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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역량과 기술개발 강화를 통한

한성중공업(주)의 새로운 도전!!
한성중공업(주)는 25여년간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화력·원자력 발전설비 연구개발, 제작 및 정비를 통해
축적된 뛰어난 기술력으로 전동기, 펌프 제작 및 수리 전문기업으로서의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영역
고압전동기�제작�및�수리

펌프�제작�및�수리

절연진단(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전압 절연진단장비

발전기�제작�및�수리

절연저항
부분방전
시험

유전정접
시험
본사/공장

발전기
전동기
절연진단

PI
(성극지수)
TEST

교류전류
시험

충남 당진시 고대면 정미로 1092(진관리 1351-9)
TEL 041-354-2231~2 / FAX 041-354-3231 / Email sales1@hansung-motor.com
www.hansung-motor.com

Next Model for
DLM4000

Touch screen operation




    

 



SMART

- Touch Operation
- Intuitive GUI
- Multi functions

SPEED

- SSD installed
- USB 3.0
- Embedded OS

tmi.yokogaw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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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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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과 열정, 장인 정신으로 만든
최고의 전기기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공동상표

전기조합은 조합원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판로확보, 인증 등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개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제25대 임원 현황
이사장

보국전기공업(주) 곽기영

전무이사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신창환

이

사

부광계전

방희대

이

사

신원중전기(주)

장필기

이

사

삼풍전기(주)

박상기

이

사

진영전기

김복식

이

사

보성파워텍(주)

임재황

이

사

동아전기(주)

신상균

이

사

이테크(주)

김석호

이

사

이앤에이치(주)

박대전

이

사

(주)설악전기

박정배

이

사

(주)삼보기전

우병근

이

사

(주)디지털파워

이태호

이

사

코스모전기(주)

이상헌

이

사

신영중전기(주)

김금종

이

사

(주)에코파워텍

송기택

이

사

(주)유성계전

이진락

이

사

(주)삼영전기

권재국

이

사

한양전공(주)

양정일

이

사

한국신기술(주)

최성철

이

사

신호유화(주)

남인희

감

사

대농산업전기(주)

김영종

이

사

(주)주삼영

박동록

이

사

협화전기공업(주)

정재현

감

사

(주)삼광산전

은종환

이

사

(주)이천

심상민

이

사

(주)대동계전

류성선

이

사

한성중전기기공업(주)

이용주

이

사

(주)태림산전

손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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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정기이사회 및 임원간담회 개최

제2차 정기이사회 및 임원간담회가 2020. 07. 03(금) 세
인트존스호텔 바부다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조합 직원 워크샵 개최

2020년 조합 직원 워크샵을 지난 6.12(금) ~ 6.13(토) 1박
2일 동안 안산시 소재 대부도 호텔 마리나에서 개최하였습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개정 안건,

니다. 1일차에서는 각 본부 별 준비한 업무계획 발표 및 토

“조합 60년사 편찬위원회”및 “윤리위원회”구성 설치 안건,

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2일차에서는 친목활동 및 체력

조합원 출자좌수 증자 안건, 조합원 법정탈퇴 안건 등이 원

단련을 위한 해솔1길(구봉도) 도보여행을 통해 조합 직원 간

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 화합과 단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획정책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우리조합은 지난 2020. 6. 9(화) 조합회관 3층에서 ‘제6
차 기획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주요 내
용으로 단체표준개정 추진현황 보고, 조합 관련 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 조사, 조합 교육사업 추진 계획, 조합 창립 60
주년 기념 행사 준비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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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전기조합 직무능력향상 하반기 교육일정 안내
전기조합 하반기 교육 계획일정표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교육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시
어 조합 FAX 또는 조합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정명
배전반 설계
(5일, 34H)

직무 교육
교육세미나

Auto CAD 2D 실무향상
(5일, 34H)

변압기 손실저감 및 저압차단기 설계 기술
(1일, 5H)

대상

개요

조합회원사 직원

인원
20

조합회원사 직원

15

제한 없음

15

교육 일정

•1차: 7/20~7/24
•2차: 9/14~9/18
•3차:11/16~11/20
•1차: 12/7~12/11
•9/11 (오후)

※ 훈련기관의 사정에 따라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 1인 400,000원 [수료 시 지원금 환급]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용보험료 및 임금 체납 사실이 없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직무교육 기준]
•교육장소 : 전기조합 회관 3층 전산교육실
•교육문의 : 경영본부 이상훈 주임
(T. 031-724-6144 / FAX. 031-704-8337)
※ 2020년도 우리조합 직무교육은 새로운 강사인력의 충원과 함께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할 예정이며, 2021년도 전
기설비규정 개편에 따른 내용을 본 강의에 포함시킬 예정이오니 조합원사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동호회 동향

•장 소 : 코리아 컨트리 클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기흥단지로 579)

■ 한국전기공업인 산악회 제349회 산행
•일 시 : 2020년 7월 18일(토) 오전 7시
•장 소 : 한탄강 레프팅

수상을 축하합니다.

(만남의장소 :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 1번출구)
■ 한국전기공업인 골프회 2020년 7월 모임 안내
•일 시 : 2020년 7월 9일 (목)

영화산업전기(주) 공호영 회장 화랑무공훈장 수여
[6/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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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공동판매 사업 계약(발주) 현황
다수공급자 계약

(단위 : 천 원)
품 목

건 수

전동기제어반

1

배전반
분전반

무정전전원장치
합 계

금 액(VAT별도)

3

153,607
48,644

6

112,030

10

314,281

-

-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한국전력공사)
품 목

고효율주상

고효율 아몰퍼스주상

내염형주상(스테인레스)
컴팩트형지상

부하개폐형지상
합 계

(단위 : 천 원)
발주 수량(대)
1,156

발주 금액(VAT별도)
1,480,624

6,903

11,631,913

243

2,246,590

8,811

16,188,689

504
5

779,462
50,100

지명경쟁

(단위 : 천 원)
품 목

건 수

금 액(VAT별도)

합 계

1

116,980

배전반

1

116,980

공동상표

(단위 : 천 원)
품 목

건 수

금 액(VAT별도)

합 계

3

164,239

배전반

12

3

16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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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35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협약」 체결
에너지밸리 기업유치 누적 465개사, 목표 93% 달성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광주광역시(시장 이

로 대내외 어려운 상황이 지속하고 있으나, 전화와 이메일

용섭),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나주시(시장 강인규)와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20년

협업해 ’20년 1월부터 6월까지 에너지 인공지능 분야의

상반기 투자협약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인코어드피앤피, 수소연료전지 부품제조 (주)비에스산

한전은 투자협약 이후 지자체 및 이전 공공기관 간 협

업개발 등 35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을 체결했

업 강화를 통한 우선구매,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확대할 예

다. 이 협약체결로 3,640억 원의 투자와 함께 537개의 일

정이다. 또 한국폴리텍대학교 광주캠퍼스, 광주인력개발

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과 에너지밸리 인력양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

지금까지 한전과 지자체가 에너지밸리에 투자유치를

결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에너지밸리 전문

끌어낸 기업의 수는 누적 465개 사, 투자금액은 2조 361

인력 양성 및 우수인력을 공급하고,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억 원, 고용효과는 10,628명으로 늘었으며, ’20년 500개

되는 금융지원제도 운영방안을 최적화하는 등 안정적인

기업유치 목표 대비 93%를 달성했다.

정착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KEMC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투자 의욕 저하와 코로나19 여파

SK렌터카, 전기 렌터카 신서비스 개발
한국전력과 SK렌터카는 6월 전기 렌터카 충전서비스

PnC(Plug and Charge) 서비스 등 편의기능을 제공할 계

를 개발하고자 “전기차 신서비스 개발협력 MOU”를 체결

획이다. 이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은 전기 렌터카에 특화된

했다. 주요 협력내용은 한전 전기차 충전기의 제공, 스마

신서비스를 개발해 전기차 충전시장을 렌터카 분야로 확

트 충전, V2G 등 차세대 충전서비스 개발 등을 협력 추진

대함으로써 국내 전기차 충전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

하는 것이다. 한전은 SK렌터카에 기업형 충전서비스를 제

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기 렌터카 운영을 통해 축적

공하고, SK렌터카는 한전에서 제공하는 충전기를 활용해

된 충전 및 운행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충전 및 V2G 서

전기 렌터카 상품을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비스를 개발하여 전력부하 분산을 통한 수요관리 역할도

충전시간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예약충전 서비스, 충

할 계획이다. KEMC

전기와 전기차의 연결만으로 고객을 인증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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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스마트발전소 구현할 솔루션 개발 ‘눈앞’
클링커 생성 예측 등 발전운영 솔루션 개발 현황 점검
과제와 상태진단 6개 과
제의 총 11개이다. 화력
발전소 난제 중 하나인
‘저부하시 불완전 연소
로 인한 클링커 생성 조
기 예측’을 포함해 현재
8개 과제를 개발 완료했
으며, 나머지 3개 과제는
알고리즘 보완 작업을 거
쳐 이달 중 완료할 예정
이다. 클링커란 화력발전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재가 보일러 내부에
쌓이면서 생성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연소온도보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스마트발전소 구현을 위

다 석탄재 녹는점이 낮은 저열량탄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해 추진하고 있는 발전운영 솔루션 자체개발 프로젝트가

다. 개발된 솔루션은 발전설비를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하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동서발전의 4차 산업기술 전담조

는 e-Brain센터와 현업부서에서 발전설비의 이상상태를

직인 발전기술개발원(충남 당진 소재)에서는 지난 2월부터

감지하는 설비진단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진행 중인 11개 발전운영 솔루션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동서발전은 발전소 최초로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
(‘19.9)을 기반으로 기술전문가 노하우와 시스템 개발 역

이와 관련해 동서발전은 솔루션 개발 성과 경진대회를
열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평가 위원회에서 11
개 개발 솔루션 중 우수 솔루션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량을 접목해 스마트발전소에 필요한 발전운영 솔루션을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발전설비를 진단

개발하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솔루션 개발에 필요

하고 운영기술을 연구하는 기술전문원의 현장 경험과 화

한 발전운영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 (기술전문원) 설비진

력발전 모의훈련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교육 노하

단 노하우, (교수요원) 최적 운전기법, (데이터 분석가) 시

우를 시스템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스템 개발역량의 3가지 내부 역량을 통합해 고장예측과

인더스트리 4.0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상태진단 알고리즘을 구축한다.

사업모델 개발,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지속성장을 위해 최

개발 중인 솔루션은 발전설비 이상징후 조기예측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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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EMC

서부발전, 국내 최초 3D프린팅 활용 핵심부품 개발
이종소재 적층기술 이용한 고내식성 발전용 부품 개발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지난달 국내 최초로 3D
프린팅 이종소재 적층기술을 활용한 고내식성 발전부품
개발에 나서기 위해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과 협력에 나선
다고 밝혔다.

기업인 파트너스랩은 부품 제작과 후처리 공정을 맡아 진
행한다.
이번 사업은 2단계로 진행된다.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1단계 사업에서는 상용소재를 활용 3D프린팅 신기술을

서부발전의 연구개발(R&D)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주

이용한 고내식성 발전부품을 제작하여 현장 실증을 마무

조나 기계가공과 같은 전통적인 가공방법에서 4차산업혁

리하고, 2단계 사업에서는 현재까지 실험실 수준에 머물

명의 혁신기술인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극한 환경에

러 있는 고엔트로피 합금을 적용, 2022년 상반기까지 초

노출되는 발전용 부품을 고내식성으로 제작, 수입에 의존

고내식성 부품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엔트로피 합금

하던 발전 기자재 부품 국산화를 가속화 할 목적으로 진

은 주된 금속에 보조의 원소를 더하는 일반적인 합금 방

행된다.

식과 달리 여러 원소를 동등한 비율로 혼합해 만든 합금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3D프린팅을 이용한 이종소

을 말하여 높은 강도와 유연성을 갖는다.

재 적층기술은 금속의 표면에 다른 종류의 금속을 부착시

서부발전 관계자는 “3D프린팅 이종소재 적층기술을 이

키는 코팅이나 클래딩과 같은 기존 기술과는 달리 경사적

용한 고내식성 부품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그동

층 방식을 이용하여 이종재질의 접합면에 두 금속의 비율

안 제작이 불가능했던 복합금속을 이용한 부품제작이 가

이 서서히 변화하여 경계면상 결함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

능해져 산업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

어 부품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는 기술이다.

서 “발전 기자재 부품 국산화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고

서부발전은 이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내 전문가 그룹

강조했다. KEMC

TF를 구성하고 각 공정별
사용부품의 운전환경 데이
터를 분석하는 한편,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부품개발에 도전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3D프린팅 이종소재 적층공
정 기술개발을, 재료연구소
는 부식 환경분석을 통한
최적의 3D프린팅 소재를
선정하고, 3D프린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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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비상대응체계 점검으로 하계 전력수급 만전
발전운영부서장 비대면 회의 통해 대책 및 정보공유
정지 이외에 고장 등으로 멈춰 발생한 손실을 말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된 회
의에서 남부발전은 하계전력수급기간(7.6 ~ 9.18) 전력
수급 상황실 운영을 통해 긴급대응 근무체계를 확립하
고, 시험 및 정비를 위한 조작 지양과 설비 교차점검 등
을 통해 고장정지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력수급 상황별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공급력
확보를 위해 계획예방정비 일정 조정도 추진하며, 태
풍·폭우와 같은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해 사업소별
대응체계와 긴급복구방안을 점검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신속한 대응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은 지난달 여름철 안정적인

이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발전설비 신뢰도 확보를 위

전력공급을 위하여 발전운영부서장 화상회의로 비상대응

해 사업소간 우수 개선사례와 유사고장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를 점검했다.

고장사례 정보도 공유했다.

