업의

PaaS(서비스 기반 플랫폼)

고객이 보다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산업용 IoT 솔루션

역량과 혁신적인 개발 환경

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을 제공한다. 이런 역량을 바
탕으로 실제 운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상세계 시뮬레이
션과 현실세계 엔지니어링
과정을 최적화함으로써 제조
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기업들
은 마인드스피어를 통해 규모와 산업군에 상관없이 디
지털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지멘스 디지털팩토리 사업본부와 공정산업 및 드
라이브 사업본부를 총괄하는 디터 슈레터러(Dieter
Schletterer) 부사장은 “마인드스피어는 기계나 플랜
트 등 어떤 제조 환경에서도 지멘스는 물론, 타사의 자
산과도 쉽고 빠르게 연결되며, 또한 안전하게 데이터
를 저장할 수 있다. 저장된 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 알
고리즘을 통해 산업현장의 설비와 공정을 최적화한다”
전기정보 | 2018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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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를 보유하고 있어 지멘스가
클라우드 서비스 핵심 국가로
손꼽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
고 강조하며, “마인드스피어
는 다양한 산업군의 한국 제
조 기업들에게 경쟁우위를 확
보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17개국에 디지털 고객
애플리케이션 센터
20개 열어
지멘스는 이 같은 첨단 솔
루션을 바탕으로 디지털화
(digitalization) 부문에서 입
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
고 있다.
지멘스는 세계 최초로 20
개의 디지털 고객 애플리
케이션(digital customer
applications) 센터를 설립
마인드스피어는 지멘스 디지털 솔루션의 핵심이다

한다. 이는 이른바 마인드
스피어 애플리케이션 센터
(MindSphere Application

20

지멘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담당 스티브

Center)로, 산업용 클라우드인 마인드스피어는 지멘스

바사다(Steve Bashada) 부사장은 “지멘스는 높은 가

의 디지털화 역량을 제공하며 세계 각국의 여러 산업분

용성과 강력한 글로벌 서비스를 찾는 고객의 니즈를

야에 특화되어 있다. 현재 900여 명의 소프트웨어 개발

충족시키고자 아마존웹서비스와 협업을 결정했다”며,

자, 데이터 전문가, 엔지니어들이 센터에 상주하며 데

“파트너사들과 고객들은 이제 지멘스 최고의 산업용

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을 위한 디지털 혁신 개발을 위해

IoT API 접근이 용이해 졌으며 또한 보다 신속한 애플

지멘스 고객과 협업 중이다. 새로운 솔루션 개발은 모

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지멘스의 개방형 IoT 운영 시스템인 마인드스피어에

디터 슈레터러(Dieter Schletterer) 부사장은 “한국은

서 이루어진다. 지멘스는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자리하며 세계 최고의 IT 인프

고자 유럽·미국·아시아·호주 등 전 세계 17개국에

www.kemc.co.kr

20개의 마인드스피어 애플리케이션 센터를 설립한다.

5,000만 유로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따라서 2018

조 케저 지멘스그룹 회장은 “지멘스는 산업 디지털

년 회계연도 R&D 총 투자액은 2017년의 52억 유로

화(industrial digitalization)의 선두 역할을 지속 확대

(한화 약 6조 7,600억 원)에서 56억 유로(한화 약 7조

해나가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쌓은 전력화자동

2,800억원)를 상회할 예정이다. 지멘스의 R&D 투자액

화 경험과 산업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적 식견으

은 2014년 기준 41억 유로 기준으로, 4년 만에 약 40%

로 고객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증가한 것이다.

혜택과 높은 성과를 주는 기업은 지멘스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지멘스는 R&D 투자 지출 중 약 5억 유로(한
화 약 6,500억원)를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결합하
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적층 제조자율로봇데
이터 분석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전력전자분산형 에

약 100만 대의 기기와 시스템이 마인드스피어
통해 연결

너지시스템까지 아우르는 지멘스 핵심 기술(Company
Core Technologies)에 배정했다. 2017년 기준, 지멘스
에는 전 세계적으로 4만여 명의 전문 R&D 투자 인력

지멘스는 2017년 회계연도(2017년 9월 30일 마감)

이 근무하고 있다.

에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서비스 부문에서의 선두로
보다 확고히 자리매김 했다. 52억 유로(한화 약 6조
7,600억 원 / 환율 1,300원 기준)를 기록한 디지털
기술 부문 매출 중 약 40억 유로가 소프트웨어 사업,

지멘스, 전력화, 자동화, 디지털화 영역에
역량을 집중

12억 유로가 디지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발생했다.
지멘스 디지털 기술 부문 매출은 8%대의 시장 성장

독일 베를린과 뮌헨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전기전자

률을 명확히 앞지르며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지

기업 지멘스는 지난 170년간 뛰어난 엔지니어링 역량

멘스그룹 최고기술책임자(CTO)이자 경영이사회 멤버

과 품질, 혁신, 신뢰성, 글로벌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인 롤랜드 부시(Roland Busch) 부회장은 “제 4차 산

성장해 왔다.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35만 1천여 명

업혁명 시대, 지멘스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더

의 직원이 근무하는 지멘스는 전력화, 자동화, 디지털

욱 가속화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 적용 범위를 조정

화 영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

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지멘스가 갖춘 산업적 노

고 자원을 아끼는 친환경 기술의 선도주자인 지멘스는

하우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세계 고객이 디

해상 풍력터빈 분야에서 전 세계 1위이며, 복합화력발

지털 시대를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 마인드스피어 애

전 터빈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

플리케이션 센터는 이와 관련된 최적의 지원을 제공

에서 발생된 전력을 공장이나 일반 가정 등에 수송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는 송전을 비롯해 도시 인프라, 자동화 및 산업용 소프

지멘스는 현재 약 100만 대의 기기와 시스템이 마인

트웨어 영역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지멘스는 한

드스피어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2018 회계연

국에 전력 및 가스사업본부 아시아 세일즈 지역본부와

도 말(9월 말)에 125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태평양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발전 솔루션

지멘스는 이러한 혁신 과정을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
2018년 회계연도에도 R&D 투자 지출을 높이고 약 4억

시장을 관장하는 에너지솔루션즈 아시아지역본부를
설치한 바 있다. KEMC
전기정보 | 2018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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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사물인터넷 구현, 어떻게 향상 시키는가
데이터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총체적인 보안 달성해야
글 | 로크웰 오토메이션, www.rockwellautomation.com

산업용 사물인터넷(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IIoT)
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비즈니스의 우선순위로 자리매

성공 확률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몇 가지 핵심 전
략을 소개한다.

김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치 있는 방식으로 사용
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기업들
은 또한 어떻게 최신 기술들이 운영에서 IIoT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알고 싶어한다.

22

분석 속에 숨겨진 해답
산업 제조 시스템에 포함되는 IIoT 장치 수가 빠른 속
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와 맞물려, 산업체

IDC가 수행한 글로벌 IoT 의사결정 설문조사에 따르

들이 비즈니스 성과를 내기 위해 관리 및 활용해야 하

면, 오늘날 조직들의 IIoT 구현 프로젝트는 파일럿 또

는 데이터 양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확장 가

는 개념 증명(proof-of-concept) 수준에서 확장 가능

능하고 유연한 분석은 정보를 문맥화하여 장치는 물론

한 IIoT 구현으로 진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공장과 기업 전체에 다양한 가치를 제공한다.

응답자의 약 3분의1(31%)은 이미 IIoT 솔루션을 사용하

데이터를 소스에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거나 장기

고 있었으며, 43%는 향후 12개월 내에 솔루션을 구현

적인 검토를 위해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타

하려 한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IIoT 구현의

당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가능하면 소스에서, 원시

www.kemc.co.kr

로크웰, 수집된 장비 데이터를
직관적인 대시보드 보여줘
머신용 FactoryTalk Analytics 클라우드 출시
데이터를 문맥화된 데이터로 처

여러 다른 소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정리해 머신 러닝 애플리케이션에

리하는 것이 모범 사례로 자리를

적용해주는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덕분에 전사적 차원에서 정보의 활용이

잡아 가고 있다.

증가했다. 그러나 정보를 액세스하는 직원이 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과 산업
체들이 엣지 컴퓨팅으로 눈을 돌

경우 새로운 IIoT 툴을 사용해 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장비 정보는 활용되지 못하는 상태로 남게 된다.

리고 있다. 기업들은 패턴과 비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장비업체들을 위한 머신용 FactoryTalk Analytics

즈니스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지

클라우드를 제공하여 생산업체들이 생산 환경 외부의 전문지식을 보다 효

모른다는 희망으로 모든 비정형

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분석은 전세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 추후에

구현된 장비들로부터 수집된 장비 데이터를 직관적인 대시보드에 정리해

데이터를 클린업하고 정리하는

표시해준다.

데 막대한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제품 관리자 토드 스미스(Todd Smith)는 “장비제조업

사실을 깨달았다. 확장 가능한

체의 전문지식을 생산업체의 에코시스템에 도입함으로써, 스마트 머신은 보

분석 접근방식은 기업의 여러 레

다 효과적으로 성능을 발휘하고 주요한 공정 이상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

벨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함

다”며 “클라우드 기반의 장비 분석은 모든 곳에서 가동 중인 장비들에 대한

으로써 데이터 과부하를 방지하

실시간 및 이력 정보를 제공하여, 장비업체들이 고객들과 협력해 다운타임을

는데 도움을 준다.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유지보수에 대한 로
컬 분석은 장치 레벨 데이터를

생산업체의 디지털 환경에 장비 성능 분석해

사용하여 핵심 장치와 장비의

IIoT를 지원하는 카마 그룹(Cama Group)의 포장 장비는 향상된 협업이 장

상태에 대한 실시간 경보를 생

비제조업체와 엔드유저 모두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성할 수 있다. 이는 시간이 절대

장비는 독립적인 카트 기술을 제공하여 신속한 제품 전환을 가능하게 해주

적으로 중요한 공정 가까이에서

고, 머신용 FactoryTalk Analytics 클라우드는 핵심적인 KPI 데이터를 클라

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우드로 전송한다. 간단하게 탐색이 가능한 5가지 화면은 카마 그룹의 서비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들에게 성능에 대한 실시간 통찰을 제공한다.

해준다.

주요 디스플레이에는 연간 갱신 프로그램에 포함된 고객 현장의 모든 장비

컨트롤러나 공장 현장 서버 등

에 대한 글로벌 맵 뿐 만 아니라, 장비 상태와 최근의 종합설비효율(OEE) 성

의 엣지 장비에 구현된 장비 레

능에 대한 개요도 표시된다. 또한 간단한 검색 기능은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벨 또는 공장 레벨의 분석은 장

엔드유저, 위치 또는 장비 유형 별로 정보를 필터링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

비, 공정 및 공장을 최적화하는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비 레벨에서는, 사전 설정된 대시보드와 세부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화면이 장비 상태, 주요 이벤트, 생산량, 달성된 주기 시간, 고객 공정 변수,

은 또한 예측적 유지보수 전략을

최근 3개월간의 수치 정보를 표시해준다.

구현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이 모든 기능은 시스템 설정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 몇 분 안에 구현하고

엔터프라이즈 레벨 분석은 공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연간 갱신 프로그램 기반으로 제공되

장 현장의 정보를 비즈니스 인

어 장비제조업체들이 최대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예상 가능한 낮은 비용으

텔리전스와 통합한다. 이는 여러

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전기정보 | 2018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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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위험 영역과 잠재적인 위협을 파악하는 것에서부
터 시작된다. 무료 보안 평가 툴이 이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평가를 완료한 후에는 조직의 보안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운영을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만
들려면 어떤 완화 기법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그 시점에서, 산업 보안 프로그램은 심층 방어
(defense-in-depth, DiD) 보안 접근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DiD 보안은 단일 보호지점은 ‘공격에 쉽게 무너
질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따른다. 이 방식은 물리적,
전자적, 절차적 보호를 사용하여, 기업 전반에 걸쳐 다
수의 보호 계층을 생성한다.
일례로, 잠재적으로 악의적인 장치간 트래픽을 탐지
및 방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셀/영역 존 레벨
에서 산업용 방화벽이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다차원적인 보안 프로그램의 일부분일 뿐이다. 오늘날
의 기업들은 보안 IoT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파트너와
업계 모범 사례들로 구성된 생태계인 참조 아키텍처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와 협력을 해야
한다. 공급업체가 어떤 보안 정책과 관행을 사용하는
현장에 전반에서 규제 준수 노력이나 운영 생산성을

지 요구를 하고, 업체가 보안 목표 충족을 위한 자사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의 역량에 해가 되지 않고 득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
아야 한다.

