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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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분석 엔지니어링
■ 노이즈 진단·분석 엔지니어링
■ 접지시스템 설계 엔지니어링
■ PQ 진단·분석 엔지니어링

생산 및 판매 제품
■ XIT접지시스템+접지모니터링 장비
■ 피뢰시스템(EC-SAT시리즈+NLP시리즈)
■ 서지보호장치(SPD)
■ Power Noise Canceller

■ ION 전력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 SEPAM 다기능 디지털 보호계전기
■ Cathodic Protection 제품
■ Geo Scan 3D SW

www.kem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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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38 (야탑동 191) Tel. 031-724-6100 | Fax. 031-704-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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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정책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앞으로도 우리 조합은 다양한 중전기기 교육 수요에
맞추어,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훈련생의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전기조합 직무능력향상
하반기 교육일정 안내
전기조합 하반기 교육 계획일정표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교육 수강신청서
우리조합은 지난 2020. 7. 14(화) 조합회관 3층에서 ‘기
획정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력기기 교육사업의 추진 상황, 조합 추천
시스템 현황, 단체표준개정 현황 보고 등 관련사항들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 직무능력향상 교육 실시

를 작성하시어 조합 FAX 또는 조합 홈페이지 온라인 게
시판을 통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정명

개요
교육일정
대상
인원
•2차: 9/14~9/18
조합회원사
20 •
3차:11/16~11/20
직원

배전반 설계
직 (5일, 34H)
무
교 Auto CAD
조합회원사
15
육 2D 실무향상
직원
(5일, 34H)

•1차: 12/7~12/11

※ 훈련기관의 사정에 따라 교육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 1인 400,000원 [수료 시 지원금 환급]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용보험료 및 임금
체납 사실이 없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장소 : 전기조합 회관 3층 전산교육실
•교육문의 : 경영본부 이상훈 주임
우리조합은 지난 2020. 7. 20(월)~24(금) 교육기간 동
안 하반기 직무능력향상교육(배전반 설계 과정)을 조합 3
층 전산교육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T. 031-724-6144 / FAX. 031-704-8337)

KIRD-KERI 전문기술교육 실시안내

특히 이번 교육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 변압기 손실저감 및 저압차단기 설계 기술

따른 정부의 집체훈련 중단 권고가 해제된 이후에 실시

•일정 : 9월 11일(금), 13:00~18:00 [5시간]

된 첫 번째 교육으로, 훈련기관 감염병 예방 가이드를 철

•교육목적

저히 준수하고 자가문진표 작성제출, 교육생 상시 컨디션

- 변압기의 설계 및 전자기장 해석 기술 교육

및 발열체크, 개인 소독용품 제공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

- 고열방사 경량 배전반의 설계 및 해석 기술 교육

전한 실내 환경 속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저압차단기의 고장전류 차단향상을 위한 아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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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관악산 민어잔치

소호 설계해석 교육
•장소 : 전기조합 회관 3층 전산교육실

(만남의장소 : 관악산 시계탑)

•인원 : 선착순 10명 [교육비 전액 무료]

■ 한국전기공업인 골프회 8월 모임은 하계휴가 기간을

•문의 : 경영본부 이상훈 주임 (031-724-6144)

맞이하여 휴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회 동향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한국전기공업인 산악회 제350회 산행
(주)비케이콘트롤스 나정균 대표이사 빙부상

- 일 시 : 2020년 8월 15일(토) 오전 10시

[7/29(수)]

2020년 7월 공동판매 사업 계약(발주) 현황
다수공급자 계약

품 목
배전반
분전반
합 계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한국전력공사)
품 목
고효율주상
고효율 아몰퍼스주상
내염형주상(스테인레스)
컴팩트형지상
부하개폐형지상
합 계

지명경쟁

공동상표

건 수
1
5
6

발주 수량(대)
7,498
8,101
1,728
764
6
18,097

금 액(VAT별도)
25,818
106,761
132,579

발주 금액(VAT별도)
10,150,680
12,970,162
2,599,753
7,013,293
60,120
32,794,008

품 목
배전반
합 계

건 수
3
3

금 액(VAT별도)
548,319
548,319

품 목
배전반
합 계

건 수
3
3

금 액(VAT별도)
180,663,000
180,663,000

(단위 : 천 원)

(단위 : 천 원)

(단위 : 천 원)

(단위 :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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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 뉴스

한전, 코로나19 극복 위한 중소기업 판로개척 앞장
20개사 대상 비대면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달러(약 1,000억원)의 성
과를 달성하여 코로나 시
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수
출상담 방식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7월 10일에
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
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전
력기자재 중소기업 조합
대표자와의 3차 실무 간
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
업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한전 해외사업 추진시 중
소기업 동반 진출 확대,
비대면 시대 수출지원 방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코로나19 사태 지속

안, BIXPO 2020 온라인 개최 등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앞

여파로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및 동반성장

장서고 있다.

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한전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협력기업 20개사

황광수 한전 중소벤처지원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 참가한 비대면 방식의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

해외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화상상담과 같은

번 상담회는 기술 수준은 우수하지만, 마케팅 역량이 부족

비대면 방식의 사업이 대체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한 전력분야 중소기업을 위해 KOTRA와 협업을 통해 신

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남방지역의 대표국가인 베트남과 태국의 유망 바이어 59

바란다”며 “한전은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명을 섭외하고 1:1 화상 수출상담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코로나 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특히, 집합행사를 배제하고 기업이 자율적인 장소에서

한전은 금번 화상 수출상담회를 시작으로 온라인 수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 감염 예방과 더불

상품관, 에너지 기술마켓 등 비대면 시대의 중소기업 판로

어 상담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화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EMC

상상담에도 불구하고 수출상담 126건, 상담금액 8,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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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구원, 미세먼지 해결 적극 나서
석탄화력 60기 포함 총 74기 미세먼지 자료 활용
석탄화력발전소가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역의 오염물질 농도 지도를 2차원적으로 측정평가했다.

인식되면서 한국전력과 발전5사 등 전력그룹사는 정부의

발전소 주변지역의 오염물질 농도지도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정책 방향에 맞춰 미세먼지 특별대책 기구를 운

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공단 등에서 발생한 오염원과 중국

영하는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을 공동개발하는 등

등 외부에서 유입된 오염원이 발전소 주변 지역에 크게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전소 주변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발전소에서 배

지역의 2차 미세먼지 생성량은 인근 화학공단에서 평가한

출되는 먼지의 99.99%, 황산화물의 98%, 질소산화물의

생성량의 8분의 1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가적으로 효

95%에 이르는 제거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배출치를 법

과적인 미세먼지 관리방안 수립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적 배출허용기준치의 25~50% 이하로 유지하는 등 오염

수 있을 것으로 전력연구원은 기대했다.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전력연구원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국가적 아젠다로 떠

74기 발전소를 대상으로 전력연구원에서 실측한 총먼지

오른 이후 3년여의 기간 동안 발전소 굴뚝 미세먼지 실측

3

3

농도는 4mg/m 이하로 배출허용기준 10~15mg/m 대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배출량 평가, 발전소 주변지역 2차

1/2 이하 수준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평가,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발전소 기여율 산정

전력연구원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정확히

등을 완료하고 자료를 축적했다”면서 “확보된 자료를 발

산정하기 위해, 발전5사가 운영 중인 60기의 석탄화력발

전5사를 포함한 국내 전문가 등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소 전수를 포함한 중유 및 복합화력 등 총 74기의 발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EMC

소를 대상으로 굴뚝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미세
먼지의 농도 및 배출량을 측정했고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다.
현재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총 먼지, 황산화
물 및 질소산화물 등은 굴뚝에 설치된 굴뚝자동
측정기기를 통해 측정관리하고 있으나, PM10,
PM2.5는 측정할 수 없다. 이에 전력연구원에서
는 PM10, PM2.5를 측정, 관리할 수 있는 ‘배출
가스 중 미세먼지 자동연속측정시스템’을 개발하
는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전력연구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의 농도와 성분 등 특성을
실시간으로 측정, 분석할 수 있는 미세먼지 측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발전소 주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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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25년까지 7조원 투자 ‘동서발전형 뉴딜’ 추진
신재생 확대, 수소산업 트라이앵글 구축, 디지택트 인프라 조성
이라는 신재생 브랜드를 개발해 지역사회와 이익공유, 국
산기자재 사용, 중소기업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해상풍력
발전 기술 선도 등 특화된 신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2025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지역거점 수소
산업 트라이앵글(강원-충청-울산)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수소 생산, 유통, 저장, 소비의 전주기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
보하고, 농어촌 LNG공급 등 생활형 SOC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해 국민이 공감하는 수소산업 모델로 개발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 분과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로봇, 드론 등 11개 4차산업 기술을 적용, 안
전분야 45건 등 총 147건의 과제를 추진해 4차 산업기술
기반의 디지털 발전소를 구현하고 디지택트 인프라를 구
축하는데 주력한다.
아울러 화상회의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설명회 등 국내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현재 17개 중소벤처기업으로 구

에 발맞춰 오는 2025년까지 7조 461억 원을 투자해 신규

성된 4차 산업혁명 얼라이언스를 2025년 50개 기업까지

일자리 3만 8천개 창출에 나선다.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으로 디지털 산업의 일자리를

동서발전은 8월 경영전략회의를 열어 본사 경영진과 간

창출하고 업무 프로세스의 비대면 전환을 확대한다.

부, 현장 사업소장 전원이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와 같

이와 함께 미래성장형 융복합 연구개발(R&D)을 위해

은 내용의 ‘동서발전형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

2025년까지 418건, 총 987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실증

다. 동서발전형 뉴딜은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와 ‘수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 선도를 위한 수소에너지 트라이앵글 구축’을 핵심으로

안전환경분과에서는 ‘사람중심 안전망, 국민공감 환경

하는 그린 뉴딜 ▲발전산업의 디지털화와 디지택트(디지털

망’ 구축을 위해 석탄화력 11기의 환경설비를 전면적으로

+컨택트) 기반의 인프라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개선해 2015년 대비 미세먼지를 48%로 감축하고, 지능화

▲사람중심 안전망환경망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인화를 통해 안전한 근로공간으로의 혁신을 꾀한다.

우선,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신재생 및 수소산업에

사회적가치 분과는 동서발전형 뉴딜 관련 인재양성과 사

2025년까지 약 2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설비용량 4.3GW

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디지털 돌봄, 도심형

를 확보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2025년까지 ‘K-Solar

태양광 선도모델 구축 등 디지털그린 기반의 다양한 사

1000(태양광 1,000MW)’, ‘K-Wind 2000(풍력 2,000MW)’

회공헌활동을 추진한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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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석탄재 100만톤 재활용 성공
삼척본부, 레미콘 혼화재 및 조경용 토양 개발 등
한국남부발
전(사장 신정식)
이 적극적인 연
구개발로 100만
톤의 석탄재 재
활용에 성공했
다. 지역현안 해
결과 수입 폐기
물 저감에 앞장
서며 친환경 자
원순환 모델 발
굴에 앞장섰다
는 평이다.
남부발전은 삼척발전본부가 ‘17년 준공 후 16만톤을 시
작으로 석탄재 누적 재활용량이 100만톤을 돌파했다고 최

삼척발전본부의 유동층 석탄재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근 밝혔다. 발전소에서 연소 후 발생하는 석탄재는 일반적

또 지난 5월에는 삼표그룹과 함께 일본산 석탄재 대체

으로 석탄재 처리장에 매립되나, 비산 등의 문제로 환경민

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코스처(주)를 설립해 수입 폐기물

원의 대상이 된다.

저감에 대한 공로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석탄

이 점을 우려한 남부발전은 발생하는 석탄재를 전량 재

재와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친환경 조경용 토양 개발 연

활용해야 하는 부담에도 삼척발전본부를 재처리장 없는

구과제의 추진은 강원도 삼척지역 가축분뇨 불법 처리로

발전소로 건설했다.

인한 악취 등의 지역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운영 초기에는 유동층 석탄재 품질 편차 발생 등으로

신정식 사장은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불가능할 것

석탄재 재활용 수요처 발굴이 쉽지만은 않았다. 남부발전

같았던 석탄재 전량 재활용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지

은 이에 굴하지 않고 꾸준한 연구개발로 석탄재 재활용

역사회와 협력해 친환경 자원순환 모델을 계속 발굴해 나

용도 다변화에 도전했다. 유동층 석탄재란 지속적으로 열

가겠다”고 말했다.

을 순환해 석탄을 완전 연소하는 친환경 발전설비인 순환
유동층 보일러를 거쳐 배출되는 석탄재를 말한다.
특히, 국내 최초 추진된 ‘유동층 석탄재의 레미콘 혼화

한편, 삼척발전본부는 순환유동층(CFBC) 보일러 운영
으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이
는 등 환경친화적 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KEMC

재 용도 재활용을 위한 KS 규정 개정 연구(‘13~‘15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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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환경공단-수소협회와 그린뉴딜 업무협약
신사업 공동 발굴 및 에너지 분야 협력
수소 생산 및 연료전지 시스템 인프라 구축 ▲폐기물
처리 시 발생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처리시설의
새로운 모델 구축 ▲생활용 수소인프라 구축 및 보급
▲국내 수소 전문기업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의 적용
지원 ▲상기 사업과 연관 있는 해외사업 발굴 및 추
진 등의 업무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핵심역량과 자산을
활용, 그린수소 산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육
성에 기여함은 물론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신사업 모
델 구축 및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지난달 서울 메리어트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환경, 에너지, 수소라는 각 분야

호텔에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사)

를 대표하는 3개 기관이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지속

한국수소산업협회(회장 김방희)와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적인 소통과 협력 강화로 그린뉴딜 정책 실현 및 미래 성

‘융복합 신사업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장사업의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그린

대 된다”고 밝혔다. KEMC

원전산업 생태계 상생발전 특별좌담회 개최
한수원은 지난달 23일 서울 한국의 집에서 ‘원전산업

황’이라는 주제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원전 기자재 공급

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

입찰 수주 등 최근 중소기업 기자재 해외수출 성공사례를

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와 협력

소개하며 체코원전 입찰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나갈 계

중소기업 대표, 원자력전공 대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해

획임을 설명했다. 최득기 한수원 원전사후관리처장은 ‘원

원전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한수원의 성과를

전 해체사업 전망’에 대해 발표했고, 박상형 한수원 디지

진단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

털혁신추진단장은 ‘원전 디지털 신사업 계획’ 발표를 통해

협회 부회장이 ‘원자력산업 생태계 현황’을 발표했다. 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시장, 신사업 개척 추진 각오

어 임승열 한수원 원전수출처장이 ‘원전 수출사업 추진현

를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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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발전산업 전 분야 지능화 착수
연말까지 AI플랫폼 7개 구축, AI일자리까지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
구)은 7월 말 보령시 호텔
머드린 사파이어홀에서 안
전, 환경, 운영 등 발전산
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인
공지능 플랫폼 7개 구축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 7배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국
중부발전 인공지능(AI) 선
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은 디지털 기
술의 부가가치를 높여 한
국판 뉴딜을 강력 지원하
고 AI산업 육성에서 일자
리 창출까지 디지털 밸류체인 전 과정을 완성하는 ‘발전산

Analysis-Monitering)을 자체 개발하고 AI 알고리즘도

업 디지털 대전환’ 선언이다.

머신러닝 단계로 진입하여 예측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

선언식을 통해 공개하는 AI 플랫폼에는 근로자 위험행
동 영상검출, 환경설비 성능예측, 에너지효율화 등 발전소
공정에 꼭 필요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담겨질 예정이다.
이날 선언식에는 한국중부발전 김호빈 기술안전본부

선하였다.
그 과정에서 중부발전 보령 3호기는 무고장 6,500일
세계최장 신기록을 달성하는 등 발전소 신뢰도를 북미 선
진국 대비 80배 이상 높게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하였다.

장, 임오식 발전환경처장, KOMIPO 기술연구원 강희명

한국중부발전 김호빈 기술안전본부장은 “중부발전은

원장, 전사 AI 핵심인재 53명, 한국인공지능학회장 유창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우리

동 교수, 카이스트 오혜연 교수 등 인공지능 대내외 최고

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회사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발전산업의 인공지능시대 개막을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거듭날 수 있다”고 밝혔다.

본격화했다.

한편, 중부발전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부응하기 위해

그동안 중부발전은 빅데이터 기반의 발전운전정보시

지난 7월 20일 ‘KOMIPO 뉴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스템을 ‘14년도에 선도적으로 구축한 이후, 최근 6년 동

에너지전환과 포스트 코로나의 경영환경변화에 선도적으

안 연 이은 성공을 통해 발전소 고장을 사전에 예측할

로 대응하고 있다. KEMC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 SMART-PAM(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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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발전 2025년까지 3배 확충, 그린뉴딜 첫걸음
2025년까지 73.4조원 투자, 미래차 및 충전인프라도 확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그린뉴딜 계획이 마
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7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그

이러한 방향에 따라 2025년까지 총 73.4조원(국고 42.7
조원)을 투자해 65만 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
톤(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
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린뉴딜 계획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코로나

앞으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19를 불러온 기후 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

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으로 추진된다.