이 회의는 올 여름 유례없는 무더위가 예상된 가운데 전

남부발전 윤진영 발전처장은 “여름철 자연재해, 대형

력수급 전망과 사업소별 조치계획을 공유하고, 비계획손실

발전기 불시정지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항상 경각심을 가

최소화를 통한 수익개선 및 발전설비 안정운영 대책을 논

지고 발전설비 무고장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하고자 마련됐다. 비계획손실이란 정기점검 등 계획된

고 당부했다. KEMC

공공기관 최초 화상면접 도입
남부발전은 공공기관 최초 온택트(On-Tact) 기반 면접

됐다. 면접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1명의 지원자가 3명

으로 얼어붙은 채용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남부발전

의 면접관에게 평가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원자는 본

은 지난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체험형 인턴

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면접에 응시했으며, 면접관은 지원

선발을 위한 온라인 화상면접을 진행했다. 이번 화상면접

자가 사전에 올려놓은 자기소개 영상을 평가(비중 40%)

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집합 면접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고, 화상연결을 통한 질의응답(60%)으로 지원자에 대한

직무경험에 목마른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고심 끝에 마련

심사를 이어 진행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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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탄소프리 해외수소 공급망 구축 초석 마련
산업부와 국내 기업·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달 23일 수소 분
야에 큰 관심을 가진 30개 기업기관과 함께 해외 청정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하고,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발족하였다.

계, 4~5년)한 후, 민간의 해외 청정수소 생산공급에 대
한 투자를 유도(3단계, 3~4년)할 계획이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춘택 원장은
“수소경제 선도국 진입을 위해 세계 주요국과의 국제협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현재까

력이 중요하고, 메탄가스, 암모니아 등을 활용하는 범수

지 성과와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 사업 추진의 배경과 전

소 중심의 수소경제 2.0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개발

략, 단계별 추진계획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수소

이 필요하다”며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nternational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30년 국내 수소의 수요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량은 194만 톤/년에서 ’40년에 526만 톤/년까지 급격하

Economy, IPHE), 수소 위원회 등 수소경제 다자간 협의

게 증가될 전망으로 국내 부생수소의 공급량과 추출수소

체를 적극 활용하여 수소 정책, 표준, 안전 등 기반마련을

의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할 경우 수소 수요량의 최소

위해 국제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0~50%의 해외 수입이 필요할 전망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번 MOU 체결 계기에

금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해외 청정 수소를 공급할 수

“수소 분야의 선도자(First Mover)가 되어 청정 수소 생산

있는 후보군에 대해 약 6개월간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에 관한 앞선 기술력과 국제 공급망을 확보, 대한민국 수

경제기술지정학적 타당성 분석을 우선 진행할 계획이

소 경제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줄

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청정수소 생산공급을 실증(2단

것”을 당부하였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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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 뉴스

한수원, ‘원자력 유관기관 대표 상생·소통 간담회’ 개최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 대비 위해 소통 강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7월 3일 대전 인터시티

및 산업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

호텔에서 ‘상생소통을 위한 원자력 유관기관 대표 간담

며, 원자력 산업의 환경변화에 대비해 원자력 유관기관들

회’를 개최했다.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유관기관들은 지난 5월 원전산업계의 성장 역량을 높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 등 9개 기관의 경영진이 참석

이고 수출 및 원전해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 305억

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반성장, 지역상생, 소통협력 등에

원 규모의 ‘에너지혁신성장펀드 1호’를 출범시킨 바 있다.

대한 각 기관의 활동실적을 돌아보고, 최근 원자력 현안을

펀드는 출자약정액의 50% 이상을 원전 관련기업과 원전

공유했다. 특히,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가 향후 경제

해체 진입 희망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간의 소통협력
이 협력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코
로나19 예방차원에서 강화
된 방역조치를 거친 후 진
행됐다. KEMC

성장사업본부,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시행
한수원 성장사업본부는 최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

눠줬다. 김상돈 한수원 성장사업본부장은 “우리사회가 더

페인을 시행했다.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투명한 사회 만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는데 보탬이 되고자 이번 캠페

들기에 이바지하고자 시행한 이번 행사에서 성장사업본부

인을 진행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직원 30여명은 경주 성동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하며 상

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인들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렴 리플렛과 손소독제를 나

청렴문화 확산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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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신재생발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차 산업 핵심 신기술 융합 디지털 뉴딜 추진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
구)이 전사적으로 분산독
립적으로 운영 중이던 신
재생발전설비를 원격감시
가 가능하도록 발전사 최
초로 통합 모니터링 시스
템을 구축했다.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부응하기 위
해 중부발전은 신재생에너
지 사업을 국내외적으로 꾸
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재생 설비의

중부발전과 개발 용역사인 SR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증가되

종합적인 원격감시가 요구되고, 실시간 운전정보를 전 직원

는 신재생 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향후 원격감시와 제

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신재생설비

어, 수익형 전력거래를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발전사 최초로 구축하게 됐다.

마트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에 있다.

또 중부발전은 4차산업 핵심인프라 신기술을 적용해 관

한국중부발전 박형구 사장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

리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빅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

감을 위한 정부의 탈 석탄 정책에 선도적 대응을 위해 신

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고

재생설비의 꾸준한 개발과 함께 4차산업 핵심 신기술을

도화 사업도 시행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

융합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수

급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EMC

민자발전소 특별점검 지원
한국중부발전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활동에

이 플랜트 점검 기술지원단의 발전설비 특별점검은 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민자발전소를 대상으로 KOMIPO

국중부발전의 풍부한 설비관리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연구원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플랜트 점검 기술지원

전력산업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형 민자 발전소의 현장

단”을 조직하여 6월 18일 ~ 30일까지 발전설비 특별점검

의 고질적인 설비 문제점 해소와 발전설비 운영 노하우를

을 시행했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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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 뉴스

전기연구원, IEC 61850 통신 적합성 시험분야 세계 TOP 2
디지털변전소 핵심 통신기술 국제공인 시험자격 획득
환태평양 1위 전력기기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인 한국

같은 긴급 상황에서 인터로킹 신호 및 트립(고장) 신호 등을

전기연구원(이하 KERI, 원장 최규하)이 스마트그리드 통신

전달하는 각종 ‘GOOSE 메시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

분야 세계 유일의 시험인증기구인 UCAIug로부터 디지털

되는지에 대한 신뢰성을 파악하는 필수 시험이다.

변전소의 핵심 통신기술인 ‘IEC 61850 GOOSE’의 국제공
인 시험인증기관 자격을 획득했다.

KERI는 이번 GOOSE 성능시험 자격 획득을 통해 IEC
61850 통신 적합성 7대 시험분야 중 국내 미적용 분야

‘IEC 61850’은 변전소 및 전력유틸리티 자동화 분야에서

인 SCL(System Configuration Language) 분야를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표준 전송 프로토콜(컴퓨터 간 정

총 6개 분야의 국제공인 시험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

보를 주고받을 때 통신방법에 대한 규칙과 약속)이다. 지난

다. 이미 KERI는 UCAIug로부터 지난 2013년 국내 최초

2003년 제1판 버전 발행 이후 2009년 성능이 향상된 제2

로 ‘IEC 61850 서버 분야 제1판’ 시험 자격을 획득한 이래,

판 발행을 통해 HVDC, 풍력,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등

‘클라이언트 분야 제1판(2014년)’, ‘서버 분야 제2판(2015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일

년)’, ‘클라이언트 분야 제2판(2016년)’, ‘머징유닛(Merging

부 모델링 기능이 강화된 제2.1판이 발행되고 있다.

Unit) 분야 제1판(2018년)’ 국제공인 시험인증 자격을 보유

이번에 KERI가 자격을 획득한 GOOSE 성능시험은

하고 있었다.

UCAIug가 인정하는 IEC 61850 통신 적합성 7대 시험분야

KERI 이동준 고전압평가본부장은 “6개 분야 시험 자격

중 하나로, 디지털변전소의 핵심 구성요소인 지능형 전력기

보유는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 시험인증기관 ‘KEMA’에 이은

기 간 상호 정보교환을 수행하는 ‘GOOSE 메시지’의 전송시

두 번째”라고 밝히며 “세계 최고수준 전력기기 시험인증기

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계통 고장과도

관 KERI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라고 전했다.
한편 UCAIug에서는 IEC
61850 표준 제2판 발행으로 인
해, 기존 제1판에 대한 인증 서
비스를 2021년 1월부터 중지할
예정이다. 제1판의 폐기 및 제2
판 대체로 인한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의 전환기간 영향력을 최
소화하기 위해, KERI는 한국전
력 등과 함께 IEC 61850 표준
제2판에 대한 적용 검토는 물
론, 기존 제1판 제품과의 상호운
용성도 점검하고 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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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구원, 이산화탄소 전환기술 국내최초 사업화
고효율 탄산화공정 화학 공정 발생 배기가스에 적용

한전 전력연구원이 최근 롯데케미칼 연구소와 온실
가스 전환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

구원이 개발한 고효율 탄산화공정을 화학 공정에서 발생
하는 배기가스에 적용하는 실증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숙철 전력연구원장과 강경보 롯

롯데케미칼은 전력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한

데케미칼 연구소장을 비롯해 연구개발 관계자 10여 명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이산화탄소 활용기술 분야

이 참석했다.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향후 20년간 약 52

최근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
하는 기술을 뛰어넘어 플라스틱, 건축자재 등으로 변환하
는 기술인 이산화탄소 활용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와 경제적 이득 창
출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산업적으로 유용한

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김숙철 한전 전력연구원장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전
력연구원이 개발한 온실가스 전환기술과 롯데케미칼이 보
유한 케미칼 기술이 거대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물질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변환 과정에 에너지 공급이 필

롯데케미칼 강경보 소장은 “이번 연구 협력을 출발점

요하고, 유용한 물질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으로 환경분야에 대한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외

투입되는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의 친환경 경영에 일조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

롯데케미칼은 이번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통해서 전력연

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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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뉴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행 유연하게 개선한다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율 개선,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도 개정

앞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의 화재 안전성을 위
해 충전율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충전율 안전조
치의 이행을 유도하게 된다.

시 개정은 RP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행
정예고(’20.6.10)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1일 시행됐다.
먼저,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이 허용된다. 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포함한 신재생

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해당연도 의무량

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의 20%)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

RPS) 관리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

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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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재생에너지 연계 ESS 운영제도가 개선된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하
는 경우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하여 충전율
안전조치의 이행을 유도한다.
한편, 충전율 기준 의무화(‘20.3.2) 이전에 설치된 설비
에 대해서는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옥내 8%, 옥외 3%)
을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충전율 이행에 따른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태양광연계 ESS의 경우 계통접
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
로 제한하는 한편,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최근 발생하
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 봄가을겨울철
의 충방전 시간을 조정한다. 또한, 정부의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당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하여,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개선한다.

용량 구간과 선정비중 유연하게
세 번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선정방식도 변경된다.
한국형 FIT 도입(’18.7월), 향후 입찰시장 확대 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환경 변화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 kW 미만 설비를 대상
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 대신, 설비 보급현
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충분히

게 되어 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을 추진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해 나갈 계획이다.

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제
4항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20% 내)에 대
해 3년의 범위에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태양광의 ‘건축물 가중치 적용 기
준’이 바뀐다.
일반부지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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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뉴스

용되는 건축물 태양광이 건축물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보

수 있도록 ‘건축물’ 기준 일부를 개선한다. 발전사업허가

전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다.

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시설 범

정부는 에너지전환로드맵(’17.10월)을 통해 “원전의 단

위를 확대한다. 다만, 건축물 시공과 태양광 설비설치가

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동시 진행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에 대해서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다.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이 개정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비용보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관련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여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

야 간 이견으로 입법논의가 지연된 상태에서 제20대 국회

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

의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다.

속 검토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
한편, 정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
지화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사업자 비용보전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월)에서 밝힌 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반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18.6), 천지1·2 및 신규1·2
사업종결(’18.6)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
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
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금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원활한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비용보전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주)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

보상에 관한 특별법(’20.6.3)”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일 입법 예고했다.

서도 비용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

비용 보전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정
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
상 근거를 마련해 추진하게 되어 있다.

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
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

이번에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업자의 비용보전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에너지

이번에 입법 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 11일

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

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시

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

행령 개정 이후 비용보전 범위①, 비용보전 절차② 등 세부

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여, 정부정책 결정 등과 관련하여

다(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8호 신설).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보전할 계획이다.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

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

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가

의 사업을 말한다. 1~7호는 현행과 같지만 신설된 8호에,

마련되어 향후 에너지전환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정책의 이행과 관련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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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보급, 예산 추가 지원한다
추경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 2,710억 편성

추경예산안(3차)이 국회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태양광,

치시 비용의 최대 90%까지 융자 지원한다. 기존 농촌 태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2,710억 원(6개 사업) 규모

양광 융자지원사업은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초과 수요를

의 예산이 추가로 투자된다.

고려하여 5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이번 재생에너지 분야 추경 예산은 청정에너지인 태양

주택, 상가건물 등 생활시설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

광, 풍력 보급 확산 및 관련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

비용 보조예산을 확대하고, 특히 국립 초중고등학교의

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산업부는 태양광풍력 보급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유사 시설로의 확

확산 지원을 위해 신재생 금융 및 보급지원 예산 등을 총

산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신시장 조기 선점 등

2,450억 원 확대 투자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

시급한 분야 중심으로 R&D 및 실증인프라 구축을 추진한

산업단지 태양광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하였다. 발

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태양광기

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업 공동 활용 연구센터 구축 등에 총 260억 원을 투자한다.

확산을 도모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

건물일체형 태양전지(BIPV), ICT 기반 재생에너지

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비용(지분, 채권 등)을 융자

O&M(유지보수) 플랫폼 등 차세대 유망분야 기술개발 및 해

하는 금융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등에 200억 원을 지원한다.

공장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

특히,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개발실증과제는 아파트와

간인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산단 등에

같은 도심 내 고층건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미성안전

위치한 공장의 지붕, 주차장,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 설

성경제성 등이 대폭 강화된 제품을 개발실증하는 것으
로, 2025년부터 민

< 재생에너지 분야 제3차 추경 예산안 >

구분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R&D･실증인프라 구축

사업 명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공공주도 대규모해상풍력단지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태양광 기업 공동 활용 연구센터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합계

편성규모(억 원)
1,865
550

35

200
3

57

2,710

간건축물까지 적용
될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제도, 글로벌
BIPV 시장전망 등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
완료시 관련 산업생
태계 육성 및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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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급부상하는 태풍의 눈 ‘APL’ (1)
PROCESS 계장 틀을 완전히 바꾸다
1940/1960년대 이후 60~80년 만에 바뀌는 세계 프로세스(PROCESS) 계장산업 표준과 2022년부터 활짝 열리는 거
대한 세계 프로세스 계장시장의 면모를 알아본다.