총체적이어야만 하는 보안
IDC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꼽은 최고의 IIoT 도전
과제는 보안(26%)이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IIoT에 대해 그저 말만 하지

놀랍지 않은 결과이다. 보안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는 않는다. 자사의 시설들에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구형 장비,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지만 악의적인 또는

(Connected Enterprise)를 실현하여 수익을 향상시켰

의도하지 않은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정보 등,

다. 최근에는 정보기술(IT)과 제조운영기술(OT) 시스템

보안은 기업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도전과제가 될

들을 통합하였고,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구축하는데

수 있다. 이러한 도전과제에 맞서려면, 산업 보안에 총

분산되어 있는 IIoT 기술들을 활용하였다. 이는 기업의

체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민첩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어, 더 빠르고,

업계 최고의 모범 관행에 조직을 부합시켜 지적 재산

더 스마트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

과 다른 자산들을 보호할 수 있다.

으로, 프로세스 제어가 향상되었고 전세계에 위치한 시

보안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방식은 보안 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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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들에 표준화된 접근방식이 구현되었다. KEMC

동향뉴스

로봇-인공지능 융합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형 연구개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로봇과 인공
지능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기술경쟁력 확보

부터 산업부 또는 과기정통부에 신청하고자 하는 주관
기관과 연계해 통합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를 위해 ‘로봇-인공지능 융합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무인이송, 자가학습, 감정인식 등 고도화된 인공지능

경쟁체제 도입

이 구현되는 로봇 서비스 제공을 위해 로봇과 인공지

차세대 첨단기술인 로봇, 인공지능의 창의도전적인

능의 융합이 필수적이므로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협

연구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1~2차년도에

력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는 복수의 수행기관을 지원하고, 2차년도 중간평가 결과
에 따라 우수 컨소시엄에게 3~4차년도 연구비를 집중

산업부, 과기정통부 협업과제 추진

지원하는 경쟁형 연구개발(R&D) 방식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로봇이 인공지능과 융합하여 정밀작업을 수행

경쟁형 연구개발 방식은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는 시각·촉각 등 다양한 센서

다수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

로 물체를 빠르게 인식해 정교한 물체조작과 도구 활용

에 따라 연구지속탈락을 결정하는 형태의 연구개발사

이 가능한 로봇 손과 정밀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과기정

업이다(대표사례: 미국 국방고등연구기획국(DARPA)의

통부에서는 로봇 손이 시각 또는 촉각 정보를 활용해 사

인터넷, GPS 개발).

전 정보가 없는 물체의 속성을 파악하고, 물체를 다루는

아울러 개방협력형 인공지능 연구개발(R&D) 확산을

방법과 절차를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

위해 과기정통부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SW)는 공개

한다(대상 시나리오: 3차원 퍼즐 풀기, 서로 다른 형태와

를 통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인 성과

속성을 가진 다양한 물체를 가지런히 정리정돈, 도구를

확산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개척 첨단

활용한 조작(가위로 종이 자르기 등). 특히, 올해 공고하

융합기술분야의 도전혁신연구를 진작하고, 인공지능

는 과제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기

기술의 실생활-산업현장 적용 극대화, 로봇의 스마트

획 단계부터 선정평가 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부처

화지능화 및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공동으로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 단계

기대된다. KEMC

「2018년도 로봇-인공지능 융합 기술개발 과제 공고」 주요내용

담당부처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인공지능 융합 로봇시스템기술)

정보통신개발(ICT)융합 산업원천기술개발
(지능정보로봇 융합서비스)

대상과제

다양한 물체 조작과 도구활용 작업이 가능한 로
봇 손과 제어기술 개발

로봇 손으로 다양한 물체를 다루는 방법과 절차를 스스로 학
습하는 인공지능 개발

지원규모

1차년도 30억 원
(경쟁형 R&D로 2개 과제 지원)

1차년도 23.43억 원
(경쟁형 R&D로 2개 과제 지원)

지원기간

’18.4~’21.12(45개월) 1차년도 9개월, 2~4차년도 12개월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http://www.keit.re.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http://www.iitp.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전기정보 | 2018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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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IoT,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비즈니스 성장 촉진한다
고성능 컴퓨팅, 핵분열, 풍력 등 신기술 핵심 IIoT
글 | 알랭 드 디유(Alain Dedieu), 슈나이더 일렉트릭, 산업 비즈니스 전략 부문 S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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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개발과 고성능 컴

지역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공

퓨팅(HPC), 핵분열, 풍력과

급망을 최적화하면 ‘적시’에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되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 낭비는 줄어들고 판매량은 높아진다. 글로벌 기업

투자는 경제 성장의 주요 요

의 경우에는 공급망을 최적화하면 전문성을 적절한 곳

소로 전 세계에서 그 흐름을

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한 국가에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산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한 후 대상 고객과 매우 가까운

업용 사물 인터넷(IIoT)은 신

위치에 있는 국가에서 생산함으로써 운송 비용을 절감

기술의 핵심이 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선진 경제국과 개발 도상
국 모두 IIoT를 통해 산업을

스마트 공급망 구축

디지털화 함으로써 산업 분

안전성과 품질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더 지불하려 하

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는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추적성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변화

있으며, 스마트 공급망이 구축되면 제품을 훨씬 더 쉽

에 동참함으로써 산업 인력

게 추적할 수 있다. 제조업체가 디지털 추적성을 갖춘

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증대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가 요구하

할 수 있다.

는 고품질의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향상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제조 기업의 비즈니스를

사이버 공격의 위험은 나날이 더 높아지고 있으며 사

촉진하고 있는 요소는 다음

이버 보안 위협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누구도

과 같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모든 기업은 비즈니스를 보호

• 스마트 공급망

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 사이버 보안 위협

최상의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맞춤형 위험 관리 시스

• 클라우드 기능

템과 사이버 보안 강화 전략을 개발하면 규모에 상관

• 디지털 서비스

없이 어떤 기업이든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할

• 개방형 플랫폼

수 있게 될 것이다.
클라우드를 통해 모든 대상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

디지털화의 주요 이점 중

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의 향상은 이전에는 불가능하

하나는 스마트 공급망을 개

게 여겨졌던 데이터 공유, 소프트웨어 및 기계의 사용

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

량을 바탕으로 한 요금 지불, 그리고 효율성 향상을 위

수명 주기 전반에서 여러 관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다수의 동시 접속을 통한

있도록 맞춤 설계된 공급망을 통해 기업은 더 많은 수

작업 활동 등을 가능케 했다.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클

익을 창출할 수 있다.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

라우드 기반 기능을 통해 전문가를 보유하고, 어디에

기에 가능했으며, 그 중에서도 공급망의 각 단계를 연

서나 원격으로 시설과 자산을 관리하며, 대량의 데이

결하는 IIoT 기술, 그리고 한 곳에서 공급망 데이터를 집

터를 한 곳에 집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기업에서

계하고 히스토리화하는 소프트웨어가 큰 역할을 했다.

는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비용 및 효율성 문제를 해결
전기정보 | 2018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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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고성능 컴퓨팅 기술과 온디맨드 소프트웨어
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개방형 플랫폼은 IIoT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
며, 산업 분야의 기업은 개방형 플랫폼에서 IIoT의 모
든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처음부터 개방형으로 개발

IIoT 발전 위한 개방형 플랫폼

28

된 플랫폼은 개방형 표준과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

IIoT 덕분에 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고 배

를 통해 연결을 간소화한다. 또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포할 수 있어 산업 분야의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얻고

파트너로 구성된 광범위한 네트워크에서 더 효과적인

있다. 대규모 및 소규모 산업 자산이 언제 어떤 조건에

협업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서 가동되고 중단되는지 그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

을 생성하고, 결과적으로 플랫폼을 강화할 수 있게 한

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자본의 지출이 아닌 최적

다. 이 뿐만 아니라, 개방형 IIoT 플랫폼은 우수한 협업

화된 자산을 통해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고객과의 계약

에코시스템을 구축하여 첨단 설계자, 컨설턴트, 개발

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최종 사용자는 투

업체, 시스템 통합업체, OEM, 유통업체, 기술 전문가.

자 가치 증대라는 이점을, 서비스 제공업체는 지속적

파트너 등 생산 수명 주기 전반에서 작업에 관여하는

인 수익원 창출이라는 이점을 얻게 된다.

모든 관계자를 쉽게 식별하고 보안 허가를 받아 원활

www.kemc.co.kr

할 뿐 아니라 새롭고 혁신적인 분석 방식을 개발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모바일 장치, 데이터 분석, 증강 현실, 투명한 연결성
등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공장을 실시간으로 운
영 및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운영자를 증원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제조 기업은 유
연성과 수익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데이터를 수집, 비
교, 분석하는 작업은 반드시 인력이 관여해야 하며 기
계가 복제할 수 없는 창의성, 주관성, 혁신을 제공할
수 있다. 시의성에 맞는 데이터, 증강 현실과 가상 현
실을 통한 교육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능을 운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더 스마트하고 빠르게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시뮬레이션 및 디지털 트윈
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조 분야의 일자리 증대를 촉진하고 있는 요소는 다
음과 같다.

로봇 생산과 공장 및 공정 자동화가 확대됨에 따라
단순한 로봇과 복잡한 로봇을 조정, 설정,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로봇 전문가가 많이 필요해질 것이며, 로봇공

• 빅 데이터 수집

학은 매우 복잡하거나 위험하거나 민감한 작업 등, 아

• 운영자 증원

직도 인력이 수행해야 하거나 이중으로 점검해야 하는

• 자동화 확대

일을 지원하고 대폭 개선해줄 것이다.

• 시뮬레이션 및 디지털 트윈
• 예지 유지보수

시뮬레이션 및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복제 모델을 사
용하여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산업 엔지니어 및 시뮬레이션 전문가에 대한 수요를

IIoT가 도입되면서,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표준화

높일 것이다.

를 통해 기계로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운

예지 유지보수를 통해 제조업체는 장비가 고장 나기

영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에 산업 부문에서

전에 수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시스템

새로운 동향이 부상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

설계, IT, 데이터 과학, 현장 서비스 엔지니어링 분야에

고 있다.

숙련된 운영자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빅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데이터 및 분석에 있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자리 증대와 경제 안정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

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른 지금, 혁신이 이

터 과학자’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다. 이 역할은 연

두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시각이 많다.

결된 기계, 공장, 프로세스에서 생성되는 대량의 정보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산업 분야 기업의 경우

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를 개선할

IIoT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전문성을 필요로

수 있다. KEMC
전기정보 | 2018년 03월

29

특집

산업용 IoT 주요 솔루션 리뷰

전 세계 생산 네트워크 기반으로 산업 IoT기술 노하우 축적
보쉬, 인더스트리 4.0 및 관련 센서 분야의 혁신 솔루션 선보여
글 | 로버트보쉬코리아(유), www.bosch.co.kr

“미래의 공장은 유연하고 연결되어 있으며 스마트하

코리아 2018(SEMICON Korea 2018)에서 IoT 기술을

여 사람, 기계, 제품 간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준

기반으로 한 스마트 솔루션이 어떻게 사람/기계/사물

다. 이 분야에서도 보쉬는 선도 공급 업체이자 인더스

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산업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지

트리 4.0의 주요 업체로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다.”

보여줬다.

지난 2016년 CES에서 당시 보쉬의 덴너 회장은 이렇

보쉬가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 중 하나인 보쉬

게 선언했다. 보쉬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

렉스로스코리아(Bosch Rexroth Korea)는 이번 행사

장 250개를 감안했을 때 덴너 회장은 2020년까지 인

에서 다양한 산업용 IoT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 업체

더스트리 4.0을 통해 연간 수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

가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IoT 게이트웨이, 액티브 콕

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

핏, 리니어 모션 시스템 등 인더스트리 4.0 기술과 관

움을 줄 두 가지 요소로 실시간 데이터 평가를 제공

련 센서 분야의 혁신적인 솔루션들을 소개했다. 공장

하는 보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들었다.

자동화·산업 유압·중장비 유압·산업기계 엔지니어

한 예로 모바일 APAS 생산 어시스턴트(mobile APAS

링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공급하는 보쉬렉스

production assistant)는 생산 공정의 유연성 및 안전

로스는 IoT 솔루션 기능을 갖춘 제품을 추가하여 산업

성을 보장한다. 센서 스킨 덕분에 APAS는 안전하게

IoT 전문 기업으로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사람과 일할 수 있다는 뜻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산업 환경 구축으로 비용 절감과

보쉬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열린 세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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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솔루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스마트 센서 기술: 커넥티비티 가능하게 하는 소형 센서들

각속도 센서들, 자력계, 소음 볼륨, 습도, 공기압, 온도,

보쉬는 전 세계 270여 개 생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라이트를 측정하는 센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기

다양한 관련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IoT 기술을 기반으로 인더스트리 4.0과 센서 기술 분
야에서 오랜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축적해 온 보쉬는

업들은 이 센서 플랫폼을 이용하여 최적화된 IoT 솔루
션들을 개발할 수 있다. XDK 센서 플랫폼은 설치가 용
이하며 개별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다.