집중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2050년 장기 저탄소

정부는 도시 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하여 기후,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해나간다

그린뉴딜, 분야별 계획은

는 방침이다. 또한 경제 사회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
는 계층과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혁신적

도시, 공간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먼저 도시공간생활의 녹색전환을 통해 기후환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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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이를

여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국내 시장확대가 산업 생태계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태

등 건물을 ‘따뜻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린리모

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 분야 핵심 R&D 및 연구인프라

델링이 추진되며 학생 교직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을

구축도 지원한다. 태양광 제조기업 공동연구센터 구축, 대

바탕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구축한다. 도시별 기후

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지원 및 실증단지 구

환경문제에 대한 진단 후 기후탄력, 저배출, 생태복원 등 유

축, 그린수소 원천기술 개발 등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형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맞춤형 개선을 진행한다.또한 먹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저장·활용

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물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까지 전주기에 걸쳐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2025년까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도 추진된다.

지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 충전소연료전지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수소 소재부품장비 R&D 집중 지원한다. 또한, 석탄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새로운

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업종으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먼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녹색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지
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주주 프로젝

다음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트,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

을 추진한다. 이 분야 사업들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 금년 하

터구축 등이 있으며 제도개선(집적화 단지, RPS 비율상향,

반기 또는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며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

RE100 이행수단 마련 등)도 병행한다. 보급융자 등 기존

는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

사업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

력 확보,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하여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차 20만대를 보급(누적)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1.5만대(급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융

속),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한다. 그간 승용차에 집

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
젝트’를 도입하고, 수익이 주민
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공
유모델을 설계한다. 또한, 수용
성환경성이 확보된 부지에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
단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을 상향하고, RE100 이행
수단(제3자 PPA 등)을 마련하

스마트 그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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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되어 온 친환경차 전환을 화물차, 상용차, 건설기계 등 다

및 CO₂ 활용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노후 전력기자재

양한 차종으로 확대하여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116만대

와 특수차 엔진배기장치에 대한 재제조 기술 등 온실가

를 조기 폐차하고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

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등 분야의 혁신적

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한다. 또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1.9조원 규모의 녹색 융자 및 2,150

차 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이 세계 최

억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들의 과감

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박 분야에서도

한 투자를 뒷받침한다. 또한, 환경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환경정보 전문기관 운영 등 녹색

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제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R&D 금융지원 등 녹색 혁신 여건
을 조성한다. 대표적 신규 사업으로는 스마트 그린산단 조

정부는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성, 클린팩토리, 생태 공장 구축 사업이 있으며 온실가스

세부과제’ 중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를 10대 대표과제

감축 등을 위한 신규 R&D과제도 지원한다.

로 선정하였다.

우선,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그린뉴딜에서는 ①그린 스마트 스쿨, ②스마트 그린 산

혁신과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스마트 그린

단, ③그린 리모델링, ④그린에너지, ⑤친환경 미래 모빌리

산단’ 사업을 통해 ’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대해 스마

티를 5대 대표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료전지, ESS활용 등을 통

“공공부문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경제 사회 구

하여 에너지자립형 산단을 조성한다.

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지자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녹색금융 등 녹색전환 인프라를

체,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강화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실증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지속 발
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
업부 장관은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
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는 점을 강
조하며 “그린뉴딜
을 통해 우리나라
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라고

친환경 분산에너지 확산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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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KEMC

그린뉴딜에 맞춰 수소경제 국제표준화 확대
국제표준 제안, 15건에서 18건 이상으로 늘려
그린뉴딜에 따른 수소경제 조기 이행과 확산을 지원하

평가’와 충전소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여주는 ‘복합재 용

기 위해 수소경제 분야의 국제표준화 목표를 확대하고, 추

기 비파괴검사’ 방법에 대한 국제표준을 2023년 이후 개

진 속도를 높인다.

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2020년과 2022년에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15일 수소경제 분야 산학연 전
문가 40여명과 함께 ‘수소경제표준화 전략로드맵 1주년성
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표준화 제2차 로드맵을 발표했다.

각각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표준화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하
반기 국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경제 국제표준포럼을

이 로드맵에 따르면, 최근 기술발전 동향을 반영하여

개최하고, ‘21년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연료전지기

수소경제 분야 국제표준 제안 목표를 종전의 2030년까지

술 총회와 작업반 회의를 국내 유치할 방침이다. 기업의

15건에서 18건 이상으로 20%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

수소 분야 연구개발 성과가 국제표준화로 이어질 수 있도

를 위해 ①수소건설기계와 충전기 간 실시간 데이터 통신

록 기업과 국제표준 전문가를 연결하는 사업을 활용하여

을 이용한 ‘수소충전 통신규약’, ②선박에 수소를 안전하

산업계 기술 전문가의 국제표준화회의 참가를 지원하고

게 공급하는 ‘수소선박 충전’, ③드론의 비행시간을 연장

이들을 표준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할 수 있는 ‘드론 액체수소용기’ 기술 등을 신규 국제표준
화 과제로 추가 포함하였다.
아울러, 국제표준화 추진 속도도 높인다. 그린수소의
안전한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인 ‘수전해용 분리막 안전성

한편, 2019년 4월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수소경제 국제표준을 제정했으며,
신규 국제표준 1건을 제안하고, 2건의 국제표준안을 개발
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기표원은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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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공장 가봤더니, 스마트 팩토리가 현실이네~
전통 생산 공장이 스마트 공장으로 변신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익산 공장이 기존 전통적인 생산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로 변신했다. 이 공장은 지난 30여년 동안
‘전자식 모터 보호계전기(EOCR)’를 생산하는 전통적인 노동집약형 제조 생산 공장이었으나, 슈나이더의 통합 아키텍처 플랫폼인
에코스트럭처(EcoStruxure)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통합 엔드 투 엔드(End-to-End) 솔루션 도입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팩토리로 재탄생했다. 이에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는지, 공장을 둘러보았다.

이노베이션 허브

2
익산 스마트 팩토리는
스마트 공장의 두 가지 핵심적인 기반 요소인
에너지 관리와 자동화를 지원하며, 국내 제조 시장에 적합한 원격
관리·증강현실·예지보전·보안 솔루션을 모두 구현한 공간이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김경록 대표는 “국내 산업용 사물 인터넷
(IIoT) 및 한국식 스마트 팩토리 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
한다”며, "안정적인 공장 가동 및 원격 근무 환경에 탁월한 뉴노멀
시대의 핵심이 된 ‘스마트 공장’의 비전을 구현한 익산 현장에 직접 방문
하셔서 제조 현장의 혁신을 위한 인사이트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1
익산 스마트 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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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 일렉트릭 익산 공장은 내부에
‘이노베이션 허브’를 구축했다. 이 곳
에서는 공장의 인력 및 품질, 에너지
효율, 생산량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비롯해 주요 핵심
솔루션의 데모 부스가 구성 되어 있다.
에코스트럭처는 사물 인터넷을 접목
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공정을
최적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플랫폼 ▲커넥티드 제품(Connected
Product), ▲엣지 컨트롤(Edge Control)
▲애플리케이션, 분석 및 서비스(App,
Analytics and Servoce)의 3단계 구성
된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EOCR
부분 총괄, 이창근 본부장이 전체적인
에코스트럭처(EcoStruxure)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슈나이더 일렉트릭 전문가들의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는 클라우드 AI
기반의 예방, 예지 정비 기능으로 전기
설비의 스마트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디지털 전력 시스템 및
에너지 관리 솔루션

4

컨트롤 타워에서는 총 6개의 대쉬보드를 통해 공장 운영 및
관리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이나
특정 디바이스를 지정해 목표 생산량 등 세부 정보 및 에너지
효율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색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하다.
에너지 관리를 위한 중앙 관리 소프트웨어인 에코스트럭처
파워 모니터링 엑스퍼트(PME)와 인력 및 품질, 에너지 효율,
생산량, 공장 운영관리 관련 각종 지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린
디지털화 시스템(Lean Digitalization System)이 적용되어 있다.
“실시간으로 공장을 보다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제품과 시스템의 문제를 사전에
예측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매뉴얼 보고서 제작 시간 등을
최대 40%이상 획기적으로 단축 할 수 있다.” 이창근 본부장

에너지 관리 제품으로는 초정밀 전력 미터기 ION9000과 모바일로
제어가 가능한 고성능의 최첨단 기중 차단기 MasterPact MTZ, 아크
및 화재사고로부터 인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계전기
Easergy P5 등 최근 전력 에너지 관리 업계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주요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력 제품들은 컨트롤 타워의
전력 관리 소프트웨어 PME로 연결되어, 전력 관리 및 사용 분석의
기반이 되는 중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3
컨트롤 타워
(Control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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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제품

5
자동화 제품으로는 업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터치스크린 및 산업용 PC인 HMI, 안전하고 유연한
연결성을 보여주는 고효율의 인버터 Altivar,
모션제어 및 서보 모터 Lexium, 센서 및 RFID 제품
등 IoT 연결성을 기반으로 한 최신 자동화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동화 제품들로부터 나온
데이터는 IIoT 프로토콜이 내장된 모션·로직 컨트롤러
Modicon M262를 통하여 게이트웨이 없이 상위
클라우드로 전송된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장비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인 Machine Advisor를
통해 주요한 장비 퍼포먼스를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와 자동화 제품이 통합되어 구성된 패키지 솔루션으로는 ‘스마트
모터 보호 및 정보감시 솔루션’이 있다. 이 솔루션은 EOCR을 통해 장비에
설치된 각 모터들의 에너지를 모니터링 하고, 온/습도 센서를 통해 배전반,
제어반 등의 패널 내부 온도 및 습도를 감시하여 과열과 화재로부터
모터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파라미터의 값들을 프로
페이스 최신 HMI 솔루션인 ‘HMI Centric’을 통해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상세 알람을 받음으로써 예방보전을 가능케하여 작업자의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6
에너지와
자동화 제품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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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패드,
현장 장비 확인해
공장 관리

7

슈나이더 공장이 Industry 4.0 등대공장
전세계 207개 공장 중 11곳이 스마트 팩토리 대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전세계 207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1개 공
장을 스마트 팩토리 대표 공장인 ‘등대공장
(light house)’으로 선정,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에코스트럭처 어셋 어드바이저(Asset Advisor)’는
뛰어난 기술, 높은 보안 기준으로 클라우드 전반의
보안성을 강화한다. 또한 스마트 패드 및 태블릿을
통한 ‘아규멘티드 오퍼레이터 어드바이저 (Augmented
Operator Advisor)’ 증강현실 솔루션으로 원격 제어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차별화했다. 증강현실 어드
바이저를 이용하면 가동 중인 복잡한 기계 설비를 직접
조작하거나 패널을 열어보지 않아도 각종 기기 및
설비의 운전상태를 모니터링, 점검할 수 있다. 태블릿
등을 사용해 클라우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특정
머신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분석도 가능하다. 기계
가동 중단 없이 쉽고 안전하게 예방보전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해당 기계 장비에 대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을 바로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다.

은 2018년부터 매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해 제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기업을 ‘등대공장(Light Factory)’으로 선정
해 발표하는데,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3개

슈나이더일렉트릭 인도네시아 바탐
스마트 팩토리 가상 투어

공장을 Industry 4.0 등대공장으로 선정하
였다. 이 중 하나는 프랑스 르 보드레이에
(le Vaudreuil) 위치해 있다.

을 세우고 진행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이곳은 2019년 맥킨지앤드컴퍼니와 세

한다. 인도네시아,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계경제포럼이 선정한 세계 제조업 변화를

말레이시아, 미얀마, 중동의 150여 고객과

이끌고 있는 곳으로 지난 1년간 약 천명의

파트너가 공장을 방문했다. 바탐 스마트

고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 곳 외에도 중

팩토리는 중국, 프랑스, 필리핀, 북아메리

국의 우한(Wuhan) 공장, 인도네시아 바탐

카, 인도를 포함한 전세계 슈나이더 일렉

(Batam) 공장 등이 있다. 이 공장들은 세

트릭 스마트 팩토리 쇼케이스 중 하나다.

계적 Top 레벨의 인정받는 공장이고 뒤를

슈나이더 일렉트릭 바탐 스마트 공장은

이어 우수한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가 다수

운영 성과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기계

운영 중이다.

성능 및 예방적 유지보수 요구에 대한 향

슈나이더 일렉트릭 바탐 스마트 공장은

상된 가시성을 제공하는 에코스트럭처 머

아시아 기업이 IIoT(산업용 사물 인터넷)를

신(EcoStruxure™ Machine)을 구축했다.

향한 첫발을 내딛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

플랜트 관리자는 매뉴팩처링 컨트롤 타워

고 있다. 이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풍부한

(Manufacturing Control Tower) 대시보드

정보 및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이 가능성

를 사용해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리며,

을 확장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쇼케이스이

제조 현장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대응 시

기도 하다. 이러한 혁신은 운영 보안성, 민

간을 줄일 수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유

첩성, 환경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수

지보수에 사용한 직원 작업 시간을 17%,

익성, 자산 관리 성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

낭비되는 자재 46%를 절감시켰다.

시키며, 한층 더 스마트하고 생산적인 업
무를 가능하게 한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바탐 지역에서
전 세계에 유통되는 광범위한 제품을 제

바탐 스마트 공장은 아시아 기업을 위

조하는 플랜트 네트워크를 통틀어 2,900

한 IIoT 쇼케이스로써 고객과 파트너에게

명을 고용하고 있다. 바탐 공장은 총 3개

디지털화 과정을 쉽게 시작할 수 있음을

의 공장으로 구성되며 이는 국제 표준 ISO

보여주고 있다. 바탐 쇼케이스는 디지털화

9001, ISO 14001, OHSAS 18001 인증을

를 도입하는 기업이 더욱 신속하게 계획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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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상하는 태풍의 눈 ‘APL’ (2)
PROCESS 계장 틀을 완전히 바꾸다
1940/1960년대 이후 60~80년 만에 바뀌는 세계 프로세스(PROCESS) 계장산업 표준과 2022년부터 활짝 열리는
거대한 세계 프로세스 계장시장의 면모를 알아본다.
글 / I. Y. Cho, ODVA TAG KOREA Activity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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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서버PC & 인터넷 렌털 사업화]를 적용하기에는 아직
보완 사항이 많이 남아있어 10%가 부족한 면이 있다. 이
를 보완한 것이 ‘ETHERNET-APL’이다.
3-1 자동화 분야에서 물리계층에 문제는 없는가?
자동화 분야에서 물리계층의 결함은 별로 없어 보인다.
자동화 분야에서는 오히려 물리계층의 지속적인 발전으
로 OT와 IT를 결합한 형태가 되고 있다.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지만, 이 영역은 사물인터넷 전 단계에 머물고 있
다. 그 이유는 필드버스는 그 생태계가 OSI 7 Layer에 베
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필드버스는 IEC에서 만든 표
준이고, IoT는 시작의 배경이 RFID에서 출발했다. ITU-T
와 oneM2M, IEEE-2413 등이 IoT의 표준기관이다. 따라
서 프로토콜의 형태도 다르며, 이를 다루는 표준화 기구
의 배경도 다르다. IoT에서는 프로토콜이라는 용어는 안
쓴다. 프로토콜 대신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필
드버스에서 쓰는 프로토콜과 그 내용은 같다. 그러나 결국
자동화의 물리적 한계의 끝은 제어기이며, 제어기 중에도
PLC가 그 중심이다. 필드버스는 PLC에 잘 적응한다. 그
렇다고 필드버스가 IoT와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기
존 PLC 전단에 필드버스/사물인터넷 변환 게이트웨이를
1940/1960년대 이후 60~80년 만에 바뀌는 세계 프로세스
(PROCESS) 계장산업 표준과 2022년부터 활짝 열리는
거대한 세계 프로세스 계장시장의 면모를 알아본다.
(7월호에서 이어짐)

사용하여, 클라우드와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는 자동화기
기 메이커 중 대표적 회사는 대만에 있다.
MOXA와 ADVANTECH 모두 대만의 회사이며, 두 회사
공히 PLC 전단에 필드버스/사물인터넷 변환 게이트웨이
를 사용하여, 클라우드와 연결하는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
다. 그리고, Rockwell Automation, SIEMENS 등의 월드기

3. OSI 7 Layer 중 물리계층[Physical Layer=PL]

업들은 2009년에 공개된 IoT 플랫폼 Thing Works나 Thing
Plus 등을 소유한 IoT회사들을 흡수, 병합하여 자사플랫폼

이들 필드버스는 모두가 OSI 7 Layer 중 물리계층

으로 개발하여 필드버스를 클라우드로 연결하고 있으며,

[Physical Layer=PL]에서 작동하는 산업용 이더넷들이다.

