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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태양광발전�도입�현황�및�전망

Design & Development

초저전력�시스템을�개발할�때�적절한�마이크로컨트롤러를
어떻게�선택할�것인가?

Special Feature

산업용, 협동로봇으로�제조업이�스마트해지다

CEO Insight

스마트홈과�인테리어가�만나니�신사업�모델이 ‘쑥쑥
침대가�생체신호�측정, 기울기까지�알아서�조정해

Inside Market | OLED Lighting

OLED 조명, 플렉서블�특성�앞세워�틈새�시장�찾아라

AI Project

전원�배터리모듈�개발�쉽게�따라하기

Technical Series

전기설비�접지�및�피뢰�트러블�예방대책
고압회전기�예방진단�및�관리기술
전기저장장치�개발을�위한�요소기술의�이해(5)

HAEFELY
HIPOTRONICS

전력기기의 절연 상태진단은
Midas 시리즈로
1. Midas 2881G

- Tan delta and Power factor
- Short circuit impedance and Excitation Current
- Low PD Level : < 300pC
- Variable Frequency 15~400Hz
- Automatic control and measuring
- Max. 15kV 4kVA
(Resonat extension up to 15kV, 100kVA)

2. Midas Micro 2883

- Tan delta and Power factor for Transformer
- Compact one-box with only 25kg
- 12kV High Voltage Source
- Variable Frequency 15~400Hz
- Accuray of 1x10-4 (tan δ)

Multi Player의 최강자 Type 2293(다기능&측정시간 단축)
- 권선저항, 권수비, 각변위 측정 및 단락임피던스
- 마그네틱 밸런스(Magnetic Balance)
- Demagnetisation
- Heat Run(Temperature curve and cooling curve)
- 1회 측정 케이블 접속후, 모든 측정 수행(시간절감)
- Data 전송 : USB 또는 LAN
- 100V 16A x 2 Power supply

Partial Discharge(New Virsion)Type DDX 9121
- Modular Design
- Simultaneous PD and RIV 측정
- PD pattens like Φ-q-n(phase, magnitude, occurrence)
- High resolution spectrum analyzer with oscilloscope
- Data acquisition and test report generation
- AC and DC measuring modes
- Window base software
- max. 4 input unit(manual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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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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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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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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1971

/ 전동기

유지보수관리�전문업체
47년동안�많은�전동기들을�유지, 보수, 관리한 전문적인
기술력을�바탕으로�고객의�전동기를�관리해드립니다.

첨단�고장진단�장비�도입
24시간�서비스�체계�구성

진단, 정비팀원의�항시�대기/밀착지원
원자력 Q등급

▪한전발전설비�정비적격등록(원자력 Q등급)

귀사의�생산성�향상과
품질보증, 고객만족을�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수자원공사�고압전동기�정비적격업체

▪Siemens, GE, Leroysomer, ABB, Baldor, Rockwell
중전기기 A/S지정�및�협력업체

진단�항목

ON-LINE
구조진동, 설치·조립불량, 베어링불량, 베이스불량, 전자력파,
공진현상, 모터회로�건전성
OFF-LINE
권선저항, 절연저항, 성극지수, 교류전류, 유전정접, 부분방전

ON-LINE

OFF-LINE

한국중전기주식회사

KOREA HEAVY ELECTRIC CO.,Ltd.

거래�실적

국내외�시멘트, 제지, 철강, 석유화학�업체
성신양회, 아세아시멘트, 유한킴벌리, 아세아제지, 현대제철,
현대오일뱅크, LG화학, 고리원자력 外

DC 수리

AC 수리

경기도�시흥시�경제로277(정왕동, 시화공단 3라 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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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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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mc
News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가활동을, 2일차에는 체력단련을 위한 산행이 예정되었
으나 우천관계로 산행을 취소하고 임직원 간의 화합과
단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조합의 제2차 정기이사회가 지난달 11일(금) 대명
리조트 소노펠리체(홍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은 기술연구소 폐소에 따라 조직이 3개본부
로 직제규정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인력개발업무와 해

지역별 협의회 회장 및 총무 간담회 개최

외진흥업무는 경영본부로, 연구개발업무는 제품인증본부
로 이관되는 업무분장규정 등 위임전결규정이 개정되었
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중앙회 임원선거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조합도 임원선거관련 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임원선거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전문 내
용은 조합 홈페이지(알림마당 → 정관/규정/규약 자료실
→ 임원선거규정)에 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사에
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사업자금 대출금리를 금융기관보
다 저렴하게 인하(기준금리+2.2% → 기준금리+1.5%) 하
였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임직원 워크숍 개최

우리 조합의 주요사업 설명과 조합원사의 애로 및 건
의사항을 수렴하여 조합 발전 및 조합원 경영 안정에 반
영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회 회장 및 총무 간담회’가 지난
달 17일(목)에 우가정(청주 소재)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조합은 2018년 조합 임직원 워크숍을 지난달 11

보고 사항으로는 “최고경영자세미나는 10월24일부터

일(금) ~ 2일(토), 1박2일간 홍천에 있는 대명리조트 소

26일까지, 각 지역별 협의회는 11월중”에 개최 예정임을

노빌리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일차에는 워크숍 등 여

알리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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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조합 제66회 일본 전설공업전 참관 및
미쓰비시 공장 견학

17,000sqm 규모로 열린 이번 전설공업전에는 일본
전력산업계에서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 등 총 250
개 기업이 참가하였고, 참관객 수는 9만5천여 명으로
집계(주최사 집계)되었으며, 조합회원사 중 산일전기,
남성기업사 등이 전시회에 참가하여 주력제품을 소개
하였습니다.
일본 전설공업전은 (사)일본전설공업협회가 매년 도
쿄와 오사카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행사로 이번 전시회는
오사카 인텍스 3,4,5홀에서 개최되었으며 중전기기와 전
선, 배선기기, 조명기기, 공사장비 등 전력기기가 총망라
된 전시회로「새로운 사회 환경에 대한 도전! 더 나은 전
설기술」을 테마로 각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다양한 제

우리 조합은 거대 전력시장인 일본에서 새로운 기술

품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각 기업별 부스마다 최신

동향 및 전력분야의 기술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기술이 접목된 제품에 표시를 하여 관람객이 쉽게 접근

23일부터 25일까지 조합원사 21개사 39명으로 구성된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참관단을 파견하여 23일에는 효고현에 위치한 일본 최
대 중전기기기업인 미쓰비시 이따미 제작소를 방문해
초고압가스절연개폐기 생산검수라인 및 모니터링시스
템 홍보관 등 현장을 둘러보고 24일에는 일본 최대 전
기설비전시회인 전설공업전(JECA FAIR 2018)을 관람
하였습니다.

▶2018 일본전설공업전

또한, 부스별로 헤드업 카메라를 장착하여 TV로 보여
주는 제품시연, 도우미의 제품소개, 경품행사 등 각종 이
벤트가 이어져 관람객의 발길을 멈추게 하며, 기술용어
위주의 카탈로그 대신 간단한 문답이나 시연 등으로 일
반인도 제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적이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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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대의 전기기업 미쓰비시 전기
(이따미 제작소) 방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서울지방변호사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법률전문위원 운영 계획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협업
하여 불공정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가까운 지방청에서
무료법률 상담 등 실시
•운영계획
- 근무일시 : 월목 14시~18시 주 2일 운영
-근
 무장소 : 서울중기청 내 민원실
(정부과천청사 1동 1층)

오사카 효고현에 위치한 미쓰비시 이따미 제작소는 초

- 상담문의 : 02-2110-6348, 02-2110-6350

고압 가스절연개폐기 생산법인으로 미쓰비시 본사직원
과 세스요아스텍 김효준 부장의 안내로 조합 방문단 일
행은 미쓰비시 전기의 사업 안내를 받은 뒤 2개조로 나
뉘어 개폐기 생산검수라인과 모니터링 시스템 홍보관

•지원내용
-수
 위탁(하도급 포함) 불공정행위 피해상담 및 권리
규제 절차 안내

을 둘러보았으며 공장입장부터 철저한 방문기업 및 방

- 신고서 작성요령 안내, 기타 법률상담 등 지원

문자의 사전검증, 허가된 장소 외에는 사진촬영이 불가

-분
 쟁조정을 통해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합리적

능할 만큼 기술보안에도 철저하였고, 방문자의 공장내부
진입 시 에어샤워로 외부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공장자체

해결방안 제시
- 필요시, 무료 법률자문 지원(1백만원 이내)

도 외부 오염물질이 차단되도록 건설되는 등 일본특유의
섬세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합 곽기영 이사장은 “이번 미쓰비시 공장 견

※ 상담 전 단계에서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신고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상담 진행

학과 전설공업전 참관이 글로벌 기술흐름을 이해하고
일본 시장의 새로운 기술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
기를 기대하며, 전설공업전은 일본 전기설비 분야의 최
대이자 유일한 전시회로 전기 분야를 총망라한 최신기
술을 선보이는 유익한 자리이며, 전력기기의 선진 트랜
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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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축하합니다.
▪극동정유(주) 김정준 대표이사 차남결혼

▪새한전기공업사 조종규 대표 장녀결혼
▪(주)쎈파워 박희일 대표이사 자녀결혼

[5/12(토)]
[5/27(일)]
[5/27(일)]

www.kemc.co.kr

신규가입 조합원
업체명

(주)유벡

대표자

김형신

주생산품

소재지

태양광발전장치

울산 남구 용연로 106

가입일

2018. 05. 16.

동호회 동향
•한국전기공업인 산악회 제325회 산행
- 일 시 : 2018년 6월 16일(토)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관악산 삼막사(만남의 장소 : 서울대입구역 6번출구)
•한국전기공업인 골프회 2018년 6월 모임 안내
- 일 시 : 2018년 6월 14일(목)
- 장 소 : 코리아 컨트리클럽(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기흥단지로 579)

2018년 5월 공동판매 사업 계약(발주) 현황

다수공급자 계약
품 목

건 수

무정전전원장치

1

배전반
합 계

(단위 : 천원)
금액(VAT별도)

1

91,316
424

2

91,740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한국전력공사 변압기)
품 목

고효율주상

아몰퍼스주상

내염형주상(스테인레스)
컴팩트형지상

부하개폐형지상
현수애자
합 계

(단위 : 천원)
발주 수량(대)
489

312

발주 금액(VAT별도)
694,516

266,080

792

1,180,960

7

69,265

170
12,926

14,696

1,328,213
396,643

3,93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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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밸리 기업 ‘월드클래스 300’ 도약 성공

에너지밸리 협약기업인 ‘누리텔레콤’, ‘광명전기’월드클래스 300 선정
고효율 전력기자재 분야 글로벌 기업
으로 성장 중이다.
(주)누리텔레콤은 IoT 기반 지능형 검
침솔루션인 AMI와 통신소프트웨어를
주력으로 하는 국내 전력 IoT 기업으로
지난 2015년 9월 한전과 에너지밸리 투
자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말 나주시 혁
신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가나, 베트남 등 전 세계 46
개 해외전력사에 AMI 독자솔루션을 공
급해 오고 있다.
(주)광명전기는 배전시스템, GIS,
E-GIS 및 차단기 등을 주력 생산제품
한국전력은 에너지밸리 투자기업 중 (주)누리텔레콤과

으로 2016년 6월 한전과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을 체결하

(주)광명전기가 지난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

고 2017년 9월에 나주시 혁신산업단지에 생산공장을 신

기업부가 선정하는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선정되었다고

축하였으며, 에너지밸리 투자를 기반으로 향후 ESS, IoT

발표했다. ‘월드클래스 300’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

분야를 아우르는 전력전문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처기업부가 주관하여 글로벌 성장 가능성
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5년간 R&D,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이다.
선정 대상은 수출비중이 20% 이상인
매출 400억원에서 1조원 규모의 기업으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
을 2%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다.
한전의 에너지밸리 지원제도 등을 바
탕으로 이번에 ‘월드클래스 300’기업으
로 선정된 (주)누리텔레콤과 (주)광명전
기는 에너지밸리를 기반으로 전력 IC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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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에너지밸리 투
자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밸
리 스타기업’을 자체적으로 선
정하고 R&D 협력, 전문기술
컨설팅 등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과 월드클래
스 300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KTP(KEPCO Trusted
Partner/한전의 협력사 수출
지원 브랜드)의 사용권 부여,
해외 전시회 참가 시 선정 우
대, 수출시범사업 및 해외 제
품인증 지원 등을 통해 에너
지밸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
기업진흥공단과 지자체와 협
력하여 해외시장 진출 인큐베
이터(해외사무공간 지원, 컨
설팅), 기술개발사업(최대 4억
원/2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최대 5억원)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한국전력은 앞으로도 지속
적인 투자기업 성장지원을 통
해 에너지밸리 투자기업 중 매
년 1개사 이상의 월드클래스
300 기업을 배출하여 에너지
밸리를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대
중소기업간 상생발전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KEMC

일진전기,
차세대 친환경 초고압케이블 개발 착수
일진전기는 18일 절연
체 소재인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이하 PP)
을 적용한 ‘친환경 154kV
급 초고압케이블 개발’ 국
책과제를 수행한다고 밝
혔다. 초고압케이블은 전
기가 흐르는 도체인 구리
선을 절연체로 감싸 전기
누설을 막는 구조다. 현재
절연체로 사용하고 있는
가교폴리에틸렌(XLPE, 고
분자 플라스틱의 일종)을
친환경 소재인 PP로 대체
한 케이블을 개발하는 것
이 국책과제의 핵심이다.
PP는 탄소와 수소를
결합해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식품용기나 주사기 등에 사용할 정도로 인체
에 무해하다는 평가다. 또 재활용이 100% 가능해 노후 케이블 폐기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다. 섭씨 160 ℃ 이하에서 녹지 않을 정도로 열에 강한
특성 때문에 송전용량을 1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어 경제성이 뛰어난 절연체다.
이미 세계시장에서는 송전용 초고압 PP케이블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탈리아 프리즈미안은 150kV급 케이블을 2013년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국내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PP케이블 도입을 추진하면서 우리 전선업체들은
22.9KV급 배전용 케이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진전기가 이번 과제를
성공하면 세계에서 두번째로 이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국책 과제는 총괄기관인 일전전기를 포함해 7개 기관이 산학 컨소시엄
을 구성해 참여한다. 컨소시엄 기관들은 2020년 하반기까지 케이블, 접속재를
개발하고 신뢰성 검증을 마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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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똑똑한 원격검침용 계량기 개발한다

한전, ARM 사, 원격검침용 계량 칩 및 디바이스 관리 솔루션 개발 협약 체결

한국전력은 지난달 16일(수)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영

양사는 또한 2021년까지 스마트홈, 통합검침, 수요관

국 ARM 사와 함께 ‘원격검침용 계량 칩(SoC) 및 디바이

리, 분산전원 설비제어,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력거래 등을

스 관리 솔루션’공동 개발에 착수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실증하고 사업모델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섭 한전 신성장기술본부장, 디페시

이날 협약식에서 ARM 사의 디페시 파텔 IoT 서비스그

파텔(Dipesh I Patel) ARM 사 IoT 서비스그룹 대표와 연

룹 대표는 “25년 이상 SoC 기술 및 확장형 소프트웨어 디

구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고로, ‘원격검침용 계량 칩

바이스 관리 플랫폼 설계에 매진해 온 탄탄한 경험을 바

(SoC) 및 디바이스 관리 솔루션’은 기존의 원격검침인프

탕으로 ARM 사는 한국전력의 AMI 확대를 지원할 것”이

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기능을 확장

라고 했다.

한 보안 및 계량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규격의 스마트 계

이어 김동섭 한국전력 신성장기술본부장은 “원격검침

량기로, 계량기와 무선통신을 통해 계량정보 수집은 물

용 계량 칩 및 디바이스 관리 솔루션은 고객에게 원격검

론 실시간 요금제(기존의 고정요금에서 벗어나 전기의 수

침과 함께 수요관리, 에너지 거래 등 더 많은 에너지 신서

요·공급 법칙에 따라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변하게 되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이며, 앞으로 한전은 전

는 선진 요금제도)나 쌍방향 전력거래 등 새로운 전력서

력망의 디지털 변환과 고객 서비스 개발을 통해 에너지신

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산업 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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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업계 첫 신뢰성센터 구축

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으로 제품 개발기간 단축·품질 경쟁력 제고

감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특히 신뢰성
센터 시험평가
실 내 재료분석
실은 2019년 상
반기 중에 국가
기술표준원 산
하 한국인정기
구(KOLAS)로부
터 시험기관 자
격을 획득할 예
정이며, 현대일
렉트릭은 다양
한 시험기관 자
격을 지속적으
현대일렉트릭은 지난달 10일, 최근 경기도 용인 마북

로 확대하여 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연구소에서 신뢰성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현

또한 현대일렉트릭의 ‘에너지관리솔루션’이 적용된 이

대일렉트릭은 국내 전력기기 업계 최초로 신뢰성센터

신뢰성센터는 개소에 앞서 지난 4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를 구축함으로써 품질 경쟁력 확보에 본격 나설 수 있

부터 에너지 저감 효과와 신뢰성 등을 인정받아 ‘건물에

게 되었다.