글 / I. Y. Cho, ODVA TAG KOREA Activity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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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계장(Instrumentation)을 추가 한 것이다. 그 이유는 우
리나라는 산업의 초창기 일본에서 기술이 도입되었기 때
문이다. 즉 계장은 일본의 산업 용어이다. 추측이기는 하
나, 계장은 악기 또는 오케스트라의 뜻도 담겨있다고 한
다. 한문으로는 계장(計裝)이다. 필자의 자의적 해설은 계
(計)는 계량을 의미하고 장(裝)은 힘센 장사(壯士)가 멋진
의상(衣裳)이나 의관(衣冠)을 입고 있는 한문 형태의 글자
두 개가 상하로 합성된 장(裝)이라고 본다면, 프로세스 현
장의 다양한 탱크(Tank), 타워(Tower) 베셀(Vessel) 등의
프로세스를 힘차게 돌리는 계장 신호는 막강한 물리량이
다. 장사 정도의 힘으로는 작은 밸브 하나도 못 돌린다.
계측제어 분야는 자동제어 이론을 토대로 실천하는 독
특한 산업 분야이며, 한국에 본격 상륙한 것은 5.16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개혁을 시작한 70
년대 초부터,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충주비료, 울산
석유화학공단, 온산 국가산업(비철금속) 공단 등을 유치한
것이 효시가 되었다.
예를 들면, 장치산업을 구성하는 석유/석유화학/케
미칼/파인케미칼/전력/상, 하수도처리/환경/제철/비철
아직 큰 변화는 오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APL(PROCESS 계장안전/고급물리계층)은
세계 프로세스(PROCESS) 계장분야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PROCESS
계장분야에 APL이 바짝 다가오고 있다.

금속 /식/약품/반도체/LCD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한 산업 분야에서 플랜트가 보유하는 각종 물리 량, 즉,
온도(Temp)/압력(Press)/유량(flow)/레벨(Level)/중량
(Weighing)등의 측정에 자동제어 이론이 작용하며, 외란
에 대한 제어 기능상 P(비례/Proportional) I(적분/Integral),
D(미분/Derivative) 복합 또는 단위 동작이 작용하는 독특

1. 세계 PROCESS 계장 산업분야의 약사 및 국내외
시장의 크기

한 기술 분야에서, IEC가 1940년대에 규격화된 공기압신
호(0.2~1.0Kg/㎠), [3~15psi], 1960년 제정한 전기신호
(4~20mA), 가 2020년 현재까지도 국내 장치산업이 있

산업분야에서 좀 독특한 분야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는 플랜트에 온도(Temp)/압력(Press)/ 유량(flow)/레벨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 PROCESS 계장분야가 아닐

(Level)/중량(Weighing) 등의 아날로그 트랜스미터나 컨

까 한다. 우선 PROCESS 계장분야의 국내외 역사를 단편

트롤밸브가 현장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수년간 조사 결

적으로나마 살펴보기로 하자.

과에 따르면 현재 배치(Bach) PROCESS가 돌아가는 공장

PROCESS 계장분야라는 용어는 필자가 편의상 쓴 용

의 Feedback Loop 숫자는 작은 화학공장에서부터 대규

어임을 밝힌다. 원래는 국제적 단어가 PROCESS 하나인

모 석유화학공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만개의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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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폐회로)가 국내에 산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

발표 자료 중 2022년 전 세계가 APL을 국제표준으로 사용

령, 제어기(Controller), 전송기(Transmitter), 컨트롤밸브

할 경우, 전 세계 PROCESS 계장분야에 미치는 파장과 시

(Control Valve)로 구성되는 피드백 회로를 들여다보자.

장의 크기는 미화 약 1,000억 달러 정도라고 표기되어 있

제어기로 중형 PLC 1EA, 전송기(Transmitter)는 전자식 전

었다. 그렇다면,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원화 1조원이란 수

송기 1EA, 컨트롤밸브(Control valve)는 SUS 316 재질의

치는 1,000억 달러의 세계시장에서 바라본 한국시장의 크

4인치 구경 Glove 밸브를 1EA 등, 3요소로 1개의 피드백

기일 것이다. 단, APL이 개발되어도 기존의 설비자재 중 필

루프를 구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국내 공장의 Feedback

드버스 CABLE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개발팀은 배려하였다.

Loop를 300만 회로로 추산하고(10년간 조사결과), 여기에

76년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을 밀어붙일 때, 울

CVVSB 2 2C 신호케이블을 압력, 유량, 레벨 등은 2선을

산석유화학 공단 계장분야에서 일한 경험으로 미루어

연결하고, 온도는 3선식~4선식을 연결하여 덕트, 콘듀이

ANALOG 온도/압력/유량/레벨 전송기는 아직도 상당 부

트 배관 등이 포함된 계장공사를 추가한 비용계산의 합계

분이 국내 현장에 남아있고, CV(Control Valve)는 전/공

는 대략 1조원 정도가 산출되며, 이것을 국내 PROCESS

변환기가 포지셔너에 붙어있거나, 변환기만 별도 설치되

계장 시장의 크기로 보는 근거이다.

어 공기식 아날로그 신호(0.2~1.0Kg/㎠, (3~15psi)가 아

APL을 공동개발 추진키로 한 오디브이에이[ODVA],

직 사용되고 있는 곳이 많다. 아날로그 센서들을 만드는

필드컴그룹[FeildComm Group], 피아이인터내셔널[PI

벤더들이 향후 디지털센서 내지 인터넷 센서를 개발하

International] 3대기관이 2022년 말 전 세계에 APL개

는 날 완벽한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될 것

발 완료소식을 발표하는 순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이지만, 그것은 당분간은 더 기다려야 될 사항이다. 국내

의 PROCESS 계장시장은 이 뉴스로 디지털 전환(Digital

PROCESS 계장 도입 약사와 APL의 국내외 시장의 크기

transformation)의 대 약진이 시작될 것이며, PROCESS 계

를 잠시 분석해 보았다.

장시장은 요동을 칠 것이다. PROCESS 계장 시장은 긴 아
날로그의 터널에서 깨어나 4차 산업 혁명과 스마트공장

2. 산업용 이더넷 네트워크인 필드버스의 태동약사

(SMART FACTORY)에 본격 진입하게 되는 것에 대해 관
계자들이 모두 환영하게 될 것이며, 5G~6G나, 에지 컴
퓨팅(Edge computing), AI 기술들이 대거 채택이 될 것이

1) 국내에서 필드버스란 용어가 출현된 시기 및 사용
하기 시작한 시기

다. PROCESS 계장 분야는 보수적인 과거의 기술에서 탈

필드버스라는 용어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피하여 일대 변혁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특히 DCS의 모습

노무현 대통령시절 산업자원부의 포럼모집 사업 중 필드버스

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3월 5일, 미국 플로리다 주

포럼에 사용된 것이 최초다(2004년부터 2006년까지 활동).

팜 하버에서 개최된 20차 ODVA 연례회의에 세계 50개 이

국제적으로는 2003년도 4월 IEC TC65 SC65C 전

상의 회사에서 온 120여명의 기술전문가들이 몰려 들었다.

문위원회에서 국제표준으로 IEC 61158규격을 처음 제

이 회의의 하이라이트인 AWS(Amazon Web Services)의

안(First edition)하면서 표준명(영문이름) “Digital data

기조 연설부터 “5G 및 WiFi 6를 공장 현장에서 전송 할 수

communications for measurement and control -

있나요?”라는 제목의 패널 토론과 “Edge and Beyond의

Fieldbus for use in industrial control systems” 즉, “계

산업 자동화 제품 생태계에 대한 디지털 혁신의 영향”이라

측제어-디지털데이터통신-산업(공업)제어 시스템을 위한

는 타이틀로 ODVA 리더십 연차총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필드버스”라는 공식 문서에서 필드버스 용어가 유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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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뜻은 “필드(field)라는 의미는, 영어사전에 “들[판]”
이라고 되어 있고, 이 필드(field)는 보통 공장의 의미로
사용한다. 버스(bus)는 사람의 운반수단인데, 정보통신용
어인 데이터버스(data bus)와 뜻이 같다고 보면 된다. 두
단어가 합성된 복합어를 공업용어로 사용한 것이 “필드+
버스= Fieldbus”인 것이다. 이 용어의 공식적인 국내 사
용은 IEC가 2003년 이후 IEC TC65 SC65C 전문위원회
에서 IEC 61158표준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지금은

•1987년 독/지멘스 프로피버스(Profibus)발표, 불/월드
에프아이피(World FIP) 발표
•1987년 독/피닉스(Phoenix) 인터버스(Interbus-S) 규
격 발표
•1990년 독/지멘스 프로피버스 에프엠에스(ProfibusFMS) 규격 제정
•1990년 월드에프아이피(World FIP) ISP종료
•1990년 독/지멘스 프로피버스디피(Profibus-DP) 규격
발표

3) 개방 프로토콜 표준기구 및 국제무역기구인

산업용 이더넷을 포함한 필드버스의 종류가 대략 20여

ODVA와 FF(파운데이션필드버스] 협회가 1994년

종이 있다. 필드버스가 나오기 전 PROCESS 계장 분야

에 미국에서 탄생하였다

최초의 국제표준은 다음 표와 같다.
[PROCESS 계장 분야 최초의 국제표준]

PROCESS 계장 분야 최초의 국제표준의 탄생
1940년 SAMA(Scientific Apparatus Makers
Association) 협회가 공기압식 국제통일 신호로 제정
공기 식 신호체계(0.2-1.0kg/㎠), (3~15psi)
1960년 IEC(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가 전기 식 국제통일 신호로 제정
전기 식 신호체계(4-20mA)

2) 국제적으로 필드버스가 탄생한 시기
1980년대에 스마트센서(Smart Sensor)가 먼저 나왔고
스마트 개념이 미국 하니웰의 필드계기에 도입이 되어 컴
퓨터와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핸드헬드(Hand-Held) 조
작기로서 계기의 제로 스팬의 교정(Calibration)기가 나왔
다. 피셔로즈마운트에서 1986년에 개발한 하트프로토콜
(Hart-Protocol) 방식이 PROCESS 계장 분야에서 최초의
프로토콜을 사용 표준이 되었고, 1983~1990년 필드버스
의 발전 추이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1983~1990년 필드버스의 발전사]

•1983년 인텔[Intel] 비트버스(Bitbus) 규격 발표
•1984년 P-net 규격 제정
•1985년 독/보쉬(Bosch), CAN(Controller Area
Network)칩 규격 발표

1994년 3월 CAN칩을 기반으로 한 디바이스넷
(DeviceNet)을 현, 로크웰 오토메이션(Rockwell
Automation)의 자회사 알렌브래들리(Allen-Braddley)가
설립하였다. 디바이스넷(DeviceNet)을 기반으로 1995년에
미국에서 ODVA(Open DeviceNet Vendor Association)
가 탄생하였다. 1995년 4월 미국의 Allen-Braddley는 디
바이스넷의 모든 기술과 권리를 현ODVA Inc.[사단법인
개방 디바이스넷 제조업체 협회(Open DeviceNet Vendor
Association)]로 전격 이전하였다. 이어 미국의 계측학
회-ISA가 필드버스 파운데이션(Fieldbus Foundation)
협회를 만들었다. 미국의 로크웰오토메이션은 필드버
스 H1 및 H2의 백본(Backbone)으로 사용하는 콘트롤
넷(ControlNet)규격을 제안했고, 2000년 7월 ODVA의
ControlNet 통신망이 IEC61158-3/4/5/6 규격으로 확정됨
과 동시에 디바이스넷 규격인 IEC 62026-3[DeviceNet]
역시 IEC국제 규격이 되었다. 아울러2000년 7월 아지
(AS-i), 에스디에스(SDS)가 IEC 규격으로 확정되었고, 이
어 미국의 MIL 표준(MIL STD 1553), IEC/ISA 버스, CNC
용으로 독일에서 처음 개발한 써-코스(Sercos)의 규격도
이때 발표되었다.

4) 필드버스의 종류(IEC 61158)
2003년 4월 처음 IEC TC65 SC 65C에서 IEC 61158 표
준으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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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1158 표준으로 제안 한 필드버스 표준]

•타입1: IEC Fieldbus Technical Specifications,
•타입2: Control Net,
•타입3: Profibus,
•타입4: Pnet,
•타입5: HSE of the Fieldbus Foundation,
•타입6: SwiftNet,
•타입7: WorldFip,
•타입8: Interbus

5) 필드버스의 파트[Part]별 분류체계 5종
또 TC/184/SC5에서 2002년 4월 제시한 표준은
ISO 15745 표준(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Open systems application integration
frameworks)으로, 이는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개

7) 산업용 이더넷(Industrial Ethernet) 표준 규격 제정
IEC TC65 SC65C 위원회에서 2004년부터 산업용 이더
넷(Industrial Ethernet) 표준규격 제정을 위한 프로젝트가
2004년에서 2010년까지 다음의 도표 내의 PROTOCOL
로 진행되었다.
[2004~2010년까지 개발된, 산업용 이더넷 표준 규격]

[2004년에서 2010년까지 개발된 산업용 이더넷 표준 규격]
EtherNet/IP(ODVA),PROFINET(Siemens),INTER
BUS(PhoenixContact),HSE(FoundationFeildbus
),VNET/IP(Yo kogawa),Tcnet(Toshiba),EtherCAT
(Beckhoff), EthernetPowerlink(B&R), EPA(China),
Modbus/TCP(Schneider Electric), SERCOSIII,
RAPIEnet(LSIS) 등 12개의 규격 중, 10개 규격을 골라
표준화 규격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방형 시스템 응용 통합 프레임워크이며, 여기서 표준을
Part 별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발표했다.
[필드버스의 Part 별 분류체계]

[필드버스의 Part 별 분류체계 5종]

•Part1: 일반 참고사항
•Part2: ISO 11898에 근거한 시스템/ DeviceNet,
CANKingdom, CANOpen으로 구성
•Part3: IEC 61158에 근거한 시스템/ P-Net, Profibus,
WorldFIP, ControlNet, Interbus로 구성
•Part4: Ethernet에 근거한 시스템/ EtherNet/IP, ADSnet, FL-net으로 구성
•Part5: CC-Link로 구성

8) IEC 61784-1의 막대한 표준분량(약 1만 페이지)의
다이어트화=IEC 61158 안내판(260페이지)으로
축약 출판
61158 표준은 사실상 그 기술의 디테일 기본사항을
설명하는 부록이 있는데, 이것의 분량은 실로 엄청나므
로 이를 최소화(다이어트화)할 목적으로 IEC TC65 SC
65C 전문위원회에서 이 규격의 간편화율을 높이기 위
해 61158 표준 대신 엄청난 축약판인 61784-1(Profile set
for continuous and discrete manufac-turing relative to
fieldbus use in industrial control system)을 IEC 61158의
안내판으로 출판함으로서 다이어트화하여 거의 1만 페이

6) 기타 SEMI, SENSOR & Actuator 규격으로 분류
된 필드버스

지의 규격을 단, 260Page 분량으로 압축하여 책 한권으
로 만들었다.