다른 하나는 OPC-UA[United Architecture]를 이용, IoT화

즉 ISO 7 Layer의 물리계층 프로토콜인데, PROCESS 계

하여 클라우드와 연결 사용하는 추세가 최근 급증하고 있

장분야에 즉시 통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몇 가지 제한이

다. 그리고 ODVA가 보유한 EtherNet/IP는 IEEE의 802.3

걸린다. 즉 PROCESS 계장 분야에 클라우드 [CLOUD: 중

PROTOCOL을 그대로 가져다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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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2413도 oneM2M처럼 IoT 인증기관이므로 IEEE에서

표준의 사용 & DCS SPARE PART 이슈]를 잡고 1,000억

기술을 가져다 사용하고 있는 ODVA로서는 EtherNet/IP를

달러[$]로 평가되는 이 분야 세계 시장을 돌파하려면 특단

IoT화하여, IEC의 물리계층의 경계를 넘어 고급물리계층인

의 대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APL을 완성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

결국 궁하면 통한다는 속담이 맞는 것 같다. 모두가 이

어서 2022년 이전에 모든 기술 개발을 끝내고 2022년까지

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용기 있는 자가 이 사실

는 APL을 완벽하게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을 알고, 대시[dash]하기 시작했다. 일찍이 ODVA는 이
준비 작업을 전임 ODVA 대표(Ms. Katherine Voss)가 시

4. 고
 급물리계=APL[Advanced Physical Layer]의 출현

작해서, 현 ODVA 대표 알 베이도운[Al Beydoun PhD]
박사가 취임하자 이 문제를 적극 대외에 알렸다. 세계 최

PROCESS 계장분야에 물리계층을 적용하는 시도를 무

대의 PROCESS 계장, PROTOCOL 기관인 필드 컴 그룹

수히 해보았으나,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또 여러 메이

[FeildComm Group], 피 아이 인터내셔널[PI]에 알리고

커들과 프로토콜기관의 뜨거운 경쟁과 매일 전쟁처럼 피

기술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렸다. 그것은

를 튀기는 경쟁은 급기야, 경상도 속담처럼 “꼬시레기 제

다름이 아니라 이더넷 표준의 제정 기관인 IEEE와 상의한

살 깍아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과 802.3cg가 대안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기

기술과 표준도 문제였다. 한국은 이른바 필드버스 중

타 IEC 등의 국제기관도 호의적인 IEC표준 인증승인 협

산업용 이더넷 KS표준만 6개의 프로토콜이 동시에 표준

조를 약속 받은 세계3대 프로토콜기관의 프로토콜 통합

화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였

합의문, 즉 개발 백서를 90% 이상의 PROCESS 계장 메

다. MS의 PC HW & SW는 전 세계가 사용하는 단일 컴

이커들을 독일 ACHEMA FAIR 전시회에 초청, 전 세계에

퓨터 표준이다. PROCESS 계장분야의 이더넷 표준은 MS

이 사실을 발표함으로써 PROCESS 계장분야에 세계단

처럼 하나의 단일 국제표준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갑자

일 표준인 “ETHERNET-APL”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에

기 이 소문은 세계 유수의 프로토콜기관과 공통의 문제

2019년 11월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늦어도 2022년 말에

로 번졌다. 경쟁자 또는 경쟁 프로토콜 기관들은 이 문

는 마치 MS PC의 HW & SW가 세계유일의 컴퓨터 표준

제를 둘러싸고 각자 고심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또 있었

이듯 PROCESS 계장분야에도 유일표준을 만들기로 합의

다. PROCESS 계장분야의 근본적인 문제는 1940년도와

하여, 시장문제 및 기술문제, 난립된 표준경쟁도 모두 이

1960년도에 발표한 OLD-ANALOG 국제표준을 2020년

개발 백서 하나로 잠재우게 했다. 2019년 11월 모두 합의

현재에도 여러 나라들,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 사용빈도에

한 ACHEMA FAIR 전시장의 그날을 떠올리면서 한국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PROCESS 계장분야 필

PROCESS 계장분야 종사자들과 자동화 분야에 매진하는

드계장 시설의 70% 이상이 아날로그를 사용하며, 특히 그

ODVA 회원들과 이 개발에 직간접으로 관계되는 모두를

중에도 의외로 앤드 유저들이 DCS는 아날로그 방식을 선

위해 이 내용을 발표한다. 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묘수를

호하며, 한국 일본에는 이에 따른 ‘SPARE PART’ 문제가

찾다가 결국 집단적 해결책이 나온 것이다. 절반의 성공

심각 단계에 머물고,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공장[SMART

을 한 것이다.

FACTORY]의 추진은 엄두도 못 내어 뒷전으로 밀렸다.
발전의 뒷다리를 물고 있는 형국이 작금의 PROCESS 계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순한 누구의 의견도 아니다.

장분야의 현실인 것이다. 이 두 마리 토끼[OLD-ANALOG

이것은 거대한 국제적 대 프로젝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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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산업용 이더넷에 고급사양을 추가하는 차원

을 내건 것이다. 시행 백서의 제목이 “Ethernet to the field”

에서 머물던 것이 아니라 이를 집단적으로 신속히 해결하

이다. 즉, 이 문구의 뜻은 기존 ‘Feildbus’ 문제가 많으니 이

기 위한 다국적 기업들의 묘수의 결합이 낳은 산물이라고

를 100%로 완벽하게 보완하여 전면 교체하자는 의미임을

보아야 정확하다. 2019년 11월 독일의 ACHEMA FAIR 전

PROCESS 계장 관련 기술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시회에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세계 3대 프로토

그 이유는 1940년대부터 이어온 PROCESS 계장기

콜 기관과 전 세계 PROCESS 계장메이커들이 모두 모여

술의 근거가 아날로그였는데, 2022년까지만 이 ‘OLD-

머리를 맞대고 통합 표준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강력한

ANALOG’ 표준을 사용을 하고, 2022년 말 이후부터 모

모임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든 OLD-ANALOG 기술을 Ethernet을 근간으로 하는 디

가성비를 가장 적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PROCESS

지털 기술인 ‘ETHERNET-APL’로 전면 바꾸겠다는 각오

계장분야에 IoT, 빅 데이터, 인공지능, 5G~6G, 에지 컴퓨

를 독일 ACHEMA FAIR 전시장에서 선포한 것이다. 21세

팅과 함께 묶어 돌아가는 표준을 만들 수 있느냐는 점이

기 PROCESS 계장분야의 미래기술 개발에 같은 운명의

다. 가장 쉬운 방법은 표준기관끼리 기술 통합을 하는 방

배를 탄 전세계 PROCESS 계장기술업계가 한데 뭉친 것

법이었다. PROCESS 계장분야는 독특한 기술 분야이며,

으로 보아야 한다. 동시에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시스템 체계가 OLD-ANALOG 체계이다. 여러 폭발위험

적극지원하기 위해 나선 국제기관들이 있다. 이들은 바로

요소와, 산업안전요소 등이 공장에서 필히 해소되어야 하

IEC, IEEE, 국제 방폭 위원회, INTRINSIC SAFETY 위원회,

므로 신중하고, 신속히 진행해야 함에는 모두가 공감하였

NAMURA 총회 등이다. 이들이 총 출동하여 PROCESS

다.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각 기관 간, 멀

계장분야의 새로운 변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임을

티 벤더들 간에 수 차례에 걸친 사전 조사는 물론 여러 합

알아야 할 것이다. 이들 국제표준(인증)기관들은 모두

의들 거쳐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 물리계층인[PL]에 알

PROCESS 계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이변이 없는 한 승인

파벳 A[Advanced/고급]로 시작하는 단어 하나를 삽입하

해 줄 것이며, 개발팀은 개발에 투자할 자금도 충분히 확

고 여기에 PROCESS 계장분야에 존재하는 각종 고급해

보하여 개발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냐에 초미의 관심이

결책[안전문제]들을 한데 묶어 PL[Physical Layer/물리계

모아지고 있다.

층]이라는 용어와 합성한 뒤 고급물리계층[APL]이라는 신

아마도 국내의 PROCESS 계장관련 종사자와 국내

조어를 만들어 전 세계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 국제 결의

PROCESS 계장 벤더들은 이 글을 통해 ‘ETHERNET

는 2022년 말까지 APL 표준을 완성하기로 했다. 이 과정

-APL’에 대하여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 프로

을 PROCESS 계장분야 종사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젝트에 참여한 벤더들 중 한국의 기업은 놀랍게도 한 회

있도록 필자가 굳이 APL에 대해 사족을 붙인다면, 다음과

사도 없기 때문이다.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안타깝다. 최근 IT분야나 IoT 분야는 한국이 국제 무대
에서 선두에 나서고 있으나 PROCESS 계장 분야는 워

2000년대까지는 ‘Feildbus’ [공장정보-BUS]를 타고 다

낙 국내기술이 낙후되어 있어 이렇다 할 국제적 기업은

니는 PROCESS 계장분야의 물리계층이 PROCESS 계장

아직은 없으며 국제무대에서 PROCESS 계장시장이 예

분야의 근간이었다면, 2022년부터는 PROCESS 계장분야

상외로 크다는 것을 PROCESS 계장기술 관련 국내기업

의 단점들을 완벽히 보완하여, 고급물리계층으로 기존에

들은 아직도 대변화의 물결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국

부족한 “Feildbus”를 Ethernet-APL로 교체하자는 슬로건

내 업계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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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는 점은 필자 혼자만의 생각일까? 다만 PROCESS 계장

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만의 장점은 IT기술 인프라가

관련 글로벌 기업의 한국법인 소속 기업들은 이 사실을

좋아, 기존 계장기기 메이커들이 국내의 우수한 IT HW &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자세히 알리기

SW 업체들과 잘 협업하면, 2022년 전에 세계시장 1,000

위해, ODVA TAG KOREA에서는 9월에 관련 세미나를

억 달러[$] 시장, 국내시장 1조원의 PROCESS 계장시장에

개최하고자 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행사를 잠정 연

서 월드기업들과 다부지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활

기했음을 알린다.

짝 열린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애독자들에게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한다.

한국에서 PROCESS 계장기기의 국산화가 시작된 것은

지금, 구글 검색 창에 [Advanced Physical Layer]를 입력

한국의 경제개발이 본격화 되던 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해 보기 바란다. 지멘스, ODVA, FeldComm Group, IEEE,

야 한다.

Wikipedia 등에서 게재한 APL 내용이 영문으로 각자의

당시 한국에는 우진계기, 한생 FOXBORO, 한일

웹사이트에 소개되어 있으며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면, 한

LEVEL, 삼보계기 등이 있었지만, 모두 세계화에는 실패

글로도 볼 수 있다. 본문 내용은 여러 기관이 모두 똑같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정부는 물론 심지어 국내의 모

내용을 실었으나, 각 기관들의 각론들은 약간씩 다르다.

든 엔드 유저들도, 현장용 Field Instrument 국산기기 구매

이유는 DCS 등의 적용에는 기존보유 필드버스와의 관계

를 외면하고 수입품에만 의존하여, 공장을 설치 및 운영

를 연결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와

해 왔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에

시장이 PROCESS 계장 분야를 통해 열리고 있다는 사실

계장의 액추에이터인 제어밸브 국내메이커로 KOMOTO

을 본고를 통해 애독자 여러분들과 PROCESS 계장 분야

밸브가 김포에 공장을 국제규모로 만들어 세계적 테스트

에서 일하는 분들께 알려 드리는 바이다.

및 각종 종합시험들을 통해 우수한 월드-밸브들을 생산
하고 있고, 필드 계기메이커로는 두온 시스템이 두각을 나

4-1 APL의 공통변수

타내고 있다. 역시 국제 규모의 필드계기 공장을 만들어,

“ETHERNET-APL”(고급물리계층)은 그 특징이 이더

온도/압력/유량/레벨/중량트랜스미터나, 차압식 유량계를

넷의 순수성에 있다. 설명이 좀 이상 하지만 사실이다.

만들어 미주, 중동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인터넷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변종 이

국에서는 유일한 초음파 유량계 메이커인 자인테크놀로

더넷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이다. 속도를 고속으로 만들

지 역시 중국, 중동 유럽에 국산계기들을 수출하는 것으로

기 위해 IP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알고 있다. 종합 분석계기 메이커 대윤계기산업, 국내유일

는 말이다. ETHERNET-APL 개발팀은 이를 위해 IEEE

의 정전기 계기 메이커GK-Electrostatic, ERP 및 계장표

가 제정하고 ODVA의 EtherNet/IP가 채용한바 있는 IEEE

준의 인증기관, 표준엔지니어링, 변환기 전문메이커 신호

802.3을 검토했다. 그 이유는 IEEE 802.3 이더넷은 변종

시스템, 전/계장시스템 메이커 금산 엠앤이, 우진 산전, 오

이 아닌 순수한 이더넷이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토닉스[코닉스], 한영넉스, RS Automation, 히스코센서,

서는 정확히 IEEE 802.3cg를 선택하여 개발에 착수한다.

CIMON, LS Cable, Taihan Electric Wire, SAMWONACT,

ABB, 지멘스, 에머슨, 요코가와를 비롯 12개 PROCESS

MKP, CREVIS, Chunl Electric, Fastech, Konics, New

계장 메이커를 비롯하여, 세계3대 프로토콜 표준기관인

Power Plasma, LS Electric 등이 있으나 원천기술로 세계

필드컴그룹[FeildComm Group:Hart-IP], 오디브이에이

시장에서 승부를 겨루기에는 아직도 개발에 시간이 더 필

[ODVA:EtherNet/IP], 피아이 인터내셔날[PI:PROFIB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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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FINET] 등 3기관이 포스로 전면에 등장했다. 2019년

이 아닌 멀티 표준이란 이야기다. 표준은 단 하나의 유일

11월 독일 ACHEMA FAIR 전시회에서, 이들 3개 기관은

표준이어야 그 가치가 높다.

전세계 PROCESS 계장메이커들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
으로 ETHERNET-APL 개발 백서[APL의 기본 스펙이 담
긴 매뉴얼]를 발표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Ethernet to the

4-3 Ethernet-APL이 단일 표준이기에 야기되는 국내
외 빅-PROCESS 계장시장

Field’라는 이름의 개발 방향과 시스템 구조가 명시된 개

ETHERNET-APL은 자동화 분야의 일반필드버스와는

발 가이드라인이다. 세계인들 앞에 기술 방향을 발표한 이

달리 오직 프로세스계장 분야 한 곳에서만 유일하게 사용

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필드버스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되며, 처음시작부터가 하나의 표준을 목표로 출범함으로

다. 그런데, 하나도 아닌 3개 기관이 일시에 의기투합을

써 IEC 국제표준으로써 헷갈릴 일이 전혀 없다. 세계적으

한 것은 하나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3개 기관이 함께 참

로 유일한 표준으로 시작한 ETHERNET-APL 표준은 표

여함으로써 통합에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아이디어를 폭

준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유일하게 사용해야만 하는 책임

넓게 창출할 수 있으며, 최단기간에 최소의 개발비로 새

과 의무가 따른다. 어찌 이것이 6종이나 되는 산업용 이더

로운 표준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THERNET-APL

넷[필드버스] KS멀티표준과 비교가 될 것인가? 출발자체

개발완성이 된 이후에 전세계 PROCESS 계장 분야는 오

가 전용 통신으로 PROCESS 계장만을 위한 세계에서 하

직 하나의 유일한 국제 표준을 쓰게 됨으로 기술의 발전

나 밖에 없는 산업용 이더넷 표준인 것이다. 필드버스에서

도 비약적으로 빨리 전개될 것이다. MS제품이 PC계의

진일보한 것 이 바로 ETHERNET-APL 표준이다.

