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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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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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SH Korea / 기계 사업부 | 홍 국환 상무이사 (HP 010-3020-0943 / Tel 02-2192-9722) | kookhwan.hong@dks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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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emc.co.kr

땀과 열정, 장인 정신으로 만든
최고의 전기기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공동상표

KAS V체크마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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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뢰기류
•콘덴서
•케이블 및 접속재

※ 상기 이외의 기계기구와 보호장치

인증획득의 혜택
• 자가용수전설비 사용전검사시 제작사 자체시험 성적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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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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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07

Electric Information

Contents
KEMC News(조합 소식)

전기계 뉴스
한국전력, 한-러 전력연계를 위해 러시아와 공동연구 시작한다
KERI, 비유럽권 최초 STL 고압차단기 기술그룹 의장 2명 배출
한국남동발전, 에너지전환에 따른 신규 사이버보안위협 선제대응
LS산전, ‘태양광 연계 ESS’로 스마트에너지발전 시장 집중 공략
태양광 패널 설치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나선다
스마트 모터 보호 계전기(EOCR) 누적 생산 1,600만개 달성
두산중공업, 국내 최대 8MW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한다
LG전자, 차세대 마이크로 인버터 출시
정책 뉴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산업 뉴스
드론 산업 “서비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발전해”
기업 부풀리기 인수? 아니 우리는 기술만 보고 산다
PV 특집
일본의 태양광발전 2050년 전망

CEO Insight
통신사들의 인공지능 경쟁, 문제는 ‘콘텐츠’야
등록일자 | 2016. 10. 5
인 쇄 일 | 2018. 7. 5

발 행 일 | 2018. 7. 10
발행인|곽기영

발 행 처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38(야탑동,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Tel. (031)724-6100(代)
Fax. (031)704-8337

홈페이지 | www.kemc.co.kr

편집 및 광고문의 | 스마트앤컴퍼니(주)
Tel. (02)841-0017
Fax. (02)841-0584

인 쇄 처 | (주)에스제이피앤비 (02)3159-9101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mpany Watch
SiC와 22년 동고동락, 기술 노하우가 ‘시장의 리더’ 만들다
열전 반도체가 뭐길래, 저소음 슬림화 냉각효율도 뛰어나
AI Project
센서 제어 모듈 개발하기

Technical Series
전기설비 접지 및 피뢰 트러블 예방대책
고압회전기 예방진단 및 관리기술
전기저장장치 개발을 위한 요소기술의 이해(6)

12
16
17
18
19
20
21
22
23
24
26
27
28
34
38
42
44
52
58
64

Kemc
News
전기조합 원로자문회 개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조합은 중전기기 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인적자
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국가직
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중전기기 기술인력 양성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해마다 재직 근로자를 대상
으로 산업현장성을 강화한 다양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조합은 「중전기기 설계 교육 과정」,
「전기에너지 혁신 및 직무능력 강화교육」등 다양한 교

우리조합 원로자문회(회장 임도수)를 지난 6월 7일(목)
에 양미옥(남대문점)에서 8명의 원로분들이 참석한 가운
데 진행했습니다.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합원사의 경쟁력을 향상시
키고,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원로자문회는 만 70세 이상으로 전현직 조합원 대표
또는 임원으로 구성되어 현재는 26명의 회원으로 운영되
고 있으며, 회의는 매분기 첫째 주 목요일에 개최됩니다.

우수단체표준 인증업체 추가

2018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 획득
우리조합은 지난 6월 20일(수)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
능력심사평가원(KSQA)으로부터 ‘2018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이란 고용노동부 지정 훈
련기관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
는지에 대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기관의 건전성

우리조합은 지난 6월 27일(수) 단체표준인증 운영위원

및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적으로 인증받는 제

회를 개최하여 배전반 단체표준 인증업체 (유)다온시스를

도입니다.

추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조합의 단체표준 인증을

우리조합은 이번 인증 획득으로 향후 회원사 임직원
이 조합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 시,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훈련비를 지원받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12

받은 업체는 배전반 74개사, 변압기 7개사, 발전기 10개
사, UPS 6개사, 태양광발전장치 21개사입니다.
인증관련 안내는 조합 ‘홈페이지(www.kemc.co.kr) →

www.kemc.co.kr

품질인증 → 단체표준인증(EQ)’을 참조하여 주시고 문의

고 역사적으로도 우리 민족인 까레이스키(고려인)들이

는 전기조합 안호균 주임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TEL

사회의 일원으로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는 국가로 지난

: 031-724-6162).

2016년 12월 취임한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
탄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활성화를

전기조합, 우즈베키스탄과의
기술협력 및 진출 논의

추진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현재 7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
어 있으며 이중 4곳은 대통령 취임 후 신규로 지정되어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에 핵심지역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베트남 발전, 송배전 및 전기설비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안내

우리조합은 9. 12(수) ~ 14(금)까지 3일간 베트남 호치
민 SECC(Saigon Exhibition Convention Center)에서 개
최되는 “2018년 베트남 발전, 송배전 및 전기설비 전시
전기조합(이사장 곽기영)은 지난 6월 21일(목) 주한

회”참가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사(비탈리 펜)를 만나 중전기기 분야의

현재 조합 홈페이지(www.kemc.co.kr) 공문시행란(281

기술협력 및 현지진출 등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

번 참조)을 통해 참가업체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사오니

였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곽기영 이사장은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난 자리
에서 현지의 전기관련 단체와 중소기업과의 교류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였고, 비탈리 펜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는

•행사명 : 2018년 베트남 발전, 송배전 및
전기설비 전시회 (www.electricvietnam.com)

우즈베키스탄 자유경제구역(Free Economic Zone) 내에

•행사기간 : 9. 12(수) ~ 9. 14(금) [3일간]

전기조합의 중전기기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함께 현

•행사장소 : 베트남 호치민 SECC

지의 공장, 인력 등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지원내역 : 부스임차비, 장치비(9sqm/기업당),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전기협회 회장 및 관련기업의 한국
방문(7월초 예정) 시 조합과 조합원사의 공장방문을 희망
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잠재력이 크

운송비(1cbm 이하 왕복)
•박람회 품목 : 송배전, 전기전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분야 등
•신청기간 : 2018. 7. 13(금)까지
•문의 : 경영본부 전석현 팀장 (031-724-6148)

13

Kemc
News
2018년 미얀마 전기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안내

기업 신용평가기관 (주)나이스디앤비
업무 제휴 알림

전기조합은 10. 11(목) ~ 13(토)까지 3일간 미얀마 양곤

우리조합은 기업 신용평가기관인 (주)나이스디앤비와

YCC(Yangon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는 “2018

업무제휴를 맺어, 조합을 통하여 신용평가를 신청하면

년 미얀마 전기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참가기업을

10~30%까지 수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조합 홈페이지 (주)나이스디앤비 배너를 클

현재 조합 홈페이지 공문시행란(282번 참조)을 통
해 참가업체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를 바랍니다.
•행사명 : 2018년 미얀마 전기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 전시회 (www.electricmyanmar.com)

릭하시면 자동으로 접속됩니다.
- 기업평가서비스 수수료
구분

•행사기간 : 10. 11(목) ~ 10. 13(토) [3일간]
•행사장소 : 미얀마 양곤 YCC
•지원내역 : 부스임차비, 장치비(9sqm/기업당),
운송비(1cbm 이하 왕복)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평가

•박람회 품목 : 송배전, 전기전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분야 등
•신청기간 : 한전 공모 마감일까지 수시모집

방향성 전기강판 수출 지원 안내
- 우리조합에서 공동구매하고 있는 방향성전기강판
관련하여 포스코에서 톤당 최소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격

판매가격

비 고

변압기 수출건에 대하여
23PH085 3,100,000원 / 톤당 톤당 최소 500,000원
할인

- 할인 지원방법 : 변압기 수출관련 자료 제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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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
유형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조달청 등
공공기관
유형
입찰을 위한 
무관
기술등급
(TCB) 평가

자산규모
(직전결산기)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표준
제휴할인
수수료
수수료
(VAT 별도) (VAT 별도)

200,000 160,000

250,000 200,000

100억원 미만 350,000 280,000
100억원 이상 500,000 400,000
규모무관

400,000 280,000

공공입찰 +
기술등급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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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emc.co.kr

2018년 6월 공동판매 사업 계약(발주) 현황

결혼을 축하합니다.
▪(주)선광하이텍 서종원 대표이사 차녀결혼 [6/16(토)]
▪디이시스(주) 최정란 대표이사 장녀결혼

[6/23(토)]

▪동남석유공업(주) 노충석 대표이사 빙부상 [6/20(수)]

- 장 소 : 한탄강 레프팅(만남의 장소 : 신도림역)
▪한국전기공업인 골프회 2018년 7월 모임 안내
- 일 시 : 2018년 7월 12일 (목)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기흥단지로 579)

신규가입 조합원

소재지

주경숙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81로 41

계

주생산품
변압기

가입일

2018. 06. 20

201,786
66,141

5

26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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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 수량(대)
1,098

아몰퍼스주상

1,470

컴팩트형지상

191

부하개폐형지상

현 수 애 자
합

계

1,018
6

1,742
5,525

지명경쟁 추천

- 장 소 : 코리아 컨트리 클럽

(주)대광변압기

3

내 염 형 주 상
(스테인레스)

- 일 시 : 2018년 7월 21일(토) 오전 9시 30분

대표자

분 전 반

금액(VAT별도)

2

고효율주상

▪한국전기공업인 산악회 제326회 산행

업체명

건 수

배 전 반

[6/21(목)]

동호회 동향

(단위 : 천원)

품 목

합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주)태원 황치선 대표이사 모친상

다수공급자 계약

건 수

합 계

2

2

우수조달 공동상표
품 목

배전반

합

계

1,417,262
1,168,920
1,351,910
1,654,287
59,370

227,308

5,879,057
(단위 : 천원)

품 목

배전반

발주 금액(VAT별도)

금 액(VAT별도)
1,210,890
1,210,890
(단위 : 천원)

건 수
8
8

금 액(VAT별도)
714,541
71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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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한-러 전력연계를 위해 러시아와 공동연구 시작한다
동북아 수퍼그리드 실현을 위한 한전-로세티간 MOU 체결
한국전력과 러시아의 국영전력회사 로세티는 지난 6월
22일(금) 러시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양사 경영진, 주
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러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공동연구 MOU를 체결하였다.
한-러 정상회담 기간 중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참가하
여 추진된 이 날 MOU는 한-러 간 전력계통을 연계하고
러시아 천연자원을공동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해 양국
간 전력망 연계에 대해 공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날 MOU는 배
전망 시범사업을 위한 공동연구도 포함하여 앞으로 한전
의 선진 배전망 기술과 노하우를 러시아에 전수할 수 있
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중-일]
고비사막지역의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를 중국 → 한국 → 일본
연계

[한-러(북)]
극동시베리아 수력, 천연가스로
생산한 전력을 러시아 → (북한)
→ 한국 연계

한-러 전력망 연계는 금번 MOU체결로 인한 공동연
구로 전력연계의 기술성·경제성이 입증된다면 한-중

■ 해외 수퍼그리드 추진 현황

연계사업과 함께 한-러 연계사업도 추진에 탄력을 받

과거에는 전력을 수출하기 위한 국가 간의 전력계통 연

으며, 동북아의 청정에너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계에서, 현재는 신재생자원을 공동개발활용하고, 에너지

기대된다.

협력으로 확산하는 추세에 있다.

한전은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지난해 중국
SGCC(중국국가전망), GEIDCO(글로벌 에너지 연계 개발

- 유럽현황

협력기구)와 한-중 전력연계 사업개발을 위한 MOA를 체

36개국에서 400개의 송전선로로 국가 간 전력 연계

결(’17.12)한 바 있으며, 현재 한-중간 정기적인 회의와 검

☞ 유 럽연합(EU)과 유럽계통운영기구(ENTSO-e)가

토를 통해 전력연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참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개요

연계의 중심 역할
- 진행 중인 사업
북유럽 수퍼그리드, 남유럽의 데저텍(DESERTEC), 동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잉여전력을 동북아 국가 간 상호

남아 ASEAN Power Grid, 아프리카 Grand Inga 및 북미

공유하는 국가 간 대용량 전력망으로서 국가 간 전기요금

등 전 세계적으로 80여 국가에서 250GW 이상의 국가간

차를 활용한 수익 창출, 동북아시아 지역의 재생에너지 공

연계되었으나, 동북아의 경우 지형적, 정치적 여건 등으로

동 활용, 국가간 전력연계로 동북아 정세 안정 기여 등을

국가간 연계가 안된 상태이다. KEMC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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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비유럽권 최초 STL 고압차단기 기술그룹 의장 2명 배출
박승재 본부장·류정현 팀장, 고압차단기 관련 TG4, TG17 기술그룹 의장 선임
한국전기연구원은 최근 전기기기평가본부 박승재 본부
장과 대전력시험1실 류정현 팀장이 비유럽권 최초로 세계
단락시험협의체(STL, Short-Circuit Liason) 기술그룹 의
장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세계단락시험협의체(이하 STL)는 전세계 단락시험소
간 협력을 위한 국제포럼이자 세계 중전기기 산업계에서
독보적 권위를 가진 시험인증분야 협의체다. 유럽 제조사
들은 세계 중전기기 시장에서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
술장벽을 높여가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국제전기기술위
원회(IEC) 등의 국제규격도 꾸준히 개정되고 있다. 이러
한 경향에 맞추어 STL은 균일한 시험적용 방법을 개발하

STL 고압차단기 관련 TG17 의장에 선임된 KERI 대전력시험1실
류정현 팀장

고 있으며, STL에 속한 각 시험소들은 기관별 능력 및 이

가혹한 시험조건인 ‘근거리선로고장(SLF)’에 대한 시험품질

해관계에 따라 주도권을 갖기 위해 기술그룹 활동에 적극

의 균일화를 목표로, 세계시험소 간 측정능력을 비교하기

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원(이하 KERI)은 지난

위한 기술그룹이다, 비교시험 프로그램 개발 관련 KERI의

2003년부터 STL 활동을 시작한 이래 2011년 STL 정회원

적극적인 참여 및 분석능력을 인정받아 의장직을 획득했다.

자격을 획득, 국제전문가 활동을 통해 국내 중전기기업체

KERI는 15년 만에 비유럽권에서 처음으로 고압차단기

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 왔다.

관련 기술그룹의 의장직 2개를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유

KERI 박승재 본부장과 류정현 선임이 맡게 될 기술그

럽 중심이었던 STL에서 아시아 시험인증기관을 대표한

룹은 각각 TG4(Task Group 4)와 TG17(Task Group 17)이

KERI의 영향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KERI 소통

다. STL의 17개 기술그룹 중 가장 중요한 ‘고압차단기’분

창구를 통해 국내 중전기기 제조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야에서 비유럽권 최초의 기술그룹 의장 선임이다. 박승재

개진될 수 있어 해외시장 진출과 중전기기 시장 주도권

본부장과 류정현 팀장은 그동안 STL 기술위원회의 멤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 활동하며 유럽 중심 운영회의체에서 KERI의 기술력을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번에 의장직을 맡게 됐다.

KERI는 추후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적 어려움
및 요구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

박승재 본부장이 맡을 TG4는 중전기기 시험 중 가장

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규격의 개정 동향을 발 빠

중요한 고압차단기를 다루는 기술그룹이다. 전통적으로

르게 전달하며 관련 종사자들의 기술 수준을 세계적 수준

유럽권에서 의장을 맡고 있었으나 STL에서의 KERI의 위

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내실있는 기술보고서 작성

상과 박승재 본부장의 능력을 인정받아 의장에 선임됐다.

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세계 시험소의 비교시험 표준모델

류정현 팀장이 담당할 TG17은 차단기를 대상으로 가장

을 KERI 주도로 개발한다는 목표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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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에너지전환에 따른
신규 사이버보안위협 선제대응
한국남동발전이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급증하

이 시스템은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운전정보 시스템은

고 있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안위협 우려에 선제

특정 회사 및 에너지원에 특화된 체계로 전체 설비의 통

적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합관제 수요에는 대응력이 미비한 점을 파악하여, 기존의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력망 해킹 공격으로 인한 대규

독점적 솔루션 업체를 통한 공급형태에서 벗어나 IoT플랫

모 정전사태 등 국가기반시설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신

폼 기반의 운전/관제시스템의 통합으로 다양한 부가가치

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도 남동발전은

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발전제어시스템 이상 징후 탐지시스템 구

또한 지난 5월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영역으로

축 등을 통해 발전시설에 대한 보안위협을 선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의 보안표준모델

대응하며 국내 에너지공기업 중 가장 안정성 높은 발전

연구를 완수하고, 이후 마이크로그리드 산업현장 실증

운영을 펼쳐왔다.

을 마쳤다.

이런 가운데 남동발전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의 보안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지
난해 발표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국내 신재생에
너지 규모는 확대 추세에 있다.

남동발전은 이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운영센터
네트워크 보안대책, 시스템 보안대책, 기기 보안대책,
통신구간 보안대책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적용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통합모니터링을 위한 신재

최근 발표된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통계에 따르면 국

생에너지설비 전용망을 연내 구축할 계획으로, 남동발전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지난 2010년 대비 2017년

은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이버위협 제로화를 기대하

5,847MW에서 9,697MW로 1.7배 늘어났고, 전력거래량은

고 있다.

8,177GWh에서 2만 2,605GWh로 2.8배 증가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려도 커지

또한 신규 신재생사업 발주시 사전 보안성검토 시행과
에너지원별 보안가이드 표준규격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운영 중이다.

고 있어 남동발전은 안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운영을 위

한편, 한국남동발전 문덕력 정보보안부장은 “산업통

해 신재생에너지 제어시스템에도 정보보안을 고려한 표

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안강화와 표

준화 보안모델을 정립하고, 통합보안관제 플랫폼 구현에

준가이드라인 제정 등 국가표준을 만드는데 일조하여

앞장서고 있다.