전 세계 270여 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솔루션에 있어서 종합적인 포트폴

보쉬그룹, ‘connected life’ 전략적 목표

리오, 분야를 넘나드는 지식, 센서/소프트웨어/서비스

보쉬그룹은 2016년 총 매출 731억 유로를 기록했

와 관련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

다. 보쉬그룹의 사업은 모빌리티 솔루션(Mobility

으로 보쉬는 인더스트리 4.0 분야에서 고객에게 제조

Solutions), 산업 기술(Industrial Technology), 소비

와 물류 분야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제품 솔루션뿐만

재(Consumer Goods), 에너지 및 빌딩 기술(Energy

아니라 서비스와 컨설팅까지 포함한 최적의 맞춤 토털

and Building Technology)의 4개 사업 부문으로 구성

솔루션을 제공한다.

되어 있다. IoT 선도 기업으로서 보쉬는 스마트 홈, 스

보쉬의 인더스트리 4.0은 스마트 솔루션, 사람/기계/

마트 시티, 커넥티드 모빌리티, 그리고 커넥티드 산업

사물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산업 환경 변화, 새로운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다. 보쉬는

솔루션을 창출하고 있다.

자사의 센서 기술,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IoT 클

IoT 게이트웨이(IoT Gateway)는 네트워크화 된 생산

라우드와 같은 전문성을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커넥티

을 위해 필요한 사전 요구 사항, 즉 센서들, 소프트웨

드 되고 영역을 넘나드는 솔루션들을 제공한다. 보쉬

어 또는 회사의 IT 커넥션에 연결을 갖추고 있지 않은

그룹의 전략

기존 기계들의 운영자들에게 커넥티드 산업의 장점들

적 목표는 커

을 제공한다. 커넥티드 시스템은 센서 기술, 소프트웨

넥티드 생활

어, IoT기반 산업 관리를 결합하여 기계 상태 모니터링

(connected

을 가능하게 해준다.

life)을 위한

액티브 콕핏(Active Cockpit)은 기계와 시스템을 IoT

솔루션을 만

로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들고, 혁신적

있게 해준다. 작업자는 액티브 콕핏을 통해 에너지 모

이고 매력적

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유지보수 지원 시스템에 접속,

인 제품 및 서

공장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를 체계

비스를 통해

적으로 수집하게 됨으로써 프로세스와 자원 분배 등을

삶의 질을 향

통해 생산 관리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상시켜주는

보쉬의 스마트 센서 기술은 커넥티비티를 가능하게

“생활 속의 기

하는 소형 센서들이다. 새로운 IoT 솔루션 개발을 위한

술(Invented

XDK 센서 플랫폼은 다양한 종류의 센서와 블루투스 및

for life)”을

와이파이 연결 기능을 포함한 포괄적인 하드웨어 및 소

선보이는 것

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한다. 구성 요소로는 가속도 및

이다. KEMC

보쉬의 덴너 회장은 보쉬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장 250개를 감안했을 때
2020년까지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연간 수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보쉬 블로그 참조>

<사진은 보쉬 블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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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컴MDS는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개
발 기간을 단축하고 개발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토털 솔루션과 서비스를 다양한 산업에 걸쳐
제공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이외에도 클라우드, 빅
데이터, 로봇, 인공지능(AI) 등 기존 임베디드 시스템
기술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된 ‘인텔리전트
융합 솔루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지능형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문 개발 엔지니어들이 최신 기술 트렌드에 맞
추어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머신러닝을 적용한 제품도 개발 중
이다. 특히 한컴그룹 내 계열사들 간의 신사업 발굴을
위한 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시장에서 주
목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이에 한컴MDS CTO개발실 이종영 상무에게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한컴MDS의 IIoT 솔루션 소개와 전
략을 들어봤다.

“산업용 IoT 플랫폼, 센서부터 분석까지 제공은 물론 인공
지능, 블록체인도 활용할 것”
  한컴MDS, 산업용 솔루션 ‘ThingSPIN’ ‘NeoIDM’ 등 제공하며 시장 확대
     이 종 영 상무, 한컴MDS, CTO개발실

_ 한컴MDS에서 공급하는 산업용 IoT 솔루션을 간단
히 소개한다면.
한컴MDS에서 자체 개발한 산업용 IoT 플랫폼인
‘ThingSPIN’을 중심으로 센서부터 OPC UA 게이트웨
이, 네트워크, 보안 및 HMI, SCADA, 분석 플랫폼까지
포함한 엔드-투-엔드(end-to-end) 토털 솔루션 형태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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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IDM은 다양한 IoT 응용 서비스 구축에 최적화된
국제 표준 LwM2M 프로토콜 기반의 통합 솔루션으로
연결성, 응용 서비스, 보안 관점에서 강점 지녀”

‘NeoIDM’도 또한 한컴MDS가 자체 개발
한 산업용 IoT 솔루션입니다. NeoIDM은 다
양한 IoT 응용 서비스 구축에 최적화된 국
제 표준 LwM2M(Lightweight Machine to
Machine) 프로토콜 기반의 통합 솔루션으

ThingSPIN은 제품 품질관리, 제조 장비관리, 설비 모

로 연결성(Connectivity), 응용 서비스(Application

니터링 등과 같은 스마트 팩토리형 서비스 구축을 위

Service), 보안(Security) 관점에서 강점을 지니고

한 핵심 산업용 IoT 플랫폼입니다. 국제 산업 표준 프

있습니다.

로토콜인 OPC UA 기반에 많은 PLC 제품군에 데이터
를 수집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각
산업에서 이용 중인 상위 시스템 PLM, MES, ERP에서

_ 그 렇다면 ‘NeoIDM’의 차별성과 경쟁력은 무엇
인가요.

데이터들을 동시에 수집하여 각 공정과 제품의 품질에

우선 연결성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NeoIDM은 온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거나 제품에 대한 분석이 가능

도 센서, 단순 온/오프식 조명기기와 같이 연산 능력과

한 형태로 가시화 할 수 있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산

배터리에 제약이 많은 소위 ‘소물기기’들도 서버에 연

업용 IoT에 특화된 플랫폼입니다.

결하여 서비스 구축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물기기 및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 Continua와 같

_ ‘NeoIDM’ 이라는 산업용 IoT 솔루션도 있는 것으
로 아는데.

은 이종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사물기기들도 게이트웨
이를 통해서 서버에 연결합니다. 점점 다양화되고 증

▶

한컴MDS 산업용 IoT 플랫폼의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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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스 업데이트, 스마트폰이나 차량용 내비

“블록체인 기술을 사물인터넷에 접목하는

게이션 지도 데이터의 원격 업그레이드 등

BIoT 분야의 보안 솔루션 개발과 NeoIDM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하는 기

향후 IoT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것 추진”

기 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대되는 사물기기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보안 관점에서 NeoIDM은 국제 표준

NeoIDM의 우수한 연결성은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DTLS 기반의 암호화 통신을 기반으로 하여 은행 수

할 수 있습니다.

준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IoT

응용 서비스 관점에서 NeoIDM은 주로 센서 데이터

기기 데이터 보안 기능 개발용 솔루션인 ‘NEOS IoT

를 수집해서 저장하고 분석하는 용도의 데이터 관리

Security Platform’을 연계 활용 시에는 IoT 기기 내에

(Data Management) 기능과 더불어 기기 진단 및 제

자체 보안 기능을 추가하여 보안성을 더욱 높일 수 있

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같은 기기 관리(Device

습니다.

Management) 기능까지 동시에 제공합니다. 예를 들
면. 공장이나 학교의 환경조건 측정, 공장의 생산 및

_ IoT 기기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이 필요

불량 관리, 차량의 위치 추적, 의료용 센서 데이터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분석하는 데이터 관리 서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은 쉽게 말해 원격지

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격에서 음성으로 가

에서 기기의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그레

전기기를 제어하는 스마트홈 솔루션, POS 장비 라이

이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OTA(Firmware Over the

표 | SOTA 시행에 따른 리콜 비용 절감(출처: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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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savings
per year b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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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2014

2015

2016

Functional SOTA update revenue

2017

2018

2019

Cost savings per year

2020

2021

2022

SOTA royalty revenue

Air) 혹은 SOTA(Software Over the Air)가 대표적인 기

보안 관점에서의 통합 솔루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

술이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이 필요한 가

니다. 네트워크 구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센서나 소물

장 큰 이유는 OEM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결함을 보정

기기와 게이트웨이 간의 연결, 통신 단말이나 게이트

하기 위한 리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

웨이와 서버 간의 연결, 서버와 응용 서비스 단말 간

다.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증대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의 연결 등에 있어서 각각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

적용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결

문입니다. 특히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같이 고

함을 보정하기 위한 리콜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통신 보안뿐

중요한 점은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한 리콜을 사용자

만 아니라 업데이트 패키지의 암호화, 디지털 서명 및

가 직접 방문해서 수리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무선으

HSM(Hardware Security Module) 등의 보안기술이 추

로 업데이트하면 사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디도스나 랜섬웨어에 의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해킹 방지 대책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조사업체 HIS에서 최근 발표한 오토모티브리포트에 따
르면 SOTA 시행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리콜 비용이
2015년 약 27억 달러에서 2022년에 350억 달러 이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_ 산업용 IoT 기술의 발전 방향과 귀사의 로드맵이
있다면.
한컴MDS는 국제표준 LwM2M 기반 IoT 기기 관
리 플랫폼 ‘NeoIDM’을 자체 개발하여 이를 기반으로

_ 그렇다면 그 적용 분야도 넓을 것 같은데요.

한 리테일용 POS 관리 시스템, MDM(Mobile Device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의 적용 분야는 각종

Management) FOTA 솔루션, 환경 모니터링 솔루션,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최근 미래형 자동차 및 IoT 분

전기차 IoT 충전기 관리 솔루션 등의 상용 제품을 출시

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홈, 스마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미래형 자동차에는 수많은 스

트팜,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트 센서 및 전자제어장치(ECU)가 결합될 것이며,

상용 솔루션 확대와 더불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이를 위해 차량용 모뎀뿐만 아니라 Ethernet, CAN,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과 연계한

MOST 등 각종 차량에 연결된 기기들의 소프트웨어를

IoT 데이터 분석, 예지 및 진단 솔루션 개발, 미래용 자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무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동차의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

기술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IoT 분야

한 상용 솔루션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에서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은 보안성을 갖

또한 향후 플랫폼 확장을 위해 OCF 인증기기 및

춤과 동시에 다양한 소물기기 및 이종 프로토콜 사용

Continua 표준 기반 헬스케어 기기와도 연계되는 스

기기들도 스마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결성 및 업데

마트 게이트웨이와 빅데이터 처리 시 문제점을 보완하

이트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 솔루션 형태로 제공되어

기 위한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기술도 추가

야 할 것 입니다.

개발할 예정입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블록
체인 기술을 사물인터넷에 접목하는 BIoT(Blockchain

_ 산업용 IoT 분야의 보안도 중요한 요소인데 보안의
핵심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세워야합니까.
산업용 IoT 분야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nternet of Things) 분야의 보안 솔루션 개발도 추진하
고 있으며, NeoIDM을 향후 IoT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
폼으로 확대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KEMC
전기정보 | 2018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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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밴텍, 스마트 빌딩 위한 스마트 공조 시스템 구축
산업용 게이트웨이, UTX-3117 소개

난방과 냉방은 건물 관리에 꼭 필요한 주요 지출비
용이다. 이러한 비용을 더 관리하고 난방, 환기, 냉방
(HVAC)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자들은 건물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IoT가 가능한 이 HVAC 시스템은 장비를 미리 설
정한 시간에 자동적으로 켜고 끌 수 있고, 환경조건
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측정값이 임계치를 초과
할 때 경고를 보내주고, 에너지 소모량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선두적 HVAC 제조사인 고객은 BLE,
WiFi, LoRa, Zigbee와 같은 다른 RF 프로토콜을 사용
하는 레거시 시스템을 대신하기 위해 멀티 연결 게이

분석을 위해 모든 빌딩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면

트웨이를 찾아왔다.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에 게이트

사용자들은 제어판이나 다른 휴대용 장치를 통해 생생

웨이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온도 지원

한 정보를 얻게 된다. 몇몇의 HVAC 기계는 작동되는

또한 요구된다. UTX-3117은 매우 강력한 시스템 보안

동안 매우 뜨거워질 수 있어서 UTX-3117은 최대 60°

을 제공하는 Wind River Pulsar Linux OS와 통합되어

C의 위태로운 환경에서도 시스템이 모든 업무를 지속

제공된다. Wind River Pulsar는 IoT 프로젝트를 개발

가능하게 하도록 최적화된 열 솔루션을 포함하여 디자

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디자인되어진 작지만 고성능

인됐다.