세계유일의 표준이 되어 ETHERNET-APL은 이제 세계

APL을 요약하면, 순수한 이더넷 기능에 몇 가지 장점

PROCESS 계장 계의 유일한 표준이 된 매우 뜻 깊은 사

을 얹어 놓은 기술로 보면 이해가 간단해진다. 특히 IEEE

건이 될 것이다. 이후 장기간에 걸쳐 세계 PROCESS 계

가 주도하는 802.3cg를 기반으로 하기로 모두 합하여 결

장산업분야에 직/간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했다. PROCESS 계장 현장의 온도/압력/유량/레벨/중
량 등의 센싱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상위 쪽에는 클

4-2 E
 THERNET-APL의 공통부문 구성도에 담긴 의미

라우드에 이르기까지 사용이 가능한 프로세스 산업의 요

상기 구성도[Configuration]는 ETHERNET-APL의 대

구 사항을 위해 특별히 2022년 까지 약 2년 간의 개발 기

표적인 구성도의 메인이며,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이 필요하고, ABB, SIEMENSE, Rockwell Automation,

PROCESS 계장기술자들의 뇌리에 항상 그려져 있어야만

EMERSON, YOKOGAWA 등 아래에 LOGO-LIST에 소속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ETHERNET-APL의 하드웨어 구

된 세계 12개 DCS 및 Field Instrument Maker들이 한데

성도이기 때문이다. 일반 필드버스통신은 OSI 7 Layer중

뭉쳐 21세기 PROCESS 계장분야가 2022년부터 약 1,000

물리계층에서 주로 사용 되었다. APL역시 물리계층을 사

억 달러[$]의 세계시장의 오픈과 더불어 1조원 대에 달하

용하지만, 일반 필드버스와는 용도가 좀 다르다. 일반 필

는 한국의 PROCESS 계장시장이 활짝 열림에 우리는 목

드버스는 상기 필드버스약사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KS표

격자가 되어야 하며, 모두 이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지금

준으로 최종 낙점한 산업용 이더넷[필드버스] 표준의 종

부터 해야만 한다.

류가 1개가 아니고 6개나 되며, 기표원에서 산업용 이더넷
[필드버스] 표준을 KS 표준규격으로 승인하기까지 약 20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단일표준

<다음호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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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Review

대용량 인버터 계통의 고조파 관리를 위한
신제품 HHFi 소개
글 / 박병주 대표이사 (기술사/공학박사), 전력품질기술(주)
고려대학교 전기공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전기공학 석사, 부경대학교 전기공학 학사, 2000 ~ 전력품질기술(주),
1986 ~ 2000 삼화콘덴서 공업(주), 1995 ~ 한국기술사회 정회원, 2016 ~ APEC 국제기술사회 정회원, 1998 ~ IEEE PES,
IAS 정회원, 2002 ~ 대한전기학회 정회원
관심분야 : 고조파 필터, 고조파 및 무효전력 보상기술, 전기 아크로 계통 해석, 전력계통 고장 해석

I. 서론

가 원인이 된다. 고조파는 기본파 주파수의 정수배인 주
파수에서 전압 및 전류로 표현하나 아크로 및 사이크로

대용량 펌프나 팬 등을 사용하는 모터 드라이브 계통
은 반드시 고조파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전력용 콘
덴서와 전원 계통 간에 공진이 발생하면 과도한 전압 왜
[14]

컨버터와 같이 특수한 부하의 경우 비정수 고조파도 존재
한다.

A. 고조파 왜형율의 일반적 지수

형으로 계통 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 . 따라서 이들 수

고조파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는 대표적 지수

용가는 소내 변전소를 포함한 인근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는 총합 전압 고조파 왜형율 VTHD로 정의 한다. 이는 저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고조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압과 고압, 특고압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다음과 같

본 고에서는 이 같은 계통을 모델로 고조파의 파생 문제

이 기본파 크기의 백분율로 표현한다.

를 논하고 더불어 실용적 해법이 될 수 있는 HHFi를 소개
하였다. 아울러 고조파 왜형의 일반적 지수 및 IEEE Std519의 고조파 규제 가이드, 인버터의 고조파 발생 패턴과

(1)

역률특성, 고조파 임피던스, PCC의 고조파 왜형을 설명
하였다.
전력은 일정한 주파수로 생산과 공급이 이뤄지며 실제

(2)

로 정현파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정현파를 비선형 부하
에 공급할 경우 전류는 왜형을 일으키고 계통의 임피던스
와 작용하여 부하 단에는 전압 왜형이 일어난다. 전압 왜

식(2)의 Vh는 h차수의 실효 전압이고 V1은 기본파 실

형은 대개가 고조파 전류원인 인버터와 같은 비선형 부하

효 전압이다. 대개의 경우 IEEE Std. 519와 같이 제2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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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여 가장 취약한 부류에 속한다. 전동기와 같은 회

서부터 제50차까지를 고려하면 충분하다.
전류의 왜형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총합 전류 고

전기기의 경우 회전자와 고정자 모두에서 고조파에 의한

조파 왜형율 ITHD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 경우 기본파 부

철손, 동손에 의한 과열과 소음 유발이 따르며 역상분 고

하 전류가 낮으면 착각을 초래한다. 기본파 전류에 대한

조파의 회전 토크에 의한 맥동을 초래하기도 한다[9], [11].

상대적인 왜형은 높지만 고조파 전류의 크기는 작으므로

변압기의 경우 대량의 고조파에 노출되면 소음과 함

ITHD 값이 크다 하더라도 경부하 조건에서는 큰 문제가

께 고질적인 기생 발열을 유발하여 과열 상태에 이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모호성을 피하려고 총합 수요 전류

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ANSI/IEEE Std C57.12.00 및

고조파 왜형율 ITDD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다음 식(3)과

C57.12.01은 변압기의 전류 왜형율은 전부하 상태에서

같이 정의한다.

5%이하, 전압 왜형율에서도 전부하 시 5%, 경부하 시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8]. 변압기는 부하손과 무부하
손으로 크게 나누는데 부하손은 다시 동손과 부유손으로
(3)

구분한다. 부유손의 경우 와류손으로서 부유전자계가 권
선과 코어, 코어 클램프, 자기 쉴드, 탱크 벽 등에서 작용
하여 발생하며 비정현파의 경우 더욱더 심한 발열이 따른

(4)

다[15]. 이와 관련한 변압기 손실의 해는 IEEE Std. C57.110
에 잘 나타나 있다.
케이블의 경우 유입된 고조파에 의해 병렬 공진이 발

(5)

생할 경우 전압 스트레스와 코로나 등으로 절연물이 파괴
될 수 있으며 과열 문제가 일어난다. 여기에 표피효과와
근접효과에 의한 발열이 가중되어 케이블의 허용 가능한

식(3)은 최대 수요 전류의 실효치에 대한 전류 고조파

용량 즉, 정격용량의 감소를 초래한다[10].

의 제곱근의 비율이며 식(4), (5)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전력용 콘덴서의 경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계통과의

ITDD는 기본파 전류의 백분율이 아닌 정격 또는 최대 부

공진 발생 확률이다. 콘덴서와 계통 간에 직렬 혹은 병렬

하 전류 크기의 백분율로 표현한다는 점이 ITHD와는 다

공진이 발생하면 과도한 전류 유입과 과전압에 의해 과열

르다. 다시 말하면 전력을 공급하는 계통은 정격이나 최

은 물론 유전체에 큰 스트레스가 가해지며 결과적으로 폭

대 부하 전류를 고려하여 설계하기 때문에 부하의 변화에

발 혹은 현저한 수명 단축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IEEE

따라 변동하는 ITHD 기준이 아니라 계통의 설계치를 기

Std.18은 콘덴서가 허용할 수 있는 전압과 전류의 제한치

준으로 하는 ITDD에 의한 판단이 바른 방식이다.

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 제어 장치 계통의 경우 고조파 전자계에 의한 오

B. 고조파의 영향

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총합 전압 왜형율을 5%로, 개별

계통의 설비나 부하는 대부분 기본파를 기준으로 설계

전압 최대 왜형율은 3%로 제한하고 있다[13]. 이밖에도 스

하여 고조파에 취약하고 고조파 내량은 그 특성에 따라

위치 기어와 계전기 등에서 과열과 수명 단축, 허용 전류

다르다. 특히 통신이나 정보 처리, 계통 보호 장치일 때

경감 등을 초래한다. 이처럼 고조파 관리가 부적절 할 경

전자 계전기 및 논리 회로의 고장 및 비정상적인 작동이

우 전력용 콘덴서 파괴와 같은 큰 경제적 손실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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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전문가에 의한 계통 엔지니어링의 사전 해석이

두 개의 단락 펄스에 의한 충전이 반복되고 3상이기 때문

필요하다.

에 DC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전원 주파수의 6배수가
된다. 그림 2의 전류 왜형율 ITHD는 93%이며 이의 스펙

C. 가변속 모터 드라이브와 고조파

트럼은 그림 3과 같이 제5차 (73%), 제7차 (52%), 제11차

가변속 AC 모터 드라이브(이하 인버터)의 표준형은 그

(16%), 제13차 (9%), 제17차 (6%), 제19차 (4%)순으로 나

림 1과 같이 정류기 블록과 인버터 블록으로 구성된다. 정

타난다. 이때 3배수 고조파나 우수고조파는 거의 없다. 단

류기는 6펄스 다이오드 브리지와 DC 콘덴서로 구성되어

순히 정격 용량의 1~3%의 AC초크나 DC초크를 추가하

있으며 인버터는 3상 2레벨 IGBT로 구성되어있다. 인버

게 되면 고조파 전류의 크기를 40% 수준으로 낮출 수 있

터 전원측에서 발생되는 고조파의 차수는 다음식과 같이

으나 규제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나타낸다.
(6)

(7)

h : 발생 제h차 고조파
k : 양의 정수

그림 2. 6 펄스 다이오드 정류기 전류 파형

q : 정류기 펄스 수
Ih : 제h차 고조파 전류 발생 크기
I1 : 기본파 전류의 크기

그림 3. 6펄스 다이오드 정류기 전류 스펙트럼

D. IEEE Std. 519 고조파 기준
고조파와 관련된 규정은 IEEE 및 IEC이외에도 국가별
그림 1. 인버터 주 회로도

로 다수가 있다. 이들 규정의 공통적 배경은 비선형 부하
로부터 유출되는 고조파 전류와 계통의 고조파 임피던스

6펄스 정류기의 주요 발생 고조파 차수 h=5, 7, 11, 13,

에 의해 형성되는 고조파 전압을 제한하는 것에 목표를

19 및 23, 25이다. 그림 2는 6펄스 다이오드 정류기의 전

두고 있다. 특히 IEEE Std. 519는 객관성과 실용성을 갖

류 파형을 나타내며 그림처럼 전원 주파수의 반주기마다

추고 있어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 규정은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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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조파 규제를 위한 IEEE의 권고 및 요구사항”이다.

PCC에서 단락 전류 (ISC) 간의 단락비 SCR(Short Circuit

그 핵심은 계통의 공통 분기점 PCC(Point of Common

Ratio)라는 변수를 사용한다. 단락비가 20 이하인 작은 개

Coupling)의 합리적 설정법과 이 PCC를 기준으로 전압

소는 계통 임피던스가 상대적으로 높다. 게다가 밀집된

왜형 수준을 규제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수용가와(IEEE

수용가에서는 전압 왜형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전류 왜

Std. 519 제10절) 전력 공급자(IEEE Std. 519 제11절) 모두

형율의 한계를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발전기류 또한 임

[13]

에게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피던스가 크기 때문에 단락비 20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13]

. 아울러 PCC에서 그 값이 규제치를 만족한 경우라도

(1) 개별 수용가는 자신의 고조파 전류 유출로 인해 발생

부하 단에서는 더해진 임피던스 때문에 제한치를 웃돌 수

한 계통의 전압 왜형이 한계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고조파 전류 유출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E. 배전 계통의 임피던스와 전압 왜형

(2) 전
 력공급자는 수용가의 고조파 전류 유출량이 기준
이내일 경우 자신 소유의 망에서 고조파 전압 왜형

인버터와 같은 비선형 부하에 정현파의 전압을 공급하

이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통 임피던스를 관

면 그림 4와 같이 부하에는 비정현파인 고조파 전류가 전

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쪽으로 흐른다. 이 고조파 전류 Ih와 전원 계통의 임피
던스 Zh가 오옴의 법칙에 의해 고조파 전압 Vh를 형성한

IEEE Std. 519의 69KV이하 계통의 수용가 고조파 전

다. 이때 형성된 고조파 전압은 전압 강하 성분으로 dVh

류 유출 제한치를 산정한 배경에는 개별 고조파 전압

로 표현할 수 있다.

VH 3% 이하, 총합 고조파 전압 왜형율 VTHD를 5%이

식 8과 같이 고조파 전압 왜형은 계통의 임피던스를

하로 제한하기 위한 목표가 있다. IEEE Std. 519의 수용

따라 흐르는 고조파 전류에 의해 발생하며 계통의 임피던

가 (120V~69kV 배전 계통) 고조파 전류 왜형율 제한치

스를 구성하는 것들로는 발전기, 변압기, 직렬리액터, 케

를 표 1에 나타냈다. 여기에는 전류 왜형율의 한계를 설

이블 등이며 고조파 전류는 비선형 부하로부터 전원 경로

정하기 위해 수용가의 최대 수요 전류(IL)와 공급 계통의

를 따라 흐르는 반면 고조파 전압 왜형은 해당 선로에 접

표 1. 120V~69kV 일반 배전계통의 최대 고조파 전류 왜형 제한[13]

최대 수요전류 기준 공통분기점(PCC)의 최대 고조파 왜형율 개별 기수 고조파 차수
ISC/IL

<20*

20<50

<11

11≤h<17

17≤h<23

23≤h<35

35≤h

7.0

3.5

2.5

1.0

0.5

4.0

50<100

10.0

>1000

15.0

100<1000

12.0

2.0

4.5

5.5

7.0

1.5

4.0

5.0

6.0

우수 차수 고조파는 위의 기수 고조파 제한치의 25%를 적용한다.

0.6

1.5

2.0

2.5

0.3

TDD
5.0

8.0

0.7

12.0

1.4

20.0

1.0

15.0

(*) 전력을 발생하는 기기에는 모두 단락비와 상관없이 이를 적용한다.
ISC = PCC 최대 단락 전류 용량
IL = PCC 최대 수요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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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 모든 부하에 대해 영향을 준다. 만일 어떤 차수의 고
조파 전류가 계통을 흐를 때 계통은 해당 차수의 고조파
임피던스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해당 차수의 고조파 전압
강하가 발생한다.
그림 4의 Zsrc는 전원측 내부 임피던스, Ztr은 변압기의
임피던스, Zcb는 케이블의 임피던스를 나타낸다. 여기서
특정 차수 h차의 고조파 전류 Ih가 전원측으로 흐르게 되
면 케이블과 변압기에 각각의 h차 고조파 임피던스 Zhcb,
Zhtr에 의해 dVhcb와 dVhtr을 형성한다.
여기서 전체 임피던스 Zh= Zhsrc + Zhtr + Zhcb이며 전원
에서의 고조파 전압 dVhsrc = Ih x Zhsrc, Vt까지의 고조파 전
압강하 dVhsrc + dVhtr = Ih (Zhsrc + Zhtr)이며, Vl까지의 고
조파 전압 강하 dVhsrc + dVhtr + dVhcb = Ih (Zhsrc + Zhtr +

그림 4. 인버터 수용가 배전 계통 간략도

Zhcb)로 부하에 근접할수록 부가되는 임피던스에 의해 전
압 왜형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

(8)
Vh : h차수의 고조파 전압
I h : h차수의 고조파 전류
Zh : h차수의 고조파 임피던스

F. 변위역률 DPF와 진역률 TPF
기존의 저항성, 유도성, 용량성으로 정의된 역률에 대
한 개념은 그림 6과 같이 2차원적 해석에 의한 피상전력
(S)는 실효 전력(P)와 무효 전력(Q)의 벡터 합으로부터 PF

그림 5. 인버터 수용가 계통 등가도

력(H)를 포함한 피상 전력(S)에 관한 개념을 도시하였다.
실제 좀 더 상세한 비선형 부하 해법은 IEEE Std.1459 뷰
디아누의 왜형 전력 (Budeanu’s distortion power)계산법
에 따른다[2][3].