국내 에너지분야 사이버 보안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

대표적으로 남동발전은 오는 10월 완료를 목표로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통합관제 기반 구축을 위한 모니터
링 분석솔루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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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선도 기업으로서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
다“고 밝혔다. KEMC

LS산전, ‘태양광 연계 ESS’로 스마트에너지발전 시장 집중 공략
모듈인버터, ESS용 PCS 등 자체기술에 EPC 역량 더한 사업 전략 구체화
LS산전은 최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고객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녢LS산전 스마트에너지 파트너사 초
청 신제품 및 솔루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LS산전은 이번 행사에서 태양광 연계 올인원
(All-In-One) ESS, 100kW급 태양광인버터, 모
듈러스케일러블(Modular Scalable) PCS 신제품,
태양광모듈 등 스마트 에너지 분야 핵심 제품을 소개하는

지난해 FEMS 적용 스마트 공장으로 잘 알려진 자사 청

한편, ‘태양광 연계 ESS 솔루션’일괄 패키지 공급 역량 및

주 2사업장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ESS를 성공적으로 연계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함으로써 국내 공장 최초의 MW급 태양광 연계 ESS 발전
소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고, 이를 앞세워 국내 에너지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사업’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태양광 발전소에 ESS를 설치해 생산한 전기에 대해 REC

다소비 기업을 공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등 확고한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가중치 5.0을 부여하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
도) 제도 고시개정 이후 각종 지원 확대로 가파른 성장세
를 보이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네비건트리서치에 따르면 태양
광 연계 ESS 시장은 2016년 1GW에서 2024년 14GW 수
준으로 크게 성장해, 이 분야 투자 규모가 231억 달러에

특히 LS산전 ‘100kW급 태양광발전 패키지 솔루션’은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도 이미 지

최근 임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규모에 상관

난해 3.6GW(누적기준)를 넘어섰으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없이 가중치 0.7을 부여하는 RPS제도 개선안이 발표됨에

2020년까지 4,400억 원(800MWh) 규모의 신규 ESS 시장

따라, 신규 사업화가 어려워진 소규모발전 사업자들에게

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태양광 발전소에 보다 쉽게 ESS를 연계해 수익을 극
대화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소개돼 관심을 끌었다.

LS산전 스마트에너지사업부장 오교선 담당은 “태양광
부터 ESS까지 스마트에너지 분야 선두 기업으로 쌓아온

LS산전은 태양광 모듈, 인버터, ESS용 PCS, 전력기기

기술 역량과 사업 노하우를 앞세워 국내 시장 확대에 집

및 배전반, 시스템 제어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자체 개

중할 계획”이라며 “고객 맞춤형 솔루션, 직접 찾아가는 밀

발 솔루션 기반 고객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역량

착형 마케팅을 통해 신규 사업을 조기에 안착시킴으로써

을 강조했다.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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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 뉴스

태양광 패널 설치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나선다
삼성전자, 수원화성평택사업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

2030년까지 전체 전력사용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전
환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에 적극 부
응하는 차원이다.
또,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미국유럽중
국에서는 모든 사업장의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추진하
고,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
법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수원 화성 평
택 사업장 내 주차장, 건물, 옥상 등에 약 6만3천m2 규모
의 태양광, 지열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삼성전자는 또 2020년까지 미국유럽중국 전 사업장
(제조공장, 빌딩, 오피스 포함)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
대하며, 국내에서도 태양광 패널 설치 외에 다양한 재생에
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차장 옥상 등에 태양광, 지열 발전 시설 설치
삼성전자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재생에너지
확대를 발표하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과 확대를 지
원하는 이니셔티브(단체)인 BRC(Business Renewable
Center)와 REBP(Renewable Energy Buyers′ Principle)
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글로벌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우선 올해부터 수원
사업장 내 주차장, 건물 옥상 등 빈 공간에 약 4만 2천m2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어 19년 평택
사업장, 20년 화성사업장에도 태양광과 지열 포함 약 2만
1천m2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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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0년에는 글로벌 전체로 약
3.1GW급의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재생전력만큼
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국내 약 11만 5천여 가구(4인기준)
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또한, 삼성전자
는 내년부터 CDP 서플라이 체인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구
매 금액기준 상위 100위 협력사들에게 재생에너지 현황
공개와 목표 수립을 권고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끌 계획
이다. CDP 서플라이 체인은 협력사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이다.

2020년 3.1GW급 재생전력 사용
삼성전자 김원경Global Public Affairs팀장(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 시민
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환경 친화적인 회사로서의 노력
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WWF(세계자연기금) 글로벌 파트너십 Jochem
Verberne이사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 선
언을 환영한다. 이것은 중요한 발걸음이며 앞으로 기후 영
향력 감축을 위한 활동들을 삼성전자와 함께 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15일 발간되는 2018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에 상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KEMC

스마트 모터 보호 계전기(EOCR) 누적 생산 1,600만개 달성
슈나이더 일렉트릭 익산공장, 전세계 20여개국으로 수출

슈나이더 일렉트릭(한국 대표
김경록)이 ‘EOCR(스마트 모터
보호 계전기)’의 1,600만개 누적
생산을 달성했다.
지난 6월 15일 진행된 기념식
에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글로벌
마케팅 에릭 리제(Eric Liger) 수
석 부사장,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이창근 본부장, 슈나이더
일렉트릭 익산 공장 직원 등이
참석해 생산 달성을 축하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EOCR’
은 전세계 200여개의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제조 생산 공장 중
하나인 익산 공장에서 1983년부터 생산된 주요 제품이다.

로 신장되고 있다.

‘EOCR’은 AC 모터, DC 모터 및 3상 또는 단상에서의

익산 공장은 ISO 9001, ISO 14001, ISO 50001, OHSAS

전압 보호 기기로 과전류 및 결상 등으로부터 모든 기계

18001 인증을 획득하여 우수한 제조 공정 및 생산품질

를 보호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이는 제조 공장뿐만

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슈나이더 일렉트릭

아니라 자동차, 가스, 상하수도, 공항, 철도 분야 및 빌딩

의 자체 제조생산공정 및 물류 시스템 평가 심사 기준인

에서 적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 모터 보호 계전기

‘SPS(Schneider Performance System)’ 평가에서도 생산

인 ‘EOCR-iSEM’도 출시됐다. 이 제품은 온도·습도 센서

및 품질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가 내장돼 다양한 환경 및 상태 감시가 가능하며, 이더넷

슈나이더 일렉트릭 글로벌 마케팅 에릭 리제 부사장

통신도 적용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측하여 효율적인

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모터 보

토털 모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호 계전기를 출시해온 이래로 R&D를 거쳐 사물인터넷
(IoT) 기술을 적용해 더욱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왔

1983년부터 생산해온 핵심 제품 기록 달성

다. 이번 1,600만개 누적 생산 달성 기록은 익산 공장의

익산 공장에서 생산된 ‘EOCR’은 슈나이더 일렉트릭

모든 직원들이 힘을 합해 이뤄낸 결과로, 향후 익산 공

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 20여개국에 수출되

장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고 있으며, 연간 100 만개가 생산되는 등 매해 지속적으

이다”고 전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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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 뉴스

두산중공업, 국내 최대 8MW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한다
에너지기술평가원 추진 ‘대용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주관기관 선정
두산중공업이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설치한
30MW급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두산중공업은 지난 6월 28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목진원 두산중공업 파워서비스 BG장은 “현재 보유 중

국책과제로 추진하는 ‘8MW급 대용량 해상풍력발전시스

인 3MW, 5.5MW에 더해 대용량인 8MW급 모델까지 풍력

템 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발전 라인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개발이 완료되

이번 과제는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5개 산학연

면 대형화 추세인 해외 풍력발전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이 함께 참여해 약 48개월간 수행할 예정이며, 총 사업

현재 해외모델이 절반 이상 점유 중인 국내시장에서도 국

비는 약 550억 원 규모이다. 주관기관인 두산중공업은

산설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MW급 모델의 설계, 제작, 실증을 총괄하며, (주)휴먼컴

국내 풍력발전 설치용량은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퍼지트가 블레이드 제작하고, (주)세일종합기술공사가 하

2030년까지 17.7GW로 늘어날 예정이며, 이 중 약 14GW

부구조물 설계 및 제작을 맡게 된다. 또한 재료연구소가

는 해상풍력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GWEC(Global Wind

블레이드 설계지원 및 시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블

Energy Council)가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레이드 소음저감을 각각 맡을 예정이다.

풍력 누적 설치량은 2020년 658GW, 2030년 1,454GW로

이번에 개발하는 풍력발전시스템은 평균풍속 10m/s에
서 8MW 출력이 가능하고, 평균풍속 6.5m/s에서도 이용
률이 30% 이상인 고효율 제품으로서 70m/s의 극한 환경
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도 갖추고 있어 태풍이나 저
풍속이 빈번한 국내 환경에 적합하다. 또한 대용량 모델
은 설치 및 전력연계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전력생산단가
(CoE: Cost of Electricity)를 감소시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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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KEMC
8MW 풍력발전기 목표 사양

구분
정격용량
허브 높이
블레이드길이
로터직경

규격
8MW
130m
90m 이상
190m 이상

LG전자, 차세대 마이크로 인버터 출시

LG전자가 최고 수준의 성능
은 물론 차별화된 편의성까지 갖
춘 차세대 베란다 태양광용 마이
크로 인버터를 지난 6월말 국내에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차세대 ‘LG

LG전자 차세대인버터

마이크로 인버터(모델명:
LM320KS-A2)’는 320W출력의 제품으로 국내 최고 수준

별도의 접지 연결이 필요 없어 안전하고 간편하게 설치할

의 변환효율, 설치가 간편한 가벼운 무게와 디자인, 손쉽

수 있다. 시공업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설치가 쉽도

게 발전량 확인이 가능한 무선 통신 등 베란다 태양광용

록 볼트를 체결하는 홀(Hole)도 오픈형으로 만들었다.

인버터에서 가장 중요한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
블루투스 무선 통신을 탑재, 발전량을 휴대폰으로 편리하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하는 가정용 소형 태양광시스

게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기존 제품들은

템은 태양광 모듈과 마이크로 인버터로 구성된다. 마이크

베란다에 설치된 인버터에 탑재된 LCD창이나 추가로 설치

로 인버터는 태양광 모듈에서 발전된 직류(DC)를 가정에

해야 하는 전력량계를 통해서만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 사용하는 교류(AC)로 변환해 준다. 가정 내 220V 콘센
트에 직접 연결할 수 있어 설치 및 사용이 간편하다.

이번 차세대 마이크로 인버터와 같은 차별화된 제품을
기반으로 LG전자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가정

‘LG 마이크로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

용 소형 태양광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시장의

터 효율이 국내 최고인 95.2%로 태양광 모듈이 발전한 전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의 가정용 소형 태양광 시스

력이 손실되는 것을 최소화했다. 기존의 국내 마이크로 인

템 판매대수는 올해 약 50,000대로 2017년 약 18,000대

버터 제품의 효율은 94.3% 수준이다.

보다 17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치 편의성도 대폭 향상됐다. 무게가 국내에서 가장

LG전자 에너지사업부장 정경득 부사장은 “이번 차세대

가벼운 약 1kg로 기존 제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두께

마이크로 인버터가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도 31.5mm로 얇아 베란다 설치가 더욱 용이하다. 국내 최

인정받고 있는 LG전자 태양광 모듈과 함께 가정용 소형

초로 마이크로 인버터에 금속 대신 플라스틱 소재를 적용,

태양광 시장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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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뉴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

태양광

임야: 지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

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RPS* 고시)』을 일부

중치 하향(0.7~1.2 → 0.7)

개정하고 지난 6월 26일(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유예기간) “발전사업허가”를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받는 경우

RPS는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
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
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5월 18일 발전사, 시공사, 공공기관, 언론, 법조계,
금융계 등 1,000여명 참석한 가운데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개선을 위한 공
청회 이후 행정예고(5.24~6.12), 관계부처 회람(5.25~6.5)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고시안을 확정했다.
REC 가중치는 지난 5월 18일 공청회 당시 발표(안)에
서 변동 없이 최종 확정했다.
* 공급인증서(REC)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h) ×해
당 발전원의 REC 가중치
신규 가중치는 고시개정일 이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서(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고시 개정일 이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기존 사업자들은 현
재 적용받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현재 인
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풍력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

중치 상향 (1.5~2.0 → 2.0~3.5)
 바이오

연소형태별(혼전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서(REC) 가중치 차등 하향(1.0~1.5 → 0~0.5), 미이용 산
림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신
설(혼소 1.5, 전소 2.0)
우드펠릿 전소: 단계별 하향(1.5 → 1.0 → 0.5, 유예기간*), 전
소전환: 가중치 하향(1.5 → 0.5*), 혼소: 가중치 제외(1.0 → 0*)
*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1.5, ’19년 상반기 이내 1.0, ’19년 하반기 부터 0.5 부여
폐기물 고형연료(Bio-SRF) 전소: 단계별 하향(1.5 →
0.5 → 0.25, 유예기간*), 전소전환: 가중치 하향(1.5 →
0.25), 혼소: 가중치 제외(1.0→0)
*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1.5, ’19년 상반기 이내 0.5, ’19년 하반기 부터 0.25 부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전소: 2.0, 혼소: 1.5 신재생에너

충족한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기존 가중치(개

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신규 부여

정전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 수입산 우드펠릿 대체를 위해 기존 석탄혼소에 미이용

특히, 공청회 이후 유예기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

연소 시에도 1.5 부여

었으며, 인허가 현황 및 소요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공청

 폐기물

회 발표(안)보다 일부 완화한 최종 유예기간이 확정됐다.

치 일괄 0.25로 하향 (0.5~1.0 → 0.25)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가중

* (유예기간)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유예기간 최종 확정(안)>
① (임야 태양광)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
가”를 취득
② (바이오폐기물 전소)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공
사계획인가”를 취득

완료한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태양광 연계형: 2019년까지
현행(5.0) 유지 후 2020년 4.0, 풍력 연계형: 2019년까지
현행(4.5) 유지 후 2020년 4.0으로 하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의 주요 개정 내
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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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 외에도 ①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②주민참여사업 태양

에 태양광 설치시 설비용량의 50%만 적용되었던 우

광 요건 완화, ③주차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대 가중치(1.5)를 설비용량 전부(100%)로 확대

우대 가중치 범위 확대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서(RPS) 고시 개정으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

① 전년도 2개 반기 장기고정가격입찰 “100kW”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을 매입가격으로 설정
② 현행 1MW 이상 태양광 발전소에서 500kW 이상 태
양광 발전소로 요건 완화
③ 주차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차장”
REC 가중치 개정 세부내용

전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수력

바이오

폐기물
ESS

기타

구분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세부기준
100kw미만
일반부지(임야 제외) 100kW부터
3,000kW초과부터
임야
3,000kW이하
건축물 이용
3,000kW초과부터
수상 태양광
자가용 태양광
육상풍력
연계거리 5km 이하
연계거리
5～10km
해상풍력
연계거리 10～15km
연계거리 15km 초과
연료전지
수력
매립지가스
석탄혼소
우드칩, 우드펠릿
전소 전환설비
전소
석탄혼소
Bio-SRF(폐목재)
전소 전환설비
전소
석탄혼소
미이용 바이오
전소 전환설비
전소
기타바이오 (바이오중유, 하수슬러지 등)
부생가스
일반 폐기물
RDF 전소발전
폐기물가스화발전
풍력설비 연계
태양광설비 연계
IGCC, 수열, 지열, 조류, 조력

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
민 수용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
도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1.2
1.0(복합)
0.7(복합)
0.7~1.2
1.5
1.0(복합)
1.5
1.0
1.0
1.5
2.0

공급인증서 가중치

2.0
1.0
0.5
1.0
1.5
1.5
1.0
1.5
1.5
1.0
0.25
0.5
1.0
1.0
4.5(’18.6월)
5.0(’18.6월)
0.25～2.5

개정 후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0.7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2.0
2.5(복합)
3.0(복합)
3.5(복합)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가중치제외
0.5
1단계 1.0 / 2단계 0.5
가중치제외
0.25
1단계 0.5 / 2단계 0.25
1.5
2.0
2.0
현행유지
현행유지
0.25
0.25
0.25
4.0(’20년)
4.0(’20년)
현행유지

비고

유예기간 설정
유예기간 설정
유예기간 설정
-

유예기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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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뉴스

드론 산업 “서비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발전해”
드론산업육성법 발전 심포지엄, 정부 지원 등 강조
“드론은 이동수

제로 추진해야 한다. 소규모 업체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단을 넘어 서비스를

나 부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려 하는 것은 얼마 못 간

공급하는 수단이 될

다”며 “우리 목적에 맞게 새롭게 개발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데, 이를 위해서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정

관점에서 드론을 접

부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의 개발을 이끌어

근한다면 관련 산업

글로벌 시장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범부처적인 협력을

의 발전에 큰 힘이

강조했다. 이어 송 교수는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 기업과

될 것입니다.”

연계해서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 틀을 만들어야 한다. 세제

지난달 5일 열린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
업발전 심포지엄’에서는 드론 산업을 서비스 관점에서 바

개편이나 펀드 등을 통해 단발성이 아닌 협력과 지원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보고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정부는 2026년까지 국내 드론 산업은 4.4조원 시장 규

드론 실질적인 활용 방안 찾아야

모에, 5.3만대의 사업용 드론 상용화, 기술경쟁력 세계5위

업계의 의견도 눈길을 모았다. 최재혁 나이스랩 대표

진입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법적 기반이

는 “드론은 이동수단이나 운송수단일 수도 있지만, 드론

미약하고 정부 규제에도 장애물이 많다.