의 안전한 배포판이며, 스마트 HVAC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이상적이고 유연한 솔루션이다.

Wind River Pulsar OS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원
해주는 소규모 공간 설계에서의 실시간 OS이다. 컨
테이너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사용자는 커널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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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밴텍은 고객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멀

할 필요없이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간편하게 실행할

티 연결과 -20~60°C의 광범위한 온도 지원, HVAC

수 있다. 또한 주변에 광범위한 무선 연결 지원이 구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돕기 위한 소프트웨어 통합을 포

축되어 있는데, 그것은 WiFi/BT/3G/4G/GPS와 특별

함하고 있는 UTX-3117을 선택했다. UTX-3117은 다수

히 IoT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중요 프로토콜을 포함한

의 센서로부터 동시에 여러 프로토콜 데이터를 받기

다. WindRiver로 3~5년간 장기적으로 지원해주고,

위해 3개의 RF 모듈 확장 슬롯과 5개의 안테나로 디자

WindRiver가 신뢰할 수 있는 저장소로 연결하여 간편

인되어 있다. 인텔의 최근 Apollo Lake E3900 프로세

하고 안전한 업그레이드 통로로 IMA 지원을 실행함으

서와 함께 UTX-3117은 빌딩 HVAC 시스템을 위한 뛰

로써 HVAC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솔루션을

어난 성능을 제공한다.

제공한다. KEMC

www.kemc.co.kr

동향뉴스

한전, 전력분야 수출 침체에 따른 지원 강화
동남아 3개국(캄보디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수출시범사업 추진
한국전력은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달 1일 인도네시아와 6일 말레이시아에서 수출시범사업 추진
MOU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수출시범사업 MOU

말레이시아 수출시범사업 MOU

지난 1월 캄보디아와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수출 시범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인도네시아전력공사(PLN)
와 AMI 시범사업 및 말레이시아전력청 자회사인 TSG와 배전반 상시 부분방전 검출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
하기로 했다.

대상국

사업명

수행기업

캄보디아

독립형 MG System 시범사업

아이셀이앤씨(주)

인도네시아

AMI 시범사업

(주)타이드

말레이시아

배전반 상시 부분방전 검출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주)피에스테크놀러지스

수출 시범사업은 한전과 중소기업이 협력연구를 통해 개발된 우수제품이나 시스템을 해외에 시범설치 후 현지
환경에 적합한 성능임을 실증하여 후속 수출을 수주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전은 이번 동남아 3개국 사업 뿐 아니라, 이란, 카자흐스탄, 도미니카에 한전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에
너지신산업, 설비진단 분야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올해에는 중소기업들이 진출하지 못한 국가
에 대해서도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시장 개척단 사업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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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시어터 연결 호환성을 향상시키는 HDMI eARC 기술
글 | 마셜 골드버그(Marshall Goldberg), 래티스 반도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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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소스 기기와 새로운 TV

HDMI 2.1은 이 규격의 이전 버전에 비해 대폭 개선됐

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기능 업그레이드는 일

다. 비디오 제공 속도는 300% 높아졌는데, 압축 기능

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을 사용하면 여기에 추가로 300%가 더 향상됨으로써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HDMI 2.0의 18Gb/s에 비해서 최대 9배에 이르는 비

HDMI 2.1 기능들이 해당 제품들에 몇 년에 걸쳐서 점

디오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HDMI 2.1은 동적

진적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AVR(오디오/비디오 리시

HDR, VRR(variable refresh rate), 빠른 미디어 전환

버) 같은 오디오 기기가 호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같은 일련의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이들 기능을 활용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사용자가 VRR 기능

www.kemc.co.kr

이 있는 새로운 TV와 게임 콘솔을 구입한다면 게임 콘

이러한 점진적인 도입 때문에 대부분의 4K AVR이

솔과 TV 사이에 들어가는 AVR 역시 업그레이드 해야

4K 블루레이 같은 4K 비디오 제품을 완벽하게 지원하

한다. 그러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AVR의 오디

지 못했다. 이들 4가지 타입의 AVR이 모두 ‘K AVR’이

오 기능은 그대로이면서 말이다. AVR이 게임 콘솔과

라고 마케팅을 했으나, 가장 최근의 AVR만이 오늘날

TV 사이의 HDMI 경로 안에 들어 있지 않으면 Dolby

의 4K 블루레이 디스크와 그 밖에 다른 4K 영화 콘텐

Atmos나 DTS:X 같은 향상된 오디오 포맷을 재생하지

츠를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못할 것이다.

상위 호환성을 유지하기란 늘 어려운 과제이다. AVR

이러한 문제 때문에 AVR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

시스템 구매자에게는 특히 중요한 문제이다. AVR은

해 HDMI 2.1은 ‘향상된 오디오 리턴 채널(enhanced

주요 홈시어터 기기 중에서 수명이 가장 긴 축에 속하

Audio Return Channel, eARC)라고 하는 새로운 기

기 때문이다.

능을 포함한다. eARC는 AVR과 TV 사이에서 상위 호

HDMI 2.1 eARC는 HDMI 2.1이 점진적으로 도입되는

환성을 제공하면서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고 사용 편

과정에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AVR과 사운드 바가 구

의성을 높인다.

식이 되어서 쓸모 없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HDMI 2.1 eARC는 기존의 홈시어터 오디오 연결 방
식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한다:

eARC는 홈시어터 시스템의 전반적인 품질, 상호운용
성, 사용 편의성, 연결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1. eARC는 상위 호환성을 지원하는 유일한 솔루션
으로서, AVR이 보다 최신 TV와 잘 작동할 수 있
게 한다.
2. 광 케이블과 비교해서 거의 30배의 대역폭이면서
오디오 품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3. 브랜드간 상호운용성이 더 우수하다.
4. 사용하기가 더 쉽다.
5. 연결하기가 더 간단하다.

상위 호환성 제공
eARC는 비디오 경로에서 오디오 기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상위 호환성을 제공한다. 기존 AVR 시스템
에서는 오디오와 비디오 모두 소스 기기로부터 AVR을
거쳐서 TV로 전달된다.
eARC를 사용할 경우, 기기들을 TV에 바로 연결한
다음, AVR로 오디오 전용 eARC 신호를 전송한다. 이
렇게 연결하면 비디오 포맷 문제를 피할 수 있으므로

상위 호환성 유지의 어려움
지난 8년 사이에 TV 기술은 1080p에서 4K 비디오로

eARC 가능 AVR의 수명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다. 또한
eARC는 최상의 홈시어터 오디오 품질을 제공한다.

발전했다. 4K 비디오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

TV로 eARC 가능 AVR이나 사운드 바를 연결하려면

로운 HDCP 복제 방지 기술을 도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더넷 기능을 지원하는 HDMI 케이블로 오디오 기기

안타깝게도 4K 기술을 지원하는 4K AVR이 그랬던 것

와 TV의 HDMI-eARC 입력을 연결한다. 그리고 다른

처럼, 이 새로운 기술들 역시 몇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

HDMI 기기들을 TV로 연결한다. 아래 그림은 이 연결

로 도입되었다:

을 보여준다.

1. HDCP 1.4 복제 방지 기술을 지원하는 4K30 비디오

이렇게 하면 홈시어터 시스템을 보다 쉽게 연결할 수

2. HDCP 2.2를 지원하는 4K30 비디오

있다. AVR의 입력을 전환하려면 AVR 리모컨을 사용

3. HDCP 2.2를 지원하는 4K60 비디오

하고 TV의 입력을 전환하려면 TV 리모컨을 사용해야

4. HDCP 2.2 및 HDR을 지원하는 4K60 비디오

하지만, eARC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면 모든 입력 전
전기정보 | 2018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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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C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AVR 연결

eARC를 활용한 AVR 연결

환을 TV 리모컨으로 할 수 있다. 단지 HDMI 입력뿐 아

서 설명한다.

니라, TV에 설치된 앱과 아날로그 비디오 및 TV 튜너

HDMI eARC는 HDMI AVR이나 사운드 바를 구매

같은 여타 입력들 역시 마찬가지다. TV와 AVR이 CEC

할 때 꼭 따져보아야 할 기능이다. eARC만이 앞으로

기능을 지원하면 TV 리모컨을 사용해서 전원 온/오프,

HDMI 2.1 기기와 호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

음량 높임/줄임, 음소거 명령을 오디오 기기로 자동으

법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eARC는 다른 오디오

로 전송할 수 있다. 단, eARC를 사용할 때 CEC 사용

인터페이스에 비해서 단순성, 오디오 성능, 호환성을

은 옵션이다.

크게 향상시킨다.

AVR을 여전히 기존 방식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소
스 기기를 AVR에 연결하는 것이다. 나중에 AVR의 비
디오 용량을 능가하는 최신 제품을 구입하면 이 제품

eARC는 이더넷 기능 HDMI 케이블을 사용해서 TV에

을 TV에 바로 연결할 수 있다. 그러면 eARC가 AVR로

서 오디오 기기로 높은 비트 레이트로 오디오 신호를

오디오를 전송한다.

전송한다. 이 케이블은 HDMI 1.4에서 도입되었다. 이더

TV와 AVR이 서로 다른 제조사 제품일 수 있다.

넷 기능을 지원하는 HDMI 케이블은 보통의 HDMI 케

eARC는 이처럼 서로 다른 브랜드의 TV와 AVR을 연

이블과 동일한 커넥터 및 핀을 사용하는데, 이더넷 기

결할 때 향상된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제공한다. 호

능의 HDMI 케이블은 14번, 15번, 19번 핀이 꼬임 차폐

환성이 향상되는 것은 첫째, 비디오가 AVR을 통하지

쌍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더넷 기능이 없는

않기 때문이고, 둘째 eARC의 인식 메커니즘이 완전히

HDMI 케이블에서는 이들 핀이 단순히 곧바로 통과하

새로운 것으로서 전적으로 오디오 기기 및 포맷 인식

는 핀으로서 eARC 신호를 전송하지 못한다.

에 알맞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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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C의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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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로부터 전송되는 eARC 신호는 SPDIF 오디오 신

호 포맷과 비슷한데 다만 최대 98Mb/s으로 전송된다

디오가 거의 언제나 TOSLINK나 ARC가 지원할 수 있

는 점이 다르다. 프로토콜 오버헤드를 제외하면 실제

는 것보다 더 높은 대역폭을 사용하며, 어떤 경우에는

최대 오디오 속도는 약 37Mb/s이다. 이는 8개 채널

eARC의 전체 대역폭을 사용하기도 한다.

의 192kHz 24bit 비압축 PCM 오디오에 해당한다(8×
192,000×24≈36,864,000b/s).

eARC 데이터 채널은 ARC 및 기존의 ‘단순 통과
(flow-through)’AVR 연결 기법에 비해 신뢰성과 호환

eARC 오디오 신호 위에 얹어서 1Mb/s의 양방향 데

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이전 HDMI-ARC 표준의 인식

이터 신호를 변조할 수 있다. 이 양방향 신호를 사용해

메커니즘은 eARC와 동일한 메시징이기는 하나, 대부

서 eARC TV가 eARC 오디오 기기를 인식할 수 있다.