- 반도체 통신표준: SEMI(Semi 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International) 표준
- 센 서 & 액튜에이터 (Sensor/actuator network
standards) 통신 표준: DeviceNet, SDS(Smart
Distributed System), LonWorks, Seriplex, ProfibusDP, Modbus/TCP 및 TCP/IP, CC-Link, Erhernet/
IP, Interbu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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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
 업용 이더넷(필드버스)의 KS규격 승인[국가기
술표준원]
최근 국내에서 필드버스 KS화에 성공한, 표준규격은
다음 6종이다.

[한국 산업용 이더넷 KS 표준규격]

Feildbus name
RPIEnet

EtherNet/IP
PROFINET

전송속도
100Mbps
1Gbps
100Mbps
1Gbps
100Mbps

EtherCAT

POWERLINK
CC-Link/IE

100Mbps
1Gbps
100Mbps
1Gbps

61158 시리즈 개요 및 지침) 등 5종의 한국산업규격을 제
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동 규격
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4-0771호. 끝. /기술표준
원장/시행정보시스템표준과-433(2005.02.22.) 접수/ 기
술표준원 고시 제 2004-0771호

1Gbps

10) 산업용 이더넷(필드버스) KS규격 [승인문건]
(제정예고일: 2004. 10. 22) 산업표준 공포(2004.10.27.)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077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의거 산업표준심의회심의를 거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쳐 KSX IEC/TR61158-1(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데이터통
신-산업 제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필드버스-제1부: IEC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4. 10. 27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격번호

규격명

규격내용

제정

KSXIEC61158-3

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통신-산업제어시스템 에서 사용되는
필드버스-제 3부: 데이터 링크서비스 정의

붙임(관보게시생략)

제정

KSXIEC61158-4

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통신-산업제어시스템 에
서 사용되는 필드버스-제 4부: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규격

붙임(관보게시생략)

제정

KSXIEC61158-5

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통신-산업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필드버스-제 5부: 응용계층 서비스정의

붙임(관보게시생략)

제정

KSXIEC61158-6

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통신-산업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필드버스-제 6부: 응용계층 프로토콜 규격

붙임(관보게시생략)

제정

KSXIEC61158-1

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통신-산업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필드버스-제 1부: IEC 61158 시리즈개요 및 지침

붙임(관보게시생략)
<다음호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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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 10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20. 7.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의 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함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말
한다.
2. “보급사업”이라 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
기 위해 해당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
다.
3. “금융지원사업”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대출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융자”라 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업비계정에서 제4조의 시행기관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
을 말한다.
5. “대출”이라 함은 시행기관이 융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
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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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7. “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영 제15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
계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로 대체하도록 해당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참여기업”이라 함은 보급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평가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9. “신청자”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에 소요되
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신재생에
너지 설비의 설치확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10. “시공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기업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관련 건설업을 등록한 기
업
다.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
을 등록한 기업
마.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건설공사시공업을 등록
한 기업
11. “소유자”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를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12. “ 설치확인”이라 함은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가 따로 정한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
확인기준에 따라 해당 설비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을 말한다.
13. “공사실적증명”이라 함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이
시공자가 시공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실적을 발급증
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14. “상계처리”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소유자가 전기
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전기판매사업자에
게 공급한 전력량을 차감한 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5. “ 자금관리기관”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의 정부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시행기관에게 사업
비를 교부융자하거나 정산반납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기금관
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를 말한다.
16. “자금사용자”라 함은 금융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대출
금을 사용하여 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제5장의 보급사업, 태양광대여
사업, 금융지원사업, 설치의무기관의 의무화사업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설치된 설비의 사후관리 등에 적
용한다.
② 보조금 지원 등 보급사업에 관한 사항과 금융지원에 관한 사
항은 관계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4조(시행기관 등) ①보급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금융지원사업
의 시행기관은 센터로 한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한 시행기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의 공공주택 보급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제26조의 지역지원사업 :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라 한다)
3. 제44조의 설치의무화사업 : 해당 설치의무기관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확인과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기관
은 센터로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
우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실적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은 한
국신재생에너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책무) ①센터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을 총괄 관리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소관 사업을 성실히 운영관리하여야 하
며,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체 부담금을
우선 확보한 다음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유지

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
료된 이후에는 설비에 필요한 유지보수비용 등을 자체 부
담하여야 한다.
⑤시
 공자는 센터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의 공사실적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공
자 자신이 설치한 설비의 가동상태에너지생산량 등의
관련 자료는 센터의 장이 요구하는 대로 지체 없이 제공
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 반영
제6조(지침시달) 장관은 다음 연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과 관련된 지침을 센터 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①센터의 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4조의 시행기관에게 다음 연도 사업에 필요
한 수요조사 결과 및 소요예산 등을 당해 연도 3월말까지 제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시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수
요조사 결과와 소요예산 등의 자료를 종합조정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 연도 4월말까지 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반영) 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계획
을 검토조정하여, 그 내용을 정부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확정) ①다음 연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
정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해당사업의 다음 연도 사업계
획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공고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배정예산 중 제21조,
제24조, 제35조에 해당하는 사업간의 배정예산 조정이 필요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기준
제10조(중복 지원의 금지) 시행기관의 장은 제5장의 사업 중 동
일한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대상은 제외한다.
1. 제26조의 사업이 종료된 이후, 설비용량을 증설하는 경우
2. 에너지자립 인증을 받아 제35조의 사업으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불
 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에 복구 지원
을 하는 경우
제11조(보조금 지원방법) ① 제21조 및 제24조의 사업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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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를 미리 정하여 해당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다만,
기술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상용화를 전제로 시범적으로 실시하
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단가
를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6조의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격(설계비 등을 포함
한다)의 50% 이하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한해 최대 70%이하에서 보조
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35조의 사업은 시행기관의 장과 협약(설계비 등을 포함한
다)된 금액(이 항에서 “협약금액”이라 한다.)의 50% 이하에
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 사업 중 연료전지 및
보급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한정하여 협약금액
의 70% 이하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7호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에 대하여는 영 제17조에 따른 설치계획서 제
출과 영 제18조에 따른 설치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각 사업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산정방법 등) ①제11조제1항에 따라 장관은 신재
생에너지 설비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매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에 지원대상, 설치지역
등 설치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단가의 일정비율을 가
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단가를 정하는 데 필
요한 원별 시장가격 조사와 원별 가격예측 방법, 전문가 검토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④장관은 당해 연도 설비가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재조사 등의 방법을 거쳐 수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⑤제1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비율의 구체적인
사항(설비 가격의 범위, 산정방법 등)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원사업 공고 및 지원방법 등) ①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사업별 지원사업 공고를 하거나, 센터의 장에게 공고하게 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비공고 및 추가
공고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공고내용에는 지원사업 개요, 용량별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방법, 주의사항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기간) ①보급사업을 시행하는 시행기관의 장은 정부
의 회계 연도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추경편
성에 따른 사업은 추경예산안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은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으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기간 연장은 승인일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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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업비 정산) 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2월(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3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잔
액 또는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
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사업) 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 중 자부담액을 부담하는 조건으
로 제21조 및 제24조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
하여 추진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2.국가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대규모 주택사업의 시행자
3.기타 협약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센터의 장이
해당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한 법인 등(건설 시행자, 시공자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제4장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기준 및 설치확인
제17조(시공기준 등) ①센터의 장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
렴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설치확인 기준,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시행기관의 장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센터
의 장이 따로 정하는 일정 용량 이상에 대하여는 제1항의 모니
터링 설비 설치기준에 따라 에너지생산량가동상태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공자) ①시행기관의 장 또는 신청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0호의 시공자가 시공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21조 및 제24조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 기준과 하자보증 등) ①신청자나 시공자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별 시공
기준 또는 모니터링설비 설치 기준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고 시
공하여야 한다.
②시행기관의 장 또는 시공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법 제13조제21조에 따른 KS인증설비공용화품목을 의
무 적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의무적용설비 대상 또는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에 대해 발행기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설치확인) ①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 소유자는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확인 기관의 설치확
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확인 기관의 장에게
설치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설치확인 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
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류검토를 하여야 하며, 서류검토 완
료 후 14일 이내에 설치확인 기준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설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한다.
제5장 사업별 시행기준
제1절 주택지원사업
제21조(주택지원사업 등) 주택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
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공
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공공주택
제22조(사업신청과 선정) ①제21조의 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
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고에서 정한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이
완료되면, 선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 신청과 지급) ①제21조의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확인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보
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절 건물지원사업
제24조(건물지원사업 등) 건물지원사업 및 시범적 사업은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
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물지원사업 : 제21조의 주택, 26조제1호 및 제2호의 건물시
설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
2.시범적 사업 : 제1호의 건물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
려고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제25조(사업신청과 선정 등) ①제24조의 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절차
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공고에서 정한 평가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에 따른 평