이 도구가 돼 물질이 아닌 서비스를 공급할 수도 있다”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고 입법
을 추진 중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2008년부터

“드론과 연관된 회사들도 서비스 관점에서 바라봐야 산업
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작한 드론 산업이 10년이나 진척이 없던 가운데 중국이

진정희 엑스드론 대표는 “이제껏 드론 산업은 보여주기

앞서나갔다며, 생산제조 기술을 가진 한국이 드론 산업

위한 데모만 진행했을 뿐 실용화를 위한 준비에는 미흡했

에서 많이 뒤처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법률안의

다”며 “정부와 민간 기업 모두 드론을 통한 실질적인 활용

기본 내용을 소개하면서 드론 산업의 성공은 네거티브 시

방안을 찾고 드론 사업이 뿌리를 내리는 방향을 찾아야

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상준 서울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법적인 문제로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에 대해서 오원만 국토교통부

기존의 항공법과의 차별 내지 과도한 규제에 의해 드론

첨단항공과장은 “2016년부터 드론 시범 비행 구역을 설정

까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보잉사 관계자가 한국

해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현장에서는 군부대

에 자사의 8번째 세계 연구소를 열겠다고 말할 정도로 한

등 안보와 관련되어 개선할 점이 많다”며 “이번 드론법의

국 시장에 관심이 크다. 한국의 규제 환경이 개선되고 많

입법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해 드론 활성화를

은 투자와 격려가 뒤따라야 성공할 것”이라고 정부 차원

위한 규제 개선, 안전 중요성 문제 등을 뒷받침하도록 노

의 변화를 촉구했다.

력하겠다”며 밝혔다.

이에 대해 송용규 한국항공대 교수도 “드론은 국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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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명 기자>

기업 부풀리기 인수? 아니 우리는 기술만 보고 산다
최근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딥테크 M&A’ 확산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촉진된 산업간 융합 흐름에 대응

극적인 대규모 M&A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테크 경

하여 주요기업을 중심으로, ICT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 기

쟁력을 기반으로 전 산업을 포괄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성

업을 인수하는 ‘테크 M&A’가 활성화되고 있다.

장하고 있다. 올 2월, 10억 달러에 ‘ring’을 인수하면서 비

최근 한국무역협회 무역전략실이 펴낸 ‘테크 및 스타트

디오 도어벨을 아마존 배송 서비스에 활용, 향후 IoT 기기

업 글로벌 M&A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기술 및

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월과 올 1

시장변화에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한 테크 스타트업 대상

월 사이에는 AI와 빅데이터 분야의 ‘harvest.ai(미국)’와

M&A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Sqrrl(미국)’를 인수하여 보안 분야에 AI와 머신러닝을 활

산업별 테크 M&A 분석에서 2017년 테크 M&A 건수와

용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확보하였다.

비중은 각각 6,052건, 16.2%로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

이 밖에 중국의 바이두는 2017년을 기점으로 AI 스타트

록하였으며, EV/EBITDA는 일반 M&A 대비 35% 높은 값

업 레이븐테크와 KITT.AI 등을 인수하며 테크 M&A 시장

인 23.64로 테크기업의 잠재력과 함께 가치평가도 증가하

에 본격 진입했다. 지난해 말에는 레이븐 테크의 기술을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

활용한 레이븐H AI 스피커를 출시하여 시장 변화에 빠르

공지능, 블록체인 등 딥테크에 대한 시장수요가 급증하면

게 대응할 수 있었다. 중국기업 알리바바도 M&A를 IoT와

서 딥테크 M&A 또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같은 신규사업 진입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알리바

구글은 최근, IoT 서비스 플랫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바는 대표 사업 분야인 클라우드와 핀테크 지불 서비스의

지난 2월, IoT 분야의 영국 ‘xively’ 기업을 5,000만 달러

지불 보완을 위해 M&A를 추진했으며 올해 IoT 시장 진출

에 인수했다. 이에 앞서 구글은 지난해 5월 VR/AR 기기

을 위해 C-SKY를 인수했다.

제작뿐 아니라 콘텐츠 부문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VR 분야의 ‘Owlchemy labs’를 인수했다.

삼성, 인수 통해 AI 검색 확보해

애플은 선제적인 테크 M&A를 통해 혁신 기술을 확보

그간 수직 계열화 구조에서 기술과 서비스를 자체 개발

하고 현재 주력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으며 M&A 체

하던 삼성전자도 최근 테크 M&A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

결 건수가 100건에 달한다. 이미 머신러닝 능력을 갖춘 AI

다. 지난 3월에 인수한 ‘Kngine(미국)’의 경우, 구글과 달

기반의 안면인식 인증기술을 개발한 리얼페이스와 MS의

리 검색 엔진이 없어 AI 검색 능력 개발에 한계를 보완한

게임 콘솔 엑스박스360등 동작인식 기능 키넥트의 핵심

케이스다.

기술을 개발한 프라임센스를 인수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

보고서는 끝으로 “향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난해 6월 VR/AR 기술의 정교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시선

되는 자율주행차, 생활밀착형 로봇 등 딥테크 기술이

추적 기술을 보유한 SMI를 인수했다.

적용된 산업에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주요국 빅플레
이어들의 테크 M&A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마존, AI와 빅데이터 기업 인수
아마존은 로봇, 클라우드, Io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

전망했다.
<신 윤 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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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 특집

일본의 태양광발전 2050년 전망(1)

일본 태양광발전협회에서 발행한 “PV OUTLOOK 2050”에 의하면 일본은 2050년 모습을 ‘탈 탄소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 “에 두고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정한 2050 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80 %을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용량을 200GW
까지 확대하고,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사회에 이르기까지 이를 더욱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향후 지속
가능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정리하여 5회에 걸쳐 소개한다.

1. 200GW는 최종 도달점이 아니라 하나의 통과점
PV OUTLOOK 2050에서 2050년 시점의 가동 태양
광 발전량 전망을 200GW(AC 출력 기준)로 특정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태양광발전의 최종 도달점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크
게 낮춰 지속 가능한 사회에 이르기까지의 통과점의 하
나일 뿐이다.

450
400
350
300

GW

일본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전 시 CO2
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전원 비율을 90%로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일본 환경부 장기 저탄소 비전
(2017년 3월)). 재생에너지 전원 비율 90%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에 요구되는 기여 수준으로 200GW는 기본적인
수준이고 이보다 높은 기여(도입량)가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태양광발전 설비 도입량 200GW는 현재 일본의 전체 전
력 공급량의 20 % 정도에 해당한다.

100%

2050 년까지 도입량 GW (왼쪽 축)

90%

태양광발전 도입량 (왼쪽 축)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 % (오른쪽 축)

전도

70%

50%
40%

화석

연료

100

2050 년 이후 200GW

의존

0

도

30%
20%
10%
0%

그림 1. 태양광발전의 최종 도달점은 200GW를 크게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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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2. 200GW를 넘어 성장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국내 도입량 200GW를 크게 넘어오고 세기까지 성장을 계
속해야하는 것은 왜?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
① 「탈 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② 「에너지 자급률」의 대폭적인 향상을 위해
③ 무엇보다도「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위의 3가지가 달성된 미래 일본의 에너지 수급구조는
현재와는 전혀 달라진다. 이 미래의 에너지 수급구조에서
CO2 배출이 없고 고갈될 걱정이 없는 순수 재생에너지 자
원을 활용하는데 있어 태양광발전이 주요 플레이어의 하

<해설 3>

①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 3E + S에서 3E + 2S로
현재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안전 (Safety)을 전제로 한 위
에 에너지의 안정 공급(Energy Security)을 첫 번째로 하
는 경제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에 의한 저비용의 에
너지 공급을 실현하고, 동시에 환경 적합 (Environment)
을 도모하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요체라고 되어, 3E + S
가 기본이 되고 있다. 지금부터는 여기에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을 더한 3E + 2S로 해야 하지 않을까.
•Safety 안전성
•Energy Security 안정 공급
(자급률 향상)
•Economic Efficiency 경제
효율성 향상
•Environment 환경에 적합

+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나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3. 왜 태양광발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탈 탄소사회의 실현」, 「에너지 자급률을 크게 개
<해설 2>
① 탈 탄소사회의 실현을 위해 파리협정이 체결되고, 또한
일본 정부는 대폭적인 삭감 목표를 내걸고 있다.
•파리협정: 금세기 후반에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거의
제로로 한다(인위적인 발생과 인위적인 흡수의 균형).
•일본정부의 목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② 에너지 자급률의 대폭적인 향상은 에너지 안보의 관점,
그리고 화석 에너지의 수입에 의한 국부 유출이라는 관
점에서 일본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되어 있다.
•현재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은 6%(2014년 에너지백서)이
며, 94%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이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에너지 금액은 연간 20조
엔 정도(2015년 일본 재무부 통계)에 달해 엄청난 국부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이 엄청난 금액의 일부를 태양광발
전 등의 자국 에너지 개발에 충당함으로써 국부 유출을 줄
일 수 있으면, “국부 유출의 감소 → 순수 자국 내 에너지
발전”이라는 선순환이 생긴다.
③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에 필수
적인 에너지 수급구조를 지속하는 것이 요구된다.
•유익하고 유한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미래 세대에 크게 마
이너스가 되는 되는 유산(자원 고갈, 대량의 온실가스 및
유해 위험 폐기물 등)을 남기는 에너지 수급구조는 지속 가
능하지 않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의 이익을 고려하여 지속 가
능한 에너지 수급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현 세대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선」,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태양광발
전뿐만 아니라 풍력이나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고갈의 염려가 없는 재생에너지를 총동원해야 하는 것
은 물론이다.
그럼 왜 태양광발전을 해야 하는가? 또한 일본에서 다
른 재생에너지의 선도 역할을 하여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이유를 아래에 정리했다.
①순
 수 자국 내 에너지 자원으로 부존량이 가장 많은
태양에너지를 직접 활용할 수 있다.
② 최근 원가 경쟁력 향상이 눈부시며 앞으로 가장 비
용 경쟁력 있는 전원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 합리성).
③지
 역 편재성이 적고, 자국 내 어느 지역에서도 도입
이 가능하다(지역 창생).
④ 손목시계와 모바일 기기의 충전용, 가정용 등 사람
의 활동 영역에서 우주 개발, 메가 솔라까지 폭 넓은
용도는 물론, 모든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⑤장
 기적인 관점에서는 FIT 제도 등에 의해 국민에게
주는 부담을 넘어서는 큰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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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에서 태양광발전을 중심 전원으로 육성하는 의의와 편익

의의목적

일본의 태양광발전 도입량

누계 가동 용량

발전량

1)

일본의 국내 총 
발전량 대비2)

현황(2015년도)

약 32GW

편익기대효과
2030년도

약 100GW

2050년도

약 200GW

약 343억 kWh

약 1,200억 kWh

약 2,450억 kWh

약 3%

약 11%

약 18%

일본의 전체 전원 총 발전량3)

자가 발전, 송배전
손실 포함

10,183억 kWh

10,650억 kWh

약 13,500억 kWh

탈 탄소사회 실현에 기여(온난화가스 
삭감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4)
2015년도 대비5)
탄소가치 환산6)

약 0.22억 CO2
tonne 약 1.7%
-

약 0.79억 CO2
tonne 약 6.0%
약 0.3조엔

약 1.63억 CO2
tonne 약 12.3 %
약 1 조엔

원유환산7)

약 8백만 kl

약 29백만 kl

약 60백만 kl

약 3.4%

약 12%

에너지 자급률 향상에 기여 및 국부 
화석 연료 절감액8) 약 0.4조엔
유출 저감(화석연료의 소비 감소에 의한)
최종 에너지 소비량에
약 1%
대한 발전량9)
FIT 매입 비용10)

1.17조엔

약 1.2조엔

약 2.2조엔

약 2.6조엔

0 ~ 수백억엔

1) 자가 소비분을 포함 발전량. 설비 이용률을 15 % (2017 년 이후) 출력 저하율을 연율 0.5로 산정.
2) 일본내 전체 전원의 총 발전량에 대한 비율.
3) 일
 본 전체 전원의 총 발전량. 자가소비, 송배전 손실 등을 포함한다. 2015년도는 실적 (자원에너지청의 에너지 수급실
적(확보)). 2030년도는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자원에너지청, 2015년). 2050년도는 JPEA가 산정(전력화 추진 시나리오).
4) 태양광발전에 의한 발전 시의 온실가스 감축량.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자원에너지청)의 전제를 참고로 산정.
5) 2015년 일본 온실가스 총 배출량(13.2억 CO2 tonne에 대한 태양광발전에 의한 온실 가스 감축량의 비율.
6) 태양광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가치로 환산(실질).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에서 CO2 대책비를 참고로 산정.
7) 태양광발전에 의한 1차 에너지로서의 화석연료의 절감을 원유환산으로 나타냈다. 태양광발전 1kWh로 감소되는 화석연
료를 9.3MJ, 원유 1kl를 38.2GJ로 산정.
8) 태양광발전에 의한 화석연료 소비 감축량을 금액(실질)으로 나타냈다. 연료가격 등의 전제는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을
참고로 산정.
9) 자급률 향상에 대한 공헌 지표로서 일본 최종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태양광발전에 의한 발전량을 비율로 나타냈다.
10) 고정가격매수제도를 기반으로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력의 매입비용 총액(소비세 등 제외). 인플레이션 1%를 전제로
2017년 실질 금액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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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이다. 그 외에 새로운 산업고용 창출, 지역 창생에

<해설 4>

기여, 국토 강인화에 기여, 피크 전력 수요에서 공급력으

PV 시스템 4.0(4세대)

4세대 PV 시스템(PV System 4.0)은 축전지 등을 활용한 자
가소비 모델(계통협조형)이 진화하고 AI를 활용한 실시간 제
어를 통해 전력계통의 안정화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기까지
발전하고 있다. 또한, 경량, 고효율, 유연성 등 다양한 모듈
이 상품화된 주택이나 빌딩, 공장 등의 외장 인테리어(차세대
BIPV)에서 교량 등의 구조물, 전기자동차나 로봇 등 이동하
는 물건까지 모든 장소와 물건에 설치·탑재가 가능해지고 있
는 것이다(PV on Things).

또한, PV 시스템 4.0에 의해 중요한 혁신은 비접촉의 충방
전 기술이며, 2050년경에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
도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의 전동화가
100%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상정되어 100GW의 태양광발
전도 충족시킬 수 없는 정도의 신규 전력수요가 태어날 때, 방
대한 축전 능력이 국토에 구비된다. 비접촉 충방전 기술에 의
해 EV나 로봇에 탑재된 PV시스템은 계통 연계와 독립을 자유
자재로 선택할 수 있게 수급 조정·계통 안정화의 가치를 창출
4세대(독립·연계 자유자재형)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로 기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편익을 가능한 한 정량
적으로 평가한 시산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5. 2050년 200GW는 가능한가
2050년 누적 가동용량 200GW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①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는 전력소비에서 차지하는
자연 변동 전원의 비율이 연평균 40 %를 넘는 지역
도 이미 존재한다. 대책은 필요하겠지만 50%를 넘
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IEA/OECD:
Getting Wind and Sun onto the Grid (2017년)). 만

4. 태양광발전의 편익은

일 일본에서 태양광 200GW, 풍력 75GW를 도입했

태양광발전이 자국 내에 대량 도입될 때 주어지는 편익

다고 해도 전력소비에서 차지하는 자연 변동 전원의

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의 2.에서 내건 탈 탄소사회의
실현」,「에너지 자급률을 크게 개선, 지속 가능한 사회의

PV 시스템 1.0
1960년대~

PV 시스템２.0
1990년대～

비율은 30%~35% 정도이다.
② 태양광발전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이를 전력계통에

PV 시스템３.0
2010년대～

PV 시스템４.0
2020년대～
독립ㆍ연계
자유자재형

독립형

계통연계형

계통협조형

계통통합형

차세대 BIPV
(PV on Things)

그림 2.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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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는 것이 용이해졌고, 4세대 (PV 시스템 4.0)

스시스템 개혁 등)

에 이르러서는 전력계통의 안정화에 능동적으로 기

De-centralization: 분산(분산 에너지 자원의 보급

여하기까지 발전하며 온갖 장소 및 물건에 설치탑

확대와 주요 플레이어화)

재가 가능해지고 있어, 대량 도입이라는 과제 해결

Digitalization: 디지털화(IoTAI 기술의 활용, 출력

이 새로운 가치창조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예측의 고정밀 실시간화)
Electrification: 전력화(특히 열 이용과 수송 부문

<경제적인 관점에서>

에서)

③ 당분간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소켓 패리티

자세한 내용은 섹터 커플링에서 해설.

(구매 전기요금 수준) 그리드 패리티 (도매 전력요금

⑤ 전 력공급, 열 이용, 교통 등 3개 부문에서 높은

수준)에 도달 한 후에는 자율적으로 도입이 진행될

효율성과 탈 탄소화를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분

것으로 기대된다.

야 섹터커플링(분야 연동)이 재생에너지 유래의
전기 수요를 증대시키고, 나아가 자연 변동 전원

<기술, 경제, 쌍방에 관련된 관점에서>

출력 변동을 흡수하는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

④ 에너지 분야에서 향후 진전하는 4개의 D와 1개의 E

킨다. 1차 에너지 공급량은 크게 감소된다(2015

(4D-E)가 태양광발전의 보급을 가속하여 드라이버

년도 대비 반감)가 전력 소비 자체는 증가 (2015

(원동력)가 된다.

년 대비 약 35 % 증가, 이러한 에너지 소비구조

De-carbonization: 탈 탄소화(파리협정)

의 전환에 대해서는 「9장 2015년 사회와 에너지

Deregulation: 규제완화시장원리의 활용(전력가

소비」편 참조).

<공급 측 대책>
재생에너지 비용경쟁력 향상에 의해 전력공급의
CO2 프리화가 가장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공급 측
대책으로.