= P / S = cos Φ 이며 선형 부하의 전압과 전류의 변위
각과 일치하므로 변위역률 즉, dPF(displacement PF)라
고도 부른다. 근래의 부하는 인버터, 컴퓨터, LED조명, 방
송장비 등 대부분 비선형 부하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단순
한 P와 Q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고조파 전류에 의한
전력분 즉, 왜형 전력(distortion power) (H)가 결합하여 3
차원을 이룬다. 이 왜형 전력(H)는 불필요한 성분이기 때
문에 리액턴스분으로 취급할 수 있다[14]. 그림 7에 왜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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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비선형 부하 전력 벡터도

이나 별도의 고조파 저감 장치가 없는 한 진역률(TPF)는
0.70~0.75에 지나지 않는다[5].
아래 표 2에 주요 가전기기의 DPF, ITHD, DISPF, TPF
를 나타낸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전력용 콘덴서를 시
설하게 되면 계통과의 공진 유발 등으로 문제를 더욱 심
각하게 가져갈 수 있다. 수용가 대부분이 비선형 부하 비
중이 높아진 현실을 생각할 때 현명한 역률 개선 해법은
그림 7. 선형 및 비선형 부하의 전력 벡터도

고조파 전류를 경감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기본파 역률각 Φ1, 기본파 피상 전력 S1과 고조파를
포함한 전체 피상 전력S 간의 위상은 δ이며 왜형 역률
DISPF(distortion power factor)로 표현한다. 기본파만을 기
준으로 하는 변위역률(DPF)와 왜형 전력을 고려한 진역률
(TPF)(true power factor)의 관계를 다음에 나타낸다[4],[5].
(9)
(10)

표 2. 주요 가전제품 DPF, ITHD, DISPF, TPF[5]

부하 종류

DPF

ITHD[%]

DISPF

0988*

121.0

0.637

데스크톱 컴퓨터

0.999*

형광등

0.956*

전자 렌지

0.998

TV

진공 청소기
냉장고

* 진상 역률

0.951

0.875

140.0
39.5

26.0

18.2

13.4

TPF

0.581

0.580

0.930

0.889

0.968

0.984

0.991

0.629

0.921

0.982

0.867

(11)

II. 수용가 배전 계통 특성
(12)

A. 전력용 콘덴서와 계통 병렬 공진
그림 8과 같이 비선형 부하 계통에 역률 개선용 콘덴

(13)

서를 추가하면 이 정전 용량과 전원 계통의 인덕턴스 성
분이 결합하여 그림 10에서 같이 특정 차수에서 피크 임
피던스를 형성한다. 이 같은 병렬 공진이 발생하는 차수

비선형 부하의 비중이 커진 요즈음은 이제는 저역률의
주요인이 유도성 부하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전

hr은 다음 식 14와 같이 변압기의 단락 용량과 전력용 콘
덴서의 용량비의 제곱근에 근사한 값을 갖는다[7].

류 왜형률이 높은 비선형 부하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
기 때문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게 인식되어온 인버터, 컴
퓨터 가전제품 등의 변위역률(DPF)는 1.0에 가까우나 왜

(14)

형 전력이 고려된 진역률(TPF)는 DPF보다는 훨씬 낮게
나타난다. 통상 인버터의 변위역률(DPF)는 0.95~0.99

만일 피크 임피던스를 형성하는 고조파 차수 h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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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7, 제11차 등에 근접하게 된다면 해당 차수에서 매
우 큰 고조파 전압이 발생하여 계통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림 9의 Xsys은 Xsrc와 Xlm 합의 등가를 나타
낸다. 비선형 부하로부터 발생한 고조파 전류 Ih의 크기
가 작더라도 해당 고조파 차수 h의 임피던스 Zh가 매우
높아서 이때 발생한 고조파 전압 Vh역시 매우 크게 나
타난다. 따라서 전압 왜형율 (VTHD)이 과도한 수준으
로 나타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계통의 전기 설비에 심
각한 영향을 미친다. 전력용 콘덴서를 통과하는 고조파

그림 10. 병렬공진 임피던스 특성

전류 I hc와 전원측으로 유출되는 고조파 전류 I hsrc역시
매우 큰 과전류가 되어 전력용 콘덴서의 폭발이나 차단

B. 고조파 저감 필터 HHFi

기의 우발적 트립, 보호 계전기의 빈번한 동작 등 문제

인버터의 고조파 전류 저감 방법에는 직류 리액터

가 따른다.

(DCL)나 교류 리액터(ACL)가 있으나 이 경우 전류 왜형
률 ITHD는 30~40% 수준으로 IEEE Std.519를 만족하기
는 어렵다[1]. 또 다펄스 정류 방식인 변압기 2차 권선의
위상 변이를 가한 18펄스 혹은 28펄스를 고려할 수 있으
나 2차권선의 전압 불평형에 따른 기술적 문제와 경제성
으로 인해 실제 적용되는 일은 드물다.
엑티브프론트엔드(Active Front End) 방식의 정류기나
중앙제어 방식의 능동형 필터도 고려할 수 있으나 경제
성의 이유로 인버터에 개별 시설이 가능한 독립된 형태
의 수동 필터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독립형 필터는 경
제성과 고조파 저감 효과가 크고 계통의 영향을 받지 않
아야 한다.
초기의 독립형 필터의 토폴러지는 단권 변압기와 필터
그림 8. 비선형 부하 간략 계통

콘덴서를 결합한 형태의 광역필터(BBHF)가 있었다. 그러
나 변압기의 과용량과 변압기의 발열 문제가 있어 곧 T자
형의 하이브리드고조파 필터(HHF)로 대체되었다[1]. 그림
11. HHF의 LL인덕터는 전원 측으로부터의 고조파전류 유
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필터 인덕터 LF와 필터 콘덴
서 CF는 6펄스 정류기의 주요 고조파 h차수를 흡수하는
구조이다. 필터 콘덴서 CF는 부하의 0.15~0.2pu로 경부
하 시 계통의 전압 상승을 억제한다.

그 9. 비선형 부하 계통 등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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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 정류기 입력측에 연결되는 인덕터 LR은 정류기

그림 13. HHF 고조파 임피던스

그림 11. HHF 토폴로지

그림 14. HHFi 고조파 임피던스

그림 13과 그림 14를 보면 HHF의 경우 한 개의 저점 임피
던스를 갖는 반면 HHFi는 두 개의 저점 임피던스와 바로 앞
에 피크 임피던스가 형성되는데 이들 대역 설정이 필터 설
계의 핵심 요소이다. 토폴로지 HHFi 의 ω와 ωc를 구하는 파
라미터 계산은 [1]에서 설명되어 있다. 그림 15에 고조파 전
그림 12. HHFi 토폴로지

의 ACL 역할을 하여 1차적으로 정류기의 출력 고조파 전

류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고조파 필터 전후의 전류 왜형율
ITHD는 필터가 없는 경우 134.8%, 교류초크 ACL 3%인 경우
40.0%, HHF의 경우 4.6%, HHFi의 경우 3.3%를 보인다.

류 왜형율을 낮춘다. 기존의 광역 필터(BBHF)에 비해 체
적과 무게가 0.6pu로 감소되어 이전에 비해 경제성을 갖
추었고 필터링 성능 또한 전류 왜형율 ITHD는 5~8% 수
준이다[1]. 그러나 인덕터 LR측이 감당하는 고조파 전류 부
담이 크기 때문에 용량을 키워야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HHFi이다. HHFi는 부
하측 인덕터 LR을 제거하여 필터의 전체 인덕터의 용량
을 크게 줄여 체적을 줄이고 경제성을 확보한 것이 장점
이다[1]. 필터링 성능 또한 우수하여 전류 왜형율 ITHD ＜
5%를 만족한다.

그림 15. 필터 유형별 고조파 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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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필터가 없는 경우와 ACL3%, HHF, HHFi의 경
우 각각 제5차 고조파 전류의 함유율은 각각 88.3%,
36.7%, 0.17%, 0.7%순이며 제7차의 경우 77.5%, 13.0%,
3.3%, 3.0%, 제11차의 경우 51.4%, 7.0%, 2.4%, 0.5%를
보인다. ACL3%의 경우 대략 50% 정도의 경감 효과를 보
이는 반면 HHF나 HHFi의 경우 둘 다 IEEE Std.519를 만
족하며 HHFi가 다소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 HHF와 마
찬가지로 HHFi의 콘덴서 용량은 역시 0.2pu이하로 경부
하 시 전압 상승을 최소화하였다.

그림 19. HHFi 적용 시 인버터 전류 파형

그림 16의 전류 파형은 필터가 없는 인버터 입력 전류 파
형이며 피크전류는 272Apk, 실효 전류는 101Arms 이다. 그
림 17은 ACL3%를 채용한 인버터 입력 전류 파형이며 피크
전류는 105Apk, 실효 전류 62.3Arms, 그림 18 및 그림 19
는 HHF와 HHFi를 적용한 경우의 인버터 입력 전류 파형으
로 피크 전류는 80Apk, 실효 전류 56.7Arms로 정현파에 근
사함을 보인다. 다펄스 정류방식이나 K-factor 변압기, 직렬
동조형 필터, 엑티브 프론트앤드 정류방식, ACL3%, BBHF,

그림 16. 필터가 없는 경우 인버터 전류 파형

HHF 등 여러 가지의 필터 방식들 가운데 HHFi는 가장 실
용적이면서 경제성이 뛰어난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표
4에 고조파 저감 유형별 투자비용을 비교하였다[6].
그림 20은 HHFi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12에서
보았던 세 개의 인덕터 (LL, Lm, Ln)를 간결한 일체형으
로 설계하여 공간 점유율을 최소화 시킨 것이 특징이다.

그림 17. ACL 3% 적용 시 인버터 전류 파형

표 3. 표준 인버터 역률 특성(DPF, TPF) 50HP

핕터 타입
미적용
ACL3%
HHFi

DPF
0.982
0.972
0.993

표 4. 0.48kV 3상 고조파 저감 비용 비교

그림 18. HHF 적용 시 인버터 전류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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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 방안
능동형 필터
K-factor 변압기
직렬 동조 필터
HHFi

TPF
0.584
0.855
0.993

ITHD[%]
134.89
45.48
3.86

Cost U$/kVA
200
220
120
60

표 3의 필터 형식별 인버터의 변위역률 DPF 및 진역률

22.9kV, 380V, D-Y, Z10%이며 부하까지의 선로 인덕

TPF를 보면 HHFi를 제외하고 필터가 없거나 ACL3%인

턴스는 50uH이다. 이때 부하의 고조파 전류 왜형율은

경우 모두에서 진역률 TPF는 기대치를 밑도는 것을 알

27.2%, 동시에 계산된 선로 전압 왜형율은 10.4%를 보였

수 있다.

다. 반면 전원측 임피던스만을 낮춘 조건으로 변압기 임
피던스를 Z6%, 선로 인덕턴스를 1uH로 하였을 경우는 그
림23과 같이 이전 보다 왜곡이 크지 않은 전압 왜형율은
4.0%를 보인다. 이처럼 전원 임피던스의 크기에 따라 전
압 왜형율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림 20. HHFi 내부 구조
그림 22. 고전원 임피던스, VTHD 10.4% 전압

그림 21. 그림 22의 고조파 전압 스팩트럼

C. 컴퓨터 모의 계산
컴퓨터 모의 해석을 통해 고조파 전류와, 전원 임피던
스 파라미터가 어느 정도 전압 왜형율 VTHD에 영향을 주
는지 예측 계산을 할 수 있다. 전원 임피던스가 작고 단락
용량이 큰 경우 고조파 전류에 의한 전압 왜형율은 크지
않으나 발전기 전원을 사용하거나 선로가 긴 경우와 같이
전원 임피던스가 크면 문제가 다르다. 그림 22에서 보는
것처럼 노치현상에 의해 왜곡현상이 크게 나타날 수 있
다. 고조파 전압 스펙트럼 역시 그림 21처럼 넓은 폭에서
나타난다.
그림 22와 그림 23의 모의 조건은 500HP 6펄스 사이
리스터 정류기 부하와 전원 측 강압용 변압기 1,250kVA,

그림 23. 저전원 임피던스, VTHD 4.0% 전압

컴퓨터 모의 해석에는 몇 가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버터 모델링의 경우 정류부와 인버터부의 토폴로
지에 따라 고조파 전류 발생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
문에 제조사의 정확한 토폴로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PCC에 있어 해당 수용가를 제외한 기존에 존재하고 있
는 고조파 수준(Back ground harmonic)과 전압 불평형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모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음호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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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전력케이블의 절연열화 평가
글│한성중공업(주) Hi-Tech Solution Center 김 희 동 센터장

1. 서론

발전소에서 30년, 20년, 5년 이상 동안 사용한 전력케
이블의 절연열화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교류전류, 유전정

최근 운전연수가 20년 이상 경과한 발전소가 증가함에

접 및 부분방전 등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장기간 사

따라 발전기, 변압기, 고압전동기 및 전력케이블 등 주요

용한 케이블과 신규 케이블의 절연상태와 유전정접을 비

전기설비의 절연물에 대한 건전성 평가에 관심이 높아지

교하여 열화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17년 이상 동안 사

고 있다. 이중에 전력케이블도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용된 6.6kV XLPE(cross-linked polyethylene) 케이블의

다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 절연열화 특성

절연열화 상태를 평가하였다.

을 평가하여 교체 여부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 전력케이블
은 고전계, 고온 등 과도한 조건에서 사용할 경우 절연재

2. 전력케이블의 절연진단 시험방법

료는 장기적으로 전기적 성질 저하가 발생한다.
전력케이블은 열 열화, 부분방전 열화, 수트리 열화 및

발전소 정지중에 고압전동기용 전력케이블의 절연진단

전기트리 열화 등에 의해 내부에서 절연열화가 생성되어

시험을 위해 그림 1과 같이 고압전동기 단자박스에서 케

진전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절연파괴가 발생한다. 전력케

이블을 분리하고 성극지수, 교류전류, 유전정접 및 부분

이블이 지하에 매설된 경우 수트리 혹은 접지불량에 의해

방전 등을 시험하였다. 측정장비는 쉐링브리지(Schering

부분방전이 발생되어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절연열화가 진

bridge), 커플링 커패시터(coupling capacitor) 및 디지털

전되어 절연파괴에 이른다. 따라서 이러한 절연열화 현상

부분방전 측정기(digital partial discharge detector)를 사용

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해 직류전류 시험, 내전압 시험, 유

하였다. 쉐링브리지는 전원장치(HV supply, Type 5283),

전정접 시험, 부분방전 시험, 잔류전하 시험 및 활선진단

브리지(bridge, Type 2818) 및 공진 인덕터(resonating

시험 등을 사용하고 있다.

inductor, Type 5285)로 구성하여 교류전류와 유전정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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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고압케이블에 쉐링브리지(Tettex Instruments)

블의 유전정접을 측정한 결과 각각 0.21%와 0.27%로 분석

를 연결하여 교류전압을 인가하면서 커플링 커패시터

되어 양호하게 판정되었다. 신규 케이블에 비해 5년 이상

(Tettex Instruments, 4,000pF)를 통해 유입된 신호를 커

동안 사용된 케이블의 유전정접이 약간 높게 분석되었다.

플링 유니트(coupling unit, Tettex Instruments AKV 572)
에 보내어 증폭한 후에 디지털 부분방전 측정기(Tettex
Instruments TE 571)에서 방전크기와 패턴을 분석하였다.

(a) 신규와 5년 동안 사용된 케이블

그림 1. 고압전동기용 전력케이블 절연진단 측정회로

3. 전력케이블의 종류
발전소 고압전동기와 소내 부하를 위해 사용하는 전력
케이블은 주로 50∼1,000SQMM이며, 길이는 50∼300m
로 짧게 설치되어 있다. 13.2kV급 고압전동기용 케이블
(15kV EPR/CR TRIPLEX-3/C 410AWG)의 신규와 5년 동

(b) 절연열화 케이블
그림 2. EPR 케이블의 tanδ-전압 특성

안 사용한 케이블을 비교하였다. 발전소 건설시에 설치한
고압전동기용 CV 케이블(6.6kV, 3C×95SQMM)은 20년

그림 2(b)는 5년 이상 동안 사용한 케이블로써 지하에

과 30년 이상 동안 사용하였다. 그러나 교체된 CV 케이블

매설되어 수트리 혹은 접지불량으로 인해 부분방전이 발

(6.6kV, 3C×100SQMM)은 신규 케이블로써 전기적 특성

생되어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절연열화가 진전되어 외피와

은 도체저항 0.18121Ω/km, 절연저항 79,250㏁km, 정전

쉴드(shield)선이 파손되고 절연체도 국부적으로 파손된

용량 0.394㎌/km 및 교류 내전압 시험은 17kV에서 10분

케이블에서 유전정접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간 이상이 없는 양호한 케이블이다.

실제적으로 tanδ는 절연저항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케이
블의 열화정도를 평가하는 상수이며, 절연저항과는 달리

4. 전력케이블의 절연열화 특성 분석

정상 운전 모드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tanδ는 유전체에
서 분극과 교류 전도현상에 의해 야기되는 전체적인 손실

13.2kV급 고압전동기용 케이블(15kV EPR/CR)의 절연상

정도를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케이블의 절연상

태를 평가하기 위해 유전정접을 측정하여 그림 2에 나타내

태를 민감하게 나타낸다. 전력케이블에서 유전손실은 도체

었다. 그림 1(a)에서는 신규와 5년 이상 동안 사용한 케이

손실에 비해 중요하며, 전체적인 운전온도 범위에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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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안정화를 위해 유전정접이 낮은 값을 유지한다.