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1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용인 R&D센터 내에 문을 연 이 신뢰성센터는 총 207

현대일렉트릭 주영걸 사장은 “이번 신뢰성센터를 통해

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4,655㎡(1,408평), 총 4층(지하 1층,

제품의 품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고객에게 명품을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되어, 재료분석, 절연성능평가, 가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2021년까지 R&D

속수명평가 등 13개의 시험평가실과 51개의 주요 시험설

투자를 매출 대비 5% 수준으로 늘리고 R&D 인력도 현재

비를 갖추고 있다.

의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신뢰성센터 구축을 통해 제품의

한편 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12월 스위스연구소를 설립

내구성과 내환경성, 안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제

하고, 올해 2월 헝가리기술센터를 확장 이전하는 등 글로벌

품의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외부시험기관 의뢰비용을 절

R&D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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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산전,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으로 ESS 확대 ‘가속 페달’
5월 한 달간 LS-Nikko동제련•삼양그룹 ESS 프로젝트 잇단 수주

에 PCS 6MW,
배터리 36MWh
규모로 ESS 솔
루션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장
변전실 인근에
PCS와 배터리,
수배전반 등으로
구성된 ESS 스
테이션을 구축,
오는 8월부터 상
업운전을 시작해
향후 15년 이상
운영할 예정이
며, 이를 통해 매
LS산전이 5월 한 달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
로 ESS(에너지저장장치 ; Energy Storage System) 프로
젝트 2건을 잇달아 수주하며 국내 ESS 시장 확대에 속도
를 내고 있다.

년 평균 15.5억 원 수준의 에너지를 절감하게 되며 투자비
회수 기간은 6년 이내 수준이다.
이번에 ESS를 구축하게 되는 각 공장들은 에너지 다소
비 사업장으로 꼽히는 만큼 전량 자체 에너지 수급 용도

LS산전은 최근 삼양그룹 계열사 5개 공장을 대상으로

로, 전기요금이 싼 심야전기를 저장한 뒤 요금이 비싼 피

약 150억 원 규모의 ESS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

크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전기를 활용해 에너지 절감효과

다. 총 용량은 PCS 5MW 배터리 30MWh 규모로, 오는 7

를 극대화 하게 된다.

월 31일 완공해 8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는 계획이

LS산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다. 이번 사업으로 삼양그룹은 향후 15년 간 연 평균 13.4

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ESS 사업을 확대, 에너지 비용 절

억 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둬 6년 이내에 투자를 회수

감으로 단기간에 투자비를 회수하고 향후 운용을 통해 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부담

이에 앞서 LS산전은 이달 초 LS그룹 계열사인 LS-

을 줄여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Nikko동제련과도 약 150억 원 규모의 ESS 구축 사업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

수주한 바 있다. 이 사업은 LS-Nikko동제련 온산사업장

명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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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블랙박스, 심층 신경망 원리 밝혀내

KAIST 예종철 연구팀, 영상 화소복원 등에 적용

인공지능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의
료영상 및 정밀분야에 활용 가능한 고성능 인공신경망 제
작의 수학적인 원리가 밝혀졌다.
KAIST(총장 신성철) 바이오및뇌공학과 예종철 석
좌교수 연구팀이 찾아낸 ‘심층 합성곱 프레임렛(Deep
Convolutional Framelets)’이라는 새로운 조화분석학적 기
술은 인공지능의 블랙박스로 알려진 심층 신경망의 수학
적 원리를 밝혀 기존 심층 신경망 구조의 단점을 보완하
고 이를 다양하게 응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종철 석좌교수가 주도하고 한요섭, 차은주 박사과정
이 참여한 이번 연구는 응용수학 분야 국제 학술지 ‘사이
암 저널 온 이매징 사이언스(SIAM Journal on Imaging
Sciences)’ 4월 26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심층신경망은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인공지능의

예 종 철 교수

핵심을 이루는 딥 러닝의 대표적인 구현 방법이다. 이를
이용한 영상, 음성 인식 및 영상처리 기법, 바둑, 체스 등

함수(local basis)와 광역기저함수(non-local basis)로 나

은 이미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고 있으며 현재 4차 산업혁

눠진다. 연구팀은 광역기저함수와 국지기저함수가 각각

명의 핵심기술로 알려져 있다.

인공지능의 풀링(pooling)과 필터링(filtering)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심층신경망은 그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

는 것을 밝혔다.

하고 정확한 동작원리가 밝혀지지 않아 예상하지 못한 결
과가 나오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심층신경망구조, 수학적 원리로 디자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에 대한 사회

기존에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심층신경망을 구

적, 기술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성할 때 구체적인 작동 원리를 모른 채 실험적으로 구현

연구팀은 심층신경망의 구조가 얻어지는 고차원 공간

했다면, 연구팀은 신호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고차원 공

에서의 기하학적 구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기

간인 행켈 행렬을 찾고 이를 분리하는 방식을 통해 필터

존의 신호처리 분야에서 집중 연구된 고차원 구조인 행켈

링, 풀링 구조를 얻는 이론적인 구조를 제시한 것이다. 이

구조 행렬(Hankel matrix)을 기저함수로 분해하는 과정에

러한 성질을 이용하면 입력신호의 복잡성에 따라 기저함

서 심층신경망 구조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수의 개수와 심층신경망의 깊이를 정해 원하는 심층신경

행켈 행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기저함수는 국지기저

망의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 <신 윤 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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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태양광발전 도입 현황 및 전망

산업용 클라우드 ‘마인드스피어’, 산업 디지털화 리더십 확대

세계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는 이미 2015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화석 연료에 의한 발전 사업 투자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태양광발전의 도입은 그 추세가 세계적으로 가속 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튓받침하고 있는 것은 COP21 이후
세계의 저탄소화 및 탈탄소화의 흐름이다.

1. 세계 태양광발전시장 실적

하면 전 세계적으로 75.4GW에 달하며, 이는 2015년에 비

IEA의 PVPS(Photo Voltaic Power Systems

해 47% 성장한 것이다. 그림 1에 주요국의 설치량 추이

Programme) Snapshot 20161)에 의하면 2016년 세계 태

를 나타낸다. 특징적인 것은 한때 세계시장을 견인했던 유

양광발전 설치량은 PVPS 회원국에서 74.4GW이고, 아프

럽과 일본은 도입량 증가가 완만해졌지만 이를 대신해 중

리카, 라틴 아메리카, 파키스탄 등에 설치된 1GW를 추가

국과 미국에서 도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

국가별 연간 도입량 MW

세계 연간 도입량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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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 태양전지 설치량 추이(200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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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에 달해, 이미 무시할 수없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국은 2016년 한해에 34.54GW를 도입하였고, 누적량에서
도 78GW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다. 중국은

EU위원회가 2014년 1월에 수립한 2030년 온난화방지

또한 다음에 나오는 태양전지 생산량에서도 압도적 강세

대책안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최소 27 %(전

를 보이고 있다. 급성장한 신흥시장으로는 남아프리카공

력은 45 %)로 설정되어 있다. 2012년 시점에서 재생에

화국, 칠레, 멕시코, 터키, 태국, 필리핀, 알제리, 이스라엘,

너지 보급률이 12.7 % (전력은 21 %) 였던 것을 감안하

터키 등이 있다. 그림 2는 누적 설치량 대비 2016년도의

면 야심적인 목표인 셈이다. 그 배경에는 온난화가스를

설치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비율이 높을수록 설치량 증

40%까지는 삭감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다. 일본의 경우

가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는 온난화가스 삭감 목표에 더해 에너지 자급률 문제도

2016년 말 세계 누적 설치량은 303GW인데, Snapshot

시급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3년도 일본 에너지백

2016에서는 이 누적 설치량이 세계 전력수요의 1.8 %에

서에 의하면 세계 1차 에너지 자급률 순위는 미국이 85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 전력소비에

% (8위), 영국이 60.7 % (14위) 프랑스가 52.9 % (15위)

서 차지하는 태양광발전으로 충당한 전기의 비율을 그림

독일이 40.1 % (20위)인데 비해 일본은 6 %로 33위에

3에 나타내었다. 온두라스,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에서는

불과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따라서 어느

현재 이론적(설치용량과 일사량에 의해 추정)으로는 각각

나라보다도 환경 대책과 자급율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야

12.5 %, 7.4 %, 7.3 %, 7.0 %를 충당하고 있으며 일본도

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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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6년도 주요 국가별 연간·누적 설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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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적인 태양광발전시스템 가격 하락

로 상회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IRENA에 의하면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스템 비용은 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투자의

전 라이프 타임의 균등화 발전원가(LCOE) 측면에서 보

95%가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특

면, 발전원가는 2015년 현재 0.13USD/kWh에서 2025년

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에는 0.05USD/kWh로 약 60%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또한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는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

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은 석탄가스 화력 발전의 0.05-

전을 크게 추월했는데, 2015년의 화력발전 투자액은 석탄

0.10USD/kWh에 비하면 가장 저렴한 발전 형태가 될 것

과 가스를 합해 1,300억 달러, 원자력은 200억 달러, 대

으로 추정되고 있다.

규모 수력 430억 달러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합계
는 재생에너지 투자의 약 1/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2015년에 운전을 개시한 발전설비 용량 분석에서는 재생

2015년 세계 재생에너지설비 투자에 관한 유엔 UNEP

에너지가 전체의 50 %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석탄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 환경

화력과 가스화력을 합해 30 %, 대규모 수력 원자력은 각

3)

계획)와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의 분석에 따

각 10 % 이하이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투자가 재생에너

르면 전 세계 투자액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미화 2860

지, 그중에서도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으로 이동하고 있

억 달러였으며 투자 금액의 내역은 개발도상국의 투자

는 것을 알 수 있다.

(1560억 달러)가 선진국의 투자 (1300 억 달러)를 처음으

표 2는 IEA World Energy Outlook 2016 (WEO 2016)

일본 4.9 %
중국 1.8 %

한국 0.7%

그림 3. 2015년 말 소비전력량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충당한 전기소비량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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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8.1GW
(25.8 %)

에 수록되어 있는 세계 에너지 공급에 대한 투자전망이다.

스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은 2016

세계 태양광발전 전망

년 23%에서 2040년에는 37 %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또한 EV는 현재 130만대에서 2040년에 약 115배인 1억

5)

IEA WEO 2016 에 따르면 세계 에너지 수요는 2040년

5,000만대가 될 것으로 과감하게 상정하고 있다. 화석연

까지 30%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재생에너지/EV/천연가

료는 천연가스가 50% 이상으로 성장하여 석탄 화력을

표 1.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시스템 비용 하락의 가능성2) (2015/2025)

투자비용
%변화
(2015USD/kW)
2015

2025

태양광 PV

1,810

5550

790

3700

-57%

CSP(ST:solar tower)

5700

3600

해상 풍력

4650

3950

CSP(PTC:parabolic trough collector)

육상풍력

1560

1370

글로벌 가중평균 데이터
용량요소

2015 2025

%변화2

2015

2025

0.15
-0.19

0.09
-0.12

18%

19%

45%

8.4%

-37%

46%

49%

7.6%

0.15
-0.19

-15%

43%

45%

4%

0.18

-33%

-12%

41%

27%

8%

LCOE
%변화
(2015 USD/kWh)

30%

11%

0.13

0.07

0.06

-59%

0.08
-0.11

-43%

0.12

-35%

-37%

0.05

-26%

표 2. 세계 에너지 투자 예측4)

[IEA WEO2016에서 밝힌 세계 에너지 공급 누적 투자금액(2016-2040, 10억USD2015)]

화석연료

재생에너지

전력네트워크

기타 저탄소에너지**

에너지공급합계

에너지절약

2010-15
(연간)

신정책 시나리오

(누적)

(연간)

7,478

299

1,112

26,626

229

283
13

1,637
221

현행정책시나리오

(누적)

(연간)

6,130

(누적)

(연간)

245

12,582

503

50

2,842

1,065

32,849

8,059

322

8,860

354

43,609

1,744

49,098

1,964

1,446

22,980

58

919

1,259

15,437

450시나리오

1,314

617

17,263
7,204

39,891

35,042

691

288

114

1,596

1,402

* 에너지절약 투자는 2014년 최종소비부문별 효율수준을 기준으로 한 기법에 의한 것임. 나타낸 에너지절약 투자금액은 2015년 한해의
수치임.
** 원자력과 CCS가 포함된다.

출처: IEA World Energy Outlook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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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WEO 2016의 2040년 전망

[IEA WEO2016에서 세계 에너지 공급에의 누적 투자금액 (2016-2040, 10억USD2015)]
신 정책 시나리오

일본 (GW)

2020

세계 (GW)

50

2030
69

2035
74

현 정책 시나리오

2040
77

1405

2020

2030

59

66

2035

표 4. 복수기관이 예측한 2030년 일본의 태양광발전 예상 설치량

일본 태양광발전협회

IRENA (국제 재생에너지기구)

WEO 2016 (450 시나리오)

(참고) 독일정부 재생에너지 전체 목표

61

2030
80

2035

2040
102

2018

비고

64GW (약 7%)

장기에너지 전망 (베스트 믹스)

100GW (약 11%)

2016년 말 가동실적 37GW (약 4%)

80GW

2014년 말 실적 전세계 176GW

136GW (약 15%)

(50%)

증가에 그쳐 석유소비는 현재 하루 9,250만배럴에서 하
루 1억35만배럴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EO
2016에서는 이러한 전제가 모두 실현되고 COP21 파리
협정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2100년의 기온 상승은 산
업혁명 이전 대비 2 ℃ 이내로 억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4는 복수기관이 예측한 2030년 일본의 태양광발전
설치량이다.
또한 IRENA의 Rethinking Energy 20176)에서는 세계
태양광 설치량을 2020년 591GW, 2030년 1,760GW6)로

26

2020

2030년 (대 소비전력량 %)

추월한다. 발전에 기인하는 CO₂ 배출량은 연평균 0.5 %

예측하고 있다.

71

991

(주)WEO2016에서는 2014년 세계실적이 176GW인 것으로 집계했다.

일본정부 목표

2040

450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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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Brief

지능형 정부, 블록체인이 국가 디지털 전환 주도한다
금융, 생활경제, 비즈니스, 공공행정 등 추진 확대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이 조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거대

직구조와 일하는 방식, 서비스 인프라 등 정부혁신을 주도

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 공유방식

할 것이다.”

등 기술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정부와 민간뿐만 아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최근 ‘지능형 정부 추진을 위

니라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

한 블록체인 동향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블

및 이용촉진을 위한 표준화가 시급하다. 블록체인 본인인

록체인이 첨단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국가사회 전 산업,

증 수단에 대한 안정성, 기존 PKI 기반의 시스템과 비교하

공공행정 분야의 새로운 융합과 가치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여 블록체인의 보안수준 확인이 필요하다.

국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공공민간의 블록체인 추진사례는 금융, 생활
경제, 비즈니스, 공공행정 등 4가지 적용유형에 따라 추진
확대 중이다.