<수요 측 대책>
가정, 업무, 산업 부문에서 열
이용을 연소에서 고효율 히트펌프
축열방식으로

열 이용의 전력화

전력공급의 CO2 프리화
(탈 탄소화)

정책유도 +
시장 메커니즘

운수부문의 전동화

시너지 효과

에너지 이용효율을 대폭 향상하여 탈탄소화와
재생에너지 대량 도입을 동시 달성

그림 3. 섹터 커플링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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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측 대책>
승용차, 노선버스의 전동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화물트럭 등은 비접촉충전이나 배터리
기술의 혁신에 의해 전동화가 진행

16,000
14,000

전력화에 의한 에너지 소비삭감(고효율화)
전력

전력이외(화석연료 등)

약 30% 삭감

PJ (페타줄)

12,000

추가로 약 20% 삭감

10,000
8,000
6,000
4,000
2,000
0

전력
약 25%

전력
약 60%

전력
약 28%

2015년도 실적

2050년도
전력화 추진 시나리오

2050년도
현행정책 시나리오

그림 4. 섹터 커플링의 효과 - 전력화

16,000

전력소비의 CO2 프리화(탈탄소화)

14,000

전력이외(화석ᆞ바이오연료, 수소)
CO2 배출전력

12,000

CO2 프리 전력(재생에너지 등)

PJ (페타줄)

10,000
8,000
6,000

CO2 배출전력

4,000
2,000
0

CO2 배출전력
2015년 실적

CO2 프리 전력
(재생에너지 등)
2050년도
전력화 추진 시나리오

그림 5. 섹터 커플링의 효과 - CO2 프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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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의 인공지능 경쟁, 문제는 ‘콘텐츠’야

KT 기가지니

KT, 키즈교육 강화로 올해 ‘기가지니 150만’ 달성 목표해
SK텔레콤 ‘누구’ T맵 등 적용확대, LG유플러스는 인기 캐릭터 앞세워
글 | 신 윤 오 기자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서비스 기기를 앞다퉈 내놓았던
국내 통신사들이 올 들어 콘텐츠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운데 최근에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1월 홈 인공지능(AI) 시대를 열었던 KT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각각 기가지니, 누구, 프

‘기가지니’가 출시 15개월여 만에 가입자 80만을 돌파했

렌즈플러스 미니언즈 등을 내세워 가입자 확보에 나선 가

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키즈, 교육 등 콘텐츠를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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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정은 물론 자동차, 호텔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

키즈와 함께 교육 분야 콘텐츠도 강화하고 있다. 파고

대하겠다고 발표했다. KT는 올해 상반기 가입자 100만,

다, 야나두 등과 제휴를 맺고 올해 초부터 생활영어 서비

연말까지 가입자 150만을 달성해 AI 대중화 시대를 이끌

스를 선보였다. 기가지니와 연결된 TV화면에 연동되어 상

겠다는 포부다.

황별, 수준별 영어를 시청각으로 편리하게 배울 수 있어

KT, 신규 서비스 런칭하며 AI 대중화 선언

주부, 직장인, 대학생 등에게 유용하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AI 아파트를 선보인 KT는 자동차
(커넥티드카), 호텔 등 다양한 생활공간으로 AI 서비스 영

KT는 지난 5월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역을 확대한다. KT는 현대자동차와 제휴해 집이나 사무실

고, ‘AI 신규 서비스 및 기술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키즈,

의 기가지니로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 서

교육 등 AI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 대교와 함께 국내 최

비스를 올해 안에 출시한다. 커넥티드카는 집에서 음성으

초 AI 동화 서비스 ‘소리동화’, ‘오디오북’을 선보였다. 소

로 차량 상태 확인은 물론 시동 걸기, 히터 및 에어컨 켜

리동화는 KT의 AI 기술과 대교의 교육 콘텐츠가 결합해

기, 도어락 및 비상등 제어가 가능한 서비스다. 향후에는

보다 실감나게 동화를 들려줄 수 있는 서비스다. 부모가

자동차에서 가정의 전등을 켜고 끄는 등 홈 IoT 기기까지

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 기가지니가 동화책의 단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효과음을 더해준다. 예를 들어 “개

또한 KT는 국내 특급호텔과 제휴를 맺고 AI를 바탕으

구리가 노래했어요”라는 문장을 읽으면 기가지니가 개구

로 호텔안내, 객실서비스, IoT제어, 다국어서비스 등을 제

리의 울음소리를 들려준다. 현재 15권의 동화책을 제공하

공하는 ‘AI컨시어지’ 서비스를 올해 6월 출시한다. AI 호텔

는 소리동화 지문(텍스트)은 책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는 조명, 냉난방 제어뿐 아니라 알람, 교통, 날씨

도 이용할 수 있다.

등 생활비서 기능까지 포함된다.

또한 ‘오디오북’은 창작, 전래, 역사, 과학 등 다양한 분

KT AI사업단장 김채희 상무는 “AI에 대한 관심이 컸던

야의 콘텐츠로 구성됐다. 부모나 자녀가 “지니야~, 오디

반면 생활 속에서 AI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며, “KT는 가

오북 시작해줘”라고 말하고, 원하는 책 제목을 제시하면

입자 80만이라는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한 만큼 키즈, 교

기가지니 스피커(하만카돈)를 통해 책을 읽어준다. 동화

육 등 콘텐츠를 강화하고, 자동차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오디오북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현재 100여 편에서 연말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

까지 600여 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인기 애니메이션 ‘공룡메카드’를 주제로 한 증강
현실(AR) 콘텐츠 ‘나는 타이니소어’를 5월중에 선보인다.
이 AR 콘텐츠는 아이의 표정과 움직임을 TV 속 공룡이

SK텔레콤, ‘누구’ 월 대화량 1억 건 넘어

실시간으로 따라 하는 방식이다. KT에서 전략 투자한 벤

지난 3월, AI 플랫폼 ‘누구(NUGU)’의 사용자 대화량이

처기업인 바이너리VR의 딥러닝(AI) 기반의 모션인식 솔루

실사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지난 10개월간 10억 건

션을 활용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제공 중인 양방향 AI 키

을 돌파했다고 밝힌 SK텔레콤도 사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즈 서비스 ‘핑크퐁 영어 따라 말하기’는 1개 섹션(마더구

실사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월간 1억 건을 돌

스)에 3개 섹션(파닉스, 워드파워, 핑크퐁 퀴즈)을 추가하

파했으며, 월간 실사용자가 지난 2월 300만을 넘어섰다.

는 등 콘텐츠를 강화했다.

‘누구’의 사용자 대화량이 최초 1억 건을 돌파하기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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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전국 2,000여개 매장에서 영업사원들의 고객응대를 돕는 AI스피커 서비스 ‘유플러스 도우미’를 선보였다.

7개월이 걸렸으나,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월 평균
1억 건을 꾸준히 넘어서고 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영역 지속 확장을
통해 AI 실사용자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데

SK텔레콤은 사용자 대화량 대폭 확대에 대해 T맵을 비

이터로 AI성능을 높인 후 다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선

롯해 키즈폰, 셋톱박스 등 다양한 영역에 AI를 접목해 실

순환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누구

사용자를 확보하는 AI 생태계 육성 전략의 성과라고 평가

의 적용 영역과 제공되는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연

했다.

말까지 월간 실사용자 규모를 500만 이상으로 확보하고,

실제 지난 2017년 8월 미니 출시 당시 11만을 기록했던

AI의 성능 고도화와 생태계 육성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누구’의 월간 실사용자는 2017년 9월 ‘T맵x누구’ 출시 이

SK텔레콤 이상호 서비스플랫폼사업부장은 “SK텔레콤

후 추석 연휴가 포함된 지난해 10월에는 236만을 기록하

‘누구’의 월간 AI 실사용자가 300만을 넘어서며 급성장 기

는 등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키

반 확보와 더불어 향후 대한민국 AI의 고도화를 이끌 수

즈폰에 누구를 결합한 ‘쿠키즈 준3x누구’와 SK브로드밴드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AI 서비스 영역을 지속적 확대해

의 셋톱박스에 누구를 결합하는 ‘Btv x 누구’를 출시하며,

국내 대표 AI는 몰론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AI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했다.
SK텔레콤은 월간 AI 실사용자가 300만을 넘어섬에 따
라, 규모 면에서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춤은
물론 한국어 기반 국내 AI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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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프렌즈플러스 미니언즈’로 친근함 어필
LG유플러스는 네이버와 협업하여 지난 4월, 인공지능

스마트홈 서비스 ‘U+우리집AI’를 지원하는 신규 스피커

수 있어, 고객에게 미니언즈 캐릭터와 실제 대화하는

모델로 ‘프렌즈플러스 미니언즈’를 출시했다.

듯한 재미를 제공한다.

프렌즈플러스 미니언즈는 LG유플러스와 네이버

또한 프렌즈플러스 미니언즈는 미니언즈 캐릭터의 눈/

가 협업을 통해 네이버의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바

입 모양 스티커 9종이 포함되어 고객 취향에 따라 스피커

(Clova)’가 탑재된 ‘프렌즈플러스’ 스피커에 인기 캐릭

외형도 꾸밀 수 있다. 이러한 차별화된 기능과 함께 기존

터인 ‘미니언즈’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된 모델이다. 프

출시된 프렌즈플러스 스피커와 동일하게 U+tv VOD 키워

렌즈플러스 미니언즈의 특징은 ‘미니언즈와 대화하기’

드 검색, 말로 제어하는 우리집 IoT 등 U+우리집AI의 핵심

기능이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 클로바 플랫폼에서 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아이들을 위한 영어

공하는 신규 기능으로 “클로바, 미니언 불러줘”라고 하

교육 서비스인 ‘YBM 영어동화’와 음악 서비스인 ‘벅스뮤

면 이후 별도의 호출어 없이 “이름이 뭐야?”, “바나나

직’도 새롭게 이용 가능해졌다.

좋아해?”등 원하는 대화를 스피커와 연속으로 진행할

최근 LG유플러스는 전국 2,000여개 매장에서 현장 영
업사원들의 고객응대를 돕는 AI스피커 서비스 ‘유플러스
도우미’를 선보였다.
‘유플러스 도우미’는 LG유플러스의 AI스피커 ‘U+우리
집AI’를 기반으로 한 매장 고객 응대 서비스다. 상품?서
비스 안내부터 CS업무 안내까지 가능하며, 배웅인사?음
료권유 같은 일상대화도 할 수 있다. 가령 매장 방문고객
이 최근 인기 있는 휴대폰이나 요금제 등을 찾을 시 영업
사원들이 ‘유플러스 도우미’에게 질문해 간단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멤버십VIP 혜택과 같은 다소 복잡한 설명
도 손쉽게 들을 수 있으며, 기가와 광랜의 차이점 등 구체
적인 내용도 파악할 수 있다. 서비스 명의변경 방법과 필
요서류를 안내하거나 고객의 예상 대기시간을 확인해주는
기능도 유용하다.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 도우미’를 통해 클로바가 재미
를 넘어 업무 효율화적인 부분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혀나
갈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U+ 매장뿐만 아니라 각종 고
객응대가 필요한 곳에 ‘U+우리집AI’ 서비스가 쓰일 수 있
도록 활용방안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이해성 AI서비스담당은 “네이버와 협업으
로 라인프렌즈에 이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미니

SK텔레콤이 인공지능 플랫폼 ‘누구(NUGU)’에 미리 등록한 질문을
물어보면 저장된 답변이 음성으로 안내되는 ‘나만의 질문과 답변(이하
My Q&A)’ 기능이 지난 3월 출시 한 달 만에 발화량이 20% 증가했다.

언즈 디자인과 캐릭터가 적용된 스피커를 선보이게 되었
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디바이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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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와 22년 동고동락, 기술 노하우가 ‘시장의 리더’ 만들다
STMicroelectronics

자동차 등급 SiC MOSFET 최초 양산 공급
SiC 전력반도체가 비싼 가격임에도 전기차(HEV/
EV) 제조사로부터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ST마
이크로일렉트로닉스(이하 ST)는 최초로 자동차 등

급 SiC MOSFET 양산 공급을 시작한 회사로, SiC
전력반도체 개발을 주도하는 몇 안 되는 업체 중 하

나이다. ST의 파워트랜지스터 부문(ADG) WBG

& 파워 RF 사업부 마우리지오 마리아 페라라
(Maurizio Maria Ferrara) 상무는 SiC MOSFET

제품군의 전략 수립과 기술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를 한국 사무실에서 만났다.
글 | 윤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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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와이드밴드갭(Wide-bandgap, WBG) 반도

왜 SiC인가?

체는 400V SiC 쇼트키 다이오드로 제한됐다. 지금은

SiC는 기존 실리콘(Si)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한 와

1200V SiC 쇼트키 다이오드, 정류기(rectifier), BJT, JFET,

이드밴드갭 재료입니다. ST가 집중하고 있는 SiC 디바이

MOSFET, 사이리스터를 비롯해 와이드밴드갭 혜택을 더

스는 Si에 비해 밴드갭이 3배, 절연파괴전계가 10배입니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전력 모듈과 통합

다. 높은 전계는 더 높은 전압을 허용하며, 같은 전압인 경

디바이스로 제품 범위가 확대됐다.

우 디바이스 크기를 Si 대비 10배 더 작게 만들 수 있습니

ST는 자동차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SiC MOSFET 양산

다. 그럼에도 스위칭 속도를 10배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을 시작한 최초의 회사이다. ST는 2017년에 전년대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용 전력 모듈 사

19.7% 성장한 83억 5,0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

이즈를 4배 이상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력 소자의

중 자동차 부문 매출은 전체 매출의 30%인 24억 달러를

경우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SiC 디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10% 이상 성장한 것이다.

바이스는 동일한 전압과 칩 사이즈의 Si 디바이스에 비해

ST가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스마트 드라이

손실(저항)을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빙’과 ‘IoT’이다. 여기서 ST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유효시장
(Service Available Market, SAM)에 제품과 솔루션을 공급하

20년의 SiC 개발 역사

고 있다. ST는 환경 친화적(greener) 스마트 드라이빙을 실

ST의 SiC 개발 역사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

현할 수 있는 SiC 기반 고효율 전력반도체를 제공한다.
페라라 상무는 2016년부터 WBG & 파워 RF 사업부를 이

다. 1996년부터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주에 있는 카타
니아에서 SiC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끌며 SiC MOSFET의 양산 공급을 주도한 인물이다. 다음은

실제로 팹에서 제품을 생산한 것은 2003년부터입니다.

고전압 스위칭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SiC의 시장 잠재력과

제조 원가를 낮추고 양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웨이퍼

ST의 리더십에 대한 페라라 상무의 프레젠테이션 내용이다.

사이즈를 늘려 수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ST는 4인치 웨이

그림 1. ST의 SiC 기술 개발 역사. ST는 플라스틱 패키지로 업계 최고 온도 등급인 200℃를 달성한 최초의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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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부터 SiC 디바이스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7년 3분기부터 2세대 650V(50A/50mΩ,

모든 SiC 제품을 6인치 웨이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110A/20mΩ), 1200V(40A/40mΩ, 90A/25mΩ) 자동차 등급
SiC 제품을 양산 공급하고 있으며, 1700V(6A/1Ω, 25A/90m

SiC 혁신

Ω) 제품도 올 하반기 양산 예정입니다.

SiC가 예상보다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2017년 하
반기에 100만개 이상 선적됐으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11

타깃 애플리케이션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2세대 제품이 양산되

SiC 디바이스는 다양한 고전력 애플리케이션에 사용

고 있으며, 2019년 3세대 제품이 양산될 예정입니다. 비즈

됩니다. SiC 개발 및 양산을 견인하는 애플리케이션 분야

니스 옵션으로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표준 제품, 맞춤

는 전기차(EV)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과 짧은 주행

형 제품, 베어 다이(bare die) 제품이 있습니다.

거리가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

ST는 Si-MOSFET과 SiC-MOSFET 제조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현재 산업용과 자동차용으로 사용 가
능한 1200V, 650V 정격의 SiC MOSFET과 다이오드에 집중

의 kWh당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전기차 가격은
2025년쯤 내연기관차와 같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터리전기차(BEV)의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는
고속 충전기, 온보드 차저, DC-DC 컨버터, 트랙션 인버
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부
터는 트랙션 인버터 크기와 배터리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많은 SiC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ST는 전 세계 주요 전기차 OEM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개발 프로젝트 중 80%가 SiC 제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위한 SiC
그림 2. 5kW 부스트 컨버터에 대한 분석 결과, SiC MOSFET이
최고의 실리콘 IGBT와 동일한 효율성을 보장하지만 주파수가 4배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결과 수동부품의 영향을 감소시켜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싼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환경적, 공간적 제약과 함
께 예산 압박을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SiC는 더 빠른 스위치 속도와 낮은 손실, 고온 동작이 가
능하기 때문에 외부 부품 사이즈를 작게 설계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SiC와 비슷한 가격대의 수동부품인 코일
의 사이즈를 7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부품 사이즈 외
에도 SiC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는 동작 온도입니다. 실
리콘은 175℃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반면 ST는 플라스틱 패키지로 최대 200℃의 접
합온도를 보장하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ST SiC MOSFET

그림 3. ST SiC MOSFET은 표준 실리콘(Si) MOSFET 뿐만 아니라
경쟁사 SiC MOSFET 보다 온저항(RDS(on))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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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의 높은 온도에서도 경쟁사보다 낮은 온저항
(RDS(on))을 제공합니다. 이는 열관리의 단순화로 시스

템 폼팩터를 더 작게 설계할 수 있음은 물론, 열악한 자동

보정용 650V 또는 1200V SiC 다이오드 및 모듈 솔루션을

차 환경에서 높은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Si

제공합니다. DC-DC 컨버터용으로는 1200V 디스크리트

IGBT에 비해 다이 사이즈가 더 작습니다. 예를 들어 2세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솔루션은 모두 ST의 1

대 1200V SiC MOSFET의 다이 사이즈는 1200V Si IGBT

세대 및 2세대 기술 플랫폼으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와 650V Si IGBT에 비해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는 온
저항의 차이(15배)에 따른 결과입니다.