분의 메시징이 선택적이며 인식/메시징 방식이 HDMI-

이 데이터 신호는 그 밖의 몇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CEC를 기반으로 한다. HDMI의 CEC 핀은 기기들이

오디오 기기가 지원하는 오디오 포맷 목록을 TV가 읽

서로 리모컨 명령을 전송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을 수 있고, 립 싱크 교정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CEC는 업체들마다 서로 다른 고유

오디오 기기가 TV로 주기적인 ‘맥박’
신호를 전송하여 TV의 내장 스피커를
음소거하도록 할 수 있다. 이들 데이
터 관련 신호들은 eARC 기기에서는

표 | eARC와 다른 오디오 연결 기법 비교

사용되는 케이블

광 SPDIF
케이블

HDMI
케이블

이더넷 기능이 있는
HDMI 케이블

스테레오 지원

예

예

예

압축 5.1

매우 제한적

예

예

비압축 5.1

아니오

아니오

예

비압축 7.1

아니오

아니오

예

전송하려면 광 케이블(TOSLINK),

높은 비트 레이트
(DolbyTrueHD, DTS-HD)

아니오

아니오

예

HDMI-ARC 같은 다른 기법들이 필요

Dolby Atmos지원

아니오

아니오

예

하다. 이들 기법은 각각의 한계점들이

DTS: X지원

아니오

아니오

예

극복하도록 설계되었다. 다음 표는 각

최대 오디오 대역폭
(페이로드 크기)

~384Kb/s

~1Mb/s 37Mb/s

각의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링크 인식

아니오

CEC

eARC 데이터 채널

용량 인식(오디오 EDID 등)

없음

CEC

eARC 데이터 채널

립 싱크

아니오

(선택적) (필수)

ARC는 단일 핀을 통해서 1Mb/s 오디

TV 음소거 및 음량 제어

아니오

예(CEC) 예(CEC)

오만 전송할 수 있으므로 오늘날의 하

TV를 켜면 오디오 기기도 켜짐

아니오

예(CEC) 예(CEC)

ARC 폴백

아니오

N/A

필수 사항이다. 이들 신호는 광 케이
블(TOSLINK) 또는 SPDIF 오디오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기존의 HDMI-ARC
오디오에서는 옵션으로 제공된다.

eARC와 다른 오디오 연결 기법 비교
TV에서 오디오 기기로 오디오를

있으며, eARC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eARC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HDMI
로 모든 홈시어터 포맷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 버전인 HDMI 1.4

이엔드 오디오 표준에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블루레이 포맷은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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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들을 사용해서 구현되는 바람에 이 기능을 사용했

갖고 있다. 그러므로 CEC가 효과적인 시스템에서는

을 때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브랜드가 다른

여전히 이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eARC

기기들끼리 연결했을 때 CEC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할

오디오는 CEC 없이도 문제 없이 작동할 수 있으며 기

수 없는 것이다. CEC 기능이 꺼져버릴 때도 있고, 이

기 제어를 위해서 CEC를 사용할지 말지를 사용자가

기능을 켰을 때 원치 않는 동작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런 이유에서 eARC는 CEC를 포함하지 않고 설계되었

eARC는 CEC 연결을 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 또한 연결하려는 기기가 eARC를 지원하지 않으면

HDMI 연결의 나머지 부분들을 우회할 수 있다. HDMI

자동으로 ARC 모드로 폴백(fallback)하도록 할 수 있

2.0에서 HDMI 2.1로 되면서 다른 HDMI 핀들은 대부분

다. eARC 호환성은 TV와 AVR(사운드 바)에만 필요하

의 시그널링이 변경되었다. eARC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 다른 HDMI 기기들은 eARC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

제거함으로써, 새 TV를 구입하거나 했을 때 호환성을

여기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eARC가 CEC의 문

최대한 보장한다. 하지만 eARC 호환 기기를 (HDMI 1.4)

제점들을 극복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ARC 모드로 사용하려면(예컨대 HDMI-eARC AVR에

eARC는 사용자 리모컨 명령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왜

HDMI-ARC TV를 사용) CEC 기능을 켜야 한다. CEC

CEC를 사용하는가?”이다. 이는 eARC 데이터 채널

가 ARC 인식 프로세스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eARC 링크를 인식 및 구축하고, 포맷을 판단하고,

eARC 사용은 오디오 기기의 원가를 낮출 수 있다.

립 싱크를 하는 것 같은 ‘드러나지 않는’ 동작만 지원

AVR이나 사운드 바가 초고속 48G HDMI 2.1의 4~8개

하기 때문이다. eARC 데이터 채널은 음량 높임/낮춤,

입력/출력 포트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음소거 같은 사용자 명령은 전송하지 못하도록 설계되
었다. 이유는 CEC를 포함해 사용자 명령을 모든 버전

eARC 대역폭

의 HDMI로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많이 있을 뿐

eARC는 최대 오디오 페이로드 크기가 36.8Mb/s이

아니라, 그 외에도 프로그램이 가능한 범용 리모컨이

다. 이 수치는 정확하게 8채널의 24bit 192kHz 비압축

나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시 있

오디오에 해당한다. 블루레이에 사용되는 최대 오디오

을 수 있는 사용 상의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eARC

대역폭이기도 하고, 4채널 I2S 인터페이스의 오디오 대

는 일부러 eARC 데이터 채널로부터 리모컨 기능은

역폭에 해당하기도 한다. I2S는 하이엔드 오디오 기기

배제했다. 또한 CEC 핀은 HDMI를 통해서 ‘전원 켜짐

내에서 오디오 전송에 주로 사용되는 칩-대-칩 인터

(Power On)’메시지를 전송하기에 안성맞춤인 속성을

페이스이다. eARC는 기존의 이더넷 기능 HDMI 케이
블을 사용
할 수 있
도록

설

계 되 었
다. 이 케
이 블 은
100Mb/s
이더넷을
래티스의 eARC용 솔루션 Sil9437과 Sil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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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수

있다. eARC는 프로토콜 오버헤드를 포함한 최대 대역

DVD-Audio는 DVD 영화의 오디오 트랙이 아니다. 이

폭이 98Mb/s이다. 따라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이더넷

들 포맷을 사용할 때는 이러한 하이엔드 오디오 플레

기능 HDMI 케이블에도 완벽하게 맞는다.

이어를 곧바로 증폭기로 연결하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

지원되는 오디오 포맷
eARC가 지원하는 오디오 포맷은 다음과 같다:

래티스의 eARC 솔루션

비압축 포맷:

SiI9437과 SiI9438

* 최대 192kHz 및 24bit에 이르는 모든 HDMI 표준 샘

래티스 반도체의 Sil9437 eARC 리시버와 Sil9437

플링 레이트, 주파수, 비트 레이트의 2~8개 채널

eARC 트랜스미터는 32핀 QFN IC로서, 이들 IC 제품

* 16채널 96kHz 및 32채널 48kHz 같은 줄어든 샘플

을 사용하면 HDMI를 통해서 eARC를 송신 및 수신할

링 레이트로 최대 32개 채널

수 있다. 이들 제품은 TV, 컴퓨터 모니터, AVR, 사운드

Dolby 포맷:

바 회사들이 자사의 기존 제품에 eARC를 손쉽게 구현

* Dolby Digital(AC-3)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시스템온칩(SoC)으로 HDMI

* AC-4

를 통합하고 있는 제품들도 마찬가지다.

* Dolby Digital Plus(E-AC-3, 192 kHz x 2채널 x

이 두 IC는 HDMI 신호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이

16bit 대역폭)

아니라 eARC 핀인 14번 핀과 19번 핀에 연결해 준다.

* Dolby TrueHD

따라서 다음 그림처럼, 어떤 HDMI 버전을 사용하든 기

* Dolby Atmos

존 HDMI 트랜스미터와 리시버를 사용하는 솔루션으로

DTS 포맷:

이들 IC를 손쉽게 통합할 수 있다.

* DTS

이들 IC는 SPDIF/I2S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차동

* DTS-HD Master Audio

eARC 신호 사이를 최대 98Mb/s 속도로 브리징한다.

* DTS: X

이들 IC의 I2C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어와 eARC 데이

Fraunhofer 포맷:

터 채널 브리징을 할 수 있다.

* MP3

Sil9437과 Sil9438 eARC 리시버 및 트랜스미터 IC는

* AAC-LC

현재 양산 공급 중이며, 관련 개발 키트로는 CP9437

* HE-AAC

및 CP9438을 활용할 수 있다.

* HE-AACv2
* AAC-LC와 HE-AAC에 MPEG 서라운드 결합
* MPEG-H 3D Audio

맺음말
eARC는 향후 출시될 기기들과의 상위 호환이 가능

HDMI는 어떤 포맷들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없

하고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비해 단순성, 오디오

는지 정의하거나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목록에 더

성능, 호환성이 크게 향상됐다. eARC를 사용하여 홈시

많은 포맷들이 추가될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오디오

어터 사운드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eARC

는 eARC를 사용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DVD-Audio

는 HDMI AVR이나 사운드 바 구매 시 꼭 따져봐야 할

와 Super Audio CD이다. 이들 포맷은 오디오 전용

기능이다. 앞으로 1~2년 내에 거의 모든 HDMI 기반

디스크로서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오디오 기기에 eARC 기능이 채택될 것이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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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칠레 태양광 프로젝트 파이낸싱 성공
KB자산운용, 에스에너지와 칠레 태양광 사업추진을 위한 금융약정 체결

Roble 태양광 발전소 전경(지난해 8월부터 상업운전)

한국남부발전이 칠레 태양광 사업의 Project

태양광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s, 독립발전

Financing(이하 ‘PF’)을 성공하며, 중남미 신재생에너

사업) 사업이다. 5개의 소용량(9MW 이하) 발전소로 이

지 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켰다.

뤄진 본 사업에는 5,250만 달러(약 600억원) 사업비가

남부발전은 17일 KB자산운용, 에스에너지와 칠레 태
양광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44

투입되며, 지난해 8월 1개소 상업운전 개시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칠레 태양광 사업은 세계 에너지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또한, 금융, 건설, 운영, 주주 등 전 사업참여자가 국

대응코자 추진한 남부발전의 두 번째 중남미 프로젝트

내기업으로 구성돼 KB자산운용이 금융주선사로 참여

로, 칠레 현지에 38MW 규모 태양광 설비 건설과 운영

하여 대출주선을 완료하였으며, 국내 태양광 중견기업

을 담당하는 BOO(Build, Own & Operate) 형태의 해외

인 에스에너지가 건설을, 남부발전과 에스에너지의 합

www.kemc.co.kr

동향뉴스

작법인이 운영을 맡는다.

해외사업 개발에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였다.

운영기간은 약 25년으로 약 2억 달러의 매출 및

또한 본 사업에는 국내기업의 기자재가 투입돼

7000만 달러의 수익 발생 등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창

2,000만 달러(220억원)의 수출과 함께 민간 일자리 6

출이 기대되며, 또한 이번 사업으로 발생하는 약 200

개가 신규 창출되어 기업 상생 및 정부의 일자리 정책

만톤의 온실가스에 대한 해외배출권을 확보한 후 국

부응의 효과를 거두었다.

내거래를 통하여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남부발전 관계자는 “세계적인 금리인상 기조에도 불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의무비율 달성 및 경

하고 장기의 안정적 수익을 요구하는 양질의 국내 저금

제적 부가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리 자금조달에 성공함으로서 투자자 및 사업자 모두가

남부발전은 칠레의 전력시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칠

Win-Win하는 모범적인 해외진출 사례”라면서, “남부발

레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시장인 PMGD( Pequenos

전은 新기후체제에 발맞춰 향후 태양광 발전을 전략적으

Medios de Generacion Distribuidos, 배전망에 접속

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번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한 10MW 이하의 소용량 발전사업자) 분야를 발견 및

사업에 적극 나서 중견기업 동반진출 및 일자리 창출 등

개발하여 개발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MC

칠레 신재생에너지 시장
칠레는 우리나라보다 일조량이 두 배에 달하는 등 세계 최고의 태양광 자원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태양광 기업들이 선점효과를 위해 공들이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중남미 국가 가운데 상위의 국
가신용도를 자랑하며,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어 사업 안정성이 높다.
칠레를 포함한 중남미 지역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일반 화력발전의 발전단가보다 낮아 신
재생에너지 시장 진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PMGD의 특징
- 급전 1순위(1st Dispatch Priority)로 계통에 전력 공급
- 높은 전력판매 단가(안정화가격, Stabilized Price)를 적용함으로써 태양광 PPA의 낮은 가격을
보완함
*안
 정화 가격은 발전회사들이 칠레 에너지위원회(CNE)에 보고한 화력발전 PPA 계약의 시장
평균 값으로 하며, 송전수수료(Transmission Fee)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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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국과 스마트그리드 분야 공동 연구개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진출 확대를 위하여 영국의 산업, 중소기업, 과학기
술연구혁신, 지식재산, 기후변화, 에너지 업무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와 신규 양자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과 영국 정부는 제5차 한-영 과학기술혁신파트너십(STIP)* 위원회(’17년 3월) 내에 신설된 에너지 워킹그룹
에서 우선 협력 분야를 스마트그리드로 선정하고, 이후 양국 정부 간 실무 협의를 통해 ’18년 한-영 에너지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STIP(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Partnership)는 ’04년 정상 방문 계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 한-영
간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이다.
<2018년 한-영 에너지 공동 연구개발(R&D)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한-영 기업 등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양국의 기술 선진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각국 정부는 각국 수행기관에 자금 지원

◈ (지원분야) DR, ESS, V2G, 전력시장 거래, 신재생 계통연계 등 스마트그리드 분야
◈ (지원규모) 각 국 컨소시엄 과제당 약 9억원/年, 30개월 이내 지원