민관협력으로 기반 인프라 마련
경제적 관점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도입에 대
한 철저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도입 시 산출물과 효

블록체인은 기존의 기술주도적 서비스 생성제공방식

과성 입증이 중요하다.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대체하고

의 한계를 벗어나, 다자간 네트워크 중심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도입으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한다. 먼저, 블록체인을

로 인한 효과성(경제성, 효율성 등)을 분석해야 한다. 블

통한 문서, 자산 등의 분산화된 거래 관리방식은 기존 정

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운영, 유지 보수비용(네트워크 확

부조직의 역할 체계를 바꾸어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에 기

장, 저장 공간 증설 등), 이용 등의 비용, 조달 방법 등의

여한다. 두 번째로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 법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지리적 한계를 넘어 유연하고 효과적인 블록체인 기반의

사회적 관점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적용함으로써 병렬적 업무방식

프라를 마련하고, 블록체인 도입이 필요한 분야 및 영역을

에 따른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 행정서비스 비용절감 및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인프

다. 정부가 주축되어 블록체인 R&D 투자, 테스트베드 환

라의 전환이다. 다자간 P2P(Peer-to-Peer) 기반의 다양

경 구축, 미래 영향력 분석 등 블록체인이 활성화될 수 있

한 형태를 가진 공유 플랫폼 구현을 통해 전자정부서비스

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지역별 블록체인 지원

를 제공하는 새로운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센터(가칭)를 설립하여 지역밀착형으로 블록체인 개발상

범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전략구상을 위한 다각적 차원의

용화,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기술적 관점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다. 법제도 관점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법적효력

강점약점, 위협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본격적인 공공

및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규정, 개인정보보호 등 제도를

부문 도입에 앞서 기술적 해결방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련해야 한다. <김 영 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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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전력 시스템을 개발할 때 적절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글: Monica Redon, Analog Devices

IoT 용으로 배터리로 작동되는 각종 디바이스들에 대한

할지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EEMBC 컨소시엄의 인증 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마이

커니즘을 살펴본다. 이 점수는 시스템 개발자들이 자신의

크로컨트롤러와 여타 부품들에 대해서 갈수록 더 높은 에

솔루션으로 가장 적합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선택하는 데

너지 효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제품 마케팅에 초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전력(ULP)이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
으며, 특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설명할 때 그렇다. 초저전
력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현

초저전력 측정 및 최적화

재 어떤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예

초저전력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

를 들어서 전원 소스가 심하게 제한적인 경우에는(에너지

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개발자들은 흔

포집 같은 경우) 동적 전류를 극히 낮게 해야 한다. 또 시

히 데이터 시트를 참고하는데, 여기에는 MHz당 전류나

스템이 대부분의 시간을 대기 모드 또는 슬립 모드로 보

다양한 슬립 모드로 전류 같은 것들이 나와 있다. 그런데

내고 가끔씩만 깨어나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슬립 모

문제는, 당장 동적 전류 소모만 보더라도 이 값을 구하기

드 전류를 매우 낮게 해야 한다. 또 어떤 경우에 초저전력

위해서 사용된 조건들(코드, 전압, 플래시 대기 상태 등)

은 에너지 효율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배터리로

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업체들은 EEMBC

작동되는 디바이스는 이러한 모든 점들을 종합적이면서도

CoreMark 같은 동적 모드 레퍼런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절충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또 어떤 업체들은 “while 1” 문을 실행하는 것 같은 간단

물론 초저전력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와 어떤 기능을 수

한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플래시로 대기 상태가 필요하면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마이크로컨트롤러 유닛의 성능이 저하되고, 그러므로 실

컨트롤러 유닛(MCU)은 동적 모드로 30?A/MHz~40?A/

행 시간을 증가시키고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

MHz이고 셧다운 전류가 50nA~70nA이면 초저전력이라

한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킨다. 어떤 업체들은 정격 전압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마이크로컨트롤러를

때의 사양이고, 또 어떤 업체들은 최소 전압일 때의 사양

초저전력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아키텍처, SoC 디자인,

이고, 또 어떤 업체들은 어떤 전압도 표기하지 않기도 한

프로세스 기술, 지능적 주변장치 기능, 딥 슬립 모드 같

다. 이러한 것들이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겠지만, 어떤 기

은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준이 없이는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할 것이다.

Analog Devices의 2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예로 들어서

대체적으로 데이터 시트들에서는 딥 슬립 모드에 대해서

이러한 맥락에서 초저전력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

꽤 잘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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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일 때의 전류 소모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된 조건들(유지

에너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되는 메모리 양, 전압 등)은 업체들마다 다르다. 또한 실제

사이클당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공식을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러한 모드로 들어가고 나올 때 소모

서 구할 수 있다. 온 및 오프로 전환할 때의 에너지는 미

되는 에너지 또한 반영해야 한다. 이 양은 아주 미미할 수도

미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있고, 디바이스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슬립 모드로 지내고
얼마나 자주 깨어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초저
전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적 모드와 슬립 모드를 잘 최
적화해야 한다. EEMBC는 ULPMark-CoreProfile(ULPMarkCP)에 1초의 피리어드를 사용하고 있다. ULPMark-CP는

그림 1에서 기울기는 ION에 의해서 결정된다. ISLEEP

많은 마이크로컨트롤러 업체들에서 데이터 시트 표준으로

은 ION보다 훨씬 낮으며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이

사용하고 있는 벤치마크이다. 1초를 사용하기로 한 합의는

공식에서 동적 전류가 슬립 전류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

EEMBC 워킹 그룹에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 이 벤치마

을 알 수 있다.

크는 디바이스를 1초마다 한 번 깨우고, 소량의 작업을 수행
하고(동적 사이클), 다시 슬립 모드가 된다.
동적 모드일 때 아날로그 회로에 따라서 전류 소모에

초저전력 테스트 플랫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동적 전류를 최소화하고 딥 슬립 모

그러면 서두에서 말했듯이 Analog Devices의 2

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에너지 사용을

개 마이크로컨트롤러에 대해서 초저전력 에너지를 비

최적화할 수 있다. 주파수를 낮추면 동적 전류를 낮출 수

교해 보자. 이 두 마이크로컨트롤러는 ADuCM4050

있으나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점들

과 ADuCM302x이다. ULPMark 결과 표를 보면,

을 감안해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

ADuCM4050과 ADuCM302x가 각각 203점과 245.5점이

인가? 애플리케이션의 듀티 사이클과 딥 슬립 전류는 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벤치마크

그림 1. ULPMark-CP는 1초의 피리어드를 사용한다. 이 시간에 디바이스가 딥 슬립 모드로부터 깨어나고, 정해진 작업을
실행하고, 다시 딥 슬립 모드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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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유닛의 코어에만 관한 것이라는 점
이다. 그래서 이름이 CoreProfile이다. 그렇다면 18%의 차
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ADuCM4050은 ARMv7E-M 아키텍처를 적용한 ARM?
Cortex?-M4F를 사용하고 있다. ADuCM302x는 ARMv7-M
아키텍처를 적용한 ARM Cortex-M3을 사용하고 있다. 두
코어 모두 3스테이지 파이프라인에 분기 추론을 사용하
고 있으며 둘 다 명령 셋 아키텍처에 있어서 유사하다. 다
만 Cortex-M4F만이 DSP와 부동소수점 명령을 지원한다.
ULPMark-CoreProfile은 DSP 명령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표 1. 주 요 ARM 코어로 ULP-Mark-CoreProfile 워크로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이클 수. 이 사이클 수는
근사치이다. 컴파일러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

ARM Core

Approximate Cycles to Complete
ULPMark Active Mode

Cortex-M0+

14,253

Cortex-M0
Cortex-M3
Cortex-M4

Cortex-M4F

15,174*
10,920
11,852
11,284

*Cortex-M0+와 Cortex-M3 수치를 토대로 한 추정치

Cortex-M4F 제품이라 하더라도 FPU를 활용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왜 ADuCM4050이 ADuCM3029보다 10?A/

벤치마크 분석을 위해서 ADuCM4050과 ADuCM302x

MHz를 더 소모하는 것일까? 이것은 전자가 후자의 두 배

를 각각 52MHz와 26MHz로 실행했다. ADuCM4050은

의 주파수로 동작하기 때문에 더 높은 주파수로 타이밍

ULPMark 워크로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약 11,284 사이클

제약을 완수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버퍼를 필요로 하기 때

을 필요로 하고, ADuCM302x는 10,920 사이클을 필요로 한

문이다. ADuCM4050은 또한 ADuCM3029와 비교해서

다. 그러므로 전자는 1초의 피리어드 중에서 217?s에 동적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기능들을 사용한다:

모드 부분을 완료하고, 후자는 이 동작 시간이 420?s이다.
ADuCM4050이 ADuCM3029보다 좀더 많은 사이클을 사용

▶두 배의 메모리 크기(SRAM과 플래시 둘 다): 128kB

하는 것은 사용된 주파수 때문이다(각각 52MHz와 26MHz).

와 512kB 대 ADuCM3029는 64kB와 256kB. 애플리

ADuCM4050은 플래시로 한 번의 대기 상태를 필요로 하

케이션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저장 용량이 필요할

고, ADuCM3029는 플래시로 대기 상태를 필요로 하지 않

수 있다.

는다. ADuCM4050은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플래
시로 대기 상태를 추가하더라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 많은

▶두 배의 주파수: 52MHz 대 ADuCM3029는 26MHz.
그러므로 ADuCM4050이 성능이 더 우수하다.

명령들을 캐시 메모리로부터 실행하며, 추가적인 대기 상

▶추가적인 RGB 타이머

태를 필요로 하지 않고서 최대 속도(52MHz)로 액세스할 수

▶새로운 보안 기능: 키 랩-언랩을 사용한 키 보호 저

있기 때문이다. 실행 시간을 보면, 예상대로 ADuCM4050

장, 키 언랩을 사용한 키 방식 HMAC

이 ADuCM3029보다 워크로드를 더 빠르게 실행한다.

▶3개의 추가적인 SensorStrobe 출력

ADuCM3029의 두 배의 주파수로 실행되기 때문이다.

▶최대의 SRAM 용량: ADuCM4050은 최대 124kB인
것에 비해서 ADuCM3029는 최대 32kB.

(EEMBC 벤치마크 코드를 사용하려면 회원이거나 워
킹 그룹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회원 신청은 여기서 할 수

그러므로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전력 최적화, 저장 용

있습니다. Monica Redon은 Analog Devices를 대표해서

량, 동적 성능 등)에 따라서 ADuCM4050을 사용할지

EEMBC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ADuCM302x를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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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파일러의 영향

러를 사용해서 코드를 컴파일했다. ADuCM4050은 IAR
EWARM 7.60.1.11216 및 ADuCM302x는 7.50.2.10505를

위에서 설명했듯이, ULPMark는 두 동작 상태로 이루어

사용했다. 하지만 역시나 어떤 내부적 변경이 이루어졌는

진다. 동적 상태와 슬립 모드인 저전력 상태이다. 두 상태

지는 알 수 없다. 두 점수 모두 속도를 최적화하기 위한

를 합쳐서 정확히 1초이다. 동적 상태일 때마다 동일한 워

no_size_constraints 옵션을 사용해서 제출되었다.

크로드를 실행한다. 그런데 앞서도 보았듯이 이 작업의 효
율은 아키텍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또한 컴파일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컴파일러가 명령 문들을 변경하

ULPMark를 에너지 값으로 환산

고 최적화함으로써 명령 조합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ULPMark-CoreProfile을 역으로 해서 에너지 값을 구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에 따라서 크기로 최적화하거나,

할 수 있다(10 사이클에 걸쳐서 초당 평균 에너지의 5배의

속도로 최적화하거나, 또는 크기와 속도 둘 다로 최적화

중간값).

할 수도 있다. “loop unrolling”은 루프 내의 코드에 대해
서 실행되는 분기 비율이 변화되는 간단한 예가 될 것이
다. 컴파일러는 같은 일을 더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ADuCM3029의 ULPMark-

또 이 에너지는 디바이스가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동안

CP 결과 점수가, 속도에 대해서 높은 수준으로 최적화

(동적 모드) 소모되는 에너지와 동면 모드일 때 소모되는

했을 때는 245.5점, 중간 수준으로 최적화했을 때는 232

에너지를 합한 것으로 구할 수 있다.

점, 낮은 수준으로 최적화했을 때는 209점으로 차이
가 날 수 있다. 컴파일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는 Texas Instruments의 MSP430FR5969에 대
한 ULPMark 결과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신 버전

ADuCM3029의 데이터 시트에 따르면, 소수 코드를 실

의 IAR Embedded Workbench 컴파일러를 적용함으로

행할 때 동적 전류의 정격 값은 980?A이다. 이 코드는 캐

써 점수가 5%까지 향상되었다(eembc.org/ulpbench/).

시 안에 들어가며 이의 낮은 전력 소모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컴파일러 내부적으로 어떤 변경들이 이루어졌기

ULPMark-CoreProfile 코드는 주로 선형적 코드이므로 캐

에 이러한 향상을 달성하게 되었
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찬가
지로 컴파일러 기술을 들여다보
지 않고서는 STMicroelectronics의
STM32L476RG가 어떻게 ARMCC
컴파일러에서 IAR 컴파일러로 바꾸
고서 점수가 16% 향상되었는지 설
명할 수 없을 것이다.
Analog Devices의 두 MCU
는 서로 다른 버전의 IAR 컴파일

그림 2. ULPMark-CP의 상위 10개 점수, EEMBC 웹사이트 발췌(2017년 8월 18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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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DuCM4050의 블록 다이어그램. 1.2V LDO와 선택적인 커패시티브 벅을 포함한다.

시를 사용하더라도 크게 유리하지 않다. 그러므로 전류 소
모는 데이터 시트에서 캐시를 작동하지 않고서 표기하고
있는 1.28mA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동면 전류를 위
해서는 ULPMark-CoreProfile이 LFXTAL과 RTC를 실행
해야 한다. 그러므로 슬립 모드일 때 전류 소모는 데이터

1세대 ULPMark의 한 가지 단점은, 실행 규칙이 동작 전

시트에 따라서 830nA이다. 동적 지속 시간은 위에서 언

압을 3V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워킹 그룹에서 이런 식으

급한 것처럼 420Os이다.

로 구현한 것은 모든 디바이스들로 공통적인 기준을 설립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최신 MCU들은 이보다
더 낮은 전압으로 실행될 때 에너지 효율이 훨씬 더 우수
하다(온도와 동작 주파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STMicroelectronics의 STM32L476RG
의 ULPMark는 dc-dc 컨버터를 사용해서 전압을 3V에서
1.8V로 낮춤으로써 점수가 19%까지 향상된다.

데이터 시트 수치와 실행 시간에 따르면, 동적 전류의

dc-dc 컨버터를 사용함으로써 점수가 영향을 받는 것

에너지는 1.61?J이고, 슬립 시간일 때 소모되는 에너지

은 STMicroelectronics의 STM32L476RG만이 아니다. 그

는 2.49?J이다. 이 수치들을 가지고 나온 점수가 EEMBC

런데 ADuCM302x와 ADuCM4050 같은 일부 디바이스들

EnergyMonitor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측정된 것과 일치

은 자체 내로 컨버터를 통합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력 성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부적 IC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

32

더라도 dc-dc 컨버터를 사용하면 디바이스가 최대의 에

같은 디바이스로도 때에 따라서 에너지 소모가 달라

너지 효율로 동작할 수 있으므로 좀더 공정한 비교를 할

질 수 있다. (측정을 언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5%에

수 있다. 예를 들어서 3V로 동작하는 디바이스는 dc-dc

서 15%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컨버터를 사용하더라도 별로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ULPMark-CP 점수는 에너지 효율을 가늠하기 위한 대

최적의 효율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최저 1.8V

략적인 지침으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어떤 디바이스의

에 이르기까지 동작할 수 있으나 dc-dc 컨버터를 사용하

ULPMark 점수가 245점이라고 했을 때 이 점수는 각기

지 않는 디바이스는 공급된 에너지의 64%를 낭비하고 있

다른 웨이퍼로 생산된 디바이스에 따라서 233점부터 257

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까지도 될 수 있다(5% 편차라고 했을 때).

요구인 경우라면, 시스템으로 3V 배터리를 사용할 때 외
부적 dc-dc 컨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dc-dc

인증 메커니즘 - 신뢰 구축

컨버터를 사용할 때는 MCU가 아닌 컨버터의 에너지 효율

자사 디바이스의 점수를 인증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을 측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

EEMBC Technology Center(ETC)로 해당 보드 및 툴과 플

은,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dc-dc 동작을 위해서 동적

랫폼 구성 파일을 보내면 된다. EEMBC는 이 플랫폼 구성

모드에서 슬립 모드로 및 슬립 모드에서 동적 모드로 전

파일을 시스템 파일과 통합하고 다양한 보드들을 사용해서

환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점수를 여러 회 측정한다. 그리고 모든 측정의 평균을 내서

dc-dc 컨버터를 사용할 때 또 다른 유의사항은 컨버
터 타입이다. 어떤 컨버터는 인덕티브 기반일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가격이 더 비싸고, 전
자기 간섭(EMI) 문제가 있을 수 있다. ADuCM4050과

점수를 도출한다. 모든 측정을 동일한 조건들로 한다(동일
한 워크로드, 동일한 에너지 모니터 보드, 비슷한 온도 등).
그림 4는 ADuCM3029 EZ-Kit로 ULPMark-CP를 측정
하기 위한 연결 셋업을 보여준다.

ADuCM302x 디바이스는 커패시티브 기반 컨버터를 사용

이 점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EEMBC는 EnergyMonitor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Run ULPBench 버

사용자 가이드 UG-1091 “ADuCM3027/ADuCM3029 마

튼을 클릭하면 EnergyMonitor 하드웨어가 ADuCM3029

이크로컨트롤러 셋업 및 사용” 참조.

EZ-Kit 보드를 구동하고, 프로파일을 실행하면서 소모되

ULPMark-CP 점수나 데이터 시트 값을 분석할 때는
디바이스에 따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어떤 디바이스의 에너지 효율을 측정할 때는 누설
전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슬립 모드일 때 그렇
다. 전통적인 성능 벤치마크는 그렇지 않으나, 디바이스의
누설 전류에 대해서는 온도나 습도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ULPMarkCP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조 단계에서 같은 업
체의 디바이스라 하더라도 오늘 생산한 것과 내일 생산한
것이 다를 수 있고 이 웨이퍼와 저 웨이퍼가 다를 수 있다.