그림 3. 20년 동안 사용한 케이블의 tanδ-전압 특성

그림 3은 20년 동안 운전한 CV 케이블의 유전정접 특
성을 나타내었으며, 외피손상으로 인해 유전정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년 동안 사용한 대부분의 CV 케
이블 유전정접은 0.15% 이하로 분석되었다.
그림 4(a)는 30년 동안 사용한 케이블과 신규 케이블
에서 교류전류-전압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9kV에서 ΔI
가 각각 4.45%, 0.28%로 분석되었다. 보통 양호한 케이블
의 ΔI가 1%이하로 측정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ΔI가 작
을수록 절연재료의 상태를 양호하게 판정한다. 그림 4(b)
은 30년 동안 사용한 케이블과 신규 케이블에서 tanδ-전
압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9kV에서 tanδ가 각각 6.08%,
0.05%로 분석되었다. 보통 양호한 케이블의 tanδ가 0.2%
이하로 측정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tanδ가 작을수록 절
연재료의 상태를 양호하게 판정한다.

(b) tanδ-전압 특성
그림 4. CV 케이블의 교류전류와 tanδ의 특성

그림 5(a)는 교류전압을 1kV에서 11.7kV까지 증가시
켰다가 다시 1kV로 감소시키면서 tanδ-전압 특성을 나
타내었으며, 편차가 약간 있는 것으로 보아 절연열화
를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호한 케이블은 전압
을 증가시켰다가 감소 시켜도 유전정접 특성이 거의 일
치한다. 유전정접 특성을 분석하여 부분방전의 발생 여
부, 부분방전의 개시전압 및 부분방전 발생량의 평균적
인 값을 예측할 수 있다. 유전정접이 5kV에서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전압 부근에서 부분방전의 개시
가 발생한다. 그림 5(b)는 30년 동안 사용한 케이블의
설치 위치에 따른 유전정접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실내
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 보다는 실외에 설치된 케이블
의 유전정접이 높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케이블 트레이
(Tray)를 타고 포설된 케이블에 비해 지하에 매설된 케
이블의 절연열화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적
으로 실외에 설치한 6kV용 전동기 케이블을 시험중에
5.8kV 정도에서 절연파괴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유
전정접은 30년 이상 운전한 케이블에서 대부분이 높게
나타내었지만 20년 정도 운전한 케이블은 신규 케이블
과 같이 양호하게 분석되었으며, 이는 각 발전소의 설
치환경과 케이블 제작사의 차이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리고 수트리 혹은 접지불량으로 인해 절연열화가 발생

(a) 교류전류-전압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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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도 유전정접이 높게 분석되었다.

복합화력발전소 G/T #1 소내용 변압기(S/S Tr.)와
6.9kV Bus 사이에 설치된 XLPE 케이블의 tanδ-전압
특성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정격전압 6.6kV에서 유
전정접을 측정한 결과 A상, B상 및 C상은 각각 2.90%,
4.07% 및 2.62%로 분석되었다. 절연저항도 A상, B상 및
C상 모두 320MΩ으로 낮고 교류전류의 변화율(ΔI)도 A
상, B상 및 C상은 각각 1.14%, 2.68% 및 1.66%로 측정
(a) 전압 증감에 따른 유전정접 특성

되었다. 특히, B상은 유전정접이 A, C상에 비해 1.4~1.6
배 높고 ΔI도 절연열화 평가기준에서 2%이하를 양호하
게 판정하고 있는데 2.68%로 기준을 초과하여 불량하
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절연저항, 유전정접 및 교류전류
의 변화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절연열화로 판정되
어 케이블 교체를 권고하였다. 신규 XLPE 케이블로 교체
하기 위해 철거된 케이블은 그림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XLPE 케이블 6조 모두 맨홀부분의 트레이(Tray)에서 케
이블 상부방향으로 대략 1m 정도 PVC 외피 손상이 발생

(b) 설치 위치에 따른 유전정접 특성
그림 5. 30년 동안 사용된 케이블의 tanδ-전압 특성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운전중에 XLPE 케이블 접지가 분
리된 경우 케이블 도체와 쉴드 사이에 운전전압이 대략

그림 5(a)의 케이블은 8.5kV에서 부분방전 개시가 발생

4kV 정도 인가되며, PVC 외피에는 약 1.5kV 정도가 유

하였으며, 부분방전 크기가 9kV와 11.7kV에서 각각 100pC

도된다. 따라서 XLPE 케이블 상부측에 도전성 먼지가 존

와 700pC로 측정되었다. 그림 6은 전력케이블의 부분방전

재할 경우 1.5kV가 유도됨에 따라 먼지가 타면서 외피손

패턴을 나타내었다. 그림 6(a)은 내부방전을 나타내었으며,

상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접지가 정상적

주절연재료 내부의 절연열화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추정할

으로 연결될 경우 쉴드에는 영(0)전위가 형성됨으로 이

수 있다. 부분방전은 외부잡음으로 인해 측정이 어려웠으

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20~30년 동안 사용한 전력케이블은 주로 내부방전을
나타내었으며, 반면에 신규 케이블은 그림 6(b)에서 나타
낸 바와 같이 도체표면에서 방전으로 분석되었다.

(a) 내부방전

(b) 도체표면에서 방전

그림 6. 전력케이블의 부분방전 패턴

그림 7. 장기간 사용된 XLPE 케이블의 tanδ-전압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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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0.01%로 분석되었다. 절연저항도 A상, B상 및 C상은
각각 528GΩ, 430GΩ 및 290GΩ으로 높고 교류전류의
변화율(ΔI)도 A상, B상 및 C상은 각각 0.24%, 0.23% 및
0.25%로 낮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신규 XLPE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양호하게 평가되었다.
그림 11은 신규 XLPE 케이블로 교체후에 접지가 정상적
으로 연결된 경우와 분리된 경우에 tanδ-전압 특성을 나

그림 8. 장기간 사용된 XLPE 케이블의 PVC 외피 손상

타내었다. 접지가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XLPE 절연재료에

그림 9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철거된 CV 케이블

서 tanδ가 측정되며, 접지가 분리되면 PVC 외피에서 tan

(800sq, 6.9kV, l992)은 절연파괴 시험을 위해 길이 15m

δ가 측정된다. 그림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지가 정상적

씩 4조로 분리하였다. 절연파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한

으로 연결된 경우에 XLPE 절연재료는 0.95kV에서 tanδ는

개의 케이블 양쪽에서 각각 3.5m씩 외피, 쉴드 및 반도전

0.02%, 6.6kV에서는 0.01%가 측정되었다. 그러나 XLPE

층을 제거하였다.

케이블에서 접지가 분리된 경우에 PVC 외피는 0.95kV에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신규 CV케이블로 교체를 완

서 tanδ는 2.53%, 6.6kV에서는 8.6%가 측정되었다.

료하고 유전정접을 측정하였으며, 정격전압 6.6kV에서 A,

그림 12는 신규 XLPE 케이블로 교체후에 접지가 정상

B, C상 각각 2조씩 총 6조의 유전정접값이 모두 동일하게

적으로 연결된 경우와 분리된 경우에 정전용량-전압 특

0.01%로 측정되어 양호하게 분석되었다. 그리고 내전압과

성을 나타내었다. 접지가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XLPE 절

절연저항 시험결과도 모두 양호하게 나타내었다.

연재료에서 정전용량이 측정되며, 접지가 분리되면 PVC
외피에서 정전용량이 측정된다. 그림 12에 나타낸 바와 같

표 1. 신규 CV 케이블의 유전정접 특성

전압
[kV]

0.957
1.91
2.86
3.81
4.76
5.5
6.0
6.6
내전압
시험
절연저항
[GΩ]

유전정접(A상)
[%]
A1
A4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유전정접(B상)
[%]
B2
B5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유전정접(C상)
[%]
C3
C6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528

435

290

이 접지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경우에 XLPE 절연재료는
0.95kV에서 정전용량은 66.56nF, 6.6kV에서는 66.53nF
가 측정되었다. 그러나 XLPE 케이블에서 접지가 분리된
경우에 PVC 외피는 0.95kV에서 정전용량은 9.803nF,
6.6kV에서는 10.41nF가 측정되었다.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528

435

290

그림 10은 신규 XLPE 케이블로 교체후에 tanδ-전압
특성을 나타내었다. 정격전압 6.6kV에서 신규 XLPE 케이
블의 유전정접을 측정한 결과 A상, B상 및 C상이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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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신규 XLPE 케이블의 tanδ-전압 특성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수트리 혹은 접지불량으
로 인해 절연열화가 발생된 경우도 유전정접이 높게
분석되었다.
(2) 발전소에서 17년 이상 동안 사용된 6.6kV XLPE 케
이블의 절연저항, 교류전류 변화율(ΔI) 및 유전정
접을 분석한 결과 절연열화로 판정되어 케이블 교
체를 권고하였으며, 철거된 케이블에서 PVC 외피
그림 11. 신규 XLPE 케이블과 PVC 외피에서 tanδ-전압 특성

의 손상을 확인하였다. 신규 XLPE 케이블로 교체후
에 절연저항, 교류전류 변화율 및 유전정접을 측정
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절연상태가 양호하게
평가되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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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설계 ③

2.2.3 표준 동작 책무

간(120kV급 이상에서 0.35초 표준) 여기서 기호A, B는

표준 동작 책무란 동작 책무를 기준으로 하여 차단 성

고속도가 아닌 재투입 시에 사용되며, A가 가장 널리 사

능, 투입 성능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차단기의 역할은 전

용되고 B는 이보다 재투입 시간이 짧은 것에 보통 적용된

력의 송수전, 절체 및 정지 등을 계획적으로 하는 것 외

다. 한국전력공사의 표준 규격(ESB 150)에 서는 국제표준

에 전력계통에 어떤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자동

규격(IEC)에 따라 표준동작책무를 2종으로 하고 있다.

차단하는 책무를 가지는 중요한 보호 장치로서 차단기의
동작 기능의 보정이 필요하다. 차단기의 동작 책무란 1∼2

2. 표준동작책무(ESB 150)

회 이상의 투입, 차단 또는 투입 차단을 일정한 시간 간격

(1) 일반용: CO-(15초)-CO

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동착을 말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

(2) 고속도 재투입용: O-(0.3초)-CO-(3분)-CO 여기

여 그 차단기의 차단 성능 투입 성능 등을 정한 표준 동작

에서 7.2kV급 차단기, 전력용 Condenser용 차단

책무(standard duty cycle)라고 한다.

기 및 분기 Reactor용 차단기의 표준동작책무는
CO-(15초)-CO로 하고, 25.8kV급 이상 차단기의

1. 표준 동작 책무(KSC 4611)

표준동작책무는 O-(0.3초)-CO-(3분)-CO로 한

(1) 동력조작: 기호 A : O-(1분)-CO-(3분)-CO

다. 또, 시험동작책무란 차단기의 단락 시험을 할

(2) 동력조작: 기호 B : CO-(15초)-CO

때 그 차단기에 주어지는 동작 책무를 말한다.

(3)수동조작: 기호 M : O-(2분)-O 및 CO
(4) 고속도 재투입용: 기호 R : O-(θ초)-CO-(1분)-CO
※ O (open): 차단 동작, CO (close open): 투입
동작에 이어 즉시 차단 동작 θ: 재투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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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차단기의 개폐 성능과 재질의 특성 이해
1. 차단기의 개폐 성능을 이해한다.
전기적 개폐 성능이란 전원을 투입한 차단기에 정격

전류를 흘리고 ONOFF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도 안정
적으로 동작되는 성능을 말한다. [그림 2-5]는 고압 진
공 차단기의 외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본 기능을 확
인할 수 있다.
가. 기본기능 확인
(1) 수동조작하기
(가) 수
 동 차지 : 차지 핸들을 완전 Stroke로 5~6회
동작 또는 수동 차지 핸들 삽입구에 수동 차지

(a) 고압 진공차단기 전면

핸들을 삽입하여 수동으로 차지를 하는 방식으
로 시계 방향으로 40회 이상 회전시키면 “딸칵”
하는 소리와 함께 차지가 완료되며 투입스프링
이 완전히 차지되면 차지 표시기에 “CHARGED”
가 표시된다.
(나) 수동 투입
- ON 버튼을 누르면 차단기가 투입된다.
- 차 단기가 투입되면 투입, 트립 상태 표시
기에는 “ON”이 표시되고 차지 표시기에는
“DISCHARGED”가 표시된다.
(다) 수동 트립
- OFF 버튼을 누르면 차단기는 “OFF”상태로 된다.
- 투입, 트립 상태 표시기에는 “OFF”가 표시된다.
(2) 전동 조작하기
(가) 전동 차지
- 원격제어로 투입 스프링을 차지하여 투입 조작

(b) 고압 진공차단
출처: LS산전. 고압 진공 차단기 카탈로그
[그림 2-5] 고압 진공 차단기의 외형도

나. 차단기의 차단전류에 의한 전기적 개폐 수명 확인.
[그림 2-6]에서는 7.2[kV], 400/630(A) , 8/12.5[kA] 차
단기의 차단 전류에 의한 개폐 횟수와차단 전류[kA]와의
관계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을 한다.
- 차단기를 트립시키면 기어 모터에 의하여 투입
스프링이 자동적으로 차지된다.
(나) 전
 동 투입 : 원격 투입은 투입 코일에 의하여 동
작된다.
(다) 전동 트립 : 원격 트립은 트립 코일과 UVT 코일
을 이용하여 조작할 수 있다

[그림 2-6] 차단 전류에 의한 개폐 수명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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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압 진공 차단기(VCB)의 동작 순서도 확인: 고압 진
공차단기(VCB)는 스프링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메카
니즘에 의해서 주접점이 구동 되고, 메커니즘의 구성
품인 모터에 의하여 투입 스프링을 차지, 투입 코일을
이용하여 VCB를 투입, 트립 코일을 이용하여 VCB를
트립시키는 동작은 [그림 2-7]과 같이 반복된다.

(a) 고압진공차단기

(b) 고압진공차단기 진공

진공 인터럽터의 구조

인터럽터의 상세도

출처: LS산전. 고압 진공 차단기 카탈로그
[그림 2-7] 고압 진공 차단기(VCB)의 동작 순서도

[그림 2-8] 고압 진공 차단기의 진공 인터럽터의 접점 구조

2. 차 단기의 개폐 성능 시험하기: 테스트 벤치(test

제3장 차단기 표준 검토

bench)로 차단기에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투입시간,
트립 시간, 3상 불평형 시간, 채터링(chattering)시간

3.1 차단기의 표준 검토

을 <표 2-6>과 같이 측정한다
<표 2-6> 차단기의 개폐 성능 시험

구 분
투입시간
트립시간
3상 불평형 시간
채터링

상 시
100ms
35ms
3ms
5ms

순 시
135ms
35ms
3ms
5ms

순 시(CTD)
135ms
25ms
3ms
5ms

3. 차단기의 접점 재질의 특성 이해하기: 진공 차단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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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차단기 설계를 위한 관련 참조 규격 확인하기
주어진 사용 책무에 적합한 차단기는 부하 조건과 고장
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개별 정격값을 고려하여 최선으
로 선택한다. 그러므로 차단기 설계를 위한 관련 참조 규
격을 확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정격 전압

차단 동작은 진공 인터럽터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인

2. 정격 절연 레벨

터럽터의 핵심 부분은 접점으로서 [그림 2-8]과 같

3. 정격 주파수

이 동-크롬(Cu-Cr) 재질의 스파럴형 접점을 채용하

4. 정격 정상 전류

여 접점소모가 적고 내전압이 우수하며 접점 표면

5. 정격 회로 단락 차단 전류

간에 발생된 아크를 나선 형상의 접점구조에서 생성

6. 단자 고장의 경우에 과도 회복 전압

되는 유도 자계에 의하여 접점 주위의 표면을 회전

7. 정격 회로 단락 투입 전류

하게 함으로써 접점이 국부적으로 가열 손상되는 것

8. 정격 동작 순서

을 방지하고 단시간에 차단하게 된다

9. 정격 회로 단락 기간 등

3.1.2 차
 단기 선정 때 고객의 특수 사양 및 환경
확인하기
차단기를 선정할 때 고객의 특수 사양 및 주위 환경을
확인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1. 국소 대기 및 기후 조건
2. 높은 고도에서의 사용

5. 차단기는 다음 두 종류의 트립 프리(Trip Free) 장치
를 갖추어야 한다.
(1) 트립 우선 장치 : 투입 지령 중이라 할지라도 그
차단기를 트립할 수 있는 기계적(유체 압력을 이
용한 것도 포함) 장치
(2) 펌핑 방지 장치 : 트립 완료한 후 계속해서 투입

3. 개로 시간

지령을 가하였을지라도 일단 이 투입 지령을 해

4. 유도 부하 차단 전류

제하고 다시 투입 지령을 가하지 않는 한 투입되
지 않도록 하는 장치

3.1.3 차
 단기를 선정할 때에는 향후 부하의 변동에

6. 투입 트립용 코일은 장기간 사용하여도 절연의 열화,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형상의 변형 등이 없고 조작할 때에 충분한 응동성

정격값(전압, 정상 전류, 폐로 전류, 차단 전류)의 조합

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에 대한 형식시험을 만족스럽게 완료한 차단기는 더 이상

7. 정격 전압 25.8kV 미만의 차단기는 a 접점 및 b 점

의 시험 없이 더 낮은 정격값(단 정격 주파수 제외)에서도

점을 각각 6개씩, 25.8kV 이상 362kV 이하는 10개

적용가능하다.