SiC는 산업용과 자동차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고효율 고
전력 솔루션의 증가로 인해 핵심 기술이 되었습니다. ST는

SiC MOSFET은 외부에 프리휠링 다이오드

SiC를 2003년부터 개발해오면서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freewheeling diode)가 필요한 실리콘 IGBT와 달리 매우

제조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에 공급되

빠르고 견고한 고유의 SiC 바디 다이오드를 내장하고 있

고 있는 SiC MOSFET과 다이오드 중에서는 최고 레벨이라

습니다. 때문에 보다 소형의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

고 자부합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AEC-Q101 인

다. 또한 표준 게이트 드라이버와 완벽하게 핀투핀 호환

증 SiC MOSFET 제품의 유일한 양산 업체라는 점입니다.

되므로 별도의 전용 게이트 드라이버를 구성할 필요 없이
기존 솔루션을 쉽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8인치 웨이퍼 이행 계획

결론적으로 SiC MOSFET은 Si IGBT에 비해 더 낮은 시스

향후 5년 동안은 6인치 웨이퍼가 대세를 이룰 것입니다.

템 비용과 더 작은 시스템 사이즈, 더 단순한 토폴로지 도입

그 이후 8인치 웨이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상

을 가능하게 해 개발자들이 직면한 고민을 해결해줍니다.

6인치 SiC 잉곳 자체도 많은 스크래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수율(yield)이 높지 않습니다. 이대로 8인치로 가게 되

ST 리더십

면 수율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6인치 잉곳 자체도 이미 공

ST는 여러 자동차 제조사와 다수의 협력 프로그램을

급 부족(Shortage) 상태입니다. 따라서 8인치를 SiC 양산 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SiC MOSFET 선적량은 2015년 대비

품에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5배로 늘었으며, 올해는 11배로 늘 것으로 예상합
니다. ST는 AEC-Q101 인증 650V~1200V SiC 다이오드

플래너 타입이 경쟁서 앞서

및 MOSFET를 모두 제공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트렌치(Trench) 타입이 성능 면에서

ST는 SiC MOSFET 시장의 리더로서 완전한 “자체” 제

플래너(planar) 타입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

조공정과 전용 구조, R&D, 웨이퍼 팹 등을 갖추고 있으며

다. 트렌치 타입이 이론적으로는 우수하지만, 기술적 한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로 인하여 품질 면에서 균일하지 못하고 수율도 매우 낮

ST의 SiC MOSFET 제품은 친환경차(Eco-car) 애플리

습니다. 반면 플래너 타입은 이미 안정화된 기술이기 때문

케이션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10억 달러 이

에 양산 시 높은 수율과 성능을 보장합니다. 사실 ST의 2

상의 누적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며, 자동차 분야가 SiC

세대 플래너 타입 SiC MOSFET은 최고라고 하는 최신 트

MOSFET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렌치 타입과 RDS(on)이 비슷합니다. 더욱이 현재 ST가 개

전기차에 추가되는 트랙션 인버터의 설계 요건은 효율,

발하고 있는 3세대 플래너는 자사의 2세대 플래너 타입은

고온 동작, 빠른 스위칭입니다. ST는 이러한 특징을 제공

물론, 경쟁사의 트렌치 타입보다 현저히 RDS(on)이 낮습

하는 750V~1200V SiC MOSFET 베어 다이 및 모듈 솔루

니다. ST도 2020년을 목표로 양산성을 고려한 트렌치 타

션을 공급합니다. 또한 온보드 차저를 위한 정류 및 전력

입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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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 반도체가 뭐길래, 저소음 슬림화 냉각효율도 뛰어나
LG이노텍 ‘열전 반도체 테크 포럼’에 뜨거운 관심 몰려
LG이노텍(대표 박종석)이 최신 열전 반도체 기술 동향

하고, 온도 차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을 공유하는 ‘열전 반도체 테크 포럼’을 지난달 20일, 마곡

이 기술로 컴프레서나 열선 없이 간편하게 냉각·가열이

LG이노텍 R&D캠퍼스에서 개최했다.

가능하고, 외부 온도의 변화에도 원하는 온도로 정밀하게

‘열전 기술로 만들어가는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한 삶
(Eco-friendly & Convenient life)’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는 열전 반도체 분야 학계를 비롯해 가전, 자동차, 선
박 등 주요 업계 전문가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열전 반도체는 전기를 공급해 냉각·가열 기능을 구현

42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폐열(廢熱)을 회수하여 전기에너지
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기술이다.
나노 다결정 소재를 적용한 열전 반도체 개발에 성공
한 LG이노텍은 최근 구미 공장에 소재 생산라인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양산 계획이다. 시장조사업체 테

크나비오(TechNavio)에 따르면 열전 반도체 글로벌 시장

야 전문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는 지난해 4억 7,155만 달러에서 2020년 6억2,673만

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한국전기연구원 열전기술연구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열전 반도체 기술은 소형 냉장

센터 책임연구원 박수동 박사(한국열전연구회 회장)는

고, 정수기 등 생활 가전에서 통신, 냉각 설비 등 산업용

“미래 에너지는 에너지원과의 융합성, 친환경성, 지속가

장비와 차량, 선박,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적용 분야가 확

능성과 같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열전 반

대되고 있다.

도체 기술로 산업현장의 미활용 열원(熱源)을 재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독자 개발한 나노 다결정 소재 적용

고 강조했다.

LG이노텍의 열전 반도체는 이 회사가 독자 개발한 나

이와 함께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규형 교수는

노 다결정 소재를 적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나노 다결

“나노 구조의 다결정 열전 소재는 기존 단결정 대비 강

정 소재는 10억분의 1미터 수준인 나노미터(nm) 단위의

도와 효율, 성능이 높아 열전 반도체 확산의 원동력이 될

초미세 결정 구조를 구현하는데 이를 통해 기존 단결정

것”이라고 말했다.

소재의 강도와 효율을 높여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서 차량
선박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소재부터 생산까지 토털 서비스

나노 다결정 소재는 단결정 소재 대비 2.5배 이상 강도

LG이노텍 CTO산하 이형의 연구위원은 LG이노텍의 차

가 높아 진동으로 소재가 깨지기 쉬운 차량, 선박 등에 적

별화된 열전 반도체 솔루션을 공개했다. 이 위원은 “LG이

용이 가능한 특장점이 있다. 또한 열저항을 최소화시킨

노텍은 열전 반도체 소재소자모듈의 R&D부터 생산, 품

자체 모듈 구조를 적용해 단결정 열전 반도체 모듈 대비

질관리에 이르는 토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독자

냉각 효율을 30% 높여 동일 온도로 냉각 시 소비전력을

개발한 나노 구조의 다결정 열전 소재 및 모듈화 기술을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다.

기반으로, 적용 분야를 더욱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박종석 사장은 “열전 반도체는 우리의

이날 행사장에는 전시 부스가 마련됐다. LG이노텍의

삶을 친환경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혁신 기

나노 구조 다결정 소재를 적용한 열전 반도체, 응용 제품

술”이라며,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분

등 총 20여 종이 전시됐다. 특히 와인셀러, 협탁 냉장고,
가방 등 열전 반도체가 적용된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방문객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LG이노텍의 회사 관계자는 “LG이노텍은
열전 반도체의 소재, 소자, 모듈의 R&D부터
생산 및 품질관리에 이르는 토털 서비스 제
공이 가능하다. 차별화된 나노 다결정 소재
와 모듈화 기술 확보로 가전뿐 아니라 통신,
차량선박, 산업용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LG이노텍 박종석 사장

열전 반도체 적용 분야를 더욱 넓혀갈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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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제어 모듈 개발하기

머신러닝 프로젝트, 똑똑한 왕자(SmartPrince) 만들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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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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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Sensor(센서제어) 모듈
커널연구회에서 설계하여 제작한 SmartSensor 모듈의 외형은 아래
사진과 같다. 이 모듈의 모델명은 B05_SmartSensor이다. 이 보드는
SmartPower 모듈에서 라즈베리파이 40핀 I/O핀에 장착할 수 있고, 아
두이노 헤더핀과도 호환된다. Cortex-M0(STM32F0) MCU가 내장되어
있어 모듈 독립적으로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림 1. SmartSensor 모듈 외형 사진

SmartSensor에서 수집하고 있는 센서 데이터들은 다음과 같다.
•A
 ccelerometer 센서: 3축(X, Y, Z축) 방향별로 이동속도 데이
터를 수집할 수 있다.
•G
 yroscope 센서: 3축(X, Y, Z축) 방향별로 기울기 데이터를 수
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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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netic 센서: 3축(X, Y, Z축) 방향별로 지구 자기

•외
 부 확장 헤더핀(20핀)을 제공하여 ADC 센서 4개,

장(나침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 온도, 습도, 조도 센서: 온도, 습도, 빛의 밝기 데이터
를 수집할 수 있다.
• ADC 센서: 각종 ADC 센서(초음파, 적외선)를 연결

외부 GPIO 4개 연결가능
•R
 S232 외부 시리얼 통신
• 고휘도 LED를 색상별(Red, Green, Blue, White) 내장
• 마이크로 USB 포트에 PC의 시리얼통신 터미널을

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연결하여 AT 명령어로 동작 제어

SmartSensor 모듈에 있는 마이크로 USB 포트를 PC에
연결하고 PC에서 시리얼통신 터미널을 실행하여 AT 명령

핀맵 정보

어로 센서 데이터를 쉽게 수집할 수 있다. 또한 라즈베리파

SmartSensor는 아두이노 헤더핀과 호환된다. 아래

이와 아두이노와 결합하여 이동형 로봇의 센서 모듈로 사

의 핀맵 정보를 확인, 장치들과 연결하여 프로그래밍

용할 수도 있다.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부터 설명된다.

할 수 있다.

하드웨어 제원 및 기능
먼저, B05_SmartSensor의 하드웨어 제원 및 기능에

아두이노 호환 헤더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그림 2는 이 모듈의 제원을 부품
위치별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림 3. 아두이노 호환 헤더핀
그림 2. B05_SmartSensor 상단부 설명

B05_SmartSensor 모듈 제원 및 기능 요약
• 보드 크기는 가로 53mm, 세로 75mm(아두이노 헤
더핀 호환)
• Cortex-M0(STM32F0) MCU 내장
• 센서(3축 속도, 기울기, 방향), 온도, 습도, 조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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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원 연결 핀

핀번호
PB1
PB4

핀명칭

PB1_5V

VOUT_ARD_5V

PB11 PB12_12V
PB12 PB12_12V
PB8

5V 입력핀

기능

아두이노 보드에서 출력되는
5V 입력핀
12V 입력핀
12V 입력핀

VIN_TRIG_GPIO2 보드 전원 제어(On/Off)용 핀

보드에 인가되는 전압은 5V, 12V 모두 사용 가능
하다. 아두이노 보드를 통하여 5V만 입력해도 되고,
SmartSensor 보드에 12V를 인가해도 된다. 배터리(리
튬이온 18650타입) 전원은 3.7V를 2개 직렬로 연결하여
7.4V를 12V핀에 인가한다.

아두이노 및 외부 장치간 인터럽트 핀

핀번호

PD5
PA1

핀명칭

기능

PD5_IRQ1 인터럽트 수신용 핀
PA1_IRA1 인터럽트 응답용 핀

외부 연결 확장핀

PB8(VIN_TRIG_GPIO2)핀은 SmartSensor 보드에 인가
되는 전원을 차단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PB8에 Low 신
호가 입력되면 SmartSensor 보드 전원이 차단된다.

SmartSensor 보드의 하단부에 외부 확장핀(20핀: 2열
10핀)을 제공하여 ADC 센서 4개, 외부 GPIO 4개, RS232
시리얼 통신을 연결할 수 있다.

아두이노 및 외부 장치간에 시리얼, I2C, SPI 데이터 통
신 및 인터럽트 처리는 아래의 핀번호를 참조하여 프로그
래밍할 수 있다.
아두이노 및 외부 장치간 시리얼 통신

핀번호

PD3
PD4

핀명칭

PD3_RXD 시리얼 데이터 수신(RxD)
PD4_TXD 시리얼 데이터 전송(TxD)

아두이노 및 외부 장치간 I2C 통신

핀번호

PE9

PE10

핀명칭

PE9_SDA2

PE10_SCL2 I2C 클럭

핀명칭

PE4

PE4_SPI_MOSI

PE5

PE5_SPI_MISO

PE6

기능

I2C 데이터 송수신

아두이노 및 외부 장치간 SPI 통신

핀번호

기능

PE6_SPI_CLK

그림 4. 외부 확장핀 위치

기능

SPI 데이터 전송(Master Out
Slave In)
SPI 데이터 수신(Master In
Slave Out)
SPI 클럭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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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 연결방법

커널연구회는 SmartSensor 모듈에 USB 시리얼
(UART) 장치로 Silicon Labs사의 CP2102 IC를 사용

아래 사진처럼, SmartSensor 모듈에 있는 마이크

했다. 이 장치는 PC에 기본적으로 드라이버가 설치되

로 USB 포트를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PC에 연결한

어 있으므로 별도로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아도 자동

다. USB 연결선을 PC에 장착만 하면, USB로부터 5V

으로 인식된다.

전원이 공급되므로 SmartSensor 모듈 하나는 충분히
동작된다.

PC의 장치관리자에서 USB 시리얼(UART) 통신 장치의
포트 번호를 확인한다. 위의 그림에서는 COM4 포트이다
(포트 번호는 PC마다 달라질 수 있다).
PC에서 시리얼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윈도우
시리얼 터미널이나 Putty, SecureCRT등 사용하기 편한
시리얼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된다. 실행한 시리얼
터미널 프로그램의 시리얼 통신 설정(옵션) 메뉴에서 시리
얼 옵션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그림 6. 마이크로 USB 포트를 PC에 연결

윈도우의 장치 관리자를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이

그림 8. 시리얼 통신 옵션 설정

SmartSensor의 시리얼 장치가 자동 인식된다.

시리얼 Baud rate는 115200, Data bits는 8, Parity는
None, Stop bits는 1로 설정하고, Flow control은 모두 체
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시리얼통신 옵션들을 설정한 후, Smart
Sensor 보드의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시리얼 터미
널 화면에 아래와 같은 메시지들이 출력되면서 동작을
시작한다.
그림 7. SmartSensor의 시리얼 장치가 자동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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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or Control Command --------------------------AT+SLSM?n Getting Accelerometer/Gyroscope(LSM) Data
AT+SLIS?n
Getting Magnetic(LIS) Data
AT+SHTS?n Getting Humidity/Temperature(HTS) Data
----------------------------- ADC Data Command -----------------------------AT+SADC?n Getting ADC Data(n:0=ALL, 1=ADC1, 2=ADC2,
3=ADC3, 4=ADC4, 5=ADC5)

그림 9
<부팅 로그 메시지>
user_uart_init(USART1): [OK]
user_uart_init(USART2): [OK]
user_uart_init(USART3): [OK]
user_timer6_init(): [OK]
user_timer7_init(): [OK]
user_spi_init(SPI2): [OK]
user_i2c_init(I2C1): [OK]
user_i2c2_init(I2C2): [OK]
usr_adc_dma_init(): [OK]
(c)www.kernel.bz B05_SmartSensor_V02 Started
Sensor[0]:LSM, Addr:D6, ID:68==68 [OK]
Sensor[1]:LIS, Addr:3C, ID:3D==3D [OK]
Sensor[2]:HTS, Addr:BE, ID:BC==BC [OK]
Sensor[3]:LPS, Addr:BA, ID:BD!=FF [FAIL]
ADC user1 = 1997
ADC user2 = 2119
ADC user3 = 2037
ADC user4 = 2245
ADC user5 = 2700

---------------------------- LED Control Command ---------------------------AT+SLED=n,0 LED OFF(n:1=(RED), 2=(GREEN), 3=(BLUE), 4=(WHITE),
5=ALL)
AT+SLED=n,1 LED ON(n:1=(RED), 2=(GREEN), 3=(BLUE),
4=(WHITE), 5=ALL)
OK

AT 명령어 사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커널연구회 링크
를 참조해 주기 바란다.
https://www.kernel.bz/blogPost/B05_SmartSensor

센서 데이터 가져오기
센서들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AT 명령어는 다음과 같
이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로 AT+SLSM?n 명령어는 3
축 가속도와 3축 기울기 데이터를 가져온다. 두 번째
AT+SLIS?n 명령어는 지구 자기장(지자계) 센서로부터 방
향 정보를 가져온다. 세 번째 AT+SHTS?n 명령어는 온도
와 습도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온다.

시리얼 터미널에 키보드로부터 AT? 라고 명령을 입력하
면 다음과 같은 AT 명령어 사용법(도움말)이 출력된다. 이
명령어들의 자세한 사용법은 다음 절부터 자세히 설명한다.
<AT 명령어 도움말>
AT?
-------------------------------- Module Version -------------------------------B05_SmartSensor_V02 (c)www.kernel.bz

<센서 데이터 수집 명령어>
-------------------------- Sensor Control Command -------------------------AT+SLSM?n Getting Accelerometer/Gyroscope(LSM) Data
AT+SLIS?n
Getting Magnetic(LIS) Data
AT+SHTS?n Getting Humidity/Temperature(HTS) Data

먼저 AT+SLSM? 명령어를 시리얼 터미널에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출력한다. AT+SLSM?n에서 n은
생략가능하다. 하지만 n에 숫자를 입력하면 그 숫자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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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반복 수집하여 평균값을 출력한다. 예를 들어 n

다음으로 AT+SLIS? 명령어를 시리얼 터미널에 입력하

에 6을 입력하면, 내부적으로 센서 데이터를 6번 반복 수

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출력한다. AT+SLIS?n에서 n은

집하여 합산한 후 6으로 나눈 평균값을 출력한다. 이렇게

생략가능하다. n은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반복 수집하는

하면 오차가 줄어든다.