그림 4. 점수를 측정하기 위한 보드 셋업

33

Design & Development

것이고, 후자는 IoT
디바이스 용으로 다
양한 암호화 요소를
구현하기 위한 에너
지와 성능 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복잡
한 보안 스위트이
다. 둘 다 2017년 말
부터 제공된다.
이들 벤치마크는
자동차와 같다. 자
동차는 사람이 운전
그림 5. EnergyMonitor 소프트웨어 GUI

을 해야 쓸모가 있
다. 마찬가지로 이

는 에너지를 측정한다. 이 실행이 끝나면 소프트웨어가 점

들 벤치마크도 MCU 업체들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

수를 계산하고 이것을 화면에 보여준다. 이 소프트웨어는

이것을 사용해서 MCU 업체들이 자사 디바이스에 대해서

또 이력 창에 이전에 소모된 평균 에너지를 보여준다.

프로파일을 실행하고 점수를 발표할 수 있다. 그리고서 자

MCU 효율 분석

사 데이터 시트로 ULPMark 결과를 포함시킬 것을 권장한
다. Ambiq Micro, Analog Devices, STMicroelectronics,
TI 같은 회사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데이

EEMBC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용자들이 MCU를 철

터 시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양들을 실제적으로 비

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류의 벤치마

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ULPMark-CP는 MCU의 코

어떤 MCU 회사가 이러한 공인된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어 효율에 관한 것이고, 새롭게 제공되는 ULPMark-

면 이렇게 물어야 할 것이다. “왜 그러지 않는가? 뭔가 숨

PeripheralProfile(ULPMark-PP)는 ADC, PWM, SPI,

기는 것이라도 있기 때문인가?”

RTC 같은 다양한 MCU 주변장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ULPMark-PP에서는 동적 및 슬립 모드 전류 소모가 특히
더 중요하다. 워크로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변
장치 트랜잭션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ULPMark-PP 점수
결과는 EEMBC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ULP-MarkCP와 ULPMark-PP를 결합한 것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는 IoTMark-BLE와
SecureMark 스위트를 들 수 있다. 전자는 블루투스를 통해
서 송신 및 수신할 때 MCU와 무선의 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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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산업용, 협동로봇으로 제조업이 스마트해지다

산업용 로봇 시장 급성장세, 한국은 글로벌경쟁력 미흡
글 | 신 윤 오 기자 / yoshin@elec4.co.kr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이 고공 성장하면서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도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 이는 전년 대비 18%가 성장한 수치로 금액기준으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10%가 성장하였다.

세계 로봇 시장은 2016년을 기준으로 총 20.5B($) 규

중국,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 5국이 전체 시장

모로, 이중 산업용이 64%(13.1B), 전문 서비스 23%(4.7B),

의 74%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시장이 전체의 30%를 차

개인 서비스가 13%(2.7B)를 차지한다. 이를 전년대비 성

지하며, 중국은 2013년 이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장률로 따지면 산업용 18%, 전문 서비스 2%, 개인 서비
스 15%가 성장했다.

한국의 산업용 로봇 시장은 2015년 전년 대비 8%가 증
가했으며, 이 배경에는 LCD, 메모리 반도체, 전기용품, 가

세계 산업용 로봇 공급 현황을 봐도 성장세가 확연하

전 등 전기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완성차, 기계부품, 배

다. 2016년 사상 최대의 산업용 로봇 294천대가 공급되었

터리)이 성장을 주도했다. 국내 생산은 5% 감소했고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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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제조

서비스

(백만불)
12,483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

합계

13,356

14,873

16,371

17,988

20,359

은 DARPA(미 국방성 산하 방위고
등연구계획국) 중심으로 우주, 국
방, 의료 헬스케어 등 다양한 로봇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범정부 차원의 ‘로봇 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로봇 보급
확산 활용 확대를 위한 실증사업

�11

�12

�13

�14

�15

�16

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에 대응한 개호 복지 분야의 로봇

세계 로봇 시장 현황

개발, 상용화에 힘쓰고 있다. 일본
의 로봇혁명 실현위원회는 산업용

제조

서비스

(억원)

295

부품

281

합계

298

로봇 기술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
하여 2020년까지 로봇 시장을 2
448

396

342

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에
세계 로봇을 모두 모아 기술 경쟁
을 벌이는 로봇 올림픽을 개최한
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EU는 범국가적 로봇 연구 프로

�11

�12

�13

�14

�15

�16

한국 로봇 시장 현황

은 32% 증가하였다. 국내 판매 64%가 직교좌표형 로봇이
었으며 이는 세계 시장 수요의 47%를 차지한다.

주요 국가 로봇 R&D 및 정책
이처럼 로봇 시장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도 로봇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로봇 R&D 투자 및 정책
현황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 부품 목적의 ‘첨단제조 파트너십’ 일환
으로 ‘국가 로봇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협동로봇

36

그램 ‘SPARC(세계최대 규모의 민
간참여 로봇연구 프로그램)’를 추
진하고 있다. EU 프레임워크 프로
그램 중 고령자 보조를 위한 로봇
사업 5개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는 서비스 로봇분야에서 2020년 5대 강국 진입을
목표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핵심 산업 분야에서 로봇을 선
정하여 주요 공정의 스마트화, 로봇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로봇산업 발전 계획에는 10대 핵심로봇 육성과 핵
심 기업 육성 등이 담겨 있다.
한국도 지난 2008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에 따
라 1차(2009~2013) 기본 계획은 국내 로봇시장 규모 확
대를 위한 제조/청소로봇 등 시장 형성된 제품 개발 및 보

급에 중점을 두고 기초 인프라, 로봇수요 공간 조성, 범국

의 주요 경쟁국은 한국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다.

가적 협력체제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2차(2014~2018) 기

한국의 로봇 완제품 생산액은 일본의 1/12 수준이며, 염

본계획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로봇 R&D 종합 역량을 제

가/저난이도 직교로봇 위주 생산이라 글로벌 경쟁력이 미

고하고 로봇 수요의 전산업 확대, 개방형 로봇산업 생태계

흡하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수직다관절 로봇은 상당

조성, 범국가적 로봇융합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수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로봇,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

제조용 로봇 현황

국내 제조경쟁력이 주로 전기전자 산업에 의존하고 있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제조업용 로봇은 프로그래밍에

기 때문에 직교좌표 로봇의 수요가 매우 높다. 다시 말해,

따른 작업 및 제어가 가능하며, 다기능 다목적으로 가변성

로봇 밀도가 높다는 이야기인데 제조현장 근로자 10,000명

요소를 충족시키는 로봇으로 정의된다.

당 로봇 적용 수에서 한국은 2008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

제조업용 로봇은 이적재용 로봇, 공작물 탈착용 로봇,

여 2011년 일본을 추월했다. 자동차 산업과 달리, 전자산업

용접용 로봇, 조립 및 분해용 로봇, 가공용 및 표면처리 로
봇, 바이오 공정용 로봇,

표. 국가별 산업용 로봇산업 특징

구분

기술수준1)

미국
94.2

로봇밀도2)
(자동차산업/기타)

일본
100

독일
96

189
303
309
(1,261/101) (1,240/214) (1,131/181)

설치수량3)

설치 산업별 비중
(자동차/전기전자/기타)
설치 형태별 비중
(수직다관절/직교/기타)
생산액(억 원)

4)

수입액(억 원)

31,404

수출액(억 원)6)

자동차 생산 대수(만대)

20,039

한국

조업용 로봇이 있다. 이는

68
(505/33)

631
(2,145/475)

관절 로봇, 직교형 로봇,

75.3

87,000

84.9

41,373

36:28:36

48:4:49

28:20:53

36:45:19

71:12:17

57:15:27

79:11:9

63:21:16

27:64:10

-

7)

38,586

중국

52:20:28

-

5)

수직 다관절 생산량

시험 검사용 로봇, 기타 제

-

708.4

50,297
523

-

-

33,016

-

530.1

362.8

100,810

-

-

-

4,043

9,719

-

1,206

1,279.1

255.2

11,765

-

1) 100이 기술수준 가장 높은 국가, 독일은 EU 데이터 활용, 출처: 2017 KEIT 산업기술수준 조사
2) 공장근로자 1만명당 로봇 사용대수, 출처: IFR Report 2017(2016년 통계 데이터)
3), 4), 5), 6) 출처: IFR Report 2017(2016년 통계 데이터)
7)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다시 기계 구조에 따라, 다
병렬형 로봇, 스카라 로봇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술 수준도 각각이다.
로봇 제품과 시스템의 설
계에 관한 기술은 독일과
일본이 최고 수준의 기술
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기
술은 선진국의 80% 수준
(2016년 기준)이다. 설계된
로봇 기구 및 시스템의 구
현에 관한 기술도 최고기술
보유국(독일, 일본)에 비해
90% 수준이며 구동부 핵심
부품의 설계 기술은 최고기
술 보유국(독일, 일본)과 비
교하여 75% 수준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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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적용을 위한 응용 기술 및 제어,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관
한 기술은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독일,
일본)에 비해 90% 수준이며 제조업용 로
봇의 판단, 인식, 행동에 관한 기술(지능
화기술)은 80% 수준이다.
이처럼 국내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만큼 기술 취약 분야도 존재한다. 제조
업용 로봇의 국내 취약 기술은 설계기
한화테크윈 HCR-5

술, 제조 생산기술, 구동부 기술, 자동화
기술, 지능화 기술 등에서 나타난다. 먼
저 설계기술은 대형 기반가중(500kg 이
상), 모듈화 컴팩트화 설계 기술 등이 취
약하고 제조 생산기술은 부품의 정밀 가
공/조립, 구동부 기술은 서보모터의 경
량화 및 토크효율, 감속기의 효율성 등
이 취약하다. 자동화 기술은 네트워크
및 MES 연계 적용기술, 자동차 조선 외
등이 취약하며 지능화 기술 분야는 AI
및 자율주행 기술이 부족한 실정이다.

협동로봇의 효과
이에 최근 협동로봇 시장이 크게 성장
협동로봇 글로벌 시장 규모(Market&Market)

하고 있다. 협동로봇은 인간의 노동을 대
체하는 로봇이 아닌 인간의 활동을 보조
하고 인간과 협업하는 로봇으로서 높은
안전성, 적용 편이성 등이 장점이다. 유
망시장으로 부각되는 협동로봇은 2015
년 1.1억 달러에서 2022년 32.7억 달러로
연평균 60%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협동로봇은 가공, 식료품 등 다양한

협동로봇 국내 시장 규모(Market&Market)

38

분야에 Assembly, Handling, 포장, 물류
등 자동화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공정에

활용이 가능하다.
고난도의 수작업이 요구되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사
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로봇 활용 촉진이 가능하며 인
간과 로봇의 분업이 단순 반복 작업 등 저부가가치 작업
20~30%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공정 재배치가 쉬워 생산 유연성이 크며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축의 수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
별도의 펜스 없이 인간과 작업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로봇이며 작업환경 개선과 공간 절약이 가능하다.
대당 단가가 3~4천만 원 수준으로 기존 제조업용 로봇(1
억 원 이상)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은 협동로봇을 도입하여 상용화
하고 있다. BMW는 문짝 Bonding 작업에 유니버설로봇
(UR)의 UR10을 도입하여 안전 펜스 없이 작업자와 협업,
향후 품질검사용 공정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GE는 LED Lighting 조립 공정에 RR사의 Saywer를 도
입하여 기본 공정 변경 없이 설치운영 중이며 계절별 생
산물량 변동이 큰 Plant 대상으로 도입확대 예정이다.
P&G(화장품 분야)는 향수 샘플 제품 포장공정에 협동로
봇 UR5를 도입하여 컨베이어 Pick & Place 작업에 투입

저가를 앞세운 뉴로메카 협동로봇

했으며 Job Change가 많은 다품종 소량 생산 공정에 확
대 적용 예정이다.

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종별 특성에 맞춘 협동

국내 협동로봇 상용화도 한창이다. 한화테크윈은 항

로봇도 개발한다. 고중량 물체(15kg) 취급용 협동로봇 개

공방상 및 산업용 장비 사업을 해오며 축적해왔던 로봇,

발에 2019년까지 35억 원이 투입된다. 협동로봇 부품, 소

정밀/다축 모션제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여 지난

프트웨어 국산화를 위해 충돌 방지를 위한 피부형 센서

2017년 3월 협동로봇 HCR-5를 자체 개발해 출시했다. 뉴

개발에 2020년까지 20억 원이 지원된다.

로메카는 협동로봇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국내 유

지난 2월 열린 ‘지능형 로봇산업 발전전략 간담회’에서

일의 천만 원대 협동로봇을 만들었으며 최근 협동로봇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우리 로봇산업

IoT를 연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협동로봇을 개발, 단계적 보

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강

급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까지 중소제조업종을 중심

조하며, “정부도 협동로봇서비스로봇 선도 프로젝트 추

으로 50개의 로봇을 시범 보급할 예정이다.

진, 혁신역량 강화, 신시장 창출 등 ‘지능형 로봇산업 발전

협동로봇 개발을 위해 로봇기업, 부품기업, 서비스 기
업, 수요처 등 25개 기관이 참여하여 협동로봇산업 발전

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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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캔 스마트 침대

스마트홈과 인테리어가 만나니 신사업 모델이 ‘쑥쑥’
스마트+인테리어 포럼 발족, 스마트홈 융합 사업에 기대 커
글 | 신 윤 오 기자 / yoshin@elec4.co.kr

장면 # A씨는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저 쉬고만 싶었다. 침대에 쓰러져 누우니 전동 침대가 알아

서 각도를 조절해준다. 침대 머리맡에 스마트 전구는 눈이 피로하지 않도록 분위기에 맞게 조명색상을 맞춘다. 에어컨도 밖

에서 들어온 주인의 체온을 감안해서 온도를 조절한다. 뿐만 아니다. 침대의 수면 센서는 A씨의 수면 여부를 확인하여 그가
잠이 깊이 들면 조명과 에어컨을 끌 것이다. 센서는 A씨의 수면 습관을 체크하고, 방안의 센서 허브는 온/습도, 미세먼지, 에
너지 사용량 등을 기록하여 A씨에게 알려줄 것이다. 피곤한 와중에도 A씨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 것이다. “내가 문을 잠궜
나?”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방범 센서가 주인이 집에 들어온 후에 알아서 문을 잠글 테니까.
일방적인 기술과 함께 편의 시설만 강조하던 스마트홈
(Smart Home)이 달라지고 있다.
앞서 A씨 사례처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맞게 스스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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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조건을 조절하고, 행동을 일일이 기록하여 인간에게 능
동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 스마트홈
환경에서 일부 기능이 구현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산업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움직임이 스마트 인테리어 산업이다. 기존
ICT 업체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가전, 통신, 에너지 분야
와 건설, 인테리어 분야를 융합하여 “스마트+인테리어”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스마트 인테리어 신산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와도 연장선상에 있다. 전기/자
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
스플레이 등의 5대 신산업에서 IoT 가전 분야가 스마트 인
용도별 스마트홈 장치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출처 아이컨트롤 네트웍스)

테리어 산업과 연관되어 있다. 2022년까지 인공지능 상황
인지, 기기간 자율협업기술이 가능한 지능형 스마트홈 가
전으로 재편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기존 가전, 통신, 건설 등 스마트홈 영역에 첨단 IT 기술

본부장은 스마트+인테리어 포럼 추진 계획에서 “스마트인

(IoT, AI, VR, 5G)이 접목되면서 가구 인테리어 분야에서 새

테리어 산업체간 정보 교류 및 공동 신사업 개발이 필요한 상

로운 융합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 스마트홈과

황에서 포럼 발족이 필요했다”면서, “앞으로 정부정책 규제를

인테리어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조정하고 공동협력 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것이다. 구체적으로 삼성과 이케아, LG-한샘 등이 협업을

조위덕 스마트+인테리어 포럼(가칭) 운영위원장은 지

추진하고 있으며 SKT와 노루페인트, 재현하늘창, 대림코퍼

난 10일 열린, 스마트+인테리어 융합 BM 발굴 전략 세미

레이션 등이 새로운 융합 비즈니스를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 “스마트+인테리어 산업은 주변 공간(Space) 경험

스마트+인테리어 포럼 발족해

플랫폼 산업”이라며, “스마트홈 AI와 IoT 데이터가 합해지
고 IoT+가전+가구+서비스가 융합되며 사용자 니즈와 제
품/서비스의 매칭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인테리어 포럼(가칭)이 6월 발족을 앞

같은 행사에서 LH 조휘만 처장도 “홈네트워크와 IoT 기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의 도철구

반의 스마트홈은 클라우드 플랫폼과 IoT 기기가 연동되어
건축물의 한계를 넘는 서비스 제공과 인공
지능서비스 연계를 촉진하고 있다”며, “IoT
난방과 조명을 이용한 에너지절감, 소방안
전, 개인정보 보호, 건강한 삶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내달 정식 발족을 계기로 스마트
인테리어 시장 및 기업 현황을 조사하고 로
드맵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이후에는 교

가정내 스마트기기를 제어하는
미국 INSTEON

최근 사운드, 모션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Canary의 스마트홈 시큐리티

육 및 인증을 추진하고 실증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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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가 생체신호 측정, 기울기까지 알아서 조정해
스마트 가구 특허출원 증가, 5년 전보다 4배 증가

소비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능화
된 스마트 가구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의 발
달과 젊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가 접목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최근
5년간(’13~’17) 스마트 가구 관련 특허
실용신안 출원은 328건으로 이전 5년
스마트베드 템퍼

(’08~’12)의 83건 대비 4배(395%) 가
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
근 자신을 위해 투자와 소비를 아끼지
않는 포미(FORME)족 때문이다. 포미
(FORME)족은 건강(For health), 싱글
족(One), 여가(Recreation), 편의(More
convenient), 고가(Expensive)의 앞 글
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로, 개인별로 가
치를 두는 제품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
지 않는 사람들의 소비성향에 맞추어 다

일룸 스마트데스크
표 1. 최근 10년간(’08~’17) 스마트 가구 국내출원 현황

양한 기능을 갖는 스마트 가구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스마트 가구의 특징은 사용자를
인식하고 사용자의 상태를 분석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스마트 수납장의 경우, 옷과 신발의 상
태를 진단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되도록
냄새제거, 제습, 살균하고 옷의 다림질 기
능까지 탑재한 수납장이 출원되고 있으
며, 더 나아가 날씨, 행사, 취향 등을 고려
하여 적절한 의상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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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지능형 옷장도 출원되고 있다.
학생용 가구의 경우 자라나는 학생의
신체조건에 따라 높낮이 및 경사가 조
절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기기를 구비
하여 학습능률을 높이며, 학생의 움직임
을 파악하여 학습자세 및 건강을 관리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상의자가
출원되고 있다.
침대매트리스는 수면 중 뇌파, 심장
박동, 산소포화도 등 생체신호를 측정하
여, 코골이를 방지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실내의 온습도 제어 및 침대의
기울기제어 등의 기능이 적용된 침대·
매트리스가 꾸준히 출원되고 있다.