씩, 800kV는 15개씩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4 차단기 요구 사항

3.1.5 제어 장치에 대한 요구 사항

모든 차단기는 조작 기구의 조작 방식에 관계없이 아래

1. 전기적 제어 회로는 투입 트립 동작이 확실하고 트립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1. 모든 조작 기구는 차단기의 3상을 일괄 또는 분리하

프리동작(펌핑 동작 방지) 및 재폐로 동작에 적합하
게 구성되어야 한다.

여 투입 및 개방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하며 정

2. 투입 및 트립 제어회로는 차단기가 전압 변동 범위

격 전압 25.8kV 이상의 차단기의 조작 기구와 그 보

내에서 손상 없이 확실히 투입 또는 트립시킬 수 있

조 장치 및 제어장치는 모두 조작 제어함 내에 설치

어야 한다. 단 직류 전원이 없는 변전소의 경우 교류

해야 한다.

투입 방식을 꼭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를 도면 승인

2. 조작 기구는 원방 제어에 의하여 전기적으로 차단기

할 때 제시한다.

를 투입 및 트립시킬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또, 차

3. 변류기의 2차 권선과 모든 제어 회로의 배선을 위한

단기 설치현장의 조작 제어함 내에 설치된 제어 스

조작 제어함 내의 단자 수는 6개 이상의 예비 단자

위치에 의하여도 차단기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3. 차단기는 수동으로 투입(무부하 상태에서) 및 트립(부
하 또는 무부하 상태에서)시킬 수 있는 레버 등의 수동

3.1.6 차단기의 규격 검토하기

조작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단, 기계적 조작 장치부

1. 차단기 설계를 위한 참조 규격 및 국내 표준 검토

가 없는 차단기는 수동 투입 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하기 차단기 국내 표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표

4. 고속도 재폐로용 차단기는 그 재폐로 동작 책무에

준기술원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s://

상당하는 재폐로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standard.go.kr/KSCI/unitysearch/unity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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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을 이용한다. 차단기 설계를 위한 참조 규격 및

switchgear and controlgear–Part 1:

국내 표준 검토를 위하여 아래 규격 등을 참조할 수

Common specifications

있으며 규격에서 허용하는 사용 환경 및 조건에 따

(나) IEC 62271-100(2008.04):High-voltage

라 설치, 적용할 수 있다.

switchgear and controlgear–Part 2

(가)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

Alternating-current circuit breakers

(나) KS C 4613: 산업용 누전 차단기

(다) IE C 6 2 2 7 1 - 2 0 0 : A C m e t a l - e n c l o s e d

(다) KS C 4620: 저압 기중 차단기

switchgear and controlgear for rated

(라) KS C 4621: 주택용 누전 차단기

voltages above 1 kV and up to and including

(마) KS C 8321: 산업용 배선 차단기

52 kV(정격 전압 1kV~52kV 교류 금속 폐쇄형

(바) KS C 8331: 특 초고압 교류 차단기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 장치)

(사) KS C 8332: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

(라) 수
 출용 차단기의 설계는 해당 국가의 표준 규격

(아) KS C IEC 60934: 설비용 차단기(CBE)

을 따르도록 한다(예: 중국 GB1984).

(자) KS C IEC61992-2 철도용 전기 설비–고정 설치
용 직류 개폐 장치–제2부: 회로 차단기
(차) KS C IEC 62019 전기용 부속품 – 가정용 차단
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보조접점장치
(카) KS C IEC 6089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
의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제2부: 직류교류 겸

3.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차단기의 표준 검토하기
고객의 사양서에 제시되어 있는 참조 규격 및 표준
규격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표준과 상이할 경우
와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재협의하여 사양을
확정한다.

용 차단기
(타) KS C IEC 62271-제100부: 교류 회로 차단기

3.2 차단기 동작과 시험

(파) KS C IEC 62271-108: 고압 개폐기와 제어장치
– 제108부: 정격 전압 72.5KV 이상 고전압 교류

3.2.1 차단기의 시험 종류 조사

단로 차단기

차단기 시험의 종류 및 시험 항목의 순서는 다음과

(하) K
 S C IEC 62271-1: 고압 개폐기와 제어기–공통
시방서
(거) KS C IEC 62335: 차단기–1종 장비 및 배터리
전기자동차용 SPE-PRCD
(너) K
 S C IEC 60947-2: 저전압 개폐 장치 및 제어
장치–제2부–차단기

같다.
1. 구조 시험
2. 주회로 단자 간 저항
3. 무전압 개폐 시험
4. 온도 상승
5. 내전압
(1) 상용 주파 내전압

2. 차단기 설계를 위한 국제 표준 검토하기
차단기를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적용하는 국제 규격은
IEC 규격으로 다음과 같다.
(가) IE C 6 2 2 7 1 - 1 ( 2 0 0 7 . 1 0 ) : H i g h - v o l t a g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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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격 내전압
6. 단시간 전류 강도
7. 단락 시험
8. 기밀 성능(공기 및 가스 차단기에 한함)

3.2.2 사용 지역에 대한 전원 상황을 조사한다.

압력계로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진공 차단기(VCB)의 정격 전압은 3.6kV,
6.6kV, 24kV이며 사용 지역에 대한 전원사항을 조사해
야 한다.

3.2.3 차단기의 동작 원리 확인
차단기의 시험을 통하여 차단기의 동작 원리를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차단기의 투입 코일(closing
coil), 트립 코일(trip coil)을 동작시켜 차단기의 동작을 확
인할 수 있다.

3.2.4 차단기의 동작과 시험하기
1. 차단기의 시험 방법 조사하기: 차단기 설계를 완료한
후에 차단기 제작 공정을 거처 제작이 완료되면 차
단기의 구조 시험, 동작 시험, 특성 시험을 수행한다.
여기서 차단기 시험 방법의 조사는 해당 차단기의 표
준 및 규격을 조사하여 수행한다.
2. 차단기의 구조 시험하기: 제작이 완료된 차단기는 설
계 도면에 의한 형상, 치수 등 기계전기적인 메커
니즘을 주로 확인하며 고객의 사양서와 설계 도면을
비교하여 시험한다.
3. 차단기의 동작 시험하기
가. 무전압 개폐 시험: 무전압 개폐 시험은 다음의 (1
~ 6)과 같으며, 일부 또는 전부를 동시에 하여도
좋다. 무전압 개폐 시험은 현장 사용 상태에 근사
한 상태로 차단기에 전류를 흘리지 않고, 또 전압

*출처: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
[그림 3-1] 투입 조작 시험 규정

(2) 트립 조작 시험: 동력 조작 방식의 트립 조작 시험
은 규정된 변동 범위 내에서 <표 3-1>의 규정에 맞
추어 트립 조작을 하고 동작 상태를 조사한다. 전
기 조작 방식인 것은 트립 조작장치에 공급되는 전
류를 공기 조작 방식의 것은 공기 탱크의 압력 강
하를 KS B 5305에서 규정된 압력계로 측정한다.
과전류 트립 방식의 트립 조작 시험은 미리 <표
3-2>에서 규정하는 전류가 동작 전의 여자 코일에
흐르도록 정정한 다음에 분류 회로를 개방하여 트립
조작을 하고 동작 상태를 조사한다.
<표 3-2> 과전류 트립 방식의 트립 전류 표준값

여자방식

트립전류의 표준값

상시 여자방식

3, 4, 5

순시 여자방식

3이하

출처: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

도 인가하지 않고 행한다.
(1) 투입 조작 시험: 동력 조작 방식의 투입 조작 시

(3) 트립 프리 시험: 트립 프리 시험은 <표 3-3>에서 규

험은 규정된 변동 벙위 내에서 [그림 3-1]의 규

정한 변동 범위 내에서 <표 3-4>의 규정에 맞추어

정에 맞추어 투입 조작을 하여 동작 상태틀 조

시험을 하고 동작 상대를 조사한다.

사한다.

또한 과전류 트립 방식일 경우에는 규정한 값

전기 조작 방식인 것은 투입 조작 장치에 공급되

의 300%의 전류를 주 접촉자에 의하여 트립 코

는 전류를 전류계로 측정하고 공기 조작 방식인 것

일에 충전하여 그 값으로 트립 프리 조작을 행하

은 공기 탱크 압력 강하를 KS B 5305에서 규정된

고 동작 상태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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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차단기의 트립 프리 성능

동력 조작

전기 투입
조작 방식

공기 투입
조작 방식
트립 방식

동력 조작 방식
교류 조작의 경우, 표
직류 조작의 경우, 표
6에 규정하는 값의
6에 규정하는 값의
85~110
75~110
표 7에 규정하는 값의 85~110
전압 트립 방식의 제어
전압
과전류 트립 방식의 트
립 전류
커패시터 트립 방식의
입력 전압

표 8에 규정하는 값의
60~125
표9

6.12에 규정하는 값의
60~110

비고 : 동력 조작 방식에 있어 제어 회로와 투입 조작 회로가 동일
전원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느 투입 조작 전압의 변동 범위와
동일하여야 한다.

출처: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

<표 3-5> 연속 개폐 시험 개폐 횟수

구 분

형식시험
인도시험
(검수시험)

조작전압

횟수

정격전압

개폐 2,000회

최고전압

개 5회, 폐 5회

최저전압

개 5회, 폐 5회

정격전압

개폐 10회

출처: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

4. 차단기의 특성 시험하기
가. 주 회로 저항 측정 시험: 주 회로 저항 측정 시험은 직
류 전압으로 통상 주회로 단자 간의 저항을 측정한다.
나. 온도 상승 시험: 온도 상승 시험은 차단기 본체의
온도 상승 시험과 조작 장치 및 제이 장치의 온도
상승시험으로 되어 있으며 통풍의 영향을 반지 않

<표 3-4> 정격 차단 시간에서의 릴레이 시간

정격 차단 시간 사이클
3
5

릴레이 시간 [ms]
15
30

출처: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

고 주위 온도가 40℃ 이하인 장소에서 한다.
주위 온도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할 차단기 옆에 동일 형식의 차단기를 전류가 흐르
지 않는 상대로 놓고 같은 주위 조건에서 그 각부의 온도

(4) 복
 귀 시험: 부족 전압 트립 장치의 복귀 시험은 트
립된 상태로부터 전압을 서서히 상승시켜 부족 전
압 트립 장치가 복귀하는 전압을 측정한다.

를 측정하여 주위 온도로 한다.
이의 실시가 곤란할 때에는 시험할 차단기의 주위에 있
어서 높이는 도전부의 중앙, 거리는 1-2m의 위치에 적어

(5) 개
 폐 특성 시험: 개폐 특성 시혐은 조작 전압, 제어

도 3개소 이상에 온도계를 약 0.5L의 기름에 담그고 그

전압 및 조작 압력, 제어 압력의 허용 변동 범위의

온도계 눈금의 평균을 주위 온도로 한다. 또, 온도 상승 시

상한값，표준값 및 하한값으로 동력 개폐 시험을

험 중에 주위 온도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전 시험 기간의

하고 각 조합에 있어서 개폐 속도 곡선을 측정하여

최후 1/4시간에 대한 온도의 평균을 주위 온도로 한다.

(시간은 s 또는 ms, 이동 거리는 전 이동 거리에 대

온도의 측청은 온도계법에 의하여 KS B 5302에서 규

한 %) 평균 개폐 속도(ms) 개극 시간(s 또는 ms) 및

정한 유리제 영상 온도계, KS B 5215에서 규정한 수은 온

초기 개로 속도(m/s)를 측정한다. 다만 개폐 속도

도계, KS C 1608에서 규정한 지시 열전 온도계 및 KS C

곡선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다른 측정값으로부터

1604에서 규정한 지사 저항 온도계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차단기의 기능을 수정할 수 있으면 개폐 속도 곡선

의 온도계 검출부를 최고 온도 부분이라 예상되는 개소

의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의 면에 접촉시킨다. 온도계의 검출부는 적딩한 양의 퍼티

(6) 연
 속 개폐 시험: 연속 개폐 시험은 그 조작 방식 및

(putty) 등으로 부착한다.

트립 방식에 따리 정격 조작 전압, 정격 조작 압력
및 각 트립 방식의 정격값으로 아래 <표 3-5>에 표
시한 횟수의 개폐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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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단기 본체의 온도 상승 시험: 차단기 본체의 온도
상승 시험은 3상 또는 단상으로 3극 직렬로 하여 시

<표 3-6> 내전압 값

차단기의
정격전압
3.6

7.2

절연계급의
종류
3호 A

3호 B
6호 A
6호B

기준 충격
절연 강도
45

내전압값

충격(표준 파형)건조 및 주수 상용주파 건조(1분간) 주수(10초간)

60

45

16

60

22

30

45

비고: 옥내용의 것은 건조 상태만이, 옥외용은 건조·주수 상태가 적용된다.

험할 차단기에 흐르는 선류 및 주파수는 그 정격값
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온도 상승은 최종의 일정 온
도가 확인되도록 충분한 시간으로 측정하나 실제로

10

16

조작장치 및 제어장치의
충전부와 대지 간
20

출처: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

으로 한다.
(가) 이상 주 회로 단자 간(개로 및 폐로 상대, 형식
시험만일 때)

1시간에 1℃를 초과하는 변화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나) 주 회로 단자와 대지 간(폐로 및 개로 상태)

이 온도를 최종 온도로 간주한다.

(다) 동상 주 회로 단자 간(개로 상태, 형식 시험만일 때)

(2) 조
 작 장치 및 제어 장치의 온도 상승 시험: 조작 장
치 및 제이 장치의 온도 상승 시험은 그 표준값에서

(라) 조작 장치，제어 장치의 도선부와 대지 간(상용
주파 내전압 시험에 한함.)

하고, 교류일 때의 주파수는 그 정격 주파수로 한다.

(3) 상용 주파 내전압 시험: 건조 시험일 경우에는 우선

연속적으로 전압이 인가되는 것은 최종 온도 상승

시험 전압의 1/2 이하의 전압을 가하고 이로부터 시

을 확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투입 조

험 전압까지 전압계에 그때의 전압을 표시할 수 있

작 장치, 트립 제어 장치 등을 투입 및 트립 동작 중

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상승시켜

에만 전류가 흐르는 회로에 대해서는 다음 동작 종

시험 전압에 달한 후 1분간 연속 가압한다.

료 후의 온도 상승값을 측정한다.

주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전압까지 가능한 한 신속

동작의 마지막에 조작 및 제어 회로가 자동적으로 개

하게 상승시켜 시험 전압에 달한 다음에 10초간 연속 가

로되는 것은 2초 간격으로 10회의 개폐 동작을 한다. 동

압한다. 주수될 물방울은 그 개개의 지름 및 속도가 균

작의 마지막에 조작 및 제어 회로를 자동적으로 개로하

일하며 시험할 차단기틀 충분히 포함하고 주수 각 부

는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은 전류의 유통 시간은 매회 1

의 시험에 사용하는 물의 밀도는 가능한 한 동일하여

초로 하고 2초 간격으로 10회의 개폐 동작을 힌다. 또,

야 한다. 이 경우 주수 각도는 수직 방향에 대하여 대

과전류 트립 방식에 있어서 순시 여자 방식의 차단기는

체로 45도로 한다. 주수량은 그 수직 성분에서 약 3

규정값의 300%로 조작한 다음에 온도를 측정한다.

mm/min로 한다. 또한 시험에 사용하는 물의 저항률은
10000 Ωcm를 표준으로 하여 ±20%의 범위에 있어

다. 내전압 시험: 내전압 시험은 상용 주파 내전압 시험
과 충격 내전압 시험으로 되어 있다.
(1) 시
 험 전압: 차단기의 각 부에 가해지는 전압은 아래
<표 3-6>의 값을 참조한다.
(2) 가
 압 부분 가압 부분은 조립된 차단기의 다음 부분

야 한다. 파형은 가능한 한 사인파로 하고 주파수는 상
용 주파수로 한다.
만약 파형이 사인파와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는 그
시험 전압의 파고값은 규정 시험 전압에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호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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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설계 ⑧

(4) 가스 절연
(가) 가스절연변압기는 무색, 무취, 불연성 가스인 SF6를 이용하여 내부절연을 한다.
(나) 따라서 소방 설비의 단순화가 가능하고 설치공간을 나누는 벽을 제거하는 등의 변전소 공간 활용의 이점이 있다.
(다) 콘서베이터, 방압관과 같은 장치가 필요 없어 변압기의 높이가 줄어든다.
(라) 가스 절연은 유입식 절연에 비해 열화가 느리며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다

[그림 5-15] 가스 절연변압기

(마) 가스 절연변압기의 사용 영역은 주로 [그림 5-16]과 같다.