영국은 스마트그리드 분야 실증* 및 전력거래 플랫폼 등 에너지인프라 부문의 다양한 연구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번 한-영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한국의 우수 사물인터넷 기술과 영국의 개방된 전력인프라 간의 접목
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상호 시장진출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선진기술 조기 확보 및 국제시장 선점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에,
유럽 시장진출 등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국 기업에너지산업
전략부 국무상은 ’18.1.25. 영국 러시라이트 이벤트(Rushlight Event) 연설에서 “이번 한-영 스마트그리드 공동 기
술개발을 통해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기술의 비용저감 및 상호 이익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양국 협력의 의미
를 강조한 바 있다.
러시라이트 이벤트는 매년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등이 주최하는 청정에너지 관련 세미나, 전시회, 기
업네트워킹 등의 행사로, 이번 행사에는 6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고 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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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영 에너지 공동 R&D 사업 공고 요약
한-영 에너지 공동 R&D 사업 개요
•목적: 영국 기업과의 에너지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여 국내 기업의 선진기술 조기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 지원
•특징: 본 사업은 MOU를 기반으로 (韓)산업통상자원부와 (英)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가 공동으로 자금 지
원 및 과제 평가하는 사업
•신청자격: 국내 주관기관은 산학연 모두 가능하나, 기업참여 필수
•지원분야: DR, V2G, 전력시장 및 거래, 신재생 계통연계, ESS 등
•지원규모: 국내 컨소시엄 과제당 약 9억원/年 (총 25억원 내외), 30개월 이내 지원
* 영국 측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은 BEIS 내부규정에 따름

추진절차 및 일정
<한-영 양자공동펀딩형 R&D 추진 절차>
절차

일정

비고

모집공고

2.9

(한국) www.ketep.re.kr, (영국) www.gov.uk

~4.30

(한국) genie.ketep.re.kr, (영국) BEIS 담당자

5월말~6월

양국 공동 평가 실시 (화상 및 서면평가)
※ 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6월

양국 평가결과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7월

양국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평가
▼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국내기관은 KETEP에, 영국 기업은 BEIS에, 사업계획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쪽 기관에만 신
청할 경우 사전애 제외된다. 사업 공고문은 www.motie.go.kr 와 www.ketep.re.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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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연구원, 부탄 AMI 개발 및 시범운영
부탄 주요변전소 4곳에 ‘변전소 감시용 AMI 시스템’구축 및 적용
한전 전력연구원은 지난
달 2일 10여 년 동안의 AMI
개발 및 구축 경험을 바탕
으로 부탄 현지에 최적화된
AMI 시스템을 개발 및 구
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전이 지난 16년에
수주한 ‘부탄 지능형변전소
EPC 사업’의 일환으로, 부
탄의 220kV 노후 옥외변전
소를 한국형 디지털 자동제
어, 감시시스템 등을 적용
한 콤팩트 지능형 옥내변전
소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본 ‘변전소 감시용 AMI시스템’은 전력연구원이 신규 설치한 전자식 전력량계 데이터와 부탄에서 기존에 운영
하고 있던 전자식 전력량계의 데이터까지 함께 획득할 수 있어 상호운용성과 운용편의성을 확보했다. 또한 데
이터 통신은 국제규격인 IEC62056을 적용하여 스마트그리드 등 지능형 전력망 확대 적용 및 신규 전력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통신모뎀 당 최대 16개의 전자식전력량계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고, 검침 정확도가 ±
2% 이내로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력량계 인증, 데이터 암호화, 위변조 방지 등을 통해 지
능형 전력망이 요구하는 보안성을 확보하였으며, 부탄의 주요 변전소 4곳(셈토카, 알라탕, 푼출링, 말바세)에 총 32
대의 전자식 전력량계 및 검침서버 등을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완료하였다.
기존에는 변전소 운영자가 검침데이터를 4시간 마다 수기로 기록하였지만, 본 시스템 구축 후 실시간 모니터링
을 통해 15분마다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원격으로 감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탄전력청(Butan
Electricity Authority)은 수요관리(DR)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부탄의 20여개 변전소에 본 AMI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것이며, AMI 개발을 통해 확보한 노하
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해외수출형 AMI 시스템 패키지를 개발하고
수출할 계획이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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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배로 늘린다
배출가스 감축 핵심, 경제에도 긍정적
IRENA는 지난달 20일 EU가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
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34%로 늘리기로 한 결정
이 어떻게 경제를 부양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
현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유럽 에너지 및 기후 행동 담당 집행위원인 미구엘
아리아스 카네테(Miguel Arias Canete)는 이 보고서의
적시성을 환영하면서 “보고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재생
에너지 비용이 크게 떨어졌고 유럽의 재생에너지 정책
을 마무리 짓기 위한 차기 협상에 대한 우리의 목표 수
준에서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들의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모든 EU 회원국들이 추가로 비용 효율적인

•최종 소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는 건물에너지의
42 %, 산업의 36 %, 운송의 17 %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재

•장기적인 EU 탈 탄소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에너지에 의한 냉난방 옵션이 EU의 추가 재생에너지 잠

최신 및 기존 모두를 포함하는 전기자동차와 바이

재력의 3 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더욱

오 연료를 포함한 모든 재생 가능한 운송 옵션이

이, EU의 장기적인 탈 탄소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

필요하다.

든 재생 가능한 운송 옵션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보고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을 지원하는 기본

이 보고서의 또 다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틀을 제안한 2016 년 11 월에 발표 된 유럽 집행위원회

•2030 년까지 34 %의 재생 에너지 비중에 도달하

의 ‘모든 유럽인을위한 청정 에너지’패키지에 관한 계

려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매년 평균 약 620 억 유로
의 투자가 필요하다.

속되는 논의에 대한 공헌이다.
EU의 재생에너지 전망은 공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으로 확인된 풍력발전 용량은

에너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국가, 지역

327 GW로 평상시 대비 97 GW, 태양에너지는 270

및 세계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결정하는 IRENA의

GW로 평상시 대비 86 GW 증가한 수치이다.

재생 에너지 로드맵 REmap의 일부이다. 로드맵은 냉난

•히트펌프와 전기자동차의 채택이 가속화되면 전기소

방 및 운송은 물론 전력의 재생 가능한 기술 옵션에 중점

비는 최종 에너지 소비의 27 %로 증가하게 되는데,

을 둔다. EU에 대한 REmap 연구는 다른 18개 EU 회원국

이는 통상의 전기소비보다 24 % 증가한 수치이다.

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분석을 통해 보완하고 집계한 10

•2015 년 전력 부문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9% 였지

개 EU 회원국 (EU 에너지 사용의 73 % 차지)에 대한 기

만 2030 년에는 그 비중이 50 %로 증가할 것이다.

존 REmap 연구의 심층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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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접지 및 피뢰 트러블 예방대책
글 | 한찬호 교수/기술사(전력기반기술연구원)

① 접지망 구성

② 접지망 전체의 접지저항

단,

R : 전체 접지저항[Ω]
ρ : 토지저항율 [Ω.m]
r : 접지망 등가변경[m]
L : 접지도체 전체소요 전장[m]

L =a(m+I)+b(n+1)
=30(1+1)+5(6+1)
=95[m]
∴ 전체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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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접지망의 최대전위 상승
E = I.R = 9,100×1.4 = 12,740[V]
④ 접지망 내의 접촉전압(MESH VOLTAGE)
접촉전압(E touch)이라 함은 변전소내 고장전류가 유입했을 때 접지한 도전성 구조물과 그 부근 지표상의
점과의 사이의 전위차이다(약 1m정도).
- 허용 접촉전압

단, ρs : 발밑의 자갈 고유저항 3,000[Ω.m]
- 예상 접촉전압

단, D = 접지망 간격(5m)
h = 매설깊이(1.5m)
d = 도체직경(125㎟→14.5㎜)

(여기서 n은 좁은 쪽 접지망 구성 도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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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허용접촉 전압보다 낮으므로 접합하다.
⑤ 접지망 주변의 보폭 전압
보폭 전압(E step)이라 함은 고장전류가 유입했을 때 지표면상의 근접 유리한 2점간의 전위차이다
(약1m정도).
- 허용 보폭전압

- 예상 보폭전압

따라서 허용보폭 전압보다 낮으므로 적합하다.
⑥ 소요접지 도체의 길이계산

52

- 접지도체의 외경

(d) : 125[㎟] ⇒ 14.5㎜ ⇒ 0.0145[m]

- 매설깊이

(h) : 1.5[m]

- 접지망 Grid 간격

(D) :

www.kemc.co.kr

5[m]

- 접지망 Grid 도체수

(n) :

2(짧은변)

- 접지도체 길이

∴ 실제시공 도체길이는 95[m]이므로 접합하다.

예) 지중에 망상접지(Mesh)극을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조건일 때, 접지저항을 계산하면.
① 대지저항률 = 100(㏀.㎝)
② 망상 접지극의 크기 = 가로:세로 각 250㎝
③ 접지선의 직경 200㎟ 동선으로 1.82㎝ 매설깊이 50cm SUNDE씨의 식을 적용하면

단,
a×b = 면적(㎝×㎝)
t = 지선 깊이(㎝)
ρ = 대지 저항율(Ω.㎝)

예) 지중에 망상접지(Mesh)극을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조건일 때, 접지저항을 계산하면.
- 설계 접지저항 5[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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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H 접지 포설 면적
- 접지 공사 구역

A : 21 ×6 = 126[㎡]

- 대지 저항률

ρ : 3,000(Ω-cm)

- 메시 접지전극의 매설깊이 h : 2(m)
- 선상 전극의 전포설 길이 L : 260 (m)
L = 35 ×4 + 15 × 8 = 260[m]
- 계산

(3) 구조체 접지 저항의 계산
건축 구조체용 접지전극은 건물 전체 중에서 땅속에 묻히는 구조물 부문만이 접지 전극으로 계산되므로 건축 구
조체용 접지 저항 계산은 지중 하부의 접지 전극을 반구의 접지 전극으로 치환하여 계산할 수 있다.
아래 [그림 2-10]은 건축 구조물이 갖는 접지전극을 반구상 유효반경으로 치환할 때의 등가 반지름을 나타내는
것이며 S은 구조물 지하부분의 총 표면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림 2-10] 등가표면적 치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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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지하부분 총 표면적 A(㎡)라 할 때 구조체 지하부분의 등가반지름 r에 의한 반구의 표면적은

이때

이다.

이다. 등가 반구 상 접지 전극의 접지 저항 R은 아래와 같다.