통신업체까지 시장에 가세
한편 최근에는 지진발생을 감지하
여 내부의 물건이 낙하하지 않도록 하
는 차단바, 전도방지 장치, 진동감쇄 장
치, 내진용 선반이 구비된 수납장 및 지
진대피용 침대, 책상 및 의자 등 내진기
술을 적용한 스마트 가구의 출원증가도
눈에 띈다.
아울러 중소기업 중심인 가구산업에
IoT 기술이 접목됨에 따라 대형 통신업체
까지 스마트 가구시장에 가세하면서 향
후 기술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허
청 관계자는 “가구의 디자인 뿐 아니라
맞춤형 서비스의 채용여부가 중요한 가
구선택 기준이 될 것이다”라면서, “젊은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
스를 위한 신기술 개발로 반짝이는 아이
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KEMC

스마트 가구
출원번호: 10-2015-0168315(2015.11.30.)

의류의 재질이나 종류에 따라 온·습도를 조
절하여 의류를 최적화 상태로 보관하고, 사
용자와의 무선통신으로 원격관리가 가능하
며, 사용자의 체형 및 스타일 변화에 따라
의류를 우선적으로 피팅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수납장
하이브리드형 미니 피시 스마트 테이블 시스템
출원번호: 10-2014-0073351(2014.06.17.)
테이블의 높낮이와 조명이 맞춤식으로 작
동하고 심전도, 맥박, 산소포화도 센서 등
인체관련 센서를 탑재하여 사용자에게 건
강관련 수치를 제공해주는 테이블
자세 교정 기능이 구비된 의자 어셈블리
출원번호: 10-2015-0099576(2015.07.14.)

베이스에 구비된 통신기에서 사용자의 휴
대폰으로 착좌습관 및 자세를 알려주며, 자
세 교정 유닛에 의해 올바른 자세가 유지되
도록 도와주는 의자
생체신호를 이용한 침대구동장치
출원번호: 10-2013-0015652(2013.02.14.)

사용자의 수면 중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그
신호의 처리결과에 따라 침대가 자동적으
로 경사지도록 하여 숙면을 취하도록 한 침
대구동장치
재난 대피 침대
출원번호: 10-2016-0137900(2016.10.21.)

사용자의 취침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재
난 감지부가 이를 감지하여 침대 내측의 대
피공간으로 사용자를 이동시키는 재난 대
피 침대
수납장 조립체 및 수납장
출원번호: 10-2013-0143259(2013.11.22.)

지진 등의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수평으
로 유지되던 수납패널의 후방이 하방으로
움직이도록 구성되어 수납된 물건이 전방
으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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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조명, 플렉서블 특성 앞세워 틈새 시장 찾아라
고려대 주병권 교수, OLED 조명 세미나에 밝혀
글 | 신 윤 오 기자 / yoshin@elec4.co.kr

차세대 조명으로 불리는 OLED 조명이 대중화되기 위
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과제가 있을까.
고려대학교 디스플레이 및 나노시스템 연구실(교수 주
병권)은 11일,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와 함께 진행한
‘OLED 조명 이론 교육’을 통해, OLED 조명 기초에서 기
술적 이슈까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OLED 조명은 유기화합물에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OLED의 특성을 조명으로 활용한 것으로, 빛을 내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얇고 가벼운 특징이 있다.
특히 외부 충격에 강해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낮은 효율성과 수명, 비싼 가격이
상업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오스람 OLED 조명 콘셉트

이에 교육 세미나를 주관한 고려대학교의 주병권 교수
는 “OLED는 아직 LED 효율의 절반에 못 미치며 가격은
높고 수명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LED 기술은 한계에
도달한 반면에 OLED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기술”이
라며, “아무래도 LED가 많이 쓰이는 주조명 시장으로 바
로 들어가기는 무리이고 우선, OLED의 플렉서빌리티 특
성으로 장식용 디스플레이 같은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
표 1. Flexibled OLED와 Rigid OLED의 성장 추이

삼성디스플레이

Flexible OLED, LG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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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최근의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교육은 OLED
조명기술 동향과 봉
지 기술, OLED 조명
의 구조 및 설비 등을
설명하는 시간에 이
어 조명용 OLED의 주
요 이슈인 패널의 광
추출 기술, 수명 기술,
투명전극 및 공정 분
석기술 주제 등이 소
표 2. OLED 주요 기술적 이슈

이슈 문제

일부 랩에서 개발한 디바
이스는 기존 광원 기술과
효율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이지
만, 현재 초기 제품들은
효율이 낮은 편이다.
조명 현재 OLED 패키지는 출
출력 력이 낮다.
수명
가격

개되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광산업진흥회과 함께 진행해
OLED 조명의 기술적 이슈에 대해 주 교수는 “디자인은
우수하나 CRI(Color Rendering Index, 연색성)가 조금 아
쉽고 효율과 수명이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 특히 습기와
산소에 약한 OLED의 특성상, 야외 조명에 활용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강력한 봉지(encapsulation)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해결 방법

효율적이고 오래가는
‘blue emitter’를 개발해
야 한다. 기존 광원과 경
쟁할 수 있는 차세대 제품
을 개발해야 한다.
고전류 밀도를 위해 광추
출 개선이 필요하다.

고전류 밀도, 안정적인 재
blue 유기물질의 짧은 수
료, 우수하고 저렴한 봉지
명: 습기에 예민함.
공정이 필요함.

너무 높다. 저렴한 디바이스 상용화 OLED 제품 개발
와 조명 재료가 요구된다.
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시험 현재 OLED 제품 테스트
표준 를 위한 표준이 없다.

5월 11일 고려대 자연계캠퍼스 창의관에서 열린 OLED 조명 이론
교육. 주병권 고려대 교수가 OLED 조명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확
실성을 줄이는 신뢰높은
테스트 방법 표준이 필요
하다.

이 밖에도 OLED 수명을 저하시키는 기술적 이슈로
OLED 동작 후 발생하는 열(Heating)에 의한 원인과 빛
(Light)에 의한 손상, 그리고 길어지는 소자 제작기간
(Device Preparation)에 따른 오염 등을 최신 논문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향후 OLED 조명 발전을 위해 주 교수는 “OLED 봉지기
술이 기존 글래스나 메탈 캔(Metal can) 봉지 기술에서 박
막 봉지(Thin film encap) 기술로 발전해야 하며, 플라스틱
OLED를 위해 봉지 기술과 베리어 필름(Barrier film) 기술
이 합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를 함께 주관한 한국광산업진흥회의 김기수
과장은 “OLED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개최한 이번 교육이 OLED 조명 기술 발전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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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증강현실(AR)로 기계 내부 상태 확인한다
흥아기연-슈나이더 일렉트릭, 증강현실 도입한 ‘HC 100’ 공개

흥아기연이 지난 4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국제 제약
바이오화장품기술전(COPHEX
2018)’에서 슈나이더 일렉트
릭의 증강현실 솔루션을 입힌
‘HC 100’을 공개했다.
이날 전시회에서는 국내 자
동 포장기계 전문 생산 기업 ‘흥
아기연’(대표 강신영)이 참여,
국내 제조업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
였다. 특히 에너지 관리 및 자동
화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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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한국 대표 김경록)과 협

가능한 간헐식 카톤 포장기 ‘HC 100’에 적용됐다. ‘HC

업한 제품을 선보여 관람객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100’은 블리스터, 병, 튜브, 샤셋 및 샘플 키트 등을 자동

양사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에코스트럭처 아규멘

으로 카톤 포장하는 기계로 PLC 제어 시스템과 HMI 터치

티드 오퍼레이터 어드바이저(EcoStruxure Augmented

스크린 패널을 갖추고 있으며, 증강현실 솔루션까지 더해

Operator Advisor, 이전 모델 Vijeo 360)를 도입한 간헐식

져 더욱 쉽고 편리한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지원한다. 또

카톤 포장기 ‘HC 100’을 선보였다.

한, 소규모 생산 및 다양한 제품군 생산에 합리적 비용을

슈나이더의 ‘EcoStruxure Augmented Operator

갖추고 있다.

Advisor’는 산업용 증강현실(AR) 솔루션으로 제조 설비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EcoStruxure Augmented

기기에 적용돼 가상의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실시간 값을

Operator Advisor가 도입됨으로써 ‘HC 100’의 유지 보수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매뉴얼이나 도면 등을

에 필요한 도면 오픈 기능이 지원되며, 모터 속도와 CAM

열람할 수 있고 필요한 비디오를 재생한다. 기계 내부 상

의 위치, 정품 생산량 및 불량품 생산량 파악이 가능하다.

태를 가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능도 있어 유지 보수시

또한, 대시보드를 이용한 제품 생산 현황 모니터링이 가능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기계 고장이나 이상

하며 비상 상태 발생 시 정해진 시간(현재 1초)에 한 번씩

시 전문 엔지니어의 도움 없이도 빠른 진단이 가능하며,

설비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기능도 적용됐다.

정확한 문제 파악 및 빠른 대처도 가능해 안전하고 효율
적 설비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욱 쉽고 편리한 운영 및 유지 보수 지원
현재 이 솔루션은 흥아기연의 맞춤형 공급 시스템이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인더스트리 사업부 채교문
본부장은 “기술 혁신을 선보이고 있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과 흥아기연이 협업해 국내 포장 기계 설비 부문에 가상
현실을 도입한 새로운 기계를 선보였다. 양사는 디지털 경
제의 리더로서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제조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흥아기연은 1970
년에 설립된 이래로 전세계
60여개국에 걸쳐 700여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과 협업
하고 있다. 45개국에 지사
를 설립했으며, 20개 이상
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제약 및 화장품 업계뿐만
아니라 식품, 제과, 생활용
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자동
충전하거나 포장하는 설비
기계를 생산하는 기술혁신

흥아기연이 COPHEX 2018 참가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EcoStruxure Augmented Operator
Advisor를 적용해 기계 내부 상태 확인이 가능하다.

기업이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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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배터리모듈 개발 쉽게 따라하기
머신러닝 프로젝트, 똑똑한 왕자(SmartPrince) 만들기 2

글 | 정 재 준 대표, 커널연구회, rgbi3307@nate.com, www.kernel.bz

48

똑똑한 왕자(SmartPrince) 소개

프로젝트 과정 목차

커널연구회에서 지능형로봇 만들기로 진행하는 SmartPrince(똑똑

1. 인공지능(AI)이란 무엇인가?

알고리즘을 탑재하는 오픈플랫폼,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다. 각각의 모

2. 전원 배터리모듈 개발과정 및 기능
3. 센서제어 모듈 개발과정 및 기능
4. 모터제어 모듈 개발과정 및 기능
5. 카메라 영상 움직임 추적 모듈 
개발과정 및 기능

한 왕자) 시리즈는 커널연구회에서 제작한 9개의 모듈들에 머신러닝
듈들은 독립된 형태로 동작할 수도 있고, 라즈베리파이 및 아두이노

호환 핀맵에 모듈들을 적층으로 쌓아서 한꺼번에 병렬로 동작시킬 수
도 있다. 모듈에 있는 USB에 시리얼통신 명령어(AT Command)를
전송하여 모듈들을 제어한다.

6. 음성처리 모듈 개발과정 및 기능
7. 병렬처리 모듈 개발과정 및 기능
8. 머신러닝 기능 개발과정 및 기능

▲ 똑똑한 왕자 AT명령 동작 블록

PCB 보드 모듈들은 아래 블록도처럼 9개가 서로 연결된다. 전원
(POWER), 스위칭(SWITCH), 무선통신(ESP32), 센서(SENSOR), 모
터(MOTOR), 카메라(CAMERA), 사운드(VOICE), 메인(MAIN) 그리고
아두이노(ARDUINO) 모듈들이 각각 자기 역할을 수행하면서 내부
임베디드 데이터 통신 인터페이스(SPI, I2C, UART, GPIO, 인터럽트)
들로 서로 연결된다.
SmartPrince 메인(MAIN) 모듈은 Cortex-A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는 라즈베리파이와 최근에 산업용으로 출시된 라즈베리파이 CM3
모듈을 사용하고, 전원(POWER), 센서(SENSOR), 모터(MOTOR) 모듈
은 Cortex-M0 프로세서(STM32F0)를 탑재하여 장치들을 제어한다.
무선통신(ESP32) 모듈은 가격이 아주 저렴하면서도 여러 가지 I/O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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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보유하고 있는 ESP32와 ESP8266 프로세서를 사용

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똑똑한 왕자 자율주행

하거나 라즈베리파이에 있는 무선모듈을 사용하고, 카메

로봇의 자세보정, 이동방향 제어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모

라(CAMERA)와 사운드(VOICE)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고

터모듈은 DC모터 4개와 스테핑 모터 1개를 제어할 수 있

속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Cortex-M4 프로세서를 탑재한

고 이동 바퀴와 카메라 Pan/Tilt 제어 및 초음파 센서의 방

STM32F4를 사용하여 영상과 사운드 데이터를 인코딩/디

향제어로 활용할 예정이다. 위의 모듈들은 모두 커널연구

코딩 한다. 각각의 모듈들마다 USB 시리얼 포트가 있어서

회에서 설계하여 제작했으며 앞으로 개발 내용들을 지속

이곳에 시리얼통신 명령어(AT Command)를 전송하여 모

적으로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듈들의 동작을 쉽게 제어할 수 있다.
앞으로, 위의 모듈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자율주행 로

전원배터리 (SmartPower) 모듈

봇을 만들고 구현하는 과정을 계속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 CPU 병렬처리 모듈

▲ 똑똑한 왕자 자율주행 로봇

똑똑한 왕자 자율주행 로봇에는 커널연구회에서 개발
한 다음과 같은 CPU병렬처리모듈, 센서모듈, 모터제어모

▲ 센서모듈

듈을 탑재할 예정이다.