횟수이다.

acc_x=-35866, acc_y=3355, acc_z=1464671, roll=15067500,
pitch=126236248, yaw=-103459999

위의 데이터는 SmartSensor 보드에 있는 3축 가속도와
3축 기울기 센서인 LSM6DS0 칩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하여 출력한 것이다. acc_x는 X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 발
생하는 가속도 데이터이고, acc_y는 Y축 방향으로 이동
할 때 발생하는 가속도 데이터이며, acc_z는 Z축 방향으
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가속도 데이터이다. 그림 10은 이

mag_x=146146, mag_y=-866362, mag_z=-1402036

위의 데이터는 SmartSensor 보드에 있는 3축 지자계
센서인 LIS3MDL 칩으로부터 지구 자기장을 기준으로 이
칩이 놓여진 방향 데이터를 출력한 것이다. mag_x는 X축
기준의 방향 데이터이고, mag_y는 Y축 기준의 방향 데이
터이며, mag_z는 Z축 기준의 방향 데이터이다. 그림 12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림 10. 3축 가속도

roll은 X축을 기준으로 기울어진 기울기 데이터이고,
pitch는 Y축 기준의 기울기 데이터이며, yaw는 Z축 기준
의 기울기 데이터이다. 그림 11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림 12. 3축 방향

다음으로 AT+SHTS? 명령어를 시리얼 터미널에 입력
하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출력한다. AT+ SHTS?n에서
n은 생략가능하다. n은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반복 수집하
는 횟수이다.

temper=21353, humty=58543

위의 데이터는 SmartSensor 보드에 있는 온도 습도 센
서인 HTS221 칩으로부터 온도와 습도 데이터를 가져와서
출력한 것이다.
그림 11. 3축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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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C Data Command -----------------------------AT+SADC?n

Getting ADC Data(n:0=ALL, 1=ADC1, 2=ADC2,
3=ADC3, 4=ADC4, 5=ADC5)

그림 13. 온도 습도 센서

temper는 온도 데이터이고 humty는 습도 데이터이다.

ADC 센서들의 데이터 가져오기
ADC 센서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SmartSensor 보드

AT+SADC?를 시리얼 터미널에 입력하면 다음과 같
이 ADC 센서 번호별로 각각의 데이터가 출력된다.
AT+SADC?n에서 n은 생략가능하다. n은 데이터를 내부
적으로 반복 수집하는 횟수이다.

adc1=2195, adc2=1978, adc3=2071, adc4=2320, adc5=2846

의 하단부에 있는 외부 확장 헤더핀(2열 40핀)에 연결
할 수 있다. ADC 센서들의 데이터에 해당하는 ADC1, 2,
3, 4는 외부 확장 헤더핀번호 1, 2, 7, 8에 각각 연결하고
전원(5V)은 5, 6, 11, 12번 핀에 연결하고 0V 그라운드는
3, 4, 9, 10번 핀에 각각 연결하면 된다. 특별히 ADC5는
SmartSensor 보드에서 조도(빛의 밝기)센서에 연결되어
있다(내장).

adc1은 ADC1 센서의 데이터, adc2은 ADC2 센서의 데
이터, adc3은 ADC3 센서의 데이터, adc4은 ADC4 센서
의 데이터이고 adc5은 ADC5 센서의 데이터이다. 특별히
adc5는 SmartSensor 보드에 내장되어 있는 조도센서 데
이터 값이다. 이 값은 최소 0부터 최대 4095 사이에서 출
력된다. 빛이 밝을수록 큰 값이 출력되고 빛이 어두워질수
록 작은 값이 출력된다. KEMC
※기
 타 문의 사항은
이메일(rgbi3307@nate.com)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14. ADC 센서 연결 핀맵

ADC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명령어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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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접지 및 피뢰 트러블
예방대책
글 | 한찬호 교수/기술사(전력기반기술연구원)

2) 보 조 극 을 9 0 ° ~ 1 8 0 ° 배 치 하 여 측 정 하 는 방 법
측정대상 접지극과 보조접지극을 그림 7.5와 같이
90°~ 180°로 배치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측정법(3-Point Fall-of- Potential Test)을 대치할
수 있는 측정법이다.
측정시 접지시스템을 장비와 분리시키지 않고 측정할

① 3 00ft×300ft(91.44m×91.44m) 규모의 접지

수 있으며,접지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접지저항을 측정할

극은 보조극과의 이격거리가 750~1,000ft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장비와 직접 접촙하지 않으므

(228.6~304.8m)로 약 2.5배 이상 되어야 함

로 안전하며 측정절차가 쉽고 매우 정확한 측정을 할 수

② C와 P를 연결하여 측정한 값과 결선을 반대로 하
여 측정한 두 측정값을 취함

있는 장점이 있다.
MGN(Multi Grounding Neutral)전력시스템이나 통신케

③ 각 각의 방법으로 측
정한 저항값의 차이
가 15[%]이하이면 두
측정값의 평균을 E의
접지저항값으로 함
④ 두 측정값의 오차가
±15%초과하면 E와
C간의 거리를 늘려
시험을 반복함
3) 클램프-온-미터 방법
(1) 측정기의 원리
이 측정법은 간단한 원
리에 의한 독특한 측정
방법으로 3-점전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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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보조극을 90°~ 180°로 하여 측정하는 방법

이블의 경우처럼 다중접지된 시스템의 경우 [그림 3-5]와

적 경로가 구성되었는가 확인한다.

같은 회로로 모델링될 수 있다. 이때 특수한 변류기를 사

②측
 정기의 집게 입구(Clamp Jaw)가 측정할 접지봉

용하여 흐르는 전류를 측정할 때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는

혹은 접지선에 충분히 물릴 수 있도록 접지선 주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위의 설치물을 제거한다. 장비 측정단자를 직접접
지봉에 물릴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③측
 정기를 접지도선 혹은 접지봉에 물리고, 전류 버
튼 “A”를 누른다.
④ 접 지 전류를 측정하여 측정전류가 최대 범위

따라서, E/I=Rx라는 식이 성립된다.
위 식에서 합성 저항을 무시할수 있다고 하면, 접지 저
항은 Rx가 된다. 만일전압E가 일정하여 전류 I를 검출할
수 있다면, 측정할 접지봉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다.

30Amp를 초과한다면, 접지 저항을 측정할 수 없다.
⑤ 30Amp룰 초과하지 않을 때, 접지저항 버튼 “Ω”
를 눌러 측정한다.
⑥ 측 정된 접지저항치는 접지봉과 중성선(Neutral

따라서 위식으로부터 접지저항 Rx을
얻게 된다.
[그림 3-5]에서, 전류 I는 주파수 약
1.6KHz의 일정한 전압 발전기(Voltage
Oscillator)에서 전력증폭기를 거친 후 특
별한 변압기를 통해 장비의 송신 단에 공
급된다. 이 장비의 공급전류는 측정시
장비의 수신단에서 검출할 수 있게 된다.
만일 클램프(Clamp)회로가 적절하게
페회로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LCD상에
“Open Jaws”라고 표시된다.

[그림 3-5] 클램프-온-미터 방식의 접지저항 측정원리

[그림 3-6]은Clamp-on측정 방법에
대한 예를 나타내며, 대지와 측정할 접지
시스템과 전기적인 회로가 구성되는 상
태를 보여준다.
(2) 측정절차
C lamp-on측정기를 이용한 측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측정할 접지 시스템이 접지 봉간
의 연결도선이나 접지봉 혹은 중
성선(Neutral Line)으로부터 전기

[그림 3-6] Clamp-on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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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사이의 합성 접지저항치를 나타내며, 이때
중성선과 저항치는 무시할수 있다.
⑦ 접지저항 기록 양식에 측정치를 기록한다. 또한 측

⑤ 접지저항 측정시 접지를 반드시 연결해야 하므로
자동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진다.
⑥ 동도에서 사용한 경우 각 휘다 케이블의 본딩 상

정 일자, 측정 전류, 측정 위치 및 접지봉을 함께

태를 대략 점검할 수 있다.

기록한다.

즉, 선로의 본딩이나 접지상태가 불량할 경우 측

⑧ 측정을 위해 제거했던 모든 설치물을 원상 복구한다.

정결과가 모국접지저항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⑨ Clamp-on측정기에 이한 측정을 완료한다.
(5) 측정 장비
(3) 확인사항
① 측정치가 “0.7”로 표시됨
•접지봉이 아닌 연결 도선만의 측정치 임.
•건물 철골 혹은 일반 도선에 연결되었을 때
•정확한 측정치가 아니므로 측정할 접지봉을 확인함.
•공통 연결 접지 혹은 접지 시스템의 불량 시공
② 측정기 상에서 “OL”이 표시됨
•측정 접지저항치가 아주 높을 때나 연결 회로가
구성되지 않았을때
•접지 시스템의 불량 시공
•측정할 접지 시스템의 전기적 폐회로가 구성 안됨
•측정할 접지의 연결회로, 측정기의 집게 입구
(Clamp Jaw)등의 연결 상태가 불량.
③ 측정기 상에“Noise"가 표시될 때
•측정 위치 내에 매우 큰 Noise원이 존재함 - 가
능한 Noise 원을 제거
•Noise 원에서 이격하여 측정 - 접지봉 가까이서
측정함.

3.1.3 접지저항 측정의 61.8% 법칙
1) 전위강하법의 기본구성은 [그림1]과 같으며 그림에
서 E는 측정대상의 접지전극이다. C,P는 측정용 보
조전극으로 E에서 적당한 거리에 있으며 C가 전류
전극,P는 전위전극이다. EC 간에 교류전원을 연결
하고 대지에 전류가 흐르면 EP 간의 전위차가 V[V]

(4) 측정법의 특성

접지저항 측정값으로 한다. 측정상의 주의로서는

② 접지체와 접지대사를 분리하지 않을뿐더러 보조접

일반적으로 접지저항 측정은 전류 보조극의 거리는

지극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바르고 간편한

20[m], 전위보조극은 10[m]라 쓰여 있으나, 측정을

측정이 가능하다.

위한 전류보조극과 전위보조극의 배치의 이론적인

③ 접지저항이 3Ω 이상인 경우에만 측정이 가능하다.
④ 도심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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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대지에 흐른 전류를 I[A]라고 하면 V/I [Ω]을

① 다중접지된 통신선로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표 3-2] 정기점검 사항

2) 전제조건

점검부위

접지전극
매설부

점검 항목

[그림 3-7] 61.8%법칙 구성도

① [그림 3-7]과 같이 E 전극 : 반지름 r 반구형 접지전극
의 접지저항을 측정시 보조전극의 적정 위치선정은

접속 및
접지 개소

점검 사항

•굴착작업 또는 지형변경작업 유무
•접지전극 또는 접지선 연결부의 부식
•접지전극 또는 접지선 연결부의 절단
•접지전극 위치 표시판의 설치 유무
•동판 및 단자의 부식 유무
•접속부 연결 상태(이완해체) 등
•접지선의 오손, 단선 유무
•연결부 조임 상태
•접지 개소의 부식, 접촉부 상태
•접지선의 유지관리 상태

3.2.3 접지선(보호도체)의 접속관리
1) 접지선 접속은 금속재질(무산소동)을 고려하여야 한

② P , C 전극은 E 전극에서 일직선으로 P가 C의

다. 그 접속은 부식되지 않아야 하고, 접속금속 재질

61.8% 거리로 설치. 전류 I가 E로 들어오고 , C로

별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부적절한 이종금속간

나가는 것으로 회로 구성

의 접속은 전지작용과 같은 부식을 가속화 할 수 있

③ 또 주위 대지저항률 ρ는 일정한 것으로 가정함.

으므로 부득이 사용시에는 이질금속 슬리브를 사용
하거나 용융접속을 한다.

3.2 접지시스템의 관리
2) 정기적으로 접지선(보호도체)의 접속 상태를 확인하

3.2.1 접지저항의 측정관리
1) 다음의 경우에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① 전기설비의 준공 후 사용하기 전
② 점검 주기에 따른 정기적인 측정

고 보수한다.
[표 3-3] 접속 터미널 비교

구 분

KS 규격품

비 KS 규격품

③ 기기의 이동이나 증설, 개보수의 확인 등 필요시
④ 기기 사용 중에 전격 등과 같은 이상요인이 감지
된 경우

제품
사진

2) 정기 접지저항 측정은 1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하여.
접지저항의 변화추이 및 규정치 내의 적합여부를 판
정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한다.

3.2.2 접지전극의 유지관리
매설된 접지전극 및 접속개소는 [표 3-2]을 참조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재
질 무산소동 (KSD 5201)
도 전 율
100%
두
께
1.6T
치
수
Spec In
무
게
5.7g
이음부 재질
은 (KSD 8319)
도금 두께
1.00

인탈산동
70%
1.0T
Spec Out
3.6g
납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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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기설비 트러블예방 접지대책
4.1 전기설비의 접지설비로 인한 트러블
4.1.1 서로 다른 접지설비에 전위차 발생
우리나라 전력 설비는 [그림 4-1]과 같이 독립 접지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경우 A접지계 에서 지
락이 발생하여 A접지극으로 지락전류가 흐르는 경우
A접지극의 전위가 상승하고 전위분포 곡선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B의 접지계에 ΔV의 전위가 나타 나게
된다. 이상적으로 A와 B가 무한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전위의 영향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빌딩 등 한정된 공

[그림 4-1] 독립접지의 전위상승

간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문제가 된다.
또한 이러한 접지계통은 경미한 지락사고에서 전
위차에 의한 접지루프 전류가 흐르게 되어 Noise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4.1.2 접지설비의 임피던스
아래 [그림 4-1]과 같이 일반적인 기기 접지설비의
임피던스 크기는 주파수에 따라 수〔Ω〕에서 수백〔Ω〕까
지 변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어떤 두 점간에는 높

[그림 4-2] 접지 LOOP 전위차

은 전위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설
비 등의 트러블이 발생한다.

4.1.3 임펄스 임피던스
낙뢰의 침임에 의한 급준파는 유입전류의 상승률이
높고, 즉 파두장이 잛다. 이러한 낙뢰는 에너지의 측면
에서 적은 양을 갖지만 대지전위의 상승이나 절연파괴
측면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지닌다. 전력설비의 절연파
괴나 역섬락등의 치명적으로 전력설비에 악영향을 가하
는 급준파전류를 빠르게 대지로 방사시키는 것이 접지
저항이나 접지임피던스의 저감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
때 급준파전류에 대한 순간 전위상승의 비를 “임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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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접지임피단스

임피던스 혹은 써지 임피던스”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급준

승 값이 크게 변화된다. 저주파수인 경우 전류가 유입되

파전류는 수 MHz에 이르는 고조파도 존재하므로 진행파

는 지점에서 전위상승이 높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범위에

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서 전위가 상승한다. 그러나 고주파수의 경우는 전류 유입
점 근처에서 매우 높은 전위상승을 나타내고， 반면에 다

4.2 접지전극의 과도특성

른 모든 부분은 높은 범위의 평탄한 전위 분포를 나타낸
다. 결과적으로，접지시스템에 고주파수 전류가 유입될

최근의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전자를 이용한 설비의 사

때는 접지전극 전체의 접지임피던스는 상승하고， 대지전

용이 급증하면서 고주파 및 뇌서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위 및 접지전류는 유입되는 접지전극 주위에 순간적으로

게 되었다. 전기설비 관리자들의 관심도 설비 유지보수와

집중된다.

같은 고전적인 측면에서 서지 전류에 의한 전기적 장애 발
생 시 빌딩 내부의 전자 통신 및 제어 설비의 보호와 안정

2) 접지전극의 주파수 응답 특성

적 운용의 확보 차원으로 뇌서지에 대한 과도 응답 및 주

접지전극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살펴볼 때 접지봉의 형

파수 응답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상과 접지 포설 면적이 접지임피던스의 크기와 대지전위

수 (kHz)~수(MHz) 의 주파수 성분을 가진 스위칭 서

분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나 뇌서지가 유입될 때 접지시스템의 리액턴스 성분

일반봉，메시，습식 전해질 접지계 중에서 주파수에 따른

으로 인해 접지임피던스는 60[Hz]의 상용 주파수 임피

접지임피던스 크기와 대지전위 상승 특성은 전해질(습식

던스 특성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 이러한 원

전해칠) 접지계가 가장 좋다. KEMC

인으로 인해 종래의 접지저항， 접촉 및 보폭
전압과 같은 인명의 안전 측면과 더불어 고주
파 및 뇌서지가 유입될 때의 접지시스템별 과
도 응답 특성은 뇌서지 및 고주파 서지로 인
한 사소한 장애가 전력 계통 및 전자， 통신
시스템 운용과 유지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개폐용�커버
조작용�캡

접지선과�연결되는
접속동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호 대책 치원에서 접지
계로 침입하는 뇌서지와 과전압에 대한 설비
나 전자 기기의 보호를 위해 접지전극의 형상
과 규모에 따른 대지전위 크기와 급준파 서지
에 대한 접지임피던스의 과도 특성 파악이 반
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4.2.1 접지전극의 과도특성

충전용�저감재
배출�구멍

GEM충진
전해질�저장조
지름 50mm2

1) 주파수에 따른 대지전위 분포
접지전극의 한 지점에 전류가 유입될 때，
유입되는 전류의 주파수에 따라 접지전위 상

[그림 4-4] 전해질 접지전극(탄소봉접지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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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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회전기 예방진단 및
관리기술

6. 절연파괴 및 모델링
7. 고
 압회전기 절연내력 시험 및
수명평가 기법

글│한전 전력연구원 김 희 동 수석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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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4 ~그림 1-76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교류전류,

히려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표 1-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커패시턴스 및 유전정접의 특성을 종합적으로비교해보면

그림 1-74를 근거로 측정된 제2차 전류급증점이나타나는

No. 2~No. 4는 전압 증가에 따른 그래프 패턴이 일치성

전압이 No. 1은 8.3 kV로 측정되었고 그림 1-75와 그림

을 갖고 있다. 즉, 교류전류, 커패시턴스 및 유전정접의 크

1-76을 비교해 볼 때 커패시턴스와유전정접이 각각 3 kV

기를 비교해 보면 No. 2는 가장 크고, No. 4는 가장 낮게

에서 급증하다가 다시 증가율이 완만해지는 전압이 둘 다

나타났다. 그러나No. 1은 No. 2~No. 4에 비해 교류전류

8 kV 정도를 나타내고있다. 따라서 교류전류, 커패시턴스

와 커패시턴스는 높게 나타났으며, 유전정접의 크기는 오

및 유전정접과 전압 사이의 특성을 비교해 볼 때 상호 연

표 1-33. 6.6 kV 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부분방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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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1차 전류급증점이

그림 1-77에 부분방전 크기-전압 특성을 나타내었

나타나는 전압은 커패시턴스와 유전정접의 급증하는전압

으며, 6.6 kV 고압전동기는 4.76 kV에서 부분방전 크기

과 일치하고, 제2차 전류급증점이 나타나는 전압은 커패

가 10,000 pC 이하는 양호하게 판정하고 있다. 고압전동

시턴스와 유전정접이 급증하다가 다시 증가율이 완만해지

기 상전압의 1.25배 즉 4.76 kV에서No. 1~No. 4의 부분

는 전압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방전 크기가 1,900 pC~5,300 pC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표 1-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

10,000 pC 이하로 측정되어 절연상태가 양호하게 판정되

선에서 삼상 일괄로 교류전압을 인가하면서 부분방전 크

었다. 6.6 kV에서 No. 1의 부분방전 크기가 10,000 pC이

기, 외부 노이즈 및 부분방전 개시전압을 측정하였다. 고

며, No. 4는 3,500 pC을 나타내고 있다.