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에 대한 평가선정이 완료
되면, 평가선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4조의 사업이 완료된 후 이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과 지급
절차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절 지역지원사업
제26조(지역지원사업 등) 지역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2.사회복지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로부터 신청권을 위
탁받아 신청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
지시설의 소유자는 자부담과 사후관리 등을 연대하여 부담
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계획과 예산반영) ①시도의 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지침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이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3월말까지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제54조에 따른 평가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6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확정하고,
사업계획서의 정부 소요자금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반영) ①장관은 제27조에 따라 확정
된 사업계획서와 예산반영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예산반영 현황을 해당 기
초자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지방자치단체 분담분이 예산
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반영 여부를 익년도 1
월말까지 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확정 및 시행) ①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은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안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함으로써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장관이 확정통보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분이 소관 지방예산에 반영된 경우에는 협약
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예산과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차이
가 발생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조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거나, 신재생에너
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
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격을 참고할 수 있다.
제30조(보조금 신청과 정산 등) ①제29조제2항에 따라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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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국가 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관리하기 위하여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자금을 교부토록 요청을 하거나,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발생된 반납금의 납입요청 등에 관한 업무는
센터의 장이 수행하며,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센터의 장은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사업내용금액산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자금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보조금에 대한 자금을 시도지사로
교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의 반영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
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매월 10일까지 지역지원사업 월별 사업비 집행
실적을 전월실적 기준으로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
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
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와 함께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반납하
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그 현황을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
나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31조(사업변경 승인) ①시도지사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사업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센터
의 장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안전 또는 설치여건 등의 문제로 설치장소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3.제29조제2항에 따라 협약된 예산의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32조(시설관리의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법인은 전
담자를 지정하여 사업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
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에너지생산량 및 유지보수 현황
등을 기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하게 수행하
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를 위해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설비 수익의 재투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존 및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 외 사용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
우, 별도 관리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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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실태조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6조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사업 진도관리, 현장조
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지원사업의 사업진행, 설치확
인, 보조금 관리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센터의 장이 요청하
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절 융복합지원사업
제35조(융복합지원사업 등) 융복합지원사업은 동일한 장소(건
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
함)를 동시에 설치하거나,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
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6조(사업신청과 선정 등) ①제35조의 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평가
등을 통해 해당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한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컨소시엄 구성 등), 제2항에 따
른 평가방법, 제3항에 따른 선정결과 통보 방법 등은 공고에
서 따로 정한다.
⑤제35조의 사업이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사업
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과 지급절차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5절 태양광대여사업
제37조(신청대상) 태양광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
양광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
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등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
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공동주택
2.기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물 또는 건물
제38조(사업신청과 선정) ①제37조의 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
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여사업자는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절
차에 따라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여사업자는 공고에서 정한 평가선정방법에
따라 센터의 장이 선정하여야 한다.
제39조(실태조사 등) 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태양광대여사업
의 사업진행, 설치확인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
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태양광대여사업자는 센터의 장이 요
청하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REP단가 등) ①장관은 REP 단가를 매년 공고하여야 하
며, 센터의 장은 태양광대여사업으로 발전되는 발전량에 대하
여 REP(태양광 발전량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REP 단가에 대한 책정 방법 등에 대
하여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6절 금융지원사업
제41조(금융지원사업 등) 금융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국가가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대여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1.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2.운전자금 :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
금(중소기업에 한정한다.)
3.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시설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동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4.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
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
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제42조(융자금 정산 등) ①시행기관이 기금을 활용하여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요령」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②대출금 지원절차 및 대출조건 등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
라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내에서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
풍, 홍수, 가뭄 등)이 발생한 경우
2. 위호의 자연 재난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대출금 상환 유예는 1년 이내에서만 허용한다.
⑤제 3항의 대출금 상환유예 허용 여부는 제54조의 위원회
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센터의 장이
결정한다.
⑥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
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제3항 내지 제7항에 의한 대출금 상환유예 신청 절차 등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실태조사 등) ①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사용자가 사업계획서 등
에 따라 자금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금추천된 사업의 취소 또는 중단 여부
2.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출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3.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에 대한 자금추천대상 적합여부
②센터의 장은 금융기관 및 자금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의 사항 및 사업진행, 자금 적정 사용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
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금융기관 및 자금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자
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른 조치사항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7절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제44조(설치의무기관 및 설치여부 확인 등) ①설치의무기관은
영 제15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의무 비율」(이하 “공급의무 비율”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위하
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설치의무기관의 의무대상 건축물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한 후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그 중 최근 5
년간 신축, 증축 또는 개축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
치여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의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출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예산서 등 증빙서류
2. 납입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서류
3. 기타 설치의무기관의 건축물이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45조(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서를 접수받은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서
(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설치의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검토서를 받은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건축허가신청
서에 검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신청 시 제
2항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해당 건출물의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제2항
에 따른 검토서 내용의 반영여부 등을 확인시켜야 한다.
제46조(설치의무 면제대상 건축물 등)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 괄
호단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는 대상건
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대상 건축물 여부를 확정한다.
1.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주
변시설의 안전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
2.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사용목
적이 일반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경우
3.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연속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4.기타 입지조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설치면제 또는 조건
부 면제가 타당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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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설치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제신청서(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를 건축허가
신청 전에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면제신청서의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제5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확정한 후 제1항의 신청자에게
확정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검토서를 받은 제1항의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제45조
제3항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
여야 한다.
⑤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건축허가권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
서 내용 등을 확인시켜야 한다.
제47조(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 설치계획서는 접수일자 기준으
로 검토하며,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설치계획서
를 제출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기관은 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검토한다.
1.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상건축물 부합 여부
2.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합 여부 및 설비인증 만료 여부
3.제48조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충족 여부
제48조(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과 방법) 영 제15조제1항과 제3
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과 방법」
은 [별표 2]와 같다.
제6장 사후관리 및 위원회
제49조(설비의 사후관리) ①시행기관의 장은 제5장중 보급사업,
금융지원사업, 설치의무기관의 의무화사업을 통해 설치한 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표본조사 등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
고하게 할 수 있다.
③센터의 장은 사후관리업무 중 설비의 A/S 지원을 위하여 고
장접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소유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설비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에 대해 가동실적을 알 수 있는
운전데이터 등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
공하여야 한다.
⑤시공자는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
비 중 설치한지 3년 이내의 설비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사
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보고하는 서식과 절차
등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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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시행기관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시행한 후 그 결과
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고, 센터의 장은 사후관리 시행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설비의 처분제한) ①제21조 및 제24조제1호에 따라 지원
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는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에 설치장소를 변경(이하 “이전”이라 한다)하거나 설비를 폐기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할 때에는 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제1항의 소유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양도(매각교환대
여기증현물출자담보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하거나, 설치
확인일부터 5년 이후에 이전처분을 하려면 센터의 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이전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확인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설비의 양도이전처분 등을 하려면 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센터
의 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이전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16조, 제24조제2호 따라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2. 제26조에 따라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제35조에 따라 지원받은 컨소시움의 장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승인 및 신고절차 등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보조금 환수) ①보조금의 환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보조받는 사업이 취소된 경우
3.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4. 제31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업계획서를 임의 변경한 행
위를 한 경우
5.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7.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의 승인 없이 협약사업을 변경한 경우
②시행기관의 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이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사업의 참여제한) ①센터의 장은 신청자, 시공자 또는 소
유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사실을 기
록·관리하여야 하며, 시행기관의 장이 이를 요청할 경우 필
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3조(위반사항의 처분통보 등) ①보급사업 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제재처분을 통보하기 전에 해당하는 자에게 20
일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한다.
1.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환수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②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행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와 센터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수대상자는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이 장의 사후관리 절차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
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54조(위원회의 설치) ①센터의 장은 사업별 평가심의, 원별
시공기준 자문, 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설비처분 등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은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 참여제한 또는 이
의신청 등의 분쟁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
의 사업을 위한 위원회 중 중요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
정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국장
으로 한다.
제7장 보칙
제55조(일반용 전기설비의 상계처리) ①「전기사업법」 제2조제18
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력(이하 “발전전력”이
라 한다)량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이하 “수전
전력”이라 한다)량은 상계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로 하며,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수전
계약용량 범위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한하여 상계처
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발전전력의 kWh당 단가는 수전전력의 kWh당
단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의 발전전력 요금채권과 전
기판매사업자의 수전전력 요금채권은 검침일에 서로 대등액
에서 상계한 것으로 본다.
④발전전력이 수전전력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는 별
도의 전력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달 수전전력에서 차
감한다.
⑤수전용 전기계기 등의 설치책임 및 설치기준 등은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업무지침 등) ①센터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해야 하는 세부사항 등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③센터의 장 또는 시행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된 서류 등을 5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적용특례) ①장관은 정부의 협약사업이나 지역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
우 장관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시
행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
②센터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우선
반영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37조 및 제41조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
지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
를 따를 수 있다.
제58조(추진현황 점검 등) ①장관 또는 센터의 장은 소속 직원으
로 하여금 이 규정에 따른 시행기관의 사업추진실태를 현지 점
검하여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요구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센
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94호) 제7조에 따라 이 규정 시행 후의 법령이
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4월 30일로 한다.
부 칙<2016.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의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7호」에 따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다만, 시행일 이전의 제
41조의 사업에 대한 융자금 정산 등은 제42조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 칙<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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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전력케이블의 절연파괴 원인 분석
글│한전 전력연구원 김 희 동 수석연구원

1. 서론

의 생성과 진전에 의하여 절연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발전소에서는 배전급과 송전급에 비해 상대적

일반적으로 전력케이블은 가교 폴리에틸렌(Cross

으로 케이블 포설 길이가 짧게 설치되어 있으며, 접지 이

linked polyethylene: XLPE)을 주절연재료로 사용하

탈과 장기간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에서 절연파괴가 발생

고 있으며, 케이블과 같은 고분자 절연재료는 운전 전계

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된 전력케

(electric field)를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 및 화학

이블과 6년 이상 사용된 전력케이블의 절연파괴 사례를

적 열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자연적인 열화 이외에 사용

분석하였다.

중에 전계가 가해지는 경우 수 트리(water tree), 부분방전
및 전기 트리(electrical tree) 등과 같은 전기적 열화가 있
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자연적인 열화와 전기적인 열화

2. CV 케이블의 절연열화 메카니즘 분석

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체적인 열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 전기적 열화

것으로 알려져 있다.

XLPE 케이블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질 등이 유입되는 여

XLPE 케이블의 주요한 열화요인과 절연파괴 원인은

러 가지 요소 또는 사용 환경 등의 조건에 따라 전기 트

케이블 재료, 제조공정, 구조 및 사용 운전조건 등이 차별

리, 수 트리 및 화학 트리 등이 발생한다. 전기 트리는 일

성을 갖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난다. 배전급 XLPE 케이블

반적으로 절연파괴에 이르는 기본 과정에서 파괴시의 에

의 주된 열화 요인으로는 수분과 운전 전계에 의한 수 트

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 반면, 수 트리는 전기 에너지

리 발생으로 인한 열화가 주된 절연파괴의 요인으로 보고

와 수분의 존재시만 발생한다. 수 트리가 발생하여도 전기

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송전급 XLPE 케이블에서 주된 열

트리와는 달라서 직접적으로 절연파괴에 이르지는 않는

화 요인은 국부적인 결함에서 부분방전 열화, 전기 트리

다. 그러나 수 트리가 계속 성장하여 크기가 어느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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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면 전기 트리로 변화하여 결국 절연파괴를 일으키

된 작은 물방울이 끝단에서 결합력을 파괴하여 부가적

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인 공동을 발생시키며, 수 트리의 성장을 가속시킨다.
PE(polyethylene)와 XLPE(crosslinked polyethylene)

(1) 수 트리
수 트리는 돌출된 케이블의 중합에 의해 절연재료에서

에서 수 트리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를 거친다.
(1)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몇 개의 특별한 지역에서 개시

관찰되는 열화 메카니즘이다. 비록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2) 진전

요소들이 포함되지만 정확한 메카니즘은 아직까지 잘 규

(3) 수 트리 내부 혹은 경계에서 최종적인 절연파괴

명되지 않고 있다.
•물의 존재 : 물은 필요하다. 그러나 트리를 위해 필요
한 최소 함량은 아직까지 연구 중에 있다.
•전계 : 일반적으로 수 트리는 교류전계에서 발생하지
만 직류전계에서는 거의 진행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트리 개시전압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비교적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시
수 트리에서 산화는 다양한 사용현장과 실험실에서 열
화된 XLPE 케이블에서 주로 발생한다. 만약에 산화가 수
트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면, 산화적인 부산물의 생성
은 수 트리 외부보다는 수 트리 내부에서 훨씬 높다.
XLPE, EPR, PE와 같은 수지류의 절연체중에 나타나
는 열화 현상으로 그 형태가 나무(tree)나 덤불(bush)과

•오염 : 열화된 케이블에서 수 트리는 대개 심하게 오

같다고 하여 트리라고 불리고 있다. 수분을 함유하고 있

염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시험실 조건에서 순수한

는 절연체나 반도전층에 국부적인 고전계가 가해질 경우

물에 의한 수 트리는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다.

에 발생되며, 그 현상에 따라 케이블 내, 외부 반도전층으
로부터 절연체 쪽으로 덤불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벤티드

지난 20년 이상동
안 많은 연구가 시행
되었으나 한 가지 혹
은 여러 가지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
되었다. 작은 물방울
은 전계에 의해 야기
된 기계적인 힘에 의
해 변형된다. 이것이
분자 체인의 결합에
너지를 초과하기 위
해 국부적인 스트레스
의 원인이 되며, 최종
적으로는 공동(cavity)
과 수 트리의 형성
을 야기한다. 변형

그림 1. 전력케이블의 수 트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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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ed) 트리와 절연체 내부의 보이드 등으로부터 전계

하는 부분방전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절연체를 침식하여

방향으로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형성되는 보우타이(bow-

전기 트리로 진전하게 된다.

tie) 트리가 있다. 그림 1은 전력케이블에서 트리의 종류를
나타내었다.

나. 열적 열화

수 트리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비전도성을 갖기도 하며,

XLPE 케이블을 구성하는 가교 PE, Viny1, PE 등의 고

때로는 절연체를 완전히 교락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즉각

분자 재료는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면, 인장강도와 신율이

적인 절연파괴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수

저하되는 노화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노화현상에 따라

트리가 절연파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수 트리로

케이블의 절연 특성이 저하하는 현상을 열적 열화라 한다.

부터 전기 트리로 진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 트리가

일반적으로 열적 열화에 의한 고분자 재료의 수명저하는

발생한 경우 파괴될 가능성이 증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온도가 10℃ 상승하면 수명이 1/2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10℃ 반감의 법칙), 고온에서 케이블 사용에

(2) 전기적 트리

따른 열화는 매우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케이블

전기 트리는 내부 및 외부 반도전층의 돌기(protrusion)

의 연속사용 허용온도는 열적 열화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또는 케이블 절연체 내의 금속 이물질 등의 결함 등에서

고려하여 설계됨으로 사고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국부적인 전계집중(＞300MV/m)에 의해 발생하며, 나뭇
가지 상태로 진전되는 열화 형태를 말한다. 전기 트리의

다. 화학적 열화

채널 벽은 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 트리의 진전에 따

케이블을 구성하는 고분자 재료는 기름, 약품 등에 의

라 전계가 점차로 증가하며, 최종적으로 절연파괴에 이르

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기름, 약품 등이 케이블 내부

게 되는 치명적인 열화 형태이다. 또한 전기 트리 발생과

로 유입됨에 따라 재료의 팽윤, 기계적 강도 저하, 용해,

진전 시에 전기 트리의 영역 내부에서는 방전이 발생하기

화학적 분해, 배합물의 유출에 따른 경화 및 중량 감소 등

때문에 이러한 방전을 검출하여 전기 트리의 발생 및 진

이 있다. 특히 유황 이온과 구리가 반응하여 절연체중에

전을 검출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XLPE 제

발생하는 화학적 트리는 케이블 절연성능을 저하시키는

조 시에 전기 트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물질 등의 관리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는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트리 열화에 의
한 케이블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화
 학적 트리(chemical tree)
절연재료 내외부로부터 유입된 화학성분에 의해 발생
한다.
(4) 부분방전 열화
부분방전 열화는 절연층의 보이드, 절연체와 도체 혹은
차폐층 사이의 불완전한 접합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교류
전계가 인가되면 국부적인 보이드 혹은 박리부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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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6.0kV급 고압전동기용 케이블

(a) 절연파괴된 CV 케이블의 외피

그림 3. 6.6kV급 소내부하용 CV 케이블

(b) 절연파괴된 CV 케이블의 내부

라. 기계적 손상과 변형

을 나타내었다. 케이블 편단접지가 단선되어 동테이프에

기계적 손상과 변형의 원인은 외상에 의한 사고 외에

전압이 유기되어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절연열화가 진전되

케이블의 부하변동에 따른 열팽창 수축 운동, 생물학적인

어 최종적으로 절연파괴가 발생하였다. 동테이프에 전압

원인 등 다양하며, 차폐층(shield)의 기계적 손상 방지와

이 유기되면 그 자체가 도체가 되고 PVC 외피가 절연물이

시스(sheath) 구조의 개량이 유효한 대응책이고 포설시

되며, 케이블 트레이가 접지와 연결되어 있기 떄문에 동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테이프가 소손되면서 XLPE 절연물을 열화 시켜서 최종적

3. 절연파괴 원인 및 사례 분석
그림 2는 고압전동기용 CV 케이블(6.0kV)로서 30년

으로 절연파괴가 발생하였다. 그림 3(b)에 나타낸 바와 같
이 동테이프는 거의 녹아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절연파괴된 인접한 CV 케이블(6.6kV)의 절연상태
를 확인하기 위해 절연진단 결과 6.6kV에서 유전정접값이

이상 동안 사용되었으며, 절연진단을 수행하던 중에 약
5.8kV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하였다. 인가전압 5.5kV에서
유전정접값이 10% 이상을 나타내었다. CV 케이블은 지하
에 매설되어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수 트리와 화학적 트리
등이 공존함에 따라 XLPE 절연물이 열화하면서 절연파괴
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은 발전소 소내부하용
CV 케이블(6.6kV)로서 15년 이상 동안 사용되었으며, 운
전중에 절연파괴가 발생하였다. 그림 3(a)는 절연파괴된
CV 케이블의 외피를 나타낸 바와 같이 PVC 외피가 절연
파괴 되고 부분적으로 찢어진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b)는 PVC 외피를 제거하고 절연파괴된 CV 케이블

그림 4. 13.2kV급 고압전동기용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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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상을 나타내어 케이블 교체를 권고하였다.

