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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에너지효율 13% 개선,
소비 9.3%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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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설계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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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력품질 안전기기의 선두기업

디이시스

KS 표시허가

디지털 종합전력 품질측정장치

디지털 누전 경보기

DED-LD Series

원자력(KEPIC-EN)
자격인증

IDPM-PQA

DED-FD Series

IDPM-BIM60
바이너리모듈
30회로

IDPM-ELD30
누전경보기모듈
30회로

내장 깊이 축소(단자포함 72mm)

전력품질 측정 및 통합관리

- 회로별 누설전류 표시기능
- 6, 10, 16회로 / 회로별
선택가능
- 타공 사이즈 기존과 동일

- 회로별 누설전류 표시기능
- 회로별 누전 경보 및 표시기능
- 전력품질 이상 시 5초(300cycle)
데이터 저장 기능

디지털
전력보호
계전기

- EMC(전자파 적합성) 인증
- 사고전류 저장 기능 내장
- LD Series는 모든 PLC와 통신 연동이
가능하도록 표준 프로토콜 내장

DIPR-K211/210 (한전등록 승인품)
(재폐로부 과전류 계전기)

DSG(DDG)-D08R
(8채널 선택/방향성 지락계전기)

디지털 지락검출계전기(GFR)

DGF-D11H

DGF-D11

- Sag(순간 전압강하)분석 및
저장 기능
- Interruption(순간 정전)
- 전류 THD / 전압 THD

DIPR-OV01
(과전압/저전압 및 지락 과전압계전기)

디지털메터

DGF-D16R

- 우수품질(EM)인증 제품
- 누전량을 디지털량으로 표시(LCD)
- 8, 16회로 / 회로별 선택가능
- 외부의 차단기를 동작시킬 수 있는 Relay부착
- 사고 메모리 및 RS-485 통신기능

Digital Electric & Electronics System

DIPR-OC01
(과전류 및 지락 과전류계전기)

IDPM-FCM30
전력측정모듈
30회로

IDPM-DS-II

IDPM-DM100

- 3상 전류, 전압, 전력량 등을 표시
- RS-485 통신 Modbus Protocol 제공(옵션)
- ADPF-MAC-06은 CB On/Off 기능 내장
ADPF-MAC-06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삭시갈마로 160
TEL. 031-987-8771 / FAX. 031-987-919

www.deesys.com

IDPM-AV200

영업소 TEL. 031-996-5661 / FAX. 031-996-55647

사후서비스 TEL. 031-984-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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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S V체크마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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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뢰기류
•콘덴서
•케이블 및 접속재

※ 상기 이외의 기계기구와 보호장치

인증획득의 혜택
• 자가용수전설비 사용전검사시 제작사 자체시험 성적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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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38 (야탑동 191) Tel. 031-724-6100 | Fax. 031-704-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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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60년사 편찬위원회 회의 개최

곽기영 전기조합 이사장은 이를 통해 “어려운 일이 있
을 때마다 힘을 모아 극복해왔던 전기인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서 이번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조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와 각종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책을 강구
하고 조합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 상향 안내
우리조합은 지난 2020. 8. 11(화) 조합회관 3층 회의실

‘2020.08.25 판로지원법 시행령’ 공포로 조합추천 수

에서 ‘조합 6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의계약 제도의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추정가격 기

개최하였습니다.

준, 부가세 미포함)으로 상향 시행되었습니다.

편찬위원장에는 전임 이사장이신 임도수 보성파워텍

시행사항은 ’20년말까지 한시적용(기재부행안부 고

(주) 회장이 위촉되었으며, 김의선 코스탈파워 대표이사,

시기간)되며, 시행기간 동안 공공기관 조달계약업무 추진

차영두 태성계전 대표이사, 유병언 비츠로테크 부회장 등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명이 편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회의에서 편찬위
원들은 60년사 편찬 기본방향과 발간방법 및 용역 업체

2020년도 전기조합 직무능력향상

선정 기준 등 전반적인 편찬 계획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하반기 교육일정 안내

논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곽기영 전기조합 이사장은 “이번 조합 60년사

전기조합 하반기 교육 계획일정표를 아래와 같이 안내

편찬 작업을 통해 과거 전기인들의 노고, 애환, 즐거움 등

드리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교육 수강신청서

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편찬위원들께서 힘써달라”고 말

를 작성하시어 조합 FAX 또는 조합 홈페이지 온라인 게

했습니다.

시판을 통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조합원사 마스크 5만 6천장 지원

과정명

배전반 설계
(5일, 34H)

개요

대상

조합
회원사 직원

인원

교육일정

조합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데 힘을 보태기

직
무
교
육

위해서 전 조합원 560개사 대상으로 마스크 5만 6천 장

※훈
 련기관의 사정에 따라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

우리조합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하여 전기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을 지원하였습니다.