압전동기 고정자 권선에서 부분방전을시험할 때 외부 노

표 1-34는 제1차 전류급증점이 나타나는 전압, 커패시

이즈가 150~170 pC으로 측정되었다. 고압전동기 상전압

턴스가 급증하는 전압(capacitance raise voltage), 유전정

(E/?3, 3.81 kV), 상전압의 1.25배(4.76 kV), 6.0 kV 및 정

접이 급증하는 전압(tanδraise voltage), 부분방전 개시전

격전압(6.6 kV)에서 부분방전 크기를 나타내었다. 고압전

압 및 제2차 전류급증점이나타나는 전압 등을 나타낸 것

동기 고정자권선의 부분방전 패턴은 4대 모두 주절연물

이다. 고압전동기 No. 1, No. 2, No. 3, 및 No. 4의 제1차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는 내부방전을 나타내었다. 외부 노

전류급증점이나타나는 전압은 각각 3.0 kV, 4.8 kV, 5.0

이즈에서 시작하여 부분방전의 크기가 1,000 pC이상으로

kV, 및 5.1 kV이고, 커패시턴스 급증 전압은 각각 3.0 kV,

나타날 때의 전압을 부분방전 개시전압(Partial Discharge

5.0 kV, 5.0 kV, 및 5.0 kV, 유전정접 급증전압도 No. 1은

Inception Voltage : PDIV)이라 한다. 그림 1-75와 그림

3.0 kV이고 No. 2~No. 4는 5.0 kV를 나타내었다. 또한

1-7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커패시턴스와 유전정접이 3

고압전동기 No. 1, No. 2, No. 3 및 No. 4의 부분방전 개시

kV~5 kV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방전

전압은 각각 2.9 kV, 4.5 kV, 4.5 kV 및 4.5 kV를 나타내

개시전압도이 부분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었다. 고압전동기 No. 2~No. 4는 제1차 전류급증점이 나

실제로 발전소 현장에서 측정한 부분
방전 개시전압은 2.9 kV~4.5 kV이었다.
다시 말하면 커패시턴스-전압 특성과 tan
δ-전압 특성에서 커패시턴스와 tanδ값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전압이 부분방전 개시
전압과 거의 일치하게 된다. 이 전압은 다
시 그림 1-74의 교류전류-전압 특성에서
교류전류의 제1차 전류급증점을 나타내는
전압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에서 절연상태가 양호하면 유
전정접의 급증점, 제1차 전류급증점 및 부
분방전 개시전압 등이 높은 전압으로 이
동하고 절연파괴 자체도 높은 전압에서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77. 고압전동기의 부분방전 크기-전압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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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전압, 커패시턴스 급증전압, 유전정접 급증전압 및

부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하였다. 고압전동기 혹은 발전기

부분방전 개시전압을 분석한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와 같은 고압회전기 고정자권선의 슬롯단부가 전기적 및

고압전동기 No. 1, No. 2, No. 3, 및 No. 4의 제2차 전
류급증점이 나타나는 전압은 각각 8.3 kV, 11.2 kV, 11 kV

기계적 응력이 집중되어 대부분의 절연파괴가 주로 슬롯
단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및 12.2 kV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고압전동기 No. 1, No.

고압전동기 정격전압에서 절연진단 결과 제1차 전류급

2, No. 3, 및 No. 4의 절연파괴전압도 각각 18.4 kV, 19.8

증점이 나타나는 전압, 커패시턴스와 유전정접의 급증점

kV, 19.7 kV 및 21.7 kV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고압전동기

이 나타나는 전압 및 부분방전 개시전압이 가장 낮은 고

제2차 전류급증점이 나타나는 전압이 가장 낮은 No. 1은

압전동기 No. 1은 절연파괴전압도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절연파괴전압도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제2차 전류급증점

이들 전압이 가장 높은 고압전동기 No. 4는 절연파괴전압

이 나타나는 전압이 가장 높은 No. 4에서 절연파괴전압도

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리고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에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고압전동기 제2차 전류급증점이

서 절연열화가 진행할수록 낮은 전압으로 이동한다고 보

나타나는 전압은 절연파괴전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고하고 있다. 현재 고압전동기 정격전압에서 절연진단이

으로 분석되었다.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압을 분석함으로써 고정자

일반적으로 6.6 kV 전동기의 절연내력은 2E+1 kV 즉

권선의 절연열화 상태를 확실하게 판정할 수 있다.

14.2 kV이상이면 절연상태가 양호하여 운전이 가능하다.
고압전동기 No. 1~No. 4는 모두 14.2 kV 이상에서 절연

6.3 고정자 권선의 모델링

파괴가 발생하여 운전에 문제가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발전기 고정자 권선 절연재료의 모델링은 상용 프로그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압전동기 수명평가를 위해서

램(ANSYS 5.3)을 이용하여 유한 요소법에 의해 시도하였

는 최소한 정격전압이상을 인가할 필요가 있으며, 제2차

으며, 표 1-35는 해석에 필요한 동, 마이카/에폭시 및 철심

전류급증점을 분석한 결과 정격전압의 1.25배 즉 8.3 kV

의 재료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1-78은 모델링에 필요한

이상을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제시된 전압을 보완

발전기 고정자 권선 절연재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하기 위해 재권선으로 판정된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그림 1-79는 발전기 고정자 권선에서 유한요소법에 의한

절연파괴시험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인가전압을 재정립

전기적인 응력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 동 도체에 24kV를 인

하고자 한다. 4대의 고압전동기 고정자권선 모두 슬롯단

가하고 외부 철심을 접지하였을 때의 전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1-34. 6.6 kV 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절연파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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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5.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동, 마이카/에폭시 및 철심의 재료 특성

권선을 웨지로 고정시킨부분에서 최대 전
계 3.22kV/mm가 나타나고, 슬롯 철심과
절연물이 접촉하는 부분에 1.79kV/mm의
전기적 응력이 발생하고 있다.
주기적인 전자력에 의해 슬롯 내에서
권선이 움직이면 윗부분에 굽힘이 작용
하고 아래 부분은 압축에 의해 동 도체와
주절연에 응력이 가해진다. 이와 같은 작
그림 1-78. 고정자 권선 절연재료의 구조

용에 의하여 고정자 권선에서 반도전층
이파손되어 슬롯방전이 발생하므로 계획
예방정비 시에 권선의 상태를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림 1-80은 단말 권선에서 전자력
에 의한 기계적인 응력을 모의하기 위
해 0.1mm의 처짐이 발생할때 슬롯 끝
단과 곡선 부분에서 Von-Mises 등가
응력이 최대 0.156MPa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기동시, 단락 및 비동기화 등
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력은 전류 제곱
에 비례하고, 높은 과도전류 상태에 더
욱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주
절연과 소선절연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마모가 생겨 절연파괴가 진행한다. 또
한 단말권선의 상간에 최대 전압차가

그림 1-79. 고정자 권선 절연재료의 전기적 응력

발생하므로 부분방전과 관련된 열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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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0. 고정자 권선 절연재료의 기계적 응력

그림 1-81. 고정자 권선 절연재료의 전류밀도 분포

권선의 이러한부분에서 주로 일어난다. 부분방전은 전계

적, 기계적인 복합열화로 인한 절연열화가 주요한 원인으

집중과 관련된 임계전압에 의해 개시되며, 방전이 일어나

로 판명되었다. 열적 열화로 인해 마이카 테이프 사이의

기위한 최소전압이 존재한다. 수소냉각 발전기는 높은 수

결합력 감소로 에폭시 리치 영역에서 보이드 발생, 전기적

소압력에서 운전되므로 공냉식에 비해 방전 억제력이 높

열화로 인한 마이카 테이프 내부에서 균열과 보이드 형성,

아 부분방전 발생이 억제된다.

기계적인 진동에 의해 고정자 권선 이동으로 야기되는 마

그림 1-81에서 실제 353MVA 수소 냉각식 화력용 발전

모 및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슬롯 출구의

기 선간 전류 14,722A가 흐를때동도체가장자리에 분포하

취약부에서 절연열화가 진행한다. 그러나 대형 스팀터빈

는 최대전류밀도는 79.2A/mm²로 나타났는데, 이는 줄열

발전기는 수소냉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압전동기에 비해

에 의한 최대 열적 열화 위치를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환경적인 열화는 거의 받지 않고 있다.

발전기 고정자 권선 절연재료에서 전기적 응력은 슬롯 부

네델란드에서는 1983년부터 1997년까지 15년 동안

분에 주로 영향을 미치며, 운전 중 출력 변화로 인한 온도

689대의 발전기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35%가 발전

의 급격한 변동이 높은 열-기계 응력으로 인해 절연재료

기 운전 중에 고정자 권선의 절연열화로 인한 사고로 판

와동 도체 사이에 박리를 야기한다. 기계적 응력은 단말권

명되었다. 발전소에서 운전 중인 발전기의 갑작스런 절연

선 지지 구조의 이동에 의해 영향을 미친다.

파괴 사고는 전력공급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단시간에
복구가 곤란하기 때문에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매

7. 고압회전기 절연내력 시험 및 수명평가 기법

우 크게 된다. 따라서 대형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건전성

최근 국내에서 운전 중인 대형 스팀터빈 발전기 고정자

을 평가하기 위해 절연내력 시험, 부분방전 탐침시험, 운

권선에서 절연문제로 인해 절연파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

전 중 부분방전 시험 및 수명평가 기법 등을 소개하였다.

고 있다. 제작할 때 양수발전소 발전-전동기 고정자 철심
의 부적절한 조임, 대형 스팀터빈 발전기 단말권선을 상

7.1 절연내력 시험

호 연결하는 용접부에서 냉각수 누설에 의한 흡습의 영향

대형발전기에서 절연내력 시험은 가까운 장래에 사고의

으로 절연열화 진행및 장기적인 운전에 따라 열적, 전기

위험이 없도록 정격전압에서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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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정격보다 높은 AC 혹은 DC 전압을 인가하여 판정

압도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정비에 사용되는 시

한다. 시험전압은 발전기 정격전압의 크기에 따라 여러 규

험전압은 (2×VL-L) DC 이다. AC 절연내력 시험전압은 통

격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제작사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결

상적으로 선간전압의 1.25~1.5배이며 DC 절연내력 시험은

정된다. 이러한 절연내력 시험에서 합격한다는 것은 절연

AC 절연내력 시험의 1.7배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3.8kV

물이 아직 열화가 심하게 진전되지 않아 운전조건에 커다

의 발전기는28kV DC에서 시험을 수행한다.

란 변화가 없다면, 향후 몇 년 동안은 사고의 위험 없이 발
전기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절연

7.1.2 고전압 스텝(step) 및 램프(ramp) 시험

내력 시험을 통해 절연열화 정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규정된 DC 절연내력 시험 전압까지 전압을 상승시키면
서 변화되는 전류(절연저항)를 측정함으로써DC 시험에서

7.1.1 DC 절연내력 시험

얻을 수 없는 고정자 권선의 절연상태에 관한 정보를 추

DC 절연내력 시험은 정격전압에서 고정자 권선의 주절

가로 얻을 수 있다. 만약 주절연이약화되고 주위의 조건이

연이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절연내력 시

정상이면, 전압을 상승함에 따라 절연파괴 직전에 갑자기

험은 사용가능 여부를 판정해주는 것이지 진단시험은 아니

전류가 비선형적으로 증가(절연저항도 급격히 감소) 한다.

다. DC 내전압 시험은 AC에 비해 장비 크기가 훨씬 작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시험원은 시험을 중단하며, 인가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전력회사에서는

된 시험전압이충분히높았다고판정되면적절히수립된다음

고정자 권선 정비후에 주절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정하기

의정비시기까지발전기의운전을재개할수있다. 약화된고정

위해 항상 DC 절연내력 시험을 수행한다. 따라서 DC 절연

자권선의상을구별하여정확한위치를발견해야만한다. 시험

내력 시험은 절연파괴에 대비하여 사전에 예비 권선 확보

동안에전압과전류사이의상관관계는동일한시험조건에서수

와 충분한 정비시간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행한고정자권선에대하여비교자료로사용될수있다.

DC 전계가 커패시턴스보다는 오히려 저항에 의하여 결

절연내력 시험과 마찬가지로 고정자 권선은 다른 기기

정되기 때문에 DC 시험 동안에 절연재료 내부의 전기적 응

와 완전히 격리되어야 한다. 시험은 일반적인DC 절연내

력분포는 정상적으로 교류전압 운전에서의 응력분포와 다

력 시험기 혹은 특별히 제작된 램프 시험기로 실시할 수

르게 나타난다. 실제로 발전기고정자 권선에서 절연재료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DC 전압을 사

내부 절연층의 저항에 비례하여 스트레스를 준다. 수냉각

용하여 비선형성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방식의 발전기 고정자 권선에서 물은 완전히 배수시키고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었다. 유전체의 흡수현상에 의한

냉각 호스의 전기적 트래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시간 간격으로 스텝 전압을 상

로 완전하게 건조시켜야 한다. 또한 고정자 프레임(frame)

승할 수있다. 매번 스텝 전압을 상승시키기 전에 미리 계

은 접지되어야 하며 계기용 변류기, 계기용 변압기와 같은

산된 전류와 절연저항 사이의 선형성을 비교하면서그 다

보조 장치들은 단자를 단락시키거나 분리시키고 RTD 온

음 스텝 전압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도 센서는 접지시켜야 한다. 국제규격(IEEE Std. 95-1977)

다른 방법으로는 램프 전압을 일정하게 증가시키면서 전

에 따르면, 새로 제작된 고정자 권선의 공장검수 시험에

압과 전류 사이의 측정치를 연속적으로 기록계에 나타내

AC(rms) 전압의 1.7배를 인가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그

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 주절연에서 약화된

러나 사용중인 발전기 고정자 권선을 정비 후 혹은 주기적

부분이 존재할 경우 전류-전압 곡선이 선형성을 이탈하

정비에 상응되는 경우 AC 시험전압에 비례하여 DC 시험전

기 시작하는시점이 발견된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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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장치 개발을 위한
요소기술의 이해(6)
전력변환장치

Ⅰ. 전력변환장치(PCS)의 하드웨어 설계
1. 전기에너지저장(EES, Electrical Energy Storage)
시스템의 개요

2) 빌딩 및 공장에서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의 역할
전력 사용량이 많은 빌딩이나 공장 및 산업단지의 경
우 블랙아웃과 같은 갑작스런 정전사태가 발생할 경우 경
제적인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를 갖추고 있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은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원

지만 대부분 디젤발전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와

으로부터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필요시 사

탄소절감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빌딩 및 공장의 경우 중간

용할 수 있게 전력을 저장 및 공급해주는 에너지효율 시

급 규모의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

스템이다.

제점을 해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요금이 낮은 심
야시간대에 전력을 저장하여 필요시 사용하거나 수요반응

1) 가정에서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의 역할

사업에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력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3) 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의 역할

전력요금이 높을 때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전력요금을 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은 발전소에서 생산과 동시

율적으로 절약하게 해준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전기차를

에 소비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발전소는 전력예비율에 따

이용하여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에 저장한 전력으로 전기

라 소비하는 전력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며 특히 전력 수

차를 충전 할 수 있고 천기차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아 저

요가 낮은 심야시간대에는 생산하는 전력보다 더 많은 전

장할수도 있는 신개념 에너지효율시스템이다.

력이 남게 되며 이러한 전력으로 양수발전소를 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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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의 구성요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양수발전소는 건설비용이 높고 적
절한 건설부지 선정이 어렵고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건설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제는 대규모 전기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은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

에너지저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러한 양수발전소 건설의

장치, 교류 전력을 직류 전력으로 변환하거나 직류 전력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게 됐다.