똑똑한왕자 중요 모듈들
CPU병렬처리 모듈은 산업용으로 제작한 라즈베리파이
CM3 모듈을 확장슬롯에 장착하여 병렬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센서모듈에는 자이로 기울기 센서, 나침반, 지자계
센서, 가속도, 온도 습도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고 이들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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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 모듈

커널연구회에서 보드를 설계하여 제작한 SmartPower
모듈의 외형은 아래 사진과 같다. 이 보드는 라즈베리파
이 40핀 I/O핀에 장착할 수 있고, 아두이노 헤더핀과도 호

전원 배터리 (SmartPower) 제원 및 기능 요약
•보드 크기는 가로 75mm, 세로 85mm(라즈베리파이
및 아두이노 헤더핀 호환)

환된다. 외부에 12V 전원 어댑터 연결잭을 통하여 전원을

•Cortex-M0(STM32F0) MCU 내장

공급하고, 보드 상단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를 충전할 수

•12V 외부 어댑터 전원공급(전류는 2A 이상 권장)

있다. 12V 외부 전원과 배터리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여

•배터리(3.7V 리튬폴리머 2개 직렬연결) 충전기능

기에 적층 형태로 장착되는 라즈베리파이, 아두이노, 무

•배 터 리 용 량 은 3 A ( 1 , 5 0 0 m A 2 개 직 렬 ) 또 는

선통신모듈, 센서, 모터, 카메라, 사운드 모듈 등에 전원

5A(2,500mA 2개 직렬)

을 공급하고 On/Off 스위칭한다. Cortex-M0(STM32F0)

•배터리 충전 상태 및 전류사용량 모니터링 가능

MCU가 탑재되어 있어서 배터리 충전상태, 전류 사용량,

•보드 표면 온도 모니터링

전원 On/Off 스위칭 제어, 보드 표면 온도, RTC 날짜 및

•라즈베리파이, 아두이노, 무선모듈, 센서, 모터, 카메

시간 등을 시리얼통신 명령어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라, 사운드 모듈에 전원공급 및 각각의 모듈별 전원

있다. 이 보드에 있는 마이크로 USB를 PC에 연결하고

을 On/Off 스위칭(효율적 전원관리)

PC에서 시리얼통신 터미널을 실행하여 AT 명령어들을 사
용하여 보드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변경 및 관리한다. 좀더

•마이크로 USB포트에 PC의 시리얼통신 터미널을 연
결하여 AT 명령어로 동작 제어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부터 자세히 설명된다.
아래부터는 이 SmartPower 모듈에 있는 각각의 부품

전원배터리 제원 및 기능

별 기능을 설명한다.

먼저, SmartPower 모듈의 하드웨어 제원 및 기능에 대
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아래 사진은 이 모듈의 외형을 보
여주는 것이다.

▲ 전원 배터리 (SmartPower) 모듈 상단부

▲ 전원 배터리(SmartPower) 모듈 외형

▲ 전원 배터리 (SmartPower) 모듈 하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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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SmartPower 모듈에 대용량 배터리
5A(2,500mA 2개 직렬)를 연결한 모습이다.

윈도우 PC에 연결방법
아래 사진처럼 SmartPower 모듈에 있는 마이크로 USB
포트를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PC에 연결한다. USB 연
결선을 PC에 장착만 하면 USB로부터 5V 전원이 공급되
므로 SmartPower 모듈 하나는 충분히 동작된다. 하지만,
모듈을 여러 개 연결한 경우에는 USB 단독으로 공급되는
전류(500mA)가 약하므로 외부전원이나 배터리 전원 스위
치를 On 해 주어야 한다.

▲ 전원 배터리(SmartPower) 모듈에 대용량 배터리 장착

아래 사진은 SmartPower 모듈에 라즈베리파이를 연결
한 모습이다.

▲ 모듈 한 개는 USB 전원가능

▲ 전원 배터리(SmartPower) 모듈에 라즈베리파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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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어댑터 스위치 On

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시리얼통신 옵션들을 설정한 후,
SmartPower 보드의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시리얼
터미널 화면에 아래와 같은 메시지들이 출력되면서 동작
을 시작한다.

▲ 윈도우의 장치 관리자를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이 SmartPower
모듈의 시리얼 장치가 자동 인식된다.

커널연구회는 SmartPower 모듈에 USB 시리얼(UART)
장치로 Silicon Labs사의 CP2102 IC를 사용했다. 이 장치
는 PC에 기본적으로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별도
로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식된다.
PC의 장치관리자에서 USB 시리얼(UART) 통신 장치의

r_uart_init(USART1): [OK]

포트 번호를 확인한다. 그림 14에서는 COM4 포트이다(포

user_uart_init(USART3): [OK]

트 번호는 PC마다 달라질 수 있다).

WARNING: user_rtc_init: 83: RTC: External reset occured.

PC에서 시리얼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윈도우
시리얼 터미널이나 Putty, SecureCRT 등 사용하기 편한
시리얼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된다. 실행한 시리얼

user_rtc_init(): [OK]
user_timer6_init(): [OK]
user_timer7_init(): [OK]
user_i2c_init(I2C1): [OK]

터미널 프로그램의 시리얼 통신 설정(옵션) 메뉴에서 시리

usr_adc_dma_init(): [OK]

얼 옵션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c)www.kernel.bz B01_SmartPower_V01 Started

▲ SmartPower보드 리셋 버턴

시리얼 터미널에 키보드로부터 AT? 라고 명령을 입
력하면 다음과 같은 AT 명령어 사용법(도움말)이 출력
된다. 이 명령어들의 자세한 사용법은 다음절부터 자세
히 설명한다.
▲ 시리얼 통신 옵션 설정

시리얼 Baud rate는 115200, Data bits는 8, Parity는
None, Stop bits는 1로 설정하고, Flow control는 모두 체

AT 명령어 도움말
----------------------------- Module Version ----------------------------B01_SmartPower_V01 (c)www.kernel.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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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Time Command --------------------------AT+TIME?

Time Output

AT+DATE?

Date Output

AT+DTIM?

Date Time Output

AT+TIME=h hmmss Time Input(hh: 24Hour, mm:Minute,
ss:Second)
AT+DATE=YYMMDDWW Date Input (YY:Year, MM:Month,
DD:Day, WW:Week)
(01:Mon, 02:Tue, 03:Wed, 04:Thu, 05:Fri, 06:Sat, 07:Sun)
AT+ALRM=hhmmss Alarm Time Input
-------------------------- Data Check Command -------------------------

모듈 한 개는 USB 전원가능

외부 어댑터 전원 스위치 On

위와 같이 연결했다면 리눅스 터미널에서 다음과 같은
리눅스 명령어를 입력하여 SmartPower 모듈의 USB 시

AT+BATT?

Battery Data Output

AT+CURR?

Current Data Output

리얼통신 장치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한다(별도로 설정하지

AT+THEM?

Themistor Data Output

않아도 자동으로 연결된다).

----------------------- Power Control Command -----------------------AT+TRIG=n,0

O
 FF(n:0=Raspi, 1=WiFi, 2=Sensor, 3=Sound,
4=Motor)

AT+TRIG=n,1

O
 N(n:0=Raspi, 1=WiFi, 2=Sensor, 3=Sound,

$ dmesg | grep tty
[ 0.000000] console [tty0] enabled
[247.957798] u
 sb 2-2: cp210x converter now attached to ttyUSB0

4=Motor)

아래 명령어로 SmartPower 모듈의 USB 시리얼 장치가
[OK]

/dev/ttyUSB0 노드에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ll /dev/ttyUSB*

이 명령어들의 자세한 사용법은 커널연구회의 아래 웹

crw-rw---- 1 root dialout 188, 0 Mar 31 18:44 /dev/ttyUSB0

페이지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https://www.kernel.bz/blogPost/B01_SmartPower

리눅스 PC에 연결방법

이제, 리눅스 명령창에서 시리얼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
행한다. 리눅스에서는 minicom을 시리얼 터미널 프로그
램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면,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SmartPower 모듈에 있는 마이크로 USB 포트를 리
눅스가 설치되어 있는 PC에 연결한다. USB연결선을

$ sudo apt-get install minicom

PC에 장착만 하면 USB로부터 5V 전원이 공급되므로
SmartPower 모듈 하나는 충분히 동작된다. 하지만, 모듈
을 여러 개 연결한 경우에는 USB 단독으로 공급되는 전

이제 minicom을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루트 권한으
로 실행)

류(500mA)가 약하므로 외부전원이나 배터리 전원 스위치
를 On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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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do minicom

실행 메시지가 다음과 같이 화면에 출력된다.

dfl 메뉴를 엔터하여 설정내용을 저장하고 Exit하여 빠
져 나온다.

Welcome to minicom 2.6.1
OPTIONS: I18n
Port /dev/ttyUSB0
Press CTRL-A Z for help on special keys

시리얼통신 포트가 위와 같이 /dev/ttyUSB0로 설정되
어 있지 않고, 통신 속도(baud rate)도 115200으로 설정되
어 있지 않다면, 키보드에서 Ctrl-A를 누른후 O 키를 눌러
서 다음과 같이 옵션 설정 메뉴로 진입한다.

+------ [configuration] ------+
| Fi l e n a m e s a n d p at h s
|
| File transfer protocols |
| Serial port setup
|
| Modem and dialing
|
| Screen and keyboard
|
| Save setup as dfl
|
| Save setup as..
|
| Exit
|
+-----------------------------+

위와 같이 시리얼통신 옵션들을 설정한 후,
SmartPower 보드의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minicom

+------ [configuration] ------+
| Fi l e n a m e s a n d p at h s
|
| File transfer protocols |
| Serial port setup
|
| Modem and dialing
|
| Screen and keyboard
|
| Save setup as dfl
|
| Save setup as..
|
| Exit
|
+-----------------------------+

시리얼 터미널 화면에 아래와 같은 메시지들이 출력되면
서 동작을 시작한다.

r_uart_init(USART1): [OK]
user_uart_init(USART3): [OK]
WARNING: user_rtc_init: 83: RTC: External reset occured.
user_rtc_init(): [OK]
user_timer6_init(): [OK]

화살표를 아래로 눌러서 세번째 메뉴인 Serial port

user_timer7_init(): [OK]

setup을 선택한후 엔터하면 아래와 같이 설정 옵션 메뉴

user_i2c_init(I2C1): [OK]

가 나타난다.
+--------------------------------------------------------+
| A - Serial Device : /dev/ttyUSB0
|
| B -Lockfile Location : /var/lock
|
| C - Callin Program :
|
| D - Callout Program :
|
| E - Bps/Par/Bits : 115200 8N1
|
| F - Hardware Flow Control : No
|
| G - Software Flow Control : No
|
|
|
| Change which setting?
|
+-------------------------------------------------------+

화면에 나타난 옵션들을 위와 같이 맞추어 준다. 그
런 다음 다시 상위 메뉴로 돌아가서 Save Setup as

usr_adc_dma_init(): [OK]
(c)www.kernel.bz B01_SmartPower_V01 Started

시리얼 터미널에 키보드로부터 AT라고 명령을 입력하
면 다음과 같은 AT 명령어 도움말이 출력된다. AT 시리
얼 명령어들의 자세한 사용법은 커널연구회의 아래 웹페
이지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KEMC
https://www.kernel.bz/blogPost/B01_SmartPower

※ 이상, 개발 과정에서의 문의 사항은 필자에게 

이메일(rgbi3307@nate.com) 주기 바랍니다.

55

Technical Series

전기설비 접지 및 피뢰 트러블
예방대책
글 | 한찬호 교수/기술사(전력기반기술연구원)

[표 2-5] 고
 압/특고압계통의 지락고장시 저압계통에 가해지는
상용주파 과전압

고압계통에서
지락고장시간(초)
5
5

저압설비의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V)
UO+250

UO+1,200

중성선이 없는 계통에서 UO는 선간전압을 말한다.

주1) 이 표의 1행은 중성점 비접지나 소호리액터 접지된 고압계
통과 같이 긴 차단시간을 갖는 고압계통에 관한 것이다. 2행
은 저저항 접지된 고압계통과 같이 짧은 차단시간을 갖는 고
압계통에 관한 것이다. 두 행 모두 순시 상용주파 과전압에
대한 저압기기의 절연 설계기준과 관련된다.
주2) 중성선이 변전소 변압기의 접지계에 접속된 계통에서 외함
이 접지되어 있지 않는 건물 외부에 위치한 기기의 절연에도
일시적 상용주파 과전압이 나타날 수 있다.

3) 통합접지의 설치 조건(판단기준 19조)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건축물의 피뢰설비전자통신설
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으로 하는 경
우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통합접지시스템은 상기 1)에 의한다.

4)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의 보호도체의 굵기(판단기준
19조)
①공
 통접지, 통합접지, 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공
사를 하는 경우의 보호도체(PE)는 [표 2-6]에서
정한 값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고장시
에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평형 부하, 고조파전류
등을 고려하는 경우는 상도체와 같게 하고, 이때
전압강하에 의한 단면적 증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표 2-6] 보호도체의 굵기

상도체의 단면적 S
(㎟)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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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도체의 재질이
상도체과 같은 경우

S≤16

S

16＜S≤ 35

16a

S ＞35

Sa

② 낙 뢰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

대응하는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2

보호도체의 재질이
상도체과 다른 경우
k1
k2

k1
k2
k1
k2

×S
×16

×

S
2

[표 2-7] 상도체와 보호도체의 절연이 상이한 보호도체를 위한 k값

여기서,

절연 도체

K1 : 도 체 및 절연의 재질에 따라 KS C IEC
60364-5-54 부속서 A(규정)의 표 A54.1 또
는 IEC 60364-4-43의 표 43A에서 선정된
상도체에 대한 k값
K2 : KS C IEC 60364-5-54 부속서 A(규정)의
표 A54.2~A54.6에서 선정된 보호도체에
대한 k값
a

: PEN도체의 경우 단면적의 축소는 중성선의
크기결정에 대한 규칙에만 허용된다.

②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다음의 계산 값 이상이어야
한다. 차단 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에만 다음 계산
식을 적용한다.
S=

I2t

k2

S : 단면적(㎟)

70℃ PVC
90℃ PVC

90℃ 열설정

60℃ 고무
85℃ 고무

실리콘 고무

온도 ℃b

최초
70
90
90
60

85

180

최종

구리

도체의 재질
알루미늄

160/140a 115/103a 76/68a
160/140a 100/86a
250

143

200

141

350

132

220

66/57a

134

94

철
42/37a
36/31a

93

89

87

③ 계산 결과가 [표 2-6]의 값 이상으로 산출된 경
우, 계산 값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도체를 사용하
여야 한다.
5) 보호도체의 종류는 다음에 의한다.
보호도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로 구성한다.
②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비고] 회로 임피던스에 의한 전류제한 효과와 보호장

③ 고정된 절연도체

C IEC 60364-5-54 부속서 A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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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 동작시간(s)

최종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k값의 계산은 KS

48

b IEC 60724에 주어진 다양한 절연의 형식을 위한 온도 한계

① 다심케이블의 도체

k :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51

a 300㎟ 이상 단면적의 PVC 절연 도체에 적용되는 더 낮은 값

I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고장전류 [A]

치의 I2t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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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아
 래 ⑤의 조건을 만족하는 금속케이블 외장, 케이
블 차폐, 케이블 외장, 전선묶음(편조전선), 동심도
체, 금속관
⑤ 전기설비에 저압개폐기, 제어반 또는 버스덕트와
같은 금속제 외함을 가진 기기가 포함된 경우, 금

보호도체가 전원케이블 또는 케이블 용기의 일부로 구

속함이나 프레임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

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단면적을 어떠한 경우에도

하면 보호도체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 값 이상으로 해야 한다.

-구
 조접속이 기계적,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 기계적 보호가 된 것은 2.5㎟ Cu / 16㎟ Al

열화에 대해 보호할 수 있으며 전기적 연속성을

- 기계적 보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4.㎟ Cu /

유지 하는 경우

16㎟ Al

- 도전성이 1.가.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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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결하고자 하는 모든 분기 접속점에서 다른 보호
도체의 연결을 허용하는 경우
6) 보호도체와 계통도체 겸용
① 보호도체와 계통도체를 겸용하는 겸용도체(중성선과

②주
 접지단자에 주 등전위본딩 도체, 접지도체, 보
호도체, 기능성 접지도체를 접속하여야 한다.
2) 보호 등전위본딩
①건
 축물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각종

겸용, 상도체와 겸용, 중간도체와 겸용 등)는 해당하

금속제 배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는 계통의 기능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1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고, 인입구 부근에서 서

② 겸용도체는 고정된 전기설비에서만 사용할 수 있

로 접속하여 등전위본딩 바에 접속하여야 한다.

으며 다음에 의한다.
- 단면적은 구리 10㎟ 또는 알루미늄 16㎟ 이상이
어야 한다.
-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겸용도체는 전기설비의
부하 측으로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 폭발성 분위기 장소는 보호도체를 전용으로 하
여야 한다.
7) 보호접지 및 기능접지도체 겸용
① 보호접지와 기능접지 도체를 겸용하여 사용할 경
우 보호도체에 대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대형건축물 등으로 1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딩도체를 1개의 본딩바에 연
결한다.
②수
 도관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의 밸브
후단에서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③건
 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는 등
전위본딩을 해야 한다.
3)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① 전기설비에서 2.5m 이내에 설치된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계통외 도전성부분, 금속제 난방배

② 전자통신기기에 전원공급을 위한 직류귀환 도체는

관 같은 계통 외도전부는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겸용도체(PEL 또는 PEM)로 사용 가능하고, 기능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접지도체와 보호도체를 겸용할 수 있다.

예외로 한다.
② 다 음의 장소에는 상기 ①의 예외를 적용하지

2.6.3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않는다.