10

Auto CAD 2D 실
조합
무향상(5일, 34H) 회원사 직원

니다.

20

15

11/16~11/20
12/07~12/11

www.kem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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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축하합니다.
동아전기(주) 신상균 대표이사 장녀결혼

(주)씨앤티콘트롤스 이승우 공동 대표이사 장녀결혼
[8/2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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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RD-KERI 전문기술교육 실시안내
■ 변압기 손실저감 및 저압차단기 설계 기술

[8/22(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주)우진기전 장창익 대표이사 빙모상

[8/24(월)]

- 일정 : 10월 16일(금), 13:00~18:00 [5시간]
- 교육목적
•변압기의 설계 및 전자기장 해석 기술 교육
•고열방사 경량 배전반의 설계 및 해석 기술 교육
•저압차단기의 고장전류 차단 향상을 위한 아크소
호 설계해석 교육
- 장소 : 전기조합 회관 3층 전산교육실
- 인원 : 선착순 10명 [교육비 전액 무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60년사
편찬 및 발간 용역 안내

- 문의 : 경영본부 이상훈 주임 (031-724-614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년 

동호회 동향

2월 28일까지
•제출시한 : 2020년 9월 18일(금) 

■ 한국전기공업인 산악회 제351회 산행

17:00까지

- 일 시 : 2020년 9월 19일(토)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관악산
(만남의 장소 : 관악산 시계탑)
■ 한국전기공업인 골프회 2020년 9월 모임 안내

※ 발간제원 및 내용 등 자세한 사항
은 별도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0년 9월 10일 (목)
- 장 소 : 코리아 컨트리 클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기흥단지로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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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공고 제2020-1호
조합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전기공업계의 성장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조합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록하여 영원히
보존함은 물론, 널리 홍보함으로써 대내외에 자긍심을 과시하고 미래의 비전을 준비하는 디딤돌로 삼고자 “한국전기
공업협동조합 60년사 편찬 및 발간 용역”을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20. 08. 1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곽

조합 60년사 편찬 및 발간 용역

기영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장기업 또는 이
에 준하는 단체(금융기관, 학교법인)의 사사제작

1. 입찰내역

실적이 계약금액(부가세포함) 기준 단일 건으로

가. 용역명 : 한 국전기공업협동조합 60년사 편찬 및
발간 용역

3천만 원 이상
* 단, 공동 도급은 허용하지 않음(기획, 집필, 편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집 및 디자인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한하며,

다. 발간제원 및 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인쇄실적만 있는 경우 제외)

라. 발간부수 : 1,000부
마.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예산회계규약
제78조)
-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 발
표 후, 편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가장 유리하다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 입찰보증금의 귀속 및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
유의서 참조

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 체결

4.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제출
2. 입찰참가자격(아래사항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및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거, 출판사 또는 인쇄사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최근 5년 이내에 사사 편찬 또는 이에 준하는 실적자
(3건 이상, 제작완료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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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시한 : 2020년 9월 18(금) 17:00까지
나. 제출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38번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경영본부
다.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붙임서식#1) 1부
② 제안서(표지에 업체대표 직인 날인) 원본 1부

www.kemc.co.kr

③ 가격제안서(제작비 세부 견적서 포함,
붙임서식#2) 1부
④ 입찰보증금

6. 제안설명회(PT)
가. 일시 : 2020년 9월 22일(화) 15시 예정
나. 장소 : 경
 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38번지

⑤ 일반현황 및 연혁(소정양식, 붙임서식#3) 1부
⑥ 투입인력현황(소정양식, 붙임서식#4) 1부

(3층 전산실)
* 일시 및 장소 변경 시에는 개별 통보할 예정

⑦ 사사 발간 등의 실적 현황(소정양식,
붙임서식#5) 1부
⑧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예시문, 붙임서식#6) 1부
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및 인쇄문화산업진

7. 낙찰자 선정
* 제안설명(PT) 후 편찬위원이 평가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여 현장 실사 후 계약 체결

흥법 제12조에 의거 출판사 또는 인쇄사 신고를
필한 업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⑩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8. 계약체결일 : 2020년 10월초

⑪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 참석인 경우)
⑫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각 1부
라. 제출방법 : 우편접수는 불인정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제안서 : 제안요청서(홈페이지 게시) 참조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가 격제안서 :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가격제안서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

양식에 제안가격(총액)을 기재하고 제출된 인감
증명서(사용인감계)상의 인감(사용인감)을 날인

에게 있습니다.
나. 입 찰참가신청서 및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제안

하여 밀봉 제출

요청서의 별지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본으로

•접수 및 문의처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로 날인하여

- 전기조합 경영본부 본부장

제출하여야 한다.