그림 5는 고압전동기용 CV 케이블(6.6kV)로서 11년 이

그림 4는 13.2kV급 고압전동기용 케이블(15kV EPR/

상 동안 사용되었으며, 정지중에 단말부분 교체 작업중에

CR TRIPLEX-3/C 410AWG)을 나타내었으며, 대략 8년

시스 손상이 확인되었다. 그림 5(a), (b), (c), (d)에서 나타

정도 운전후에 상간 절연파괴가 발생하였다. 절연파괴 원

낸 바와 같이 케이블 시스가 손상되었으며, 흡습에 의해

인은 차단기측의 편단접지가 이탈되어 외피, 반도전층 및

동테이프가 변색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케이블

주절연물인 EPR 방향으로 절연열화가 진행되면서 외부로

접지 분리가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터 절연물 손상에 의해 최종적으로 상간에서 절연파괴

상태로 장기간 운전시에 절연파괴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

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 단말부분 교체 작업시기가 적절하게 진행되었으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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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압전동기측 케이블 단자

(b) 케이블 설치용 금속관

(c) 케이블 시스 손상

(d) 흡습에 의해 동테이프 변색

그림 5. 6.6kV급 고압전동기용 케이블

비후에 유전정접을 측정한 결과 6.6kV에서 0.2%로 측정
되어 양호하게 분석되었다. 참고적으로 6.6kV XLPE 케이
블의 절연 두께는 3.5 mm이다.
가교폴리에틸렌(XLPE)은 고전압 전력케이블의 절연재
료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대 500kV까지 사용
되는 XLPE 케이블은 절연재료에서 최종적인 오염의 감소
와 케이블 제조과정에서 개선을 위한 진보적인 기술을 도
입하여 상업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절연재료
에 대한 전기적 및 열적 특성은 케이블의 운전 효율을 증
가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XLPE 케이블은 장기간
사용에 있어서 90℃ 이상으로 운전온도를 증가하기가 어
렵다. 왜냐하면 XLPE의 절연내력은 결정적인 용해 온도
(melting temperature) 105℃ 이상에서 현저하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적 특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절연

그림 6. 고압케이블 사고발생 전

재료 개발이 필요하다.
수 트리 열화는 XLPE 케이블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열화의 주요한 원인이다. 수 트리는 절연재료 내
부의 보이드 혹은 불순물과 XLPE 케이블 반도전층의 돌
기에서 발생한다. 수 트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절연재
료의 반경방향(radius direction)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성
장한다. XLPE 케이블 절연재료는 이러한 과정을 걸쳐서
점차적으로 열화가 진행한다. 결국 수 트리 열화는 절연재
료 층의 절연파괴를 야기한다. 그러한 사고는 전력공급 시
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도 절연파괴 위치를
찾고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수반된
다. 불시의 사고를 예방하고 케이블을 합리적으로 적기에

그림 7. 고압케이블 사고발생 후

교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진단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준석탄화력발전소 출력 500MW AGC 운전중에 Air
Compressor #A 예방점검 완료후 시운전중에 고압전동기

었으며, 고압전동기 단자박스가 강제적으로 분리된 사고
가 발생하였다.

정지와 동시에 6.9kV #1 모선(3SG01 모선) 무압에 의한

근본적인 원인은 고압전동기 리드 케이블 길이가 짧게

Unit Load Run-Back이 발생되었다. 기동중에 6.9kV 고

설치되었으며, 고압전동기 외함 진동에 의해 한상의 케이

압전동기 케이블 단자박스에서 3상중에 1상이 지락되면서

블이 단락되면서 지락이 발생하여 상간에서 절연파괴 사

다른 상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상간에서 절연파괴 되

고가 발생하였다. 향후 대책으로는 고압전동기 리드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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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의 길이가 짧게 설치된 경우에 단자함 내부에 절연재료
(노멕스)를 설치하여 리드 케이블을 고정함으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인적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운전원은 현장에서 고압전동기를 기동할 때
단자함에서 일정거리만큼 떨어져서 기동할 필요가 있다.
그림 6은 고압전동기 단자함에서 케이블 지락사고가 발생
하기 전의 상태이며, 그림 7은 케이블 지락 사고 후의 상
태를 나타내었다. 유사한 사고가 다른 발전소에서도 2∼3
건 발생하였다. 따라서 고압전동기 정비후에 고압케이블
결선작업을 수행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8. 상당 2개씩 연결된 고압케이블

내연발전기(40MW, 11kV)가 발전기 출력 40MW 운
전 중에 지락보호 계전기(59N) 동작에 의해 불시 정지되
었다. 먼저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중성점을 분리하고 상
별로 절연저항, 성극지수, 교류전류, 유전정접 및 부분방
전 크기 등을 측정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삼상 모
두 양호하게 판정되었다.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절연상
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발전기와 차단기 사이의 고압 큐
비클(Cubicle)를 연결하는 발전기 인출용 고압케이블
(1,000SQMM×2C, 15kV) A, B, C상에서 절연진단 시험
을 수행하였다. 그림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상은 2 개
의 고압케이블이 연결되었다. 진단결과 A, C상의 4개 케
이블과 B상의 1개 케이블에서 절연저항과 유전정접이 양

그림 9. 단말처리부에서 고압케이블 절연파괴

호하게 분석되었으나 B상의 다른 1개의 케이블에서 절연
저항이 낮게 측정되어 케이블 외피를 세밀하게 점검한 결
과 그림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단말처리부에서 절연파괴
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신속한 원인규명 및 정비방안
을 제시하여 임시적으로 복구 작업을 마치고 발전기를 운
전하였다. 2주 후에 케이블 단말처리 자재가 입고됨에 따
라 절연파괴된 고압케이블 B상의 단말부에서 길이 1m 정
도를 절단(그림 10 참조)하여 단말처리 작업을 마치고 절
연저항, 성극지수, 유전정접 및 내전압 시험결과 양호하
게 판정되었다. B상의 고압케이블은 6년 동안 운전되었으

그림 10. 절연파괴된 고압케이블의 절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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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절연파괴 원인은 주절연물인 가교 폴리에틸렌(Cross
linked polyethylene: XLPE) 내부의 이물질 혹은 보이드에

의해 절연열화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정접값이 12% 이상을 나타내어 케이블 교체를 권
고하였다.

4. 결론

(2) 고압전동기 인입케이블 단말부분 교체 작업중에 시
스 손상과 흡습에 의한 동테이프 변색이 확인되었

발전소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된 전력케이블과 6

다. 케이블 접지 분리가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되었

년 동안 사용된 전력케이블의 절연파괴 사례를 분석한 결

으며, 이러한 상태로 장기간 운전시에 절연파괴를

과는 아래와 같다.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고압전동기 단자박스 진동
에 의해 3상중에 1상의 케이블이 단락되면서 지락이

(1) C V 케이블은 지하에 매설되어 장기간 사용함에

발생하여 상간에서 절연파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근

따라 수 트리와 화학적 트리 등이 공존함에 따라

본적인 원인은 고압전동기 리드 케이블 길이가 짧

XLPE 절연물이 열화하면서 절연파괴가 발생하였다.

게 설치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CV 케이블 편단접지가 단선되면서 동테이프

(3) 발
 전기와 차단기 사이의 고압 큐비클(Cubicle)를 연

에 전압이 유기되어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절연열화

결하는 고압케이블은 6년 동안 운전되었으며, 절연

가 진전되어 최종적으로 절연파괴가 발생하였다. 따

파괴 원인은 주절연물인 가교 폴리에틸렌 내부의

라서 절연파괴된 인접한 CV 케이블(6.6kV)의 절연

이물질 혹은 보이드에 의해 절연열화가 발생한 것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절연진단 결과 6.6kV에서 유

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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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설계 ②

제2장 차단기 성능 조사
2.1. 차단기 선정

고 시간과 함께 감쇄한다. 계통에 회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류 대칭분 고장 전류도 시간에 따라 크기가
변화한다.
계통의 고장전류 중에서 1/2 Cycle 시점의 고장 전류를

2.1.1 고장 전류의 계산 목적

First Fault Current라 하고 차단기가 동작하는 수 Cycle

1. 차단기 차단 용량 결정

후에 (3~5 Cycle)의 고장 전류를 Interrupting Fault

2. 전력기기의 기계적 강도 및 정격 결정

Current, 회전기에 의한 영향이 없어지는 안정된 후의 고

3. 보호계전기 Setting

장 전류를 Steady State Fault Current라고 한다.

4. 통신 유도 장애 검토
5. 계통 구성

2. First Cycle Fault Current(Moment Fault Current)

6. 유효 접지 조건 검토 등

(1) 고장 전류는 초기 1/2 Cycle에서 가장 크며 이때의
고장 전류를 First Cycle Fault Current라고 한다.

2.1.2 고장 전류 종류
1. 고장 전류 형태
계통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의 고장 전류는 [그림 2-1]
과 같이 횡축에 대하여 비대칭인 전류가 흐르며 이 전류

(2) 발전기, 전동기, 한전 계통 등 모든 단락 전류에 대
하여 고려한다.
(3) 모
 든 회전기는 차과도 리액턴스(xd″)를 적용(전동기
는 xd″에 1~1.2배를 적용)한다.

는 횡축에 대하여 대칭인 대칭(symmetical)분 교류 전류

(4) 케이블의 굵기 검토, 변성기 정격 검토, 보호 계전

와 직류( DC) 성분으로 나뉜다. 고장 전류 속에 포함되어

기 순시 TAP Setting, 저압 차단기 용량 선정, 고압

있는 직류분은 회로 정수(X/R 비)에 따라 크기가 정해지

Fuse 용량 선정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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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terrupting Fault Current

도 상승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1) 차단기 접점이 개시되는 시점(3~8 Cycle)의 고장

통할 수 있는 전류의 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계

전류를 Interrupting Fault Current라 한다.

통의 부하 전류의 합보다 큰 정격 전류를 선정한다.

(2) 발
 전기, 전동기, 한전 계통 등과 같은 모든 단락 전
3. 정격 차단 전류 : 정격 전압, 정격 주파수 및 규정된

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발전기는 차과도 리액턴스(xd″), 기타 회전기는 과

회로 조건에서 규정된 표준 동작 책무 및 동작 상태

도 리액턴스(xd′)를 적용한다. (전동기는 xd″에

를 수행할 수 있는 차단 전류의 최대 한도이며, 교류

1.5~3배 적용)

분 실효치(R.M.S)로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고장 전류

(4) 고압 및 특고압용 차단기 차단 용량 선정에 사용된다.

(3상 단락 전류)보다 큰 정격을 선정한다. 사고 전류
에는 교류분과 직류분이 혼재되어 있다 ‘비대칭 차

4. Steady State Fault Current(30 Cycle Fault Current)

단 전류’는 교류분과 직류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

(1) 계통 임피던스의 변화가 안정된 시점의 고장 전류

며, ‘대칭 차단 전류’는 교류만 포함하고 있다. 일반

를 Steady State Fault Current라고하며 보호 계전기

적으로 차단기에서의 정격 차단 전류는 ‘대칭 차단

동작 시점(예：30 Cycle)의 고장 전류를 30 Cycle

전류’를 말한다.

Fault Current라고 한다.
(2) 발전기, 한전 계통의 단락 전류에 대하여 고려한다.

4. 정격 차단 용량 :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전류의 한도

(3) 발전기는 과도 리액턴스(xd′)를 적용한다.

를 나타내는 양이다.

(4) 보호 계전기 한시 TAP Setting에 사용된다.

차단 용량 (MVA) = √3 ×차단기의 차단 전류(kA)
x 정격 전압(kV): 3상인 경우

2.1.3 차단기 정격

차단 용량 (MVA) = 차
 단기의 차단 전류(kA) ×정격
전압(kV): 단상인 경우

1. 정격 전압 : 차단기의 정격 전압은 차단기에 부과될
수 있는 사용 회로 전압의 상한을 말하며 계통의 공
칭 전압에 따라 아래 <표 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2-1> 정격 전압의 표준치

2.1.4 차단기 및 차단기 선정 시의 주의 사항
차단기는 전력 계통의 주요 기기의 하나로서 정상적인
부하 전류의 개폐는 물론 고장 전류의 개폐도 이상 없이

공칭전압[kV]

정격전압[kV]

수행해야 하므로 구내 전력 계통의 단락 전류를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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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단 용량이 충분한지를 검토(일반적으로 단락 용량은 계산

22 또는 22.9
154
345
765

25.8

고 이를 근거로 기존 차단기의 단락 용량과 비교하여 차

170

치의 120~160%를 두어 선정)해야 한다. 즉, 차단기 차단

362
800

2. 정격 전류 : 정격 전압 및 정격 주파수에 규정된 온

용량은 최대 고장 전류보다 큰 정격 차단 전류를 선정하
고, 최대 고장 전류는 차단기가 설치되는 계통의 고장 전
류 중에서 최대값으로 한다. 아래 <표 2-2>와 <표 2-3>은
차단기의 정격 표준치와 전압별 적용되는 차단기의 종류
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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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차단기의 정격 표준치

종 류

유입차단기

자기차단기

25.8

72.5

-

-

O

정격전압[kV]

O

우를 제외하고는 45ms를 표준 시 정수로 하고 최소 개극

170

362

800

-

-

-

O

-

공기차단기

O

O

O

O

진공차단기

O

O

O

-

가스차단기

가스절연진
공차단기

O

O

O

O

-

-

-

시간의 허용범위는 제작사가 제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제 계통에서는 차단기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보호
계전기와의 협조를 통해 고장전류를 차단함으로써 계통을

-

보호한다. 실제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보호 계전기는 CT

-

여 몇 개의 보조 계전기를 거쳐 차단기를 동작시키게 된다.