단, ρ = 대지저항률, A = 지하부분의 총 표면적, r = 등가반지름

2.4 인체의 전기적 특성
2.4.1 감전전류
감전은 인체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의 병태생리학적 영향이다. 전류가 인체에 흐르면 근육, 혈액의 순환, 호흡기능
에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심한 화상을 일으킨다. 사람의 부상 정도는 전류크기, 전류가 통과 하는 인체의 부위, 전
류의 지속시간에 따라 다르다.
30 [mA]를 넘는 전류가 인체의 일부분에 흐를 때 이 전류를 빠른 시간 내에 차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매
우 위험하게 된다. 저압설비에서 인체의 감전에 대한 보호는 적절한 국가표준, 판단기준(내선규정), KEC 시공
규정 둥에 적합해야 한다. 관련 IEC 표준으로는 IEC 60364, IEC 60479시리즈, IEC 61008, IEC 61009와 IEC
60947-2가 있다.
1) 최소감지전류(Perception current)
■ 전기가 인체를 통하여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최소전류
■ 교류 : 0.5 [mA] (IEEE: 1 [mA])
■ 직류 : 5.2 [mA] (교류 약 5배)
■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감지전류도 증가한다(전격의 영향 감소).
2) 가수전류(可隨電流, Let-go currents)
자력으로 이탈할 수 있는 인체전류 최소값
① 교류 60 [Hz]의 경우 최저 남자 9 [mA], 여자 6 [mA]
(미국 달지엘 교수 10~15 [mA])
② 직류 남자 74 [mA], 여자 50 [mA]정도로 심한 불쾌감이 느껴지며 교류와 구분하여 해방전류(Release
Current)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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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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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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스위스
부분방전 감시 시스템은 고전압 전기기기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부분방전 측정과 분석에 필요한 모든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컴퓨터가 내장된 시스템이다. 부분방전 신호는 고주파 변성기 저압 측에 설치
된 용량성 커플러(10㎋)에 의해 권선으로부터 전송된다. 이들 커플링 장치는 20kHz~30MHz 사이의 주파수 응답
을 갖고 있으며, 기기의 고압단자에 설치할 수 있다. 신호는 커플러에서 부분방전 신호 프로세서로 전송되며, 데이
터 프로세싱은 컴퓨터로 제어되는 증폭기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이 증폭기는 20~200kHz의 대역폭을 갖는 준집
성(quasi-integration) 필터 특성을 제공한다. 부분방전 신호는 A/D 컨버터(Analog/Digital Converter)에 의해 디지
털로 프로세싱된 후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다. 데이터는 특별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의해 분석된다.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강력한 절차는 시간과 주파수 영역에서 노이즈 제거를 수행할 수 있다.
10㎋의 용량성 커플러의 적용과 20~200kHz의 필터 주파수 범위를 사용할 때 커플러와 아주 밀접한 바/코일에
서 부분방전 뿐만 아니라 권선 내부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주파수 범위는 MHz내에서
높은 측정 주파수보다 노이즈에 더 민감하며, 몇 가지 경우에 적어도 운전 중 측정에서 노이즈 제거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적용한다.
(4) 일본
좁은(narrow) 대역폭과 세 종류의 잡음 제거법을 사용하여 고주파수에서 PD 측정이 가능한 운전 중 PD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세 개의 PD 센서에서 증폭된 신호는 다운 컨버터에서 분리되고 변조된다. 변조 주파수와
다운 컨버터의 대역폭이 변하기 때문에 다른 크기를 갖는 터빈 발전기에서는 측정기를 조정할 수 있다. 노이즈
게이팅에 대한 신호는 나머지 4개 채널에서 측정한다. 펄스 크기는 피크홀드 회로와 A/D 컨버터로 측정되며,
A/D 컨버터의 샘플링 주파수는 250kHz이다. 이 측정기는 0.5초 주기로 동시에 10개 채널에서 펄스 크기를 측
정한다. 노이즈 제거의 법칙과 절차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수행한다. 주요한 데이터는 세 개의 PD 센서의
시간영역에서의 PD 펄스 크기이다. 이 측정기는 펄스 크기 분석, 이력 다이어그램 및 PD 펄스 크기의 트렌드를
상별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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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국내에서도 1990년대 초반부터 의암, 춘천수력 발전기와 서울화력 발전기에 케이블 커플러와 SSC를 각각 설치
하고 PDA와 TGA를 사용하여 운전 중에 주기적으로 부분방전을 측정하였다. ‘발전기 수명평가 및 진단 시스템 개
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운전 중인 발전기 진단 시스템의 기초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양수발전소 발전-전동기 상
시감시 시스템 개발’ 연구과제 시작품을 삼랑진양수발전소 발전-전동기의 고정자 권선 부분방전, 회전자 권선 층
간단락 및 공극 등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다. 또 2001년도에 전력연구원과 한국전
기연구원에서 공동연구로 수행한 ‘발전소 고압전동기 절연감시 시스템 개발’ 과제의 연구시작품을 국내에서는 최
초로 보령화력발전소 고압전동기 10대에 설치하였다.

5.2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진단사례
5.2.1 부분방전 센서의 설치
그림 1-55는 SSC 센서(IRIS) 내부를 나타냈으며, 센서 크기는 두께 2mm, 폭 50mm 및 길이 700mm이다. 부분방전
에 의해 전자파가 발생되면 SSC는 안테나와 같기 때문에 전자파의 진행에 따른 시간차에 의해 측정한다. 발생된 두
개의 신호는 양끝에서 다시 두 개의 동축케이블(RG 178)을 통하여 단말권선 방전과 슬롯방전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림 1-55. SSC 센서

SSC는 4kV이상의 발전기, 조상기 및 대형 고압전동기에 설치가 가능하다. SSC의 차단 주파수의 특성은 10MHz
에서 1GHz까지이며, 특성 임피던스는 50Ω이다. 정지 중에 부분방전 측정기를 사용하여측정된 부분방전 크기가
20pC일 경우에 SSC로 환산하면 크기가 약 1mV 정도가 된다.
SSC 센서는 발전기 고정자 권선 웨지 하부에 각 상당 2개씩 총 6개를 설치하였다. SSC 센서의 폭은사전에 발전
기 웨지 크기에 맞게 설계하여 제작하였으며, 한 개의 SSC 센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엔드 웨지로부터 4개의 웨지
를 제거해야 한다. 새로운 웨지를 설계할 때 SSC의 두께를 고려하여 1mm작게 제작하고 나머지 1mm는 필러를 사
용하여 조정한다. 기존의 웨지와 필러를 제거한 후 SSC 센서의 끝단을 절단하여 제거된 웨지의 총길이에 일치시
킨다. SSC 센서를 설치하고 새롭게 제작된 웨지와엔드 웨지를 사용하였다. SSC 센서에서 인출되는 동축케이블은
철심 홈 사이에 넣고 실리콘으로 부착하여 고정자 진동에 의해 권선 고압부와 접촉되지 않도록 확고하게 설치하였
다. SSC 센서의 동축케이블을 안전하게 인출하기 위해 관통 키트(penetration kit)를 사용하였다. 관통 키트는 발전
기 하부에 설치하고 보호를 위해 단자박스를 제작하였다. 단자박스는 SSC 센서에서 인출된 신호선과 발전소 내변
전기정보 | 2018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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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단자에서 인출된 기준전원(reference power)선을 연결하였다.

5.2.2 운전 중 부분방전 측정 및 결과 분석
20년 이상 운전한 대형 스팀터빈 발전기(500MW, 22kV)의 고정자 권선과 회전자 권선의 절연열화상태를 운전
중에 감시하기 위해 고정자 권선에 SSC 센서와 회전자 권선의 층간단락을 측정하는 자속감지기(Flux Probe)를 설
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제로 운전 중에 대형 스팀터빈 발전기 고정자 권선과 회전자 권선의 절연상태를
분석한 결과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다.
절연감시 시스템은 고정자 권선에서 전체적인 방전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부분방전 수(NQN : Normalized Quantity
Number), 최대부분방전 크기(Qm : maximum PD : magnitude) 및 위상 등에 대해 2차원과 3차원 해석이 가능하며, 트
렌드를 분석하여 절연파괴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특히 2차원과 3차원 분석을 통해 부분방전 패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분방전 패턴은 결함 위치에 따라 내부방전, 슬롯방전, 표면방전 및 트리잉방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한다.
모든 데이터를 원하는 시간별로 트렌드를 관리할 수 있고 경보치를 입력하여 설정값 이상에서 경보를 발생시킨다.
표 1-16은 6개의 부분방전센서로부터 절연감시 시스템에 의해 측정된 NQN, Qm 및 부분방전 패턴등을 나타내었
다. 도체표면에서의 방전은 A상 S35와 C상 S21 센서 단말권선 측에서 측정되었다. 표1-16과 그림 1-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체표면에서의 방전은 정극성 펄스에 비해 부극성 펄스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도체표면에서의 방전은
주절연과 소선절연 사이의 미소 공극에 의해 발생하며, 함침바니시나 수지에 의해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소선 사
이와 전이된 소선의 교차점에서 형성된다. 미소공극은 또한 운전 중에 열적 사이클에 의해 발생되고, 주절연에서
분리된 동 도체에서도 야기된다. 미소 공극에 의해 발생한 부분방전은 전기적 트리로 진전되며, 주절연, 소선절연
및 턴절연을 마모시키고 소선-소선, 턴-턴 사이를 단락시킨다.
도체의 표면은 항상 이상적이지 못하고 작은 각이나 곡선으로 이루어져 굴곡 사이의 공기층은 도체표면에서 방
전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몇 만 kW급의 초대형 회전기에서는 전계를 균일화시키기 위해 모서리 부분의 작은 각
또는 곡선부에 절연을 하기 전에 그래파이트와 같은 도전재료를 넣은 수지를 도포하여 표면을 매끈하고 평평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중, 대형 회전기의 경우 이 정도의 굴곡은 진공가압함침 처리로 완벽하게 보완되므로 별도의 처
리는 하지 않는다.
내부방전은 B상 S22, C상 S36 센서의 단말권선측과 A상 S8, S35, B상 S7 및 C상 S21 슬롯 측에서 측정되었다.
표 1-16과 그림 1-5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극성 PD와 부극성 PD의 패턴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내부방전으로
분석되었다. 내부방전은 제작할 때 바니시나 수지의 부적절한 함침 혹은 절연층의 박리와 같이 열화과정에 의해
발생한다. 장기간 운전에 따라 주로 열적 및 전기적 열화에 의해 주절연 사이의 계면에서 보이드가 만들어진다. 부
분방전 크기가 A상 S8의 슬롯 측과 B상 S22의 단말권선측은 그림 1-56(a)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거의 유사하고
가장 크게 분석되었다. 그림 1-56(b), (c)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B상 S7의 슬롯측과 C상 S36의 단말권선측, A상
S8의 단말권선과 A상 S35의 슬롯측이 모두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마이카/에폭시 복합재료를 사용하는 발전기 고
정자 권선인 경우에 NQN〉150, Qm〉100mV 이상이면 절연열화로 판정하고 있다. 실제로 발전기에서 측정된 NQN
과 Qm의 크기가 각각 61, 29mV 이하로 분석되어 고정자 권선의 절연상태는 삼상 모두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보는 현재 측정값의 1.5배 이상이면 1차 경보, 2배 이상이면 2차 경보가 발생하도록 설정하였다. 2차 경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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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트렌드 결과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면, 발전기를 정지하여 육안점검과정지 중 절연진단을 통해 이상여
부를 신속하게 판정해야 한다.
슬롯방전은 도체표면에서의 방전과는 대조적으로 부극성 펄스에 비해 정극성 펄스가 크게 나타난다.
주절연과 슬롯의 상대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반도전 코팅이 손상됨에 따라 일부 주절연의 접지상태는나빠지고 표
면에 전하가 축적되어 철심과 권선 사이에서 슬롯방전을 일으킨다.
표 1-16.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NQN, Qm 및 부분방전 패턴

그림 1-56. 도체표면에서 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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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7. 내부 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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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운전 중 부분방전 패턴 분석
1980년대 후반부터 운전 중인 발전기 고정자 권선에서 부분방전을 측정하여 절연열화 상태를 진단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수력 발전기의 고정자 권선을 진단하는 PDA가 캐나다의 FES사에서 개발되었다. IRIS사에
서는 위상분석 기능이 추가된 PDA-partner를 개발하였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는 화력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진
단을 위한 TGA를 판매하고 있다.
Holboll 등은 회전기 고정자 권선에 임의의 공극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고정자 슬롯 커플러를 설치하여 TGA
로 부분 방전의 펄스를 측정하였다. Stone 등은 운전 중인 전동기와 발전기 고정자 권선에서 부분 방전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동기 및 수력 발전기에 부스 커플러(bus coupler)를 설치하고 PDA와 PDA-partner를 사용하여 절연 진단
을 수행하였다. 화력발전기에서는 고정자 슬롯에 커플러를 설치하고 TGA를 사용하여 부분 방전을 측정함으로써 절
연 열화 상태를 평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운전 중 절연 진단 측정을 위해 PDA와 TGA
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 중 부분 방전 측정기는 고가이며, 전자 부품과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으로 진단 장비
의 기능이 자주 향상되기 때문에 기술 종속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운 부분 방전 측정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부분방전에 의해 전자파가 발생되면 SSC는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하여 전자파의 진행에 따른 시간차로 발생된
두개의 신호를 양끝에서 두개의 RG-178 케이블을 통하여 단말권선 방전과 슬롯방전을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
는 TGA에 전송한다. SSC와 케이블은 열과 기계적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NEMA Fire Retardant G10-rated Epoxy
Glass Laminate를 사용하였다. SSC는 4kV이상의 발전기, 조상기 및 대형 전동기에 설치가 가능하며, 두께 2mm,
길이 52cm이다. SSC의 차단 주파수 특성은 10MHz에서 1GHz까지이며, 특성 임피던스는 50 [Ω]이다. 재래식 부
분방전 측정기로 측정된 100 [pC]에 해당되는 SSC의 출력은 약 10 [mV]가 된다.