을 교류 전력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전력변환장치
(PCS, Power Conditioning System) 및 전기에너지저장

4) 신재생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저장 시스템의 역할

시스템의 전력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전력관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
화로 인해 태양광발전에너지
원, 풍력발전에너지원 및 바이
오에너지원 등의 신재생에너

HEMS

지원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

BEMS

FEMS

Generation

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원은 발전 출력의 변동성이 크
Battery Battery

고 주파수 제어가 어려워 전
력계통에 바로 연계 했을 경
우 기존 시스템의 기능 저하를
초해한다. 지금까지는 화력발

PCS

BMS

Battery

PCS

BMS

Battery
Battery

PCS

Battery

BMS Battery

PCS
PCS

BMS
BMS

Battery Battery
Battery Battery
Battery Battery
Battery Battery
Battery Battery

Battery

설치용량

전소를 이용하여 주파수 출력
을 관리했지만 비효율적인 문

[그림 1]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개념도

제가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원의 발전량이 높아질수록 이

수용가 부하

러한 문제점은 증가하게 되어
발전 효율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EES 시스템

문제점을 전기에너지저장 시스
템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원
의 발전 출력 변동을 완화하고
생산한 전력을 전력계통에 안

전
력
계
통

PCS

BMS

Battery

저
장
장
치

PMS

EMS

NOC

정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핵심기술
로서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분산형전원
(신재생에너지 등)

[그림 2] 계통연계형(신재생에너지전원 DC연계형) 전기저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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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장치(PMS, Power Management System)를 주요 구성

3) 배터리관리시스템

요소로 이루어진다.

배터리관리시스템은 시스템에 적용된 배터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배터리에 대한 전류, 전압 및 온도 등에 대한 값

1. 저장장치(Battery)

을 측정하여 전력변환장치와 안정적인 통신을 하는 계측 기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에 적용되는 저장장치의 주요구

능, 계산 기능, 제어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해 충전 및 방전 전

성은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전지(이차전지), 전력변환 시

류를 제어하고 배터리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작동이 감지 될

스템과 통신을 하는 배터리 시스템, 배터리 시스템을 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배터리 시

리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Battery Management

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트

System) 등으로 이루어진다.

레이 BMS, 랙(Rack) BMS, Master BMS로 구성된다.

2. 전력변환장치
전력변환장치(전력변환시스템)는 전력관리시스템으로
부터 명령을 받아 전력계통과 저장장치 사이에서 양방향
으로 전력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전력변환장치의 주요 사항은 단체표
준인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 요구
사항(SPS-SGSF-025-04-1972: 2016)표준을 준용하고
최신 버전의 표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 전기에너지저장장치의 배터리 모듈

1) 전지(이차전지)

1) 전력변환장치의 역할
전력변환장치는 저장장치와 전력계통 사이에서 직류전

현재 대부분의 전기에너지저장에는 주로 리튬이차전지

원과 교류전원의 양방향으로 전력 제어를 통해 전력계통

가 배터리로 사용되고 있다. 리튬이차전지는 양극(+)과 음

의 신뢰도 향상과 전력 수요 피크(최대) 시간대에 전기에

극(-) 사이에서 리튬이온의 반응으로 발생된 전기에너지를

너지저장 시스템에 저장된 에너지를 빠르게 안정적으로

저장하는 이차전지이다. 이차전지의 주요 특성은 한국산업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

표준(KS)인 리튬2차 전지 통칙(KS C 8541 : 2003)표준을
준용하고 표준은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전력변환장치의 기능
전력변환장치(전력변환시스템)는 전력계통으로 전력을

2) 배터리시스템

공급하기 위해 배터리에 저장한 직류전력(AC)을 교류전

배터리시스템은 전력변환장치와 통신을 하게 되며 충

력(DC)으로 변환한다. 또한 전력계통에서 교류전력을 직

전 및 방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배터리장

류전력으로 변환하여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치의 기본 단위이다. 배터리시스템의 주요 구성은 에너지
를 저장하는 배터리 뱅크와 배터리관리시스템, 보호장치,

3. 전력관리시스템

전원설비, 냉각설비, 방재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전력관리시스템은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의 상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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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전력변환장치 및 배터리

2. 전력변환장치의 규모(용량)별 분류

관리시스템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운영된다.

전력변환장치를 용량측면에서 분류할 때 대용량의 경

또한 전력계통에 대한 주파수 변동 사항을 분석하고 이

우 모듈을 병렬로 연결하여 수 ㎿ 규모의 전력변환장치

를 통해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PCS)를 구성하는 형태와 수 ㎾ 규모의 전력변환장치를

기능을 한다. 즉, 전력관리장치는 상위 관리시스템의 요구

구성하는 단일용량 형태가 있다.

사항을 분석하여 충전 및 방전 전력량을 제어하는 등 전
기에너지저장 시스템 전체의 전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시

3. 전력변환장치의 용도별 분류

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1) 변전소용 전력변환장치 역할 및 기능
전력변환장치는 설계된 용량에 따라 ㎿급 전력을 수 시

1) 단
 위 전력관리시스템

간 이상 충전과 방전을 할 수 있도록 변전소에 분산하여

(LPMS, Local Power Management System)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다. 이를

전기에너지저장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전력

통해 스마트그리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준다.

저장장치 및 전력계통의 주파수로부터 각종 공정변수를

변전소용 전력변환장치는 전력품질 개선, 부하 평준화, 간

제공받아 운영되는 단위 전력관리시스템은 전력계통주파

헐적 최대부하 저감, 자력 기동 등의 기능을 한다. 변전소

수를 조정하기 위해 자체 알고리즘과 통합 전력관리시스

와 전력변환장치 간의 통신 방식은 KS C IEC 61850 표준

템(MPMS, Main Power Management System)의 요구사

의 DNP 3.0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항을 분석하여 전력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1) 전력품질 개선 및 계통안정화 기능: 유효전력과 무
효전력을 균형적으로 공급함으로서 전압을 일정하

2) 통합 전력관리시스템

게 유지하고 전력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고품질

여러 장소에 설치된 전체 주파수조정용 전기에너지저

의 전력을 공급하게 해준다. 또한 계통 사고로 인한

장 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위해 단위 전력

불평형 문제를 보정하고 주파수 조정을 통해 계통

관리시스템으로 부터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운영하는 통

을 안정화시킨다.

합 전력관리시스템은 주파수 정보 및 상위 시스템으로부

(2) 부하 평준화 기능: 심야 시간대에 값싼 전력이나 잉

터 정보를 입력받아 단위 전력관리시스템을 제어하고 관

여전력을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도

리하는 시스템이다.

록 하여 전력 수요가 피크일 때 사용하거나 판매할

Ⅲ. 전력변환장치(PCS)의 분류

수 있도록 발전전력의 평준화를 할 수 있게 해준다.
(3) 간헐적 최대 부하 저감 기능: 변전소 및 송전선로의
용량을 초과하는 부하에 대한 순시 변동에 따른 최

1. 전력변환장치(PCS)의 구조별 분류

대수요전력을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에 저장할 수

1) 이
 단구조: 전력변환장치의 이단구조는 DC-DC 컨

있게 함으로써 잉여전력을 저장하고 최대 부하를

버터와 DC-AC 인버터가 사용된다.

저감시킨다.
(4) 변전소 시스템의 비상 가동 지원 기능: 정전으로 인

2) 단일구조: 전력변환장치의 단일 구조는 DC-AC 인
버터가 사용된다.

한 변전소 내부 기계 설비가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해
화재 및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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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상전력을 공급한다. 또한 계통사고로 인한 부하

역할을 한다. 수용가용 전력변환장치는 부하 평준화, 독립

와 교류계통에 격리가 발생 된 경우에도 자력으로 기

운전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동하여 변전소 시스템이 비상 가동되도록 지원한다.

(1) 수용가의 전기료 절감 및 부하 평준화 기능
(2) 전력 계통의 문제 발생 시 수용가의 독립운전 기능

2) 신재생에너지용 전력변환장치

①순
 간적 또는 지속적으로 정전이 발생 할 경우 독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발
전환경의 특성상 발전전력량을 예측하기 어렵고 기존의

립 운전 모드로 전환
②독
 립 운전 모드에서 사용자의 기능 설정을 통한

전력계통에 교란을 발생시키는 등 계통안정도에 부정적인

동작 기능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변동 특성은 전
력변환장치를 통해 계통의 안정도를 높일 수 있다. 신재생

전력방출(방전)

전력저장(충전)

에너지용 전력변환장치는 단주기 전력 안정화, 시간지연,
주파수 조정 등의 기능을 한다.

변전소
전력 및 비용절감

(1) 신재생에너지원의 단주기 전력을 안전화 시키는 기능
(2) 신재생에너지원의 출력을 일정하게 변환하여 시간

발
전
소

을 지연 시키는 기능

용
량

(3) 신
 재생에너지원의 주파수 조정을 통한 전력망의 안
정화 기능

0

3) 수용가용 전력변환장치

송전

배전(변전소)
수용가

주간발전량
12

24

시간

[그림 5] 부하 평준화 개념도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의 전력변환장치는 전력을 사용
하는 수용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심야발전량

출처: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2012). 에너지저장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 요구사항. p. 7.
최대 수요

PMS

KS C IEC 61850
DNP 3.0

전력공급
비용저감

발
전
량

완화된 최대 수요

최대 부하 저감
변전소 연계형 PCS

[그림 4] 변전소용 전력변환장치(PCS) 구성도

출처: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2012). 에너지저장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 요구사항.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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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부하 평준화 개념도

출처: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2012). 에너지저장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 요구사항. p. 8.

Ⅴ. 전력변환의 형태

③ 계통이 안전화 된 경우 독립 운전 모드에서 복귀
시키는 기능

1. DC에서 AC로 변환
1. Battery Power Incoming Panel

DC를 주파수가 없는 AC의 관점(주파수 = 0)으로 볼 때

저장장치(배터리)와 연계하기
풍력에너지

위한 직류전력 케이블과 연결되
며 직류차단기 및 노이즈 저감장
치를 설치하여 배터리 보호한다.

2. Inverter Panel
전력용 반도체 소자 및 각종
필터로 구성되며 직류전력(DC)
PCS

과 교류전력(AC)을 변환하는 기
능을 한다.

BMS

HMI(Human-Machine
Interface)를 표시장치로 전면부
에 구성하여 사용 장소에서 전력

Battery

태양광에너지

3. Control Panel

[그림 7] 신재생에너지용 전력변환장치(PCS) 구성도

출처: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2012). 에너지저장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 요구사항. p. 8.

변환장치의 운전 상태를 모니터

Maintenance
Bypass

링 하고, 장애 진단과 기능 제어
를 한다. 또한 인버터에 대한 전
원공급 및 인버터 제어 기능을
하는 제어보드와 계통연계 변압
기 연계하는 AC 차단기로 구성
된다.

4. 냉각장치
과열 발생 시 전력변환장치
Panel 내부 반도체 소자를 보호
하는 장치로 냉각방식에 따라 공

송전 및 배전

계통

계통

Maintenance Bypass

PMS

Data

(Comm.)

Contactor

Contactor

수용가

PMS

수용가

Data (Comm.)

Conroller PCS

Ⅳ. 전력변환장치(PCS) 구성

Conroller

Data (Comm.)
BMS

PCS
Battery System

랭식, 수냉식 및 냉매식 등으로
구분 된다.

[그림 8] 전력 수용가용 전력변환장치(PCS) 구성도

출처: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2012). 에너지저장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 요구사항.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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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가 없는 일정 크기의 교류를 주파수가 있는 일정
크기의 교류로 변환하는 것이다.

2.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
직류를 주파수가 없는 교류의 관점(주파수 = 0)으로 볼
때 교류(AC)가 일정 크기와 주파수를 갖고 있을 때 크기
변화 없이 주파수가 없는 교류로 변환하는 것이다.

3. 직류에서 직류로 변환
직류를 주파수가 없는 교류의 관점(주파수 = 0)으로 볼
때 주파수가 없는 교류를 주파수는 변화 없이 교류의 크
기만 변환하는 것이다.

4. 교류에서 교류로 변환
직류를 주파수가 없는 교류의 관점(주파수 = 0)으로 볼
때 일정 크기와 주파수를 갖고 있는 교류를 교류의 크기
와 주파수 모두 변환하는 것이다.

Ⅵ. 전력변환장치의 기술 범위
1. 전력변환장치의 제품 분류 관점
전력변환장치의 제품 관점에서 기술 범위는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하고 세부 제품 및 기술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전력변환장치(PCS) 제품분류 관점의 범위

구
분
하
드
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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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제품 및 기술

•Power Device(IGBT, MOSFET 등)와 구동회로
•Micro Processor & Digital Signal Processor
•화재 및 감전 보호장치(Circuit Breaker, Fuse,
Contactor 등) 모듈
•필터(Inductor, Capacitor 등)
•Enclosure(Heatsink, Fan 등)
•Communication Module(RS422/485, Modbus
TCP/IP 등)

소
프
트
웨
어

•Measuring algorithm for voltage, current and
temperature
•Voltage & Current 제어 알고리즘
•배터리 충전 알고리즘
•전력 계통 보호 협조 알고리즘(OV/UV, OF/UF, Anti
Islanding, FRT 등)
•Diagnostic/Protection algorithm
•Thermal Management
•Communication with BMS & EMS

출처: 중
 소기업청(2015). 중소기업전략기술로드맵(2016-2018).
녹색제조-에너지저장. p. 702.

2. 전력변환장치의 공급망 관점
전력변환장치의 공급망 관점에서 기술 범위는 알고
리즘, Controller & HMI, 전력반도체, 자성 재료 및 필터,
Enclosure 등으로 구분하고 세부 제품 및 기술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 전력변환장치(PCS) 공급망 관점의 범위

구분

세부 제품 및 기술
•전압 전류 제어 알고리즘
•배터리 충전 알고리즘
알고리즘
•계통 연계 보호 협조 알고리즘
•AD컨버터기능 •고속 연산 기능
Controller & HMI
•각종 통신 기능 •디스플레이
•IGBT
•MOSFET
전력 반도체
•SiC 반도체 등
•변압기
•인덕터
자성 재료 및 필터
•커패시터 •EMC 필터
•HeatSink •Fan
Enclosure
•기타 기계적 구조물 등

출처: 중
 소기업청(2015). 중소기업전략기술로드맵(2016-2018).
녹색제조-에너지저장. p. 702.

Ⅶ. 전력변환장치의 구성을 위한 요구사항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요구사
항 표준의 시험 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을 참고한다.

1. 재료에 대한 요구사항
(1) 부식 방지를 위해 코팅을 하거나 내식성이 있는 재료

(2) 단기간에 열화하지 않는 재료

4. 모니터링

(3) 고온에 견디며 흡습성이 적은 재료

공통 연결지점 기준에서 용량이 250kVA 이상이거나

(4) 방수성이 뛰어나거나 내후성이 뛰어난 재료

총합이 250kVA 또는 그 이상인 경우 연결지점에 유효전

(5) 전기적열적기계적인 안전성이 좋은 재료

력 및 무효전력 출력을 모니터링 하는 장비가 필요하다

2. 구조에 대한 요구사항
(1) 부
 품의 뒤틀림, 이완 및 손상에 견디는 안전성을
갖는 구조
(2) 패널과 덮개 등 분해 가능한 부품은 규격화된 구조
(3) 사람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부품은 날카로운 곳
이 없는 안전한 구조
(4) 보수 및 점검과 부분 교체 및 분채가 용이한 구조

Ⅷ. 전력변환장치(PCS) 정격
1. 배터리 측면(DC 측면)의 주요 항목
(1) 입력전압에 대한 정격
(2) 입력전류에 대한 정격
(3) DC 차단기에 대한 정격

(5) 충전부의 접속부분은 사용 시 이완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

2. 계통 측면(AC 측면)의 주요 항목

(6) 적절한 보호망 및 틀을 갖춘 안전한 구조

(1) 단위용량에 대한 정격

(7) 변환된 전압 및 주파수 식별이 용이한 구조

(2) 정격용량

(8) 정
 격 전압·전류 및 허용전류는 부품에 가해지는

(3) 전력변환장치(PCS) 출력전압에 대한 정격

최대 전압·전류 이상인 구조

(4) 계통연계전압에 대한 정격
(5) 정격 주파수

3. 배선 및 접지에 대한 요구사항
(1) 힘을 가하거나 관통구를 통과할 경우 피복의 손
상이 생기지 않을 것

(6) AC 차단기에 대한 정격
(7) 왜형률에 대한 정격
(8) 효율에 대한 정격

(2) 규
 격에 따른 절연, 방열보호 및 고정 등의 조치를
할것
(3) 충분한 힘에 견디고 고온부에 접촉할 경우 이상
발생이 없을 것
(4) 전기기기의 리드선 및 단자 등은 식별이 가능할 것
(5) 단
 락, 과전류 등의 이상 발생에 대비한 퓨즈, 과
전류 보호장치를 갖출 것
(6) 아크로 인한 전기 절연물의 성능 저하가 없을 것
(7) 접지 기구는 인체에 전기적 안전하거나 견고한
구조일 것
(8) 접지용 단자는 부식 및 기계적 강도가 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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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독자�여러분의�원고를�기다립니다.

전기정보지는� 국내� 유일의� 전기공업계의� 전문지로서 500여
조합원과�유관기관�및�독자�여러분에�의해�만들어지는�여러분의
기술정보지입니다.

저희� 편집인� 일동은� 본지의� 내용을� 항상� 알차게� 꾸미기� 위해
최선을�다하여�독자�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눈과�귀를�열고

원고를�기다리고�있습니다. 늘�새롭고�보다�발전된�정보지로서
여러분의�곁에�있고자�하오니�깊은�관심을�갖고�지켜봐�주시기
바라며�아울러�적극적인�기고를�기다립니다.

원고의�구분

• 전기공업계의�발전방향�및�건의
• 기술동향�및�해설

• 신기술�개발�및�신제품�소개
• 현장에서�체험한�기술�경험

• 독자�여러분의�생활과�관련된�수필, 문예물(시, 꽁트) 등

형태�및�분량

• 제한�없음

원고�마감

• 매월 25일까지

편집�및�광고�문의
스마트앤컴퍼니(주)

TEL. 02-841-0017 / FAX. 02-841-0584

✽ 본지에�실린�내용은�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견해와
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