1) 등전위본딩

욕 조 또는 샤워부스를 시설한 장소/수영장풀

① 건축물구조물에서 접지도체, 주 접지단자와 다음

장/농업 및 원예용 장소/이동식 숙박차량 또는

의 도전성부분은 등전위본딩 하여야 한다. 다만,

숙박차량 정박지/피뢰시스템/보트 및 요트 계류

이들 부분이 다른 보호도체로 주 접지단자에 연결

장/실험용 테이블이 있는 강의실/실험실/예비전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장치가 설치된 장소/분수시설/기타, 전화안

- 수도관, 가스관 등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테나 등 설비

금속배관
-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

2.7 접지저항의 저감

-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계통외 도전성부

접지저항은 대지저항률과 접지전극의 형상과 크기에

분, 금속제 난방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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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결정되므로 접지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2가지

의 중요한 결정요소를 변화시켜야 한
다. 그러나 실제 접지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대지저항률을 낮추는 것은 현실
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결국
접지전극의 형상과 치수를 적절하게 결
정하여 필요로 하는 접지저항과 대지
표면의 전위 분포를 산출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접지전극에 매설되는 토양의 대지
저항률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지저항 저감제(EARTHRESISTANCE LOWERING AGENT)라
하며 접지저항의 저감방식에는 물리적

[그림 2-17] 탄소봉 접지전극과 접지저감제

저감방식과 화학적 저감방식이 있다.

2.7.1 물리적 저감방법
1) 수평공법
① 접지극의 병렬접속
② 접지극의 치수확대
③ 매설지선 및 평판 접지극
④ mesh공법
⑤ 다중접지 sheet 등이 있고,

[그림 2-18] 접지저감제

2) 수직공법
① 보링공법
② 접지봉 깊이 박기 등이 있으며,
이 모두의 방법은 한 번 시공하면
사후관리를 거의 할 수 없는 영구
적인 공법이다.

2.7.2 화학적 저감방식
1) 접지저항 저감제의 구비조건
① 안전할 것
저감재는 화학적 처리 문제 때문

[그림 2-19] 접지배선(KS C IEC 60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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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축이나 식물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
다. 즉, 토양을 오염시켜 생명체에 유해한 것을 사
용해서는 안 된다.
② 전기적으로 양도체일 것(양호한 도체일 것)
저감재는 주위의 토양에 비해 도전도가 좋아야 한다.
항상 물의 성분을 다량 함유하면서 쉽사리 빠지지 않
는 성분으로서 즉, 체류제의 역학을 하여야 한다.

길이를 3m로 했을 때 전체저항의 거리에 대한 분포비
율을 [표 3-1]에 나타냈다.
[표 3-1] 길이(3m), 직경(16mm)인 접지극 주변의 저항분포(7.6m를
100으로)

접지극 표면으로
부터의 거리(m)
0.03
0.06
0.09
0.15
0.3
1.5
3.0
4.6
6.1
7.6

③ 지속성이 있을 것이 해야 하며 환경파괴의 원인
되지 말아야 한다.
접지전극에 저감재를 처리한 직후는 접지저항 값
이 크게 감소되었으나 그 후 경년 변화에 따른 접
지 저항 값의 변동이 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계절
에 따른 계절적 변동이 적어야 한다.
④ 전극을 부식시키지 않을 것
접지전극은 보통의 토양에서는 통기성이 있어 공
기중의 산소가 접지극 표면에 닿아 부식을 하게
되는데 저감재를 처리하여 이러한 부식을 억제하
는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⑤ 작업성이 좋을 것
⑥ 경제적일 것

3장 접지시스템의 관리

전체저항 중
저항 비율(%)
25
38
46
52
68
86
94
97
99
100

접지저항의 측정법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나 본질적으
로는 같다.

3.1.1 전위강하법
“1개의 접지전극에 전류 I(A)를 주입하면 접지전극의 전위
가 주변에 비하여 V(V) 만큼 높아지는데, 이때 전위 상승 값
과 접지전류의 비 V/I(Ω)을 그 접지전극의 접지저항이 된다”
는 정의에서 출발한다.
전위강하법에 의한 접지저항의 측정을 위한 구성은 [그
림 3-1]과 같다. 그림 7.2에서 E는 측정대상이 되는 접지

3.1 접지저항의 측정

전극이고, C와 P는 측정용 보조전극으로 E로부터 적당한

접지저항으로 측정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거리에 박는다. 측정은 E-C 간에 측정용 전원을 연결하여

① 접지선의 저항

대지에 전류(I)를 흘려 보내고, E-P 간의 전압(E)을 측정하

② 접지극의 저항

여 접지저항 R=E/I을 구할 수 있다.

③ 접지극과 토양과의 접촉저항

전원은 교류를 사용하는데, 직류를 사용하면 전식을 발

④ 접지극 주변의 토양

생하기 때문이다. 측정용 주파수는 전력계통으로부터 유

접지저항으로 측정되는 요소중 위에서 3가지는 접지저

도되는 신호를 분리하기 용이하도록 상용주파수 보다 높

항의 일부를 차지하고, 주
로 접지극 주변의 토양에 의해 접지저항이 결정된다.
직경이 16mm인 접지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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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파수를 사용한다. 그러나 주파수가 너무 높으면, 측
정용 전선의 인덕턴스가 커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1 kHz 이하가 좋다.

3.1.2 공통통합 접지저항 측정방법
이 방법은 공통 및 통합접지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
사 사용전검사처리방법에 제신된 내용으로 대규모 전
류 주입법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용이한
방법이다.
1) 보 조극을 일직선으로 배치하여 측정하는 방법
측정장비를 [그림 3-3]과 같이 측정 접지극과 보조
접지극을 일직선으로 배치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림 3-1] 전위강하법에 의한 접지저항 측정

전류전극 C는 접지저항은 주회로 속에 들어 있고, 접지
저항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지로 흘려보내는 전류의 크
기에 영향을 미치지만, 전류 값에 비례하여 E-P 간의 전
위차가 변하기 때문에 측정 결과인 V/I에는 변함이 없다.
E – C 사이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면, E점과 C점에 [그
림 3-2]와 같은 전위분포 지역 이 형성되며, E와 C의 전
위가 겹치지 않는 영역(수평부)이 생긴다. 이 수평부는 E
와 P 사이가 멀수록 수평부는 커진다. 이 수평부에 전압
측정용 보조전극(P)을 박으면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접지
저항 값을 얻을 수 있다.
E, P, C 간의 간격은 멀수록 오차가 적은 접지저항을
측정할 수 있으며, 접지전극이 크지 않을 때는 5~10m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림 3-3] 보조극을 일직선으로 하여 측정하는 방법

① 보조극은 저항구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접지극 규
모의 6.5배 이격하거나, 접지극과 전류보조극간
80m이상 이격하여 측정
②P
 위치는 전위변화가 적은 E, C간 일직선상 61.8%
지점에 설치
③접
 지극의 저항이 참값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P
를 C의 61.8%지점, 71.8%지점 및 51.8%지점에 설
치하여 세 측정값을 취함
④3
 가지 측정값의 오차가 ±5% 이하이면 세 측정값
의 평균을 E의 접지저항 값으로 함
⑤ 3가지 측정값의 오차가 ±5% 초과하면 E와 C간의
거리를 늘려 시험을 반복함 KEMC

[그림 3-2] 전위강하법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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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회전기 예방진단 및
관리기술

1. 회전기 고정자 권선

2. 회전자 권선의 절연재료
3. 정지 중 절연진단 기법
4. 정지 중 진단사례

5. 운전 중 진단기술 및 진단사례

글│한전 전력연구원 김 희 동 수석 연구원

6. 절연파괴 및 모델링

산업이 다양화하면서 자동화, 대용량화 및 높은 전기의존성은 단 한번의 전기사고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스
마트폰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더욱 신뢰성 높은 전기설비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
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현장의 유지관리 기술도 변화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수배전반 예방진단 및 관리기술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신의 관련이론과 현장기술을 제시한다.

표 1-27은 6.6kV 전동기 20대의 교류전류, 유전정

기 No. 1의 유전정접은 약 2kV에서 8.99%이고 6.6kV에

접, 부분방전 크기 및 절연파괴 전압 등을 나타낸 것이다.

서 34.8%로 측정되었으며, ∆tanδ가 25.81%로 가장 높게

No. 1〜No. 5는 외국산 고압전동기이고, No. 6〜No. 20

나타났다. 14.2kV 이하에서 절연파괴가 발생된 3대의 고

은 국내에서 제작한 고압전동기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

압전동기를 제외한 17대의 고압전동기의 평균적인 절연파

와 같이 6.6kV 전동기는 운전을 위해 최소한 14.2kV 이상

괴 전압은 22.7kV로 분석되었다. ∆I가 10% 이상이고 ∆

의 내전압에 견뎌야 한다. 그러나 고압전동기 No. 1은 절

tanδ가 8.5% 이상이며, 부분 방전의 크기가 10,000pC 이

연파괴 전압이 14.0kV로 낮게 분석되었다. ∆I는 29.73%

상으로 높게 측정된 고압전동기에서 절연파괴 전압은 낮

이고 Δtanδ 는 25.81%이며, 4.76kV에서 부분방전 크기

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류전류, 유전정접 및 부분방전 크

가 26,000pC으로 측정되었다. 고압전동기 No. 2도 절연

기가 기준값을 크게 초과할 경우에 절연파괴 전압이 낮게

파괴 전압이 8.7kV로 낮게 분석되었다. ∆I는 13.16% 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tanδ는 11.03% 이며, 4.76kV에서 부분방전 크기

표 1-28은 4.16kV 전동기 6대의 교류전류, 유전정

가 35,000pC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고압전동기 No.

접, 부분방전 크기 및 절연파괴 전압 등을 나타내었다.

6도 절연파괴 전압이 14.0kV로 낮게 분석되었다. ∆I는

4.16kV 전동기에서 운전에 필요한 최소의 절연내력은

13.59%이고 ∆tanδ는 11.46%이며, 4.76kV에서 부분방전

2E+1kV, 즉 9.32kV에서 1분 이상 견뎌야 사용이 가능하

크기가 11,000pC으로 측정되었다. 3대의 고압전동기 모

다. 그러나 고압전동기 No. 3은 절연파괴 전압이 5.6kV로

두 슬롯단부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하였다. 특히 고압전동

나타났다. ∆I는 9.89%이고 ∆tanδ는 4.63%이며, 3.0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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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분방전 크기가 6,600pC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다. ∆I가 5% 이상이고 ∆tanδ가 4% 이상이며, 부분방전

고압전동기 No. 6도 절연파괴 전압이 4.2kV로 낮게 분석

의 크기가 5,000pC 이상으로 높게 측정된 고압전동기에

되었다. ∆I는 9.57%이고 Δtanδ는 7.11%이며, 3.0kV에서

서 절연파괴 전압은 낮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6.6kV 전동

부분방전 크기가 7,000pC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고압

기와 마찬가지로 교류전류, 유전정접 및 부분방전 크기가

전동기 No. 3, 6은 9.32kV 이하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하였

기준값을 크게 초과할 경우에 절연파괴 전압이 낮게 측정

고, 나머지 4대는 9.32kV이상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하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27. 6.6kV 고압전동기의절연특성

표 1-27. 6.6kV 고압전동기의 절연특성

고압전동기
No.

ΔI
[%]

Δtanδ
[%]

No. 1

29.73

25.81

No. 2

13.16

No. 3

절연파괴 전압
[kV]

운전년수
[년]

제작사

26 ,000

14.0

19

국외

11.03

35 ,000

8.70

30

국외

9.67

6.23

4,500

19.0

14

국외

No. 4

5.34

3.42

9,500

23.7

15

국외

No. 5

4.43

4.63

3,100

23.0

20

국외

No. 6

13.59

11.46

11,000

14.0

17

국내

No. 7

7.42

6.45

6,500

17.6

26

국내

No. 8

2.24

1.51

1,300

21.0

11

국내

No. 9

3.60

2.29

1,800

17.0

11

국내

No. 10

5.53

3.08

9,200

26.0

19

국내

No. 11

5.50

4.86

7,500

24.0

19

국내

No. 12

7.97

8.19

9,300

22.9

24

국내

No. 13

3.70

4.01

4,500

24.7

24

국내

No. 14

3.52

3.49

5,300

25.7

24

국내

No. 15

3.87

3.80

3,900

25.8

24

국내

No. 16

8.98

8.05

6,900

20.8

17

국내

No. 17

11.02

8.92

6,700

21.4

11

국내

No. 18

4.70

4.54

2,400

26.6

18

국내

No. 19

9.66

7.94

9,500

22.5

19

국내

No. 20

4.44

2.32

6,500

24.0

11

국내

평균적인 절연파괴전압 [kV]

PD at 4.76kV
[pC]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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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8. 4.16kV 고압전동기의 절연특성

6.1.4. 고압전동기 절연열화 판정기준 및 절연상태 평가

표 1-29.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판정기준

표 1-26, 표 1-27 및 표 1-28에 나타낸 바와 같이 6.6kV
전동기에서 결함을 모의한 권선과 실제 현장에서 10년 이
상 사용된 6.6kV 및 4.16kV 전동기 절연특성을 분석한 결과
를 근거로 표 1-29와 같이 절연열화 판정기준을 재정립하
였다. 성극지수는 4.16kV와 6.6kV 전동기 고정자 권선에서
삼상 일괄로 DC 5k를 인가하여 측정하였으며, 1.5이상이면
양호로 판정하고, 고전압은 인가하여 절연진단 시험을 수행
한다. 기존의 판정기준에 비해 6.6kV급 전동기의 경우 ∆I는

tan δ는 3.5%에서 4.0%로 증가시켰으며, 부분방전 크기는

8.5%에서 10%, ∆tan δ는 6.5%에서 8.5%로 증가시켰으며,

상전압의 1.25배에서 5,000pC으로 선정하였다.

부분방전 크기는 상전압의 1.25배에서 10,000pC으로 강화

표 1-29에 나타낸 판정기준에 따라 발전소에서 운전 중

하였다. 그리고 4.16kV 전동기도 ∆I는 4.0%에서 5.0%, ∆

인 고압전동기 3,500대 이상의 절연진단 데이터를 분석하

표 1-30.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절연상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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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표 1-30과 같이 고압전동기 고정
자 권선의 절연상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화력발전소에서 15년 동안 운전한 고압전동기
(1,400kW, 6.6kV) 고정자 권선에서 정밀 분해점검 전후에
tanδ-전압 특성을 그림 1-23(b)에 나타내었다. 세척 전
에는 먼지와 베어링 오일 등 이물질 유입으로 인해 전압
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값에 비해 유전정접이 감소하다가
6.0kV에서 증가하고 있다. 회전자를 분리하여 세척작업을
마치고 건조한 후에 측정한 tanδ-전압 특성은 양호하게
분석되었다. 고정자 권선의 절연상태가 양호하여도 단말
권선에 도전성을 갖는 이물질이 유입되어 있으면, 표면 트
래킹이 발생하여 절연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73. 열화된 고정자 권선의 tanδ-전압 특성

6.2 고압전동기 절연파괴 분석

고압전동기 고정자 슬롯 내부에서 권선과 철심의 상

화력발전소에서 12년 동안 사용된 4대의 고압전동기

대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마모되어 반도전층을 손상시키

(290kW, 6.6kV) 고정자 권선에서 정지 중 절연진단과 절

면 슬롯방전이 발생한다. 슬롯방전의 패턴을 그림 1-25에

연파괴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

서 나타내었으며, 슬롯방전으로 인한 부분방전 크기가 상

선에서 절연진단 결과와 절연파괴전압 사이의 상관관계를

전압에서 10,000pC 이상으로 크게 나타날 때 절연보강

분석하여 절연열화 상태를 판정하였다.

을 판정한다. 부분방전 크기가 절연보강 전에 비해 현저

화력발전소에서 12년 동안 사용된 6.6kV 전동기 고정자

하게 감소하는 것은 재함침 시에 바니시가 슬롯과 고정자

권선의 정지 중 절연진단과 절연파괴 시험을하였다. 고압

권선 사이에 양호하게 유입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슬

전동기 절연진단 데이터에는 절연저항, 성극지수, 교류전

롯방전에 의한 부분방전 크기가 절연보강 전에 10,000〜

류, 유전정접 및 부분방전이 포함된다. 교류전압을 인가하

30,000pC으로 크게 나타나도 절연보강 후에는 3,000〜

기 전에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에서 삼상 일괄로 절연저

5,000pC으로 감소한다.

항 시험기(AVO International)를 사용하여 직류 5kV를 인

그림 1-73은 화력발전소에서 20년 동안 운전한 고압

가하면서 절연저항과 성극지수를 측정하였다. 고압전동기

전동기(290kW, 6.6kV) 고정자 권선 교체 전에 tanδ-전압

고정자 권선에서 교류전류, 유전정접 및 부분방전 시험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유전정접의

위해 쉐링브리지(Tettex Instruments), 커플링 커패시터 및

초기값이 20% 이상으로 증가하면 권선교체를 판정한다.