5.3.1 센서의 종류
그림 1-58, 그림 1-59 및 그림 1-60는 운전 중인 고압전동기, 수력발전기 및 터빈발전기의 진단을위한 각종 센
서를 나타낸 것이다.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 단자박스에 상별로 에폭시-마이카 커플러를 설치하고, 수력발전기에
는 케이블 커플러를 상별로 2개씩 6개를, 대용량 터빈발전기에도 상별로 2개씩 6개의 SSC를 설치하고 TGA, PDA
및 감시 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운전 중에 부분방전을 측정하고 있다. PDA, TGA-B(고압전동기), TGA-S(터빈발전
기) 및 감시 시스템 등은 고정자 권선에서 전체적인 방전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NQN, Qm 및 위상 등을 2차원과 3
차원으로 측정하고 NQN과 Qm의 크기를 트렌드로 분석함으로써 이상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그림 1-58. 에폭시-마이카 커플러 센서

그림 1-59. 케이블 커플러 센서

그림 1-60. SSC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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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장치 개발을 위한
요소기술의 이해(2)
전기저장장치의 개요

7. 전력변환장치(PCS)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은 전력변환장치(PCS)와 전지관리장치(BMS),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로 구성되며 시스템의 구조에 따라 독립형, 신재생에너지원과 교류
(AC) 연계하는 계통연계형, 신재생에너지원과 직류(DC)연계하는 계통연계형 전기에너
지저장(EES)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독립형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에서 전력변환장치(PCS)는 전력계통과 전지관리
시스템(BMS)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전력관리시스템(PMS)과 통신을 통해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상태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
교류(AC) 계통연계형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에서 전력변환장치(PCS)는 태양광
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원과 연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에서 발전한 에너
지원을 전력계통에 연계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7] 독립형 및 계통연계형(신재생에너지전원 AC연계형) 전기저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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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DC) 계통연계형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의 전력변환장치(PCS)는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을 전력
계통에 연계하고 전지관리시스템(BMS)과 연계하여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정 상태에 따라 전지관리장치(BMS)의 제
어를 통해 계통으로부터의 교류(AC) 전력을 직류(DC)전력으로 변환하여 전력을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에 저
장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원과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을 직접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원에서 발전한 직류
(DC) 전력을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에 저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림 18] 계통연계형(신재생에너지전원 DC연계형)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1) 전력변환장치 개요
전력변환장치(PCS)는 “축전지로부터 저장된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여 전력계통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직접 교류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과 전력계통으로부터 교류전력을 직류전력으로 변환하여 축전지에 전력을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라고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2016)의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용 전력변환장
치의 성능 요구사항 표준은 정의하고 있다.

[그림 19] 전력변환장치(PCS) 설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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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변환장치(PCS)의 구성요소
전력변환장치(PCS)는 Battery Power Incoming Part, Inverter Part, Control Part, 냉각장치 등의 설비를 주요 구
성요소로 한다.
(1) 배터리의 전력 유입부(Battery Power Incoming Part)
배터리의 전력 유입 부는 배터리와 DC 케이블로 연결을 통해 전력을 충전 및 방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으
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DC차단기 갖추고 있고 노이즈 저감 장치를 통해 배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 인버터부(Inverter Part)
인버터 부는 직류(DC)전원을 교류(AC)전원으로 변화하는 역할을 하며 전력용 반도체 소자와 다양한 필터 등
으로 구성된다.
(3) 제어부(Control Part)
제어부의 주요 구성요소는 제어보드와 AC차단기가 있으며 제어보드는 인버터부에서 전원공급과 제어를 담당하
는 역할을 한다. AC차단기는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변압기와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제어 부는 HMI를 전면부에 구
성하여 현장에서 전력변환장치(PCS) 운영을 통해 수집된 운전상태 모니터링, 진단, 제어 등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
정보를 표시한다.
(4) 냉각장치
냉각장치는 전력변환장치(PCS)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과 온도변화로부터 내부 반도체 소자 등을 보호하는 장치이
며 주로 공랭식 냉각방식이 사용된다.

[그림 20] 냉각장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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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가발전도서용 배터리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PCS)의 정격 예시

구분

항목

정격용량(㎾)
배터리측(DC측)

계통측(AC측)

기타 정격

운전조건

정격

비고

50, 80, 100, 150, 200
입력전압

550VDC ~ 850VDC

DC 차단

1,000V, 630A, 25kA

PCS출력전압

3Φ AC 380V ±10%

정격 주파수

60Hz

AC 차단기

600V, 630A, 10kA

보호계전기

OCR/OCGR

왜형률

THD 5% 이하(개별 3%이하)
TDD 5% 이하

왕복효율

90% 이상

소음

80dB이하(1m 거리측정)

역률

-0.9 ~ +0.9

BMS 통신

CAN 2.0 또는 Modbus TCP/IP이상

EMS 통신

Modbus/19,200bps이상

사용 온도

-20 ~ 50℃

상대 습도

≤90[%] RH(단, 결로가 없을 것)

IEEE 519

Setting 가능

출처: 한국전력공사(2016). 자가발전도서용 배터리 시스템. 한전일반구매구격. p. 5.

8. 전력관리장치
전력관리장치(PMS)는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의 전체 전력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 및 관리한다. 또한 에너
지관리시스템(EMS)과 통신을 통해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상위시스템과 정보를 교환하여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1) 전력관리장치의 주요 구성요소와 기능
(1) 주파수 제어시스템
주파수 제어시스템은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수량에 따라 여러 개의 주파수제어장치와 이를 관리하는 마스터 주파
수제어장치를 갖추게 된다. 또한 주파수제어장치는 연산처리장치, 통신시스템, 아날로그 신호 입력장치 및 전원장
치로 구성된다.
주파수 제어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의 운영 알고리즘의 수정, 추가, 편집 등 기능과 알고리
즘의 유지 보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입출력 포인트 관리 및 운영 기능, 전체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통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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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능 블록, 시스템에 위험 요소 및 이벤트 발생 시 경보 기능 등을 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전체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한다.
주파수 제어시스템의 연산처리장치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이중화 하여 고장에 대비하도록 구성하며 주파수 조
정용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의 운영 알고리즘을 통해 주파수 또는 주전력관리장치(MPMS, Main PMS)의 충전 및
방전에 대한 제어신호를 연산하는 기능을 한다.
주파수 제어시스템의 통신시스템은 전지관리시스템과 전력변환장치와 통신을 위한 전력관리장치의 내부 통
신시스템으로서 전력관리장치와 상위시스템 등과 통신을 통해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의 운영 정보를 전달하
는 기능을 한다.
(2) 운전용 및 유지관리용 HMI
HMI(Human Machine Interface)는 운전자용과 유지관리자용으로 구분되며 전력변환장치 및 주파수제어시스템과
통신을 통해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운전상태 정보를 분석하여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을 제어하
는 기능을 한다.
운전자용 HMI는 전체 시스템을 모니터링을 하는 감시기능을 통해 시스템을 제어 및 기능 블록을 하고, 위험 상황
발생에 따른 경보 기능을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고 이벤트 검출, 트렌드 저장, 검색 및
분석 기능과 운영 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기능별로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유지관리자자용 HMI는 운전자용보다 복잡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사용권한이 있는 관리자에 의해 기능을
운용할 수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운전용 HMI의 기능을 포함하고 제어알고리즘에 대한 편집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시뮬레이션 및 로딩기능, 제어기와 전체 시스템의 통신상태 진단 기능 및 하드웨어 상태 진단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운전용 HMI의 디스플레이 영상 편집 및 로딩 기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기능, 시
스템을 백업하고 저장하는 기능 등을 한다.
(3) 데이터 저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는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의 사용 이력 및 통계 정보를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표 2] 전력관리장치(PMS)의 주요기능

구분

주요기능

계측 기능

전압, 전류, 주파수, 운전모드

제어 기능

전압, 전류 기준의 충전 제어
전압, 전류 기준의 방전 제어

보호 기능

과전압, 저전압, 과전류, 저주파수

통신 기능

통신 프로토콜(IEC–E61850 / Mode Bus)

저장 기능

PMS 계측기능에 저장된 정보를 일정기간 저장
출처: 김광호(2014). 「EES를 위한 Micro-EMS 운용알고리즘의 구현 및 실증」.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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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관리장치의 성능
전력관리장치는 전지관리시스템과 전력변환장치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시스템 전
체를 제어한다.
(1) 전지관리시스템에 대한 수집 정보
①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상태 정보
②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내부 온도 상태 정보
③ 랙(Rack)/모듈 별 전압 정보
④ 랙(Rack)/모듈 별 전지충전상태(SOC) 정보
(2) 전력변환장치(PCS)에 대한 수집 정보
① 직류(DC) 링크 전압, 전력변환장치(PCS)의 입출력 전압 및 전류 등의 운용정보
② 전력변환장치(PCS)의 동작상태 정보
③ 충전 및 방전 상태 및 출력 등에 대한 운전정보
④ 계통 측의 각 상에 대한 전압, 전류 및 주파수에 대한 운전정보
⑤ 운전이력, 운전 설정 값 등에 대한 운용값 표시 정보
⑥ 차단기 등의 동작상태 및 전원 입출력 상태 정보
⑦ 운용값 설정을 위한 데이터 입력 기능
⑧ 이상 신호에 대한 경보 확인 및 복귀, 이벤트 저장 기능 등
(3) 전력관리장치(PMS)를 배전계통 연계하기 위한 특수 기능
① 원하는 시간대에 충전 및 방전을 수행하는 스케줄링 제어 기능
② 특정시간 동안 자동적으로 충전 및 방전을 수행하는 피크 조정(Peak Shift) 기능
③ 설정한 부하의 전력을 초과 할 때 방전을 수행하는 피크 절감(Peak Cut) 기능
④ 계통 연계 점에서 자동적으로 전압을 조정하는 전압제어 기능
⑤ 배전 계통에 이상 발생 시 비상 전력을 공급하는 비상운전 기능

9. 상호 운용성 시험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비중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가정용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및 대용량 전기에너
지저장(EES) 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원 구성시스템에 대한 상호운용성에 대한
성능평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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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상호운용성 구성도

1) 상호운용성 시험 도구
스마트그리드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기준을 준용하여 가정용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 및 대용량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의 상호운용성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기
준이다.

2) 가정용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 상호운용성
(1) 적용범위
(가) 충방전용 가정용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 기기의 통신시스템
(나) EES와 연계한 ESI(Energy Service Interface) 기기의 통신시스템
(다) 수요관리를 위한 DRAS(Demand Response Automation Server) 시스템
(2) 시험항목
(가)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 상태정보 연동시험
(나)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 제어명령 연동시험
(다) 전력요금 정보에 의한 충방전 출력 값의 동작시험
(라)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의 고장 이벤트 연동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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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용량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 상호운용성
(1) 적용범위
(가) 충방전용 대용량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 기기의 통신시스템
(나) 대용량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과 상위시스템간 상호운용성 시험
(2) 시험항목
(가)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의 상태계측 정보 상호운용성 시험
(나)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의 제어명령 상호운용성 시험
(다)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의 오류 이벤트 상호운용성 시험

[그림 22]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시험 구성도

4) 전력관리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전지관리장치 간 성능 시험
(1) 전력관리장치(PMS)와 전력변환장치(PCS) 연계 시험
(가) 전력변환장치(PCS) 통신확인시험
전력변환장치(PCS) 통신확인시험은 현장 값과 원격 값을 비교 분석하여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디
지털입력 포인트와 아날로그입력 포인트에 대한 계측시험이다.
(나) 제어 및 설정시험
제어 및 설정시험은 현장 값과 원격 값을 비교 분석하여 일치하는지 판단하여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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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에 따라 정상 동작이 이루어지는 확인하는 것으로 디지털출력 포인트와 아날로그 출력 포인트에 대
한 설정을 제어하는 시험이다.
(다) 보호계전기 연동시험
보호계전기 연동시험은 보호계전기의 정상 동작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력변환장치(PCS)에 설치된
보호계전기의 동작 명령에 따라 연동된 차단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판단하는 시험이다.
(2) 전력관리장치(PMS) 및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 연계 시험
(가) 주파수조정 시그널 추종시험
주파수조정 시그널 추종시험은 샘플링 데이터에 대한 측정시간 및 측정 주기 등을 상위시스템과 연계방
식에 따라 진행되며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과 같은 상위시스템에 대한 제어가 필요한 설비를 대상으
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주파수조정 시그널 추종시험은 Duty Cycle 양방향 효율시험과 함께 병행하여 진
행하여 아래 그림에서 녹색파형 중 1시간 주기를 적용하여 진행한다.

[그림 23] Frequency Regulation Duty Cycle에서 주파수조정 시그널

(나) 정격 충방전 효율시험
정격 충방전 효율시험은 전력변환장치(PCS)의 입력 값과 출력 값을 정격부하 상태에서 측정하는 시험으
로 용량측정 시험과 병행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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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격부하 효율(%)
: 정격부하 상태에서 전력변환장치(PCS)의 교류(AC)측 전력(㎾)
: 정격부하 상태에서 전력변환장치(PCS)의 직류(DC)측 전력(㎾)
(다) 응답속도 측정 시험
응답속도 측정 시험은 전력관리장치(PMS)가 제어명령을 전력변환장치(PCS)에 전송했을 때 제어명령을
수신한 시점부터 정격 출력으로 충전을 시작하거나 방전을 시작한 시점까지 측정하는 시험이다.
(라) 과충전 및 과방전 시험
과충전 및 과방전 시험은 전력관리장치(PMS)가 충전 및 방전에 대한 제어 명령을 했을 때 과충전 상태나
과방전 상태로부터 배터리를 자동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다.

*본고는 NCS 교재 중 전기저장장치 부문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연재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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