O

O

-

-

또는 PT를 통하여 이상을 감지하고 자신의 접점을 구동하

* 출처: 한국전력공사. 표준 규격 ES-5925-0001 교류 차단기

2.1.5 정격 차단 전류의 차단 시간
차단기의 최소 개극 시간에 정격 주파수의 1/2 Cycle을
더한 시간에 따라 정격 차단 전류(교류분 실효치)에 [그림
2-1]과 같이 곡선으로 표시한 백분율 직류분을 포함하는
단락 전류를 지장 없이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적용

출처: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ES-5925-0001 교류 차단기
[그림 2-1] 백분율 직류분

시정수는 IEC 62271-100의 4.101.2항에 따른다. 특수한 경
<표 2-3> 전압별 차단기 종류

정격전압
[kV]

정격차단전류
[kA, ms]

25.8

25

72.5

170

362
800

(12.5)
40

(12.5)
20

31.5

31.5
(40)
50

63

40

50

63

50

(630) (1,250)
630

630

(630)
(63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정격전류[A, ms]
2,000

2,000

3,150
3,150

2,000

2,000

2,000

2,000

2,000

5

32.5
52

2,000 (3,150) (4,000)
3,150

65

104
82

2,000

2,000

정격차단시간
(cycle)60Hz 기준

32.5

2,000

2,000

정격투입전류
[kA, peak치]

82

104

4,000

130

4,000

4,000

4,000

4,000

164

6,300

6,300

104

8,000

8,000

5

3

130

3

130

2

164

* 비고 괄호안의 숫자는 특수한 장소나 미래의 계통용량 변동에 대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비표준 품임.

출처: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ES-5925-0001 교류 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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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차단기 선정 시의 고려 사항

경우에 회복 전압은 상 전압의 √3배(정격 전압과

차단기 선정 시에 통전과 절연 외에 아래의 역할도 고

같다)가 된다.

려해야 한다.
1. 전력 계통의 평상시 개폐

2.1.7 차단기 표준 사용 환경

2. 고장의 신속한 선택 차단으로 피해의 최소화

1. 주위온도: -5℃~40℃, 24시간 평균 최고 온도 35℃

3. 계통의 유효한 사용이며

2. 표고: 1,000m 이하

4. 고장 회로의 조건에 따라 차단기에 요구되고 있는

3. 상대습도: 24시간 측정 평균값 95% 이하

차단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B
 TF(Bushing Terminal Fault) : 차단기의 부하 단자
에서 일어난 단자 단락 고장을 말하며, 계통의 단락
고장 중 가장 가혹한 조건이 된다.
(2) 진상 소전류 차단 : 무부하의 송전선 충전 전류나
콘덴서 회로의 전류는 진상 전류를 차단하는 조건

4. 먼지나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 및 사용할 경우에 먼
지 덮개나 습기 방지제를 사용할 것
5. 장기간 ON 또는 OFF로 방치될 때 정기적으로 부하
전류를 개폐할 것
6. 부식성 GAS가 많은 경우, 밀폐된 보호 구조물에 보
관하여 부식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며 충전 전류 차단이라고도 한다. 전류 차단의 성
공여부 보다도 차단에 따르는 이상 전압의 발생이

2.1.8 차단기 선정

문제가 된다.

[그림 2-3]은 현장 계통의 단선도의 실 예이다. 이를 활

(3) 지
 상 소전류 차단 : 무부하의 변압기 여자전류 같은
지상 소전류의 차단을 행하면, 강한 소호 능력으로

용하여 계통에 맞는 차단기의 종류를 선택하고 계통 정격
에 맞는 차단기를 선정한다.

인해 전류 절단을 일으키고 전류의 자연 영점 이전
에 전류 차단을 해하며 회로 인덕턴스로 인하여 높

1. 차단기 종류 선정

은 이상 전압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 2-3]은 3상 4선식 22.9kV 다중 접지 계통에서

(4) S
 LF(Short Line Fault) : 단락 고장 중 차단기에서 비

변압기 용량 1200 KVA를 수전하고자 할 때의 특고압 수

교적 근거리 선로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이 고

전 설비의 결선도이다. 여기에서 차단기(CB)를 선정하여

장 전류를 차단하면 차단기와 고장점 사이에 전위

보기로 한다.

의 왕복 진동이 생기고, 이 현상은 과도 회복 전압

차단기의 종류는 소호 방식에 따라 진공 차단기(VCB;

의 초기 부분에 나타나기 때문에 차단기의 동작 책

Vacuum Circuit Breaker), 가스 차단기(GCB; Gas Circuit

무를 어렵게 한다.

Breaker), 기중 차단기(ACB; Air Circuit Breaker) 등 여러

(5) 탈조 차단 : 계통이 연계되어 대규모 계통이 되면
차단기 양측에 전원이 존재하게 되는데, 양측의 전
원이 같은 시기에 어긋날 때에 이 차단기에서 계통
을 분리할 경우에는 통상 단락 차단보다 훨씬 큰 회
복 전압이 된다. 그 값은 통상의 2.5배 정도로 된다.
(6) 이
 상 지락 차단 : 차단기를 사이에 두고 그 양측에
서로 다른 상에서 지락이 발생하고 이것을 차단할

종류로 구분되며, 이는 계통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전
력 계통에 적용할 수 있는 차단기의 기종을 선택한다.
소호 방식 결정 ⇨ 장단점 확인 ⇨ 차단기 종류 결정

가. 차단기의 종류 선정 시의 유의 사항
(1) 진공 차단기(V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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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수변전 설비에 많이 사용되는 진공차단기는

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동작할 때 높은 서지 전압을 발생 시키는 결점이 있다. 따
라서 진공차단기 2차 측에 서지 흡수기 등 개폐서지에 대

(2) 가스 차단기(GCB)

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속도 차단(5 또는 3 cycle), 소형

SF6 가스를 사용하며 차단 성능이 우수하고 유지 보수가

경량으로 콤팩트한 치수,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없고 유지

용이하며 차단 시 소음이 적다. 그러나 가격이 고가이다.
2. 차단기 정격 선정하기
차단기의 종류가 정해지면 계통의 차단
용량에 적합한 차단기를 선정해야 한다.
차단기는 전력계통에서 주요기기로서 정
상적인 부하 전류의 개폐는 물론 고장 전
류의 개폐도 이상없이 수행해야 한다. 해
당 구간의 정격전류와 단락전류를 계산하

정격전압 (kV)

구

분

정격전류 (kA)

정격주파수 (Hz)

정격차단전류 (kA)

정격차단시간내전류 (kA)
정격차단용량 (MVA)
정격투입전류 (kA)

정격차단시간 (cycle)
내전압

표준동작 책무
제어전원

표준보조접점

상용주파(1mn)
뇌펄스(1.2x50
투입코일 (V)
트립코일 (V)

정격개극시간 (sec)

무부하투입시간 (sec)
개극시
험등급
개폐
수명*

설치방식**

기계적
전기적

진상전류개폐
기계적 (회)
전기적 (회)
고정형

인출형

상간거리** (mm)
차단기중량

본체(H형) (kg)

크레톨(H형)(kg)

본체(P,E,F,G,K형)(kg)

VL-20.25-13-06/13

24 / 25.8
630

1250

50/60

VL-20.25-16-06/13
630

1250

피-20.25-25-06/13/20/25
630

12.5

16

25

520/560

665/775

1040/1120

12.5/3

16/3

2.5 x lsc(50[Hz]) 2.6 x lsc(60[Hz])

2000

2500

25/3

3

50 / 60
125

0-0. 3a-CO-3min-CO

DC24~30V,DC48~60V,DC110V,DC120V,DC220V, AC48V,AC100~130V,AC220~250V
DC24~30V,DC48~60V,DC110V,DC120V,DC220V, AC48V,AC100~130V,AC220~250V
4a4b. 10a10b
≤0.04
≤0.07
M2

E2(List 3)
C2

30,000

수명 그래프 210~211쪽 참조
P형(고정형)

-

E,F,G(MESG인출형) / K, H형(MCSG 인출형)
210 / 265 / 275
120(130)

200(220)
110

115

H형(MES G)인출형

150(160)
120

[그림 2-2] 고압 진공 차단기의 정격 사양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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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220(250)
135

275
-

출처: LS산전. 진공 차단기 카탈로그

고 이를 근거로 차단기를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차단기 차

IEC 62271-1에서는 400A, 630A, 800A,1250A, 1600A,

단용량은 최대 고장 전류보다 큰 정격 차단전류를 선정하

2000A, 2500A, 3150A, 4000A, 5000A, 6000A로 선정

고, 최대 고장 전류는 차단기가 설치되는 계통의 고장 전

하도록 하고 있다.

류 중에서 최대값을 기준으로 선정 한다.
가. 차단기의 정격선정
차단기는 회로의 사고 때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KS 규격에 의하여 차단기의 정격 전류는 630[A]로 한다.

주목적으로 하여 설치하며, 다음은 산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압 진공 차단기의 선정에 필요한 과정을

(3) 정격 차단 용량을 구한다.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2-2]는 차단기의 정격 사양의 사

차단기의 정격 전압에 해당하는 회복 전압 및 정격 재

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3]은 3상 4선식 22.9kV 다중 접지 계통에서
변압기 용량 1200kVA를 수전하고자 할 때의 특고압 수전
설비의 결선도이다. 여기에서 차단기(CB)를 선정하여 보

기전압을 갖는 회로 조건에서 규정된 표준 동작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단 전류의 최대 한도로 다음과 같이 대
칠 실효값으로 표시한다.
1KA, 1.25KA, 1.6KA,2KA, 3.15KA, 4KA, 5KA, 6.3KA,
8KA 이 이상인 경우에는 ×10배로 정한다.

기로 한다.
또, [그림 2-2]에서와 같이 고압 진공 차단기의 선정은
제작사 표준품을 적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실제 전력 계통의 고장 전류는 단락 발생 순시
의 위상에 따라 고장 최초 몇 사이클 동안에는 상당한 직
류분 전류가 포함되어 있어 비대칭 전류가 흐르게 된다.

(1) 정격전압을 구한다.
정격전압은 규정한 조건에 따라 그 차단기에 인가할 수 있
는 사용 회로 전압의 상한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일본규격 JEC 181에서는 비대칭 전류를 대칭 전류의
1.19배로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1.25배로 보고 있으므로
필요한 대칭 차단 전류를 구할뿐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
고 계산으로 구하는 단락 전류보다 큰 차단 전류를 선정

정격 전압 = 공칭전압 ×1.2/1.1 [V]
= 22.9 ×1.2/1.1 = 25[kV]
(2) 정격전류를 구한다.

하면 된다.
정격 차단 용량[MVA] = √3 x 정격전압 x 정격차단전류
혹은,

차단기의 정격 전류는 정격 전압 및 정격 주파수에서
규정의 온도 상승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차단기에 연속
적으로 흘릴 수 있는 전류의 상한값을 말하며 실효값으

한전의 차단 용량을 확인하여 선정하며 일반적으로
12.5[KA], 520[MVA]를 채택한다.

로 나타낸다.
정격 전류의 선정은 부하 전류에 의해 결정되지만 장래의
증설 계획을 고려하여 여유가 있는 차단기를 선정해야한다.
KS 및 한국전력공사의 변전 설계 기준 2511에서는 600A,
1200A, 2000A, 3000A, 4000A로 선정하도록 되어있다.

(4) 형태구분 : 형태 구분은 취부 형태에 따라 고정형
과 인출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설치 환경 및 고객
의 요구에 따라서 결정한다.
(5) 상간 거리 및 외형 구분은 표준형과 기존 설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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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호환성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결정한다.
(6) 조작 전원은 교류 ,직류 및 다양한 전압의 크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결정하
며 일반적으로 직류 전원을 많이 사용한다.
(7) 기
 타 고려 사항 : 보조 접점, 부속 장치, 별매품 등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결정한다

<표 2-4> 정격 전압의 정격 절연 등급표

정격전압
Us
kV(r.m, s 값)
(1)

3.6
7.2
12
17.5
24
36

52

72.5
100

123
[그림 2-3] 차단기 선정을 위한 계통 단선도 예제

2.2 차단기 개폐 성능과 재질 특성 이해
2.2.1 차단기의 전기적 성능
1. 절연
일반적으로 계통상에서는 다양한 과전압이 발생할 수

145
170
245

정격 단기 상용
주파수 내전압
Ua
kV(r, m, s 값)

공통값
(2)
10
10

20
20

28
28

38
38

50
50

70
70

95

140

150

185

185

230

230

275

275

325

360

395

460

단로부간
(3)
12
12

23
23

32
32

45
45

60
60

80
80

110

160

175

210

210

265

265

315

315

375

415

460

530

정격 뇌 충격 내전압
Up
kV(피크 값)
공통값

단로부간

20

23

(4)
40

(5)
46

40

46

60

70

60

75

75
95

70

85

85

110

95

110

145

165

125

170

250

325

380

450

450

550

550

650

650

750

850

950

1050

145

195

290

375

440

520

520

630

630

750

750

860

950

1050

1200

출처: KS C IEC 62271-1:2014, 고압 개폐기와 제어기-공통 시방서

2. 통전(온도 상승)

있으며 이러한 과전압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차단기는 본

차단기의 가장 기본 기능은 사고 전류의 차단이지만 사

래의 기능을 문제 없이 수행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

고가 발생하지 않은 일상 상태에서는 규정된 전류를 문제

등에서 이 과전압의 한계를 무한정 높이는 것은 무리다.

없이 통전시켜야 한다. 이때, 통전부에 온도가 높을 경우

따라서, 규격에서는 각 정격 전압별 요구되는 한계를 정해

에 저항이 커지고 나아가 절연물의 열화등 송전 효율 저

놓고 있으며 시험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고 있다.

하 및 계통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규격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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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온도 상승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연속으로 흘릴 수

차단기는 퓨즈(Fuse)와 달리 사고 전류를 차단한 이후

있는 전류를 정격 전류라고 하며 온도 상승 시험을 통하

에도 재투입하여 지속적인 통전 및 재 차단이 가능하며

여 이를 검증한다.

이때 차단기를 보수하지 않고 사고 전류를 차단할 수 있

<표 2-5> 고전압 개폐 장치 및 제어 장치의 부품, 소재 및 절연체에
대한 온도 및 온도 상승 한계

는 횟수로 등급을 나누어 성적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4. 단시간 내전류(Short-time withstand current)
단락 사고가 발생하면 주 회로의 차단기에 큰 고장 전
류가 흐르게 되며, 과전류에 의하여 차단기의 접점부 온
도가 상승하여 용착(鎔着)되거나 강력한 전자력에 의하여
기계적 변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차단기는 이러한 사
고에 대하여 열적, 기계적으로 견딜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이 고장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값의 몇 배까지,
혹은몇 kA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정한 것을 과전류 강도
라고 하며 과전류 강도는 열적 강도와 기계적 강도로 나
누어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과전류 강도에 대한 시험을
단시간 내전류 시험(Short-time withstand current)이라
한다.
[그림 2-4]는 단락 사고 때에 VCB 내부와 외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4] 단락 사고 시 VCB 내부와 외부
출처: KS C IEC 62271-1:2014, 고압 개폐기와 제어기-공통 시방서

2.2.2 차단기의 재질의 특성 및 요건
1. 투입 상태에서 양호한 도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

3. 차단

상 상태 또는 단락 상태와 같은 이상 조건하에서는

차단기의 기본 성능으로 진공차단기(VCB)의 경우에 진

열적으로 구조적으로 견디어야 한다.