부분방전 측정기(Tettex Instruments DDX-9103)를 사용

표 1-27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압전동기 No. 1의 유전정

하였다. 쉐링브리지는 전원장치(Type 5283), 브리지(Type

접은 약 2kV에서 8.99%이고 6.6kV에서 34.8%로 측정되

2818) 및 공진 인덕터(Type 5285)로 구성되어 있다. 고

었으며, ∆tanδ가 25.81%일 때 14kV에서 절연파괴가 발

압전동기 고정자 권선에 쉐링브리지를 연결하여 교류전

생하였다. 또한 표 1-28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고압전동

압을 인가하였으며, 커플링 커패시터(Tettex Instruments,

기 No. 6의 유전정접은 약 1.2kV에서 7.09%이고 4.16kV

9,000pF)는 권선에서 유입되는 신호를 광대역 매칭 유

에서 14.2%로 측정되었으며, ∆tanδ가 7.11%일 때 4.2kV

닛(Tettex Instruments 9103)에 보내어 증폭한 후 부분방

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하였다.

전 측정기에서 방전크기 및 패턴을 분석하였다. 부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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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측정기의 주파수 대역폭은 30〜400kHz이다. 고압전

%〜2.41%로 측정되어 양호한 절연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동기 고정자 권선의 부분방전 크기는 발전소 현장에서 측

또한 고압전동기 No. 1, No. 2, No. 3, 및 No. 4의 제

정하였으며, 외부잡음은 150〜170pC 정도를 나타내고 있

1차 전류급증점이 나타나는 전압은 각각 3.0kV, 4.8kV,

다. 정지 중 절연진단 시험을 완료하고 교류 전원장치(HV

5.0kV, 및 5.1kV이며, 제2차 전류급증점이 나타나는 전압

Supply, 50kV)와 브리지(Type 2819)를 사용하여 1kV씩

도 각각 8.3kV, 11.2kV, 11kV 및 12.2kV를 나타내었다. 제

증가시키면서 절연파괴가 발생될 때까지 교류전압을 인가

1차 전류급증점과 제2차 전류급증점이 나타나는 전압이

하면서 교류전류, 유전정접 및 커패시턴스를 측정하였다.

다른 전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No. 1은 가장 낮고 No. 4

화력발전소에서 12년 동안 사용된 유인통풍기(Induced

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전동기 No. 4의 절연상

Draft Fan)용 고압전동기 No. 1〜No. 4(290kW, 6.6kV)

태에 비해 No. 1의 절연상태가 더욱더 열화가 진행되었기

는 동일한 정격용량과 부하를 갖고 있다. 고압전동기 절

때문으로 생각된다. 발전기와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에

연등급은 F종이며, 1997년에 국내에서 제작되었다. 그림

서 절연상태의 열화정도가 심할수록 제1, 2차 전류급증점

1-74는 No. 1〜No. 4의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 A, B, C

이 낮은 전압으로 이동하게 된다.

상을 삼상 일괄로 결선하고 외부 전원장치에서 교류전압

그림 1-75는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에서 교류전압(V)

을 1kV씩 증가하면서 절연파괴 전까지 전류의 변화를 측
정하여 나타 낸 것이다. 6.6kV와 14.2kV에서 고압전동기
No. 1〜No. 4의 교류전류 증가율(∆I)을 계산하였다.
이상적인 절연재료에서 교류전압을 증가하면서 전류
를 측정하면 직선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러나 그림
1-74와 같이 실제로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은 어떤 전
압 이상에서 전류가 직선적 비례 관계를 벗어나면서 증가
하게 된다. 따라서 ∆I는 이상적인 절연재료의 직선적 비
례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 비례관계를 벗어나면
서 증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또한 교류전압에 대해 전류
가 이상적인 비례 특성을 보이는 것 같지만 확대하고 직선
형 자를 사용하여 0점을 기준으로 실측하면 제1차 전류급
증점(Pi1)이 나타나고 다시 제1급증점을 기준으로 실측하면
제2차 전류급증점(Pi2)이 나타난다.
고압전동기 성극지수는 1.5 이상인 경우에 양호하게 판
정한다. 표 1-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압전동기 No. 1〜
No. 4의 성극지수는 6.74〜8.47로 측정되어 모두 양호하
게 나타났다. 6.6kV에서 고압전동기 No. 1〜No. 4의 ∆I는
1.15%〜2.41%이며, 14.2kV에서 4.32%〜6.10%로 증가하였
다. 6.6kV 전동기의 경우 ∆I는 10%이상이면 불량으로 판
정하고 있다. 고압전동기 4대 모두 6.6kV에서 ∆I가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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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4. 고압전동기의 교류전류-전압 특성 비교
표 1-31.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교류전류 특성

을 절연파괴 전까지 올리면서 커패시턴스(C)의 변화를 측
정한 것이다. 커패시턴스-전압 특성 그래프에서 나타낸 바
와 같이 커패시턴스가 서서히 증가하는 점의 전압도 3.0〜
5.0kV 정도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측정결과는 표 1-3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1차 전류급증점이 나타나는 전압과
거의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실제로 교류전류는 Ic=2πfCV
에 의해 결정되며, 주로 커패시턴스 측정값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호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커패시턴스 값이 고압전동기 No. 1은 158nF이며, No. 2
〜No. 4는 113 nF을 나타내었다. 그림 1-74에 나타낸 바와
같이 No. 1의 교류전류가 가장 높은 것도 No. 1의 커패시턴
스 값이 No. 2〜No. 4에 비해 45nF가 높기 때문이다.

그림 1-76. 고압전동기에서 tanδ-전압 특성

6.6kV와 14.2kV에서 고압전동기 No. 1〜No. 4의 커패
시턴스 증가율(∆C)을 에 의해 계산하여 표 1-32에 나타
내었다. 정격전압 6.6kV에서 고압전동기 No. 1〜No. 4의
∆C는 1.19〜2.77%이며, ∆I와 마찬가지로 14.2 kV에서 계
산한 No. 1〜No. 4의 ∆C는 4.37〜5.58%를 나타내고 있
다. 6.6kV와 14.2kV에서 계산한 ∆C를 비교해 볼 때 No.
1이 가장 높고 No. 3이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그림 1-76은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에서 교류전압을
절연파괴 전까지 증가하면서 유전정접(tanδ)의 변화를 측
정한 것이다. tanδ-전압 특성 그래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전정접의 급격한 증가점도 3.0〜5.0kV 정도로 측정되
었다. 6.6kV와 14.2kV에서 고압전동기 No. 1〜No. 4의 유
그림 1-75. 고압전동기에서 커패시턴스-전압 특성 비교
표 1-32. 6.6 kV 전동기 고정자 권선에서 tanδ-커패시턴스 특성

전정접 증가율(∆tanδ)을 계산하였다. 6.6kV 고압전동기
의 경우 정격전압에서 ∆tanδ는 8.5%이상이면 불량으로
판정하고 있다.
표 1-3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격전압에서 고압전동기
No. 1〜No. 4의 ∆tanδ는 0.83%〜1.40%로 측정되었으며,
고압전동기 4대 모두 ∆tanδ가 8.5% 이하로 측정되어 절
연상태가 양호하게 분석되었다. ∆I 및 ∆C와 마찬가지로
14.2kV에서 계산한 고압전동기 No. 1〜No. 4의 ∆tanδ도
2.18〜2.58%로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절연파괴전압도 높
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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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장치 개발을 위한
요소기술의 이해(5)
전지 모듈 설계

1. 전지 모듈 정의

은 약 2V~4V이다. 이보다 높은 출력 전압이 요구되는

전지의 기본이 되는 셀은 제한된 공간에서 가능한 최대

경우, 복수 개의 전지 셀을 직렬로 연결하여 전지 팩을

한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단위 부피당 높은 용량을 지녀

구성하기도 한다. 또한, 요구되는 용량에 따라 다수의 전

야 하고, 긴 수명이 필요하며, 전달되는 충격을 견디고, 저

지 셀을 병렬 연결하여 전지 팩을 구성하기도 한다. 따라

온/고온에서도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지녀야하기 때문

서 상기 전지 팩에 포함되는 전지 셀의 개수는 출력 전압

에 여러 개의 셀은 열과 진동 등의 외부 충격에서 안전하

또는 충방전 용량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의 프레임에 넣게 되는 상태를
모듈이라고 한다.

2. 모듈의 분석 및 결정에 대한 이슈사항
1) 모듈 구성

한편, 복수 개의 전지 셀을 직렬/병렬로 연결하여 전지
팩을 구성할 경우, 복수 개의 전지 셀로 이루어지는 전지
모듈을 먼저 구성하고, 이러한 복수 개의 전지 모듈을 이
용하여 기타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전지 팩을 구성하는 방
법이 일반적이다.

리튬 이온 전지, 리튬 폴리머 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
니켈 수소 전지 등이 현재 널리 사용되는 이차전지이다.

2) 외형 변형 현상

이러한 단위 이차전지 셀, 즉, 단위 전지 셀의 작동 전압

전지 모듈에서, 복수 개의 전지 셀로 이루어지는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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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어셈블리의 경우, 전지 셀은 리튬 폴리머 파우치형

부재가 배치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간 및 스크류 결합

이차전지 셀일 수 있다. 리튬 폴리머 파우치형 이차전지

을 위한 구조가 요구되는 바, 솔더 볼트 등의 스크류 부

의 경우, 반복적인 충방전으로 인해 내부 전해질이 분해

재가 차지하는 공간 및 스크류 결합을 위한 구조로 인해

되어 가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한 가스에 의

전체 모듈 크기가 증가하여, 전지 모듈의 슬림화를 저해

해 전지 셀의 외형이 변형되는 현상을 셀 스웰링 현상이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기 숄더 볼트 등의 스크류 부재

라고 한다.
종래 전지 모듈은 서로 적층되는 복수 개의 전지 셀

를 상기 엔드 플레이트의 일측에만 마련하고, 상기 엔드

들로 이루어진 전지 셀 어셈블리 및 전지 셀 어셈블리

플레이트의 타측에는 일반적인 U자형 클립 형태의 별도

의 전후방을 커버하는 엔드 플레이트로 이루어진다. 여

의 고정 홀더를 통해 상기 엔드 플레이트의 타측과 상기

기서, 엔드 플레이트는 상기 전지 모듈을 고정 지지함과

전지 셀 어셈블리를 고정하는 형태의 전지 모듈이 제안되

아울러 상기 셀 스웰링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엔드 플레

었다. 즉, 상기 엔드 플레이트와 상기 전지 셀 어셈블리를

이트의 네 모서리에서 상기 전지 셀 어셈블리와 숄더 볼

상기 스크류 부재와 상기 고정 홀더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트(Shoulder Bolt) 등의 스크류 부재를 통해 스크류 결

방식이다.

합된다. 여기서, 상기 엔드 플레이트의 네 모서리에 마

이러한 구조의 전지 모듈에서는 상기 숄더 볼트 등의

련되는 숄더 볼트 등의 스크류 부재는 상기 전지 셀 어

스크류 부재가 상기 엔드 플레이트의 일측에만 구비되는

셈블리를 가압하면서 고정하여 상기 셀 스웰링 시 상기

바, 상기 엔드 플레이트의 타측에서 상기 숄더 볼트 등의

전지 셀 어셈블리의 팽창을 방지하게 된다. 그러나 종래

스크류 부재를 생략할 수 있어, 스크류 부재로 인한 부피

전지 모듈에서는 이러한 엔드 플레이트의 네 모서리에

증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

서 마련되는 숄더 볼트들로 인해 숄더 볼트 등의 스크류

조의 전지 모듈에서는, 상기 셀 스웰링 시, 상기 엔드 플레

(a) 셀(Cell)

[그림 3-1] 전지 셀 및 모듈

(b) 모듈(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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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기 전지 셀 어셈블리와 스
크류 결합되는 엔드 플레이트; 및
상기 엔드 플레이트의 타측에 장착
되어 상기 전지 셀 어셈블리를 적
어도 부분적으로 덮개하며, 상기 엔
드 플레이트의 전후방으로 돌출되
는 고정 홀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지 모듈이 필요하다.
상기 고정 홀더는, 상기 전지
셀 어셈블리를 지지하는 지지부
상기 지지부로부터 연장되며, 상
기 엔드 플레이트에 장착되는 엔
드 플레이트 장착부 및 상기 엔드
플레이트 장착부로부터 연장되며,
상기 엔드 플레이트의 전후방으로
각각 돌출되는 돌출부를 포함할
수 있다.

3) 냉각 효율
팩(Pack)

전지 모듈을 구성할 시 주요 이

[그림 3-2] 전지 팩(Pack)

슈 중 하나는 냉각문제이다. 2차
전지는 충방전을 반복하는 과정
에서 자열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트의 타측에 마련된 고정 홀더가 쉽게 벌어지는 등 상

전지 모듈은 다수의 이차 전지가 좁은 공간에 밀집되

기 고정 홀더의 변형이 발생하고 상기 고정 홀더의 고정

어 있기 때문에 전지 모듈은 사용하는 과정에 온도가

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상기 고정 홀더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그런데, 전지 모듈에 포함된 2차

상기 셀 스웰링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모듈 외형 변형이

전지는 그 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높아지는 경우에 성

초래되는 문제가 있다.

능이 저하될 수도 있고, 폭발이나 발화의 위험도 있어

그러므로 전지 셀 어셈블리의 팽창을 방지하며, 전지
셀 어셈블리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보다 더 슬림
한 전지 모듈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서, 전지 모듈을 구성할 때 냉각 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지 모듈의 냉각 방식에는 공랭식 또는 수냉식 2 가

상기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지 모듈로서, 서로 적

지가 있는데, 누전이나 2차 전지의 방수 문제 등으로 인

층되는 복수 개의 전지 셀들로 이루어지는 전지 셀 어셈

해 공냉식이 널리 이용된다. 이러한 공냉식의 냉각 방식은

블리; 상기 전지 셀 어셈블리의 전후방을 덮개하며, 일측

전지 모듈 내부로 외부 공기를 유입시키고 내부의 공기를

70

표 3-1. 전지 셀, 모듈, 팩 정의

구분

전지 셀
전지 모듈
전지 팩(Pack)

정의
• 전기에너지를 충·방전해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이온전지의 기본단위
• 양극과 음극, 분리막 및 전해액을 사각형의 케이스에 넣어 제작
• 전지 셀을 외부 충격, 열 및 진동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개수를 프레임에 넣은 전지
조립체(Assembly)
• 전지 시스템의 최종 형태
• 전지 모듈에 BMS, 냉각시스템 등을 통해 각종 제어 및 보호시스템을 장착하여 완성
출처: http://www.samsungsdi.co.kr/column/all/detail/54229.html?idx=54229 2017. 9. 20 검색.

외부로 유출하기 위한 덕트를 구비한다.

탭이 형성된 면을 제외한 면들을 감싸는 알루미늄으로

이러한 종래 전지 모듈의 구성에 의하면, 덕트의 유출

형성된 케이스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서브 배터리 모듈

입구를 통하여 공기가 유출입 되는 과정에서 모래나 먼지

이 각각 수직 또는 수평으로 슬라이딩 장착되며, 상기

등의 이물질이 침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물질은 전지 모

서브 전지 모듈의 전극 탭이 형성된 면을 포함하는 외

듈의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주면과 결합되도록 조립식 구조로 형성되되, 상기 전

내부의 냉각유로를 막아서 냉각 효율을 떨어뜨림으로 전

극 탭이 있는 면이 동일하도록 적어도 둘 이상이 적층

지 모듈의 성능 및 수명 저하를 가져온다.

되어 나란히 배치한다.

이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덕트의 유출입구 간격을
줄이거나 필터 등을 유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기술이 제안되지만, 이러한 구조는, 덕트의

3. 전지 모듈의 안전성 및 성능 평가
1) 침수시험

유출입구를 통한 공기의 유출입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침수시험은 전지 모듈의 안전성 시험 중 일부로 진행

전지 모듈의 냉각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필터

되며 전지 모듈이 침수 된 경우에 안전성을 유지하는지를

등에 먼지 등 이물질이 쌓이게 되면, 덕트 또는 냉각 유

검증하는 시험으로 시험 전후의 모듈의 전압을 측정한다.

로로 공기가 제대로 유입되지 못해서 냉각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2) 사이클수명시험
사이클수명시험은 전지 모듈의 성능 시험 중 일부

4) 전지 모듈 케이스

로 진행되며 전지와 모듈에만 적용하여 진행하는 시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지 셀 각각의 전지 셀로부터

이다. 모듈의 전압 밸런싱 기능을 제거하고 시험을 진

한 방향으로 형성되는 전극 탭 및 상기 전지 셀의 전극

행한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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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독자�여러분의�원고를�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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