56

[그림 5-16] 건식변압기 사용 구분

(5) 변압기 종별 절연 재료 : 변압기는 절연재료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종별이 결정된다.
<표 5-5> 변압기 종별 절연재료

종별
Y종
A종
E종
B종
F종
H종
C종

허용최고 온도(℃)
90
105
120
130
155
180
180 초과

주요 절연재료
목면, 견, 목재, 수지 등
크라프트지, 프레스보드
내열절연지
폴리에스터 필름, 마이카
난연성 에폭시, 노멕스마이라노맥(NTN)
노맥스페이퍼
폴리아미드 필름(캡톤), 생마이카

주요 용도
저전압 기기
보통, 대용량 기기
고전압, 건식 등
고전압, 건식 등
H종 건식변압기
특수기기

라. 변압기의 특성
(1) 주요 변압기 특징 비교
(가) 몰드변압기 특성
①단
 락 기계력(Short Circuit Strength)이 강하다.
전기적,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에폭시 레진으로 코일을 진공주형을 한다.
②충
 격내전압(Impulse Voltage Strength) 특성이 우수하다.
에폭시 레진(Epoxy Resin)의 우수한 절연성능 및 분할 권선 방식의 설계로 충격 내전압 특성이 우수하다.
③내
 습성이 강하다.
고압 코일을 진공상태에서 몰딩하여 장기 보관 중 외부습기의 침투가 되지 않아 건조작업 없이 전원투입이 가능하다.
④난
 연성이 우수하다.
난연 성능이 우수한 에폭시 레진(Epoxy Resin)을 사용하여 전기 아크에 의한 화재 염려가 없으며 자기 소화성을
갖고 있다.
⑤환
 경 친화적 제품이다.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아 절연유 유출에 의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
⑥유
 지보수가 간단하다.
절연유 교환 및 별도의 소방 설비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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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입변압기 특성
① 소용량 및 대용량 제작이 편리하여 사용 범위가 넓다.
② 제작비용이 저렴하여 경제적이다.
③ 소음 진동이 적고 설치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절연유를 사용함으로써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⑤ 발화 온도가 낮아 방재 시설에 추가 비용이 든다.
(다) 각종 변압기 비교
<표 5-6> 각종 변압기 특성 비교

항목
절연종별
권선온도상승
전압범위
용량범위
절연재료
밀봉방식
사용장소
연소성
내습성
내진성
밀봉방법
보수성
소음
소화설비

유입변압기
A
55
특고압, 초고압
소·중·대용량
광유,크라프트지
무압, N2밀봉
옥내, 옥외
가연성
좋음
좋음
개스킷 밀봉
절연유관리필요
O
필요

몰드변압기
F
95
33kV이하
중용량
에폭시수지
개방형
옥내
난연성
보통
보통
유지보수 쉬움
△
최소 구비

건식변압기
H
120
22kV이하
소, 중용량
노맥스지
개방형
옥내
난연성
보통
보통
방습,먼지취약
△
최소 구비

가스절연변압기
E(H)
70(120)
초고압
대용량
SF6
완전밀봉
옥내, 옥외
불연성
좋음
좋음
봉입작업
가스압력 점검
◎
최소 구비

(2) 기중절연거리(H0) 및 절연거리 설정 때의 치수(H1)
<표 5-7> 공칭전압별 기중절연거리 및 절연거리

공칭
전압
(kV)
3.3

6.6

11

22
33

6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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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전압치(kV)

단시간교류 뢰 임펄스내
내전압 시험 전압 시험
10
30
16
45
16
45
22
60
75
28
90
100
50
125
150
150
70
170
200
140
350
160
400

선로 단자

기중절연 거리(H0)
최소치의 거(mm)

30
45
45
65
100
110
150
225
225
225
315
330
630
730

절연거리설정
시촌법(H1)
(mm)
110
160
270
370

650
750

중성점 단자
기중절연
시험전압치(kV)
거리(H0)
단시간교류 뢰 임펄스내 최소치의
내전압 시험 전압 시험 거리(mm)
10
30
30
16
45
45
16
45
45
22
60
65
75
100
28
90
110
100
150
50
125
225
150
225
150
225
70
170
315
200
330
140
350
630
160
400
730

절연거리설
정시촌법
(H1)
(mm)
110
160
270
370

650
750

110

230

154

550

325

1,050

750

1,450

140
230
185
325

1,250

1,500

350
550
450
750

630
1,050
840
1,450

650
1,250
900
1,500

(3) 단
 락전류에 대한 강도 : 변압기의 부하 측에서 단락 사고가 발생할 때 단락전류를 제안하는 것은 회로 및 변압기의
임피던스이다. 보통 부하전류의 수배에서 수십 배의 큰 전류가 흐른다. 그 단락 전류에 의하여 변압기 권선에 과대
한 전자 기계력이 작용한다.
단락전류가 지속되면 권선의 온도는 현저하게 상승하여 절연물을 손상시켜 전자 기계력에 대한 도체의 장항력을
약화시킨다.

<표 5-8> 단락전류에 대한 열적 강도

구분
최고
허용
온도

절연의 종류
건식 A종
건식 E종

JEC-204

권선온도 한도(℃)
구리
250

250

알루미늄
180

200

건식 B종

350

200

유입 A종

250

200

건식 F, H종

350

-

2초
단락
단락 전류가 정격 전류의 25배를 초
시간
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값으로 한다.

절연의
종류
유입
A종

ANSI C 57.12 I

권선온도 한도(℃)

구리
250

알루미늄
200

절연의
종류

건식 A종
건식 E종

건식 B종

강도상
문제없으면 건식 F, H종
250
유입 A종

IEC76-5

권선온도 한도(℃)
구리

알루미늄

250

200

180

350

350
250

180

200
-

200

2초
단락 전류 배수에 따라 다르다. 25
단, 단락 전류가 정격 전류의 25배를
배일 때 2초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다.

마. 변압기의 적용
(1) 변압기 발주 시 필요한 주요 항목
<표 5-9> 변압기 발주 시 필요 항목

구 분
상수
적용규격
변압기 종류
절연등급
설치장소
냉각 종류
정격의 종류
주파수

내 용
단상, 3상
KSC, IEC, ANSI, JEC
유입변압기, 몰드변압기, 건식변압기
Y등급, A등급, E등급, B등급, F등급, H등급, C등급
옥내, 옥외
유입 자냉, 유입 풍랭, 건식 자냉, 건식 풍랭 등
연속, 단시간 등
50Hz, 60/Hz, 50/60Hz

59

Technical Series

정격 용량
정격 전압
정격 전압
결선
기타

[kVA] 또는 [MVA]로 표시
[V] 또는 [kV]로 1차 전압, 2차 전압(또는 다중 전압)에 대해 지정
[V] 또는 [kV]로 1차 전압, 2차 전압(또는 다중 전압)에 대해 지정
Star 결선, Delta 결선 등
대수, 납기 등

(2) 변압기 용량 선정 방법
(가) 변
 압기 용량 선정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변압기용량[kVA] = 설비의총용량[kW]/부하역률 X 수요율
* 수요율 = 최대수요전력[kW]/설비용량[kW] X100%
(나) 부하 전력 파악
① 부하 종류 : 전압별로 조명 부하, 동력 부하, 히터 부하, 특수 부하(용접기, 전기로, 인버터 등)로 구분한다. 특히 고
조파를 발생하는 부하 즉, 컴퓨터, 전자식 형광등, 용접기, 전기로, 인버터 등의 부하는 별도로 정리한다 정격용량,
효율, 역률, 수요율을 기입한다.
<표 5-10> 변압기 발주 시 필요 항목

부 하

일반
전동기
연속운전
히터, 전기로
유도로
아크로
조명
아크로 용접기
저항 용접기

수요율
30
90
80
80
100
80
30
20

비 고

② 장차 부하 증설 계획 파악 : 계획에 기초하여 장차 어떤 부하가 가해지 것인지 장소, 전압별로 표에 추가
(3) 변압기 수명 주기와 과부하 선정
(가) 변
 압기 수명 : 변압기는 운전 중에 온도, 습도 및 산소의 존재 등에 의해 절연물이 점차 열화되고, 그것이 진행되
면 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파괴 위험성이 증가된다. 변압기의 경우 운전을 개시한 후 이 위험도
가 매우 높아지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수명이라고 말한다. 절연물의 온도와 수명의 관계는 80~150℃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근사시킨다.

즉, 변압기의 수명은 절연물의 온도가 6℃ 상승할 때마다 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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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압기 과부하 운전 조건(ANSI C57.92 참조)
①주
 변 온도 저하에 의한 과부하 : 냉각 공기의 1일 최고 온도가 30℃에서 1℃ 내려갈 때마다(수냉식은 냉각수의
최고 온도가 25℃에서 1℃ 내려갈 때마다) <표 5-1>과 같은 과부하가 가능하다. 단, 냉각 공기나 냉각수의 온도
가 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그 온도를 0℃로 간주한다.
예) 주위 온도가 10℃인 경우 송유식의 변압기는 15%의 과부하를 할 수 있다.(30℃－20℃)×0.75/℃＝15%
<표 5-1> 주변온도 저하에 의한 과부하

명판 용량에 대한 비율(%)

냉각방식

자냉식, 수냉식

온도가 1℃ 높아질 때의 부하감소율

온도가 1℃ 낮아질 때의 부하증가율

1.0

0.75

1.5

송풍식, 송유식

1.0

②부
 하율 저하에 의한 과부하 : 24시간 이내의 시간 주기를 유지하는 부하의 부하율이 90%와의 차가 1%의 차이를
낼 때마다 <표 5-12>에 의한 값만큼 과부하할 수 있다.
<표 5-12> 부하율 저하에 의한 과부하

냉각부하

냉각 방식 정격 출력에 대한 비율(%)

최고(%)

자냉식, 수냉식

0.4

16

자냉식, 수냉식

0.5

20

이 부하율은 50%에 상당하는 것으로 부하율이 50% 이하로 내려가도 이 이상의 과부하는 할 수 없다.
부하율 = 평균부하 / 최고부하 x 100%
③단
 시간 과부하 : 24시간 이내의 일어나는 1회 단시간 과부하에 대하여 변압기는 <표 5-13>의 수치만큼 과부하
할 수 있다.
예) 자
 냉식에서 과부하전의 부하가 정격 용량의 70%이고, 주위 온도가 30℃일 때, 2시간 동안 167% 과부하할
수 있고, 그때 권선의 최고점 온도는 134℃가 된다.
<표 5-13> 자냉식, 수냉식 변압기의 과부하에 따른 온도

과부하 운전
시간(Hr)
1/2

권선의 최고점
온도(℃)
142

150

수명 단축
(%)
0.25

0.50

과부하 전의 사용부하＝ 명판 용량의 70%

명판 용량에 대한 과부하 허용 용량

0

2.0

2.0

10

2.0

2.0

주위 온도(℃)

20

2.0

2.0

30

2.0

2.0

40

1.95
2.0

50

1.78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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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34

142

150

126

134

142

150

119

4

126

134

142

150

112

8

119

126

134

142

104

24

109

115

122

130

0.25

0.50

1.00

2.0

2.0

2.0

0.25

1.93

1.00

2.0

0.50

2.00

0.25

0.50

1.00

2.00

4.00

0.25

0.50

1.00

2.00

4.00

0.25

0.50

1.00

2.00

4.00

2.0

2.0

1.68

1.75

1.83

1.91

1.99

1.51

1.58

1.64

1.71

1.78

1.41

1.46

1.52

1.58

1.65

2.0

2.0

2.0

1.81

1.90
2.0

2.0

1.58

1.65

1.73

1.81

1.89

1.42

1.49

1.55

1.62

1.70

1.31

1.36

1.43

1.49

1.56

1.98

1.83

2.0

1.95

1.69

1.56

2.0

1.79

1.89

1.97

1.47

1.55

1.63

1.71

1.79

1.32

1.39

1.46

1.53

1.61

1.21

1.26

1.33

1.40

1.47

2.0

1.67

1.77

1.86

1.36

1.44

1.52

1.61

1.62

1.21

1.29

1.36

1.44

1.44

1.10

1.15

1.23

1.30

1.38

1.63

1.80

1.92

1.43

1.54

1.64

1.73

1.24

1.33

1.41

1.42

1.42

1.09

1.18

1.26

1.30

1.30

1.09

1.04

1.13

1.20

1.27

1.52

1.65

1.77

1.29

1.40

1.40

1.40

1.11

1.20

1.20

1.20

1.20

0.99

1.06

1.11

1.11

1.11

0.87

0.92

1.00

1.08

1.09

④냉
 각 방식을 바꾼 경우의 과부하 : 냉각 방식의 변경에 의해 변압기를 과부하 운전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냉식
변압기에 선풍기를 붙여 풍랭식으로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과부하는 그 변압기의 구조, 종류 등에 의해 대폭적
으로 달라져 일반적인 수치를 구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그때마다 조건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제작자와 협의
하여 개조 후의 온도 상승 시험 결과에 따른다.
⑤ 여러 가지 조건이 중첩한 경우의 과부하 : 여러 가지 조건이 중첩된 경우, 주변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과부하 및 부하
율 저하에 의한 과부하(또는 그 대신에 단시간 과부하를 적용해도 됨)는 그 과부하율을 가산할 수 있다. 단, 이 과부
하율은 정격 출력에 대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경우의 각 냉각방식에 따른 연속 과부하 내량은 아래의 표를 기
준으로 하여 절연유 및 권선의 온도 상승치와 설계조건, 운전 상태 등을 감안하여, 제작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의: 변압기의 과부하 운전 시는 권선 온도에 의한 경보 및 트립(Trip) 접점이 동작하므로 변압기 트립에 주의
한다.
<표 5-14> 연속 과부하 내량

냉각방식

최고 허용 부하 (%)

수냉식, 송유 수냉식

120

자냉식, 풍랭식, 송유 풍랭식

62

125

(4) 변
 압기 가격 선정 시 고려해야 되는 점 : 필요한 변압기를 가장 경제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장 가격
이 분명한 표준 변압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고가의 부속품이 장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압기의 가격은 대
체로 그 중량에 비례한다.
(가) 변압기 중량과의 관계
①용
 량과 중량의 관계 : 상수, 주파수, 전압 등이 동일한 변압기의 중량은 대체로 0.7~0.8곱에 비례한다. 대용량
변압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보다 증량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 원칙은 제작자, 제작법, 형식 등이 다른 변압
기 간에는 적용할 수 없다.
② 상 수와 중량의 관계 : 용량, 주파수, 전압 등이 동일하면 단상 변압기의 중량은 3상 변압기 중량의 약
80~90%이다.
③ 주파수와 중량의 관계 : 용량, 상수, 전압 등이 동일하면 60Hz용 변압기의 중량은 50Hz용 변압기 보다 약
5~10% 중량이 작다(단, 50/60Hz 겸용 변압기는 50Hz용 변압기로 설계된다).
(나) 변압기 사양과 가격의 관계
① 용량과 가격의 관계 : 변압기의 가격은 거의 용량에 비례한다.
② 상수와 가격의 관계 : 용량, 주파수, 전압 등이 같으면 단상 변압기의 가격은 3상 변압기의 가격에 비해 약
10~15% 저렴하다.
③주
 파수와 가격의 관계 : 용량, 상수, 전압이 동일하면 60Hz용 변압기의 가격은 50Hz용 변압기의 가격보다 약
5% 저렴하다.
④전
 압과 가격의 관계 : 1차 전압 2kV, 2차 전압 6.6kV의 중형 변압기의 가격은 용량, 상수, 주파수가 동일하면 1차
전압이 6.6kV이고 2차 전압이 저압인 변압기보다 약 30% 정도 고가이다.
(다) 변
 압기 손실과 가격의 관계 : 손실 평가를 고려한 변압기의 총가격 변압기 총가격＝무부하손 평가액＋부하손 평
가액＋구입금액
무부하손 평가액 : a1 × 무부하손[kW]
부하손 평가액 : a2 ×부하손[kW]
a1 : 금리 등을 포함한 전 사용기간에 대한 전기요금
a2 : a에 손실계수(어느 기간 동안의 부하 전류 제곱의 평균값과 최대 부하 전류 제곱의 비)
(5) 변압기 관련 법규와 현장 시험 절차
(가) 변압기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 전 검사(관공서 시험)를 실시한다.
① 사용 전 검사 신청서 제출한다.
② 예비 시험을 실시한다.
③ 사용 전 검사 항목. 순서를 확인한다.
(나) 설치 시험을 실시한다
<다음호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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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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