공 및 접점 형상에 따른 아크(arc)소호의 원리를 이용하여
사고 전류를 차단, 하위의 계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 개방상태에서는 양호한 절연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간(相間) 또는 상 대지간 절연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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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설계 ⑦

(3) 이동용 변압기
(가) 용
 어 정리 : 긴급 대책용으로 변압기 고장이나 점검 시, 교체 공사 등에 사용되며 차량에 적재하여 용이하게 이
동할 수 있는 변압기로 간단한 변전 설비를 장착한 변압기를 말한다.
(나) 사용 장점
① 기동성 향상
② 현장 작업성 향상
③ 편의성 향상
(다) 이동용 변압기 공법

[그림 5-8] 이동용 변압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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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시방서에 따른 변압기 조사
가. 설계시방서의 기준 파악.
(1) 적용하려는 규격이 국내 규격 (KS)인지 국외 규격인지를 파악한다.
(2) 변압기의 종류가 유입식 타입인지 건식 또는 몰드 타입인지를 파악한다.
(3) 규격서의 적용 범위를 파악한다.
(가) 적용 규격을 파악한다.
(나) 주변 온도 및 절연 등급을 파악한다.
(다) 옥내옥외 제품인지를 파악한다.
(4) 냉각의 종류를 파악한다.
(가) 유
 입 자냉식(ONAN): 배전용 유입변압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냉각 방식으로 발생된 열은 외함 및 방
열기에 전달되어 대기 중으로 방산된다.
(나) 유
 입 풍랭식(ONAF): 배전용 유입변압기의 방열기에 냉각 팬으로 바람을 내뿜어 냉각 효과를 더욱 증가시키는
방식이다. 유입 자냉식에 비하여 30% 정도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 송
 유 자냉식(OFAN): 오일을 강제로 순환시켜 발생된 열이 외함 및 방열기에 잘 전달되게 하고 순환시켜 열을
대기 중으로 방산시킨다.
(라) 송
 유 풍랭식(OFAF): 오일을 강제 순환시켜 내부 발생 열을 오일/공기 유닛 쿨러로 유도하여 대기 중에 방열시
킨다.
(마) 유입 수냉식(ONWF): 상부 기름에 냉각관을 두어 이것에 냉각수를 순환시켜 냉각시킨다.
(바) 송유 수냉식(OFWF): 오일을 강제 순환시키며 오일/물 유닛 쿨러를 사용하여 냉각시킨다.
(사) 건
 식 자냉식(AN): 권선 및 철심에서 발생되는 열은 직접적인 외부 공기의 대류작용에 의하여 대기 중으로 방산
시킨다.
(아) 건
 식 풍랭식(AF): 건식 자냉식의 권선 하부에 냉각팬을 부착, 바람을 닥트를 통해 전달되게 하여 방열효과를 증
가시킨다.
(5) (정격 전압, 탭 전압, 정격 용량, 주파수)정격 사항을 파악한다.
(6) 델타 결선과 Y결선의 각 변위 및 극성을 파악한다.
(7) 용량, 무부하 전류, 전압 변동률(%), 효율 성능을 파악한다.
(8) 변압기 특성 허용차를 파악한다.
(9) 부싱 위치 등의 구조 사항을 파악한다.
(10) 적용되는 부품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11) 냉
 각방식 표기 기호를 파악한다.
(유
 입 자냉식－라디에이터 패널방식, 핀방식, 유입풍랭식－라디에이터＋냉각 팬,송유 풍랭식－오일 펌프＋유닛 쿨
러＋냉각팬, 송유 수냉식－냉각 시스템＋오일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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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변압기 냉각 방식 표기

냉각방식

JEC 20 / IEC 76

유입 자냉식

OA

ONAF

FA

유입 수냉식

ONWF

OW

송유 수냉식

ONWF

FOW

건식 자냉식

AN

송유 자냉식

ONAN

송유 풍랭식

몰드변압기

ANSI C 57.12

ONAN

유입 풍랭식

유입변압기

규격별 기호 표시

-

OFAF

건식 풍랭식

FOA
AA

AF

AFA

(12) 온도 상승 한도를 파악한다.
<표 5-3> 변압기 온도상승 한도의 규격별 비교

구분

적용

유입변압기

권선

측정방법

절연구분

OA(오일 자연순환)

저항법

절연유

온도계법

권선

저항법

몰드변압기

측정 및 절연 구분

JEC 2200
55

OF(오일 강제순환)

60

외기 접촉

55

외기 비접촉

50

온도 상승 한도[℃]
IEC 76

ANSI C 57.12

65(70)

65

65

60

55

60

B종 절연

75

80

70

F종 절연

95

H종 절연

120

65

60

A종 절연
E종 절연

65

65
-

75

-

80

100

115

125

150

주) ( )*: 냉각 장비에서 주 권선으로 순환하는 냉각 장비를 통한 강제 순
(13) 변압기 절연종별 최고 허용 온도를 파악한다
<표 5-4> 절연종별 최고 허용 온도

구 분

A종 절연
E종 절연

B종 절연
F종 절연

H종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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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C 2200

IEC 85/BS 2757

ANSI C 57.1280

120

120

120

105

130

155

180

105

105

130

130

180

180

155(ANSI C 89.2)

155

(14) 제품의 외형도면을 파악한다.
(가) 제품 외형도면의 표시 목록을 확인한다.
(나) 외
 함의 구조 형태를 파악한다. 외함 형태가 주름 식으로 그려진 코러케이트 타입(일반 외함 타입), 패널 형태로
그려져 있는 패널형 타입 또는 외함 본체위에 원통형 기름통이 있는 콘서베이터 타입인지 구분한다.
(다) 액세서리 부품의 종류를 조사한다. 부스바 단자 취부형태는 건식 또는 몰드변압기, 유온도계와 애자 타입 부싱형
태는 일반 유입변압기, 추가로 파이프 유무, 냉각팬 유무 형태에 따라 수냉식, 풍랭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변압기의 종류를 조사한다.
(1) 전력용 변압기를 조사한다.
변압기가 초고압 변압기, 배전용 변압기인지 구분한다.
(가) 발변전소 또는 배전선에서 전압을 변경하여 전력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나) 송
 전용 변압기는 초고압 전원(765kV→345kV, 345kV→154kV)을 배전선로에 공급할 목적으로 제작된 변압기
이다.
(다) 배전용 변압기는 수용가에 전원을 공급할 목적으로 제작된다.
주로 1차 전압(H.V)은 정격 2,90V, 6,60V, 30V로 이루어져있고, 2차 전압(L.V)은 정격 40V, 380V, 20V로 사용
되고 있다.
(2) 절연변압기를 조사한다.
변압기가 절연변압기인지 일반 변압기인지 구분한다.
(가) 시스템의 전력 계통보를 파악한다.
시스템의 어느 부분을 다른 부분에 의한 불필요한 영향에서 분리하기 위해 삽입되는 변압기이다. 시스템의 접
지를 절연하는데 사용되고, 불필요한 전류의 전달을 방지한다.

[그림 5-9] 계통절연을 위한 절연변압기

(나) 접지 변압기용인지 파악한다.
1차측과 2차측 GND를 따로 하고 싶을 때 복권 변압기를 사용한다. 또한, 절연변압기 1차측 전압과 2차 전압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1, 2차 전압이 동일하다면 접지 변압기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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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접지 분리를 위한 절연변압기

(3) 불연성 변압기를 조사한다.
(가) 변압기 절연등급을 확인한다.
(나) 변압기가 설치되는 장소를 확인한다. 옥외인지 옥내장소인지, 방재시설 설치할 공간이 협소한지 등을 확인한다.
(다) 사용 절연 재료를 파악한다. 방재용 변압기, 실리콘유 변압기, 몰드변압기, 가스절연 변압기 등이 있다.
(4) 이동용 변압기를 조사한다.
(가) 긴급 대책용으로서 차량에 적재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변압기로 간단한 변전설비가 장착되어 있는지 파악한다.
(나) 저압 부하의 정전 없이 주상변압기를 교체 및 이설하거나 공급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지 조사한다.
(5) 정류기용 변압기를 조사한다.
(가) 사용 부하의 종류를 파악한다. SCR, IGBT 등과 같은 스위칭 소자를 갖는 부하인지 조사한다.
(나) 1차 권선과 2차 권선 사이에 혼촉방지판이 있는지 확인한다. 변압기 권선의 고, 저압 사이에 절연이 파괴 되었
을 경우 저압 측에 전달되는 접지 전류는 혼촉방지판의 접지를 통해서 흐르게 되어 저압 회로의 전위 상승을
방지하므로 저압기기의 소손 및 인축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다) 변압기 부싱의 수를 확인한다. 대전력인 경우에는 2차 부싱의 수가 3의 배수로 설치된다.

[그림 5-11] 정류기용 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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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압기 분류
가. 변압기 운영 방식에 의한 분류
(1) 단상 변압기
(가) 단상 교류전압을 단상 전압으로 바꾸는 변압기를 말한다.
(나) 사용상의 장점은 소용량에 적합하고 설치 면적이 크지 않다.
(다) 단상 3개를 사용하여 3상 변압기로 사용할 수 있다.
(라) 1상 고장 시, 1상 1대 만 교체하면 되므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다.
(마) 사용하는 곳은 주로 가정용과 사무용 등에 사용된다.
(2) 2상 변압기
(가) 삼상을 2개의 단상, 또는 2개의 단상으로 3상 변압기의 역할을 하는 변압기를 말한다.
(나) 3
 상 입력을 받아 2상으로 사용하는 변압기는 스코트변압기(3상→2개의 단상)와 V결선 변압기(2개의 단상→3
상)가 있다.
(다) 스
 코트 변압기는 3상 전원을 받아 2개의 단상 출력으로 변환하여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이다. 3상 전원에 대해
불평형 부하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며 주로 철도차량 공급전원으로 사용한다.
(라) V
 -결선 변압기는 3상 결선으로 사용하는 도중 1상이 고장이 났을 경우 변압기 응급조치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
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3) 3상 변압기
(가) 3상 변압기는 1개의 변압기에 의해 3상 교류 전압 입력을 받아 3상 교류 전압 출력으로 내보내는 변압기를 말한다.
(나) 사용상의 장점은 단상 변압기로 된 3개보다 중량도 가볍고 손실이 적다.
(다) 상업용과 공업용 등에 사용되며 소용량에서 대용량 대응이 가능하다.
나. 변압기 냉각 방식에 의한 분류
(1) 유입자냉식(ONAN)
(가) 냉
 각장치는 패널형 방열기(라디에이터) 또는 코러게이트 냉각장치(핀 타입)를 외함에 부착시켜 냉각시키는 방
식이다.
(나) 냉
 각 원리는 배전용 유입변압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냉각 방식으로 발생된 열은 기름의 대류에 의해
서 외함 및 방열기에 전달되어 대기중으로 방산된다.
(2) 유입풍랭식(ONAF)
(가) 냉각장치는 패널형 방열기 (라디에이터)에 냉각팬을 부착시킨 방식이다.
(나) 냉
 각 원리는 배전용 유입변압기의 방열기에 냉각 팬으로 바람을 내뿜어 냉각 효과를 더욱 증가시키는 방식이
다. 유입자냉식에 비해 30% 정도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3) 송유풍랭식(OFAF)
(가) 냉각장치는 냉각 쿨러와 냉각팬을 부착시킨 방식이다.
(나) 냉각 원리는 오일을 강제 순환시켜 내부 발생열을 오일/공기 유닛 쿨러로 유도하여 대기 중에 방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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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유수냉식(OFWF)
(가) 냉각장치는 수냉식쿨러와 오일펌프를 부착시킨 방식이다.
(나) 냉각 원리는 오일을 강제 순환시키며 수냉식 유닛 쿨러에 오일/물 사용하여 냉각시키는 방식이다.
*대
 기 중에 열의 방산이 곤란한 장소, 또는, 물을 얻기 쉬운 장소에 적용하며 옥외에 냉각탑을 설치한 순환수
방식도 있다.
(5) 건식자냉식(AN)
(가) 냉각장치는 자연 냉각 방식으로 별도 부착되는 냉각장치는 없다.
(나) 냉
 각 원리는 권선 및 철심에서 발생되는 열은 직접적인 외부 공기의 대류작용에 의하여 대기 중으로 방산시키
는 방식이다.
(6) 건식풍랭식(AF)
(가) 냉각장치는 자연냉각 방식에 냉각팬을 부착시키는 방식이다.
(나) 냉
 각 원리는 건식 자냉식의 권선 하부에 냉각팬을 부착시켜 방열효과를 증가시킨 방식으로 3% 이상 용량 증가
를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 변압기 절연 방식에 의한 분류
(1) 유입식 절연
(가) 유입식 절연 변압기는 절연, 방열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이며 보수가 용이하고 옥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나) 1차 전압이 특별고압 또는 고압인 변압기를 비롯하여 저압까지 모든 경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주로 A
종(105℃)으로 사용된다.
(다) 유입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는 1종 2호 광유를 사용한다

[그림 5-12] 유입식 절연변압기 코일, 코아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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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식 절연
(가) 건식변압기는 일반적으로 유입자냉식 변압기보다 고가이다.
(나) 인화점이 높으며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아 유지보수가 간편하다.
(다) 주로 F종(15℃), H종(180℃), C종(180℃ 초과) 레벨의 변압기이다.

[그림 5-13] 건식 절연변압기

(3) 몰드(수지＋폴리에스테르) 절연
(가) 일반적으로 몰드 절연변압기는 유입 절연변압기보다 고가이다.
(나) 인화점이 높으며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아 유지보수가 간편하다.
(다) 주로 B종(130℃), F종(155℃) 레벨의 변압기에 사용한다.

[그림 5-14] 몰드 절연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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