박은수 (031-724-6110)

다. 제출한 평가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 전기조합 경영본부 팀장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김태현 (031-724-6111)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본부

5. 제안요청 설명 : 붙임 “제안요청서”로 대체

(031-724-61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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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 조합원
업체명

(주)세명이앤씨

대표자

주생산품

소재지

태양광발전장치,
수배전반

섭동현

가입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기초정로 73

2020.08.28

2020년 8월 공동판매 사업 계약(발주) 현황
다수공급자 계약

(단위 : 천 원)
품 목

건 수

금 액(VAT별도)

전동기제어반

2

84,571

배전반
분전반
합 계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한국전력공사)
품 목

고효율주상

고효율 아몰퍼스주상

내염형주상(스테인레스)
컴팩트형지상

부하개폐형지상
합 계

지명경쟁

2

30,677

8

551,391

발주 수량(대)
1,613

발주 금액(VAT별도)
2,399,766

107

981,902

408

5

3,534

(단위 : 천 원)

2,105,544

1,401

품 목

건 수

합 계

4

578,446
50,100

6,115,758

4

금 액(VAT별도)
1,496,916
1,496,916

품 목

건 수

금 액(VAT별도)

합 계

4

694,747

배전반

14

436,143

(단위 : 천 원)
배전반

공동상표

4

4

694,747

(단위 : 천 원)

전기계 뉴스

한전, 유리창호형 태양전지 사업화 위한 기술개발
유니테스트와 기술협력 MOU 체결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8월 한전 전력연구
원에서 유니테스트와 유리창호형 태양전지 사업화를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목받고 있다.
한전은 이번 MOU를 통해 태양전지 면적을 넓히는 기
술을 보유한 유니테스트와 함께 유리창호형 태양전지 사

이날 서명식에는 김숙철 한전 전력연구원장, 김종현 유

업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유리창호형 태양전

니테스트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유리

지 사업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10×10 cm 이상의 크기 모

창호형 태양전지는 반투명하고 가벼워 건물 벽면, 유리창

듈 제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한전은 2.5×2.5 cm

등 건물 외장에 부착이 가능한 태양전지로, 태양광을 설치

면적 보유기술만 갖고 있다. 한전은 2.5×2.5 cm 면적에

할 땅이 부족하고 고층건물이 많은 국내에 적합한 친환경

서 세계 최고 효율을 가지고 있고, 유니테스트는 상용화

발전기술이다. 이 태양전지를 20층 빌딩에 설치할 경우

가능한 대면적 크기(200~800 cm2) 제작이 가능하다. 이

200 kW급 이상의 규모로 연간 21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번 상호협력을 통해 800 cm2 이상의 면적에서도 높은 효

효과가 있다.

율을 가지는 태양전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유리창호형 태양전지는 1,000℃ 이상의 고온 생산공정

한전 관계자는 “향후 사업화에 성공하면 유리창호형 태

이 필요한 실리콘 태양전지와 달리 200℃ 이하의 공정을

양전지의 설치가 쉽고 공간 제약이 크지 않은 장점을 활

사용해 생산비용이 낮고, 빛을 전기로 전환하는 광전변환

용하여 창고, 공장, 주차장 지붕이나 자동차 선루프 등에

효율이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슷해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

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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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혁신위원회 개최
‘변화와 혁신’ 드라이브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8월 나주 본사에서 공공기관

대면 디지털 신사업 등이다.

혁신정책의 선도적 이행을 위해 사장 주재로 ‘한전KDN

한전KDN은 이러한 혁신 계획을 바탕으로 신기술을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활용하여 한국판 뉴딜정책을 선도하고, 공기업으로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혁신 과제 발굴과 공감대 확산을

사회적가치 실현과 함께 혁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 개최됐다.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전KDN은 ‘소통과 신뢰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ICT로

위원회에서 박성철 사장은 “혁신을 위해 대내외 소통

사회적 가치 실현’을 혁신목표로 하여, 정부의 혁신방향

을 확대하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혁신적인 과제를

에 부합하는 9개 혁신과제와 35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ICT

선정했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사업별 업무혁

대표적인 과제로는 ▲코로나19 확산 대응 자가진단 헬

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스케어 및 통합안전 모바일 시스템 개발 ▲변전소 및 변

또한, 한전KDN 본사에서 나주혁신도시 시민참여혁신

전설비 운영관리 디지털 트윈모델 구축 ▲증강현실(AR)

단 회의가 개최되었다. 한전KDN, 한전, 전력거래소, 한

기반 전력설비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로봇 프로

전KPS가 공동 주관한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 혁신에 대

세스 자동화(RPA)기술 기반 고장예지시스템 개발 및 비

한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학계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 각사
혁신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한전KDN 등 4
개사는 각 회사에서 수립한 혁신
추진계획을 시민위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전KDN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지역사회 발
전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협
력을 강화하고 시민참여혁신단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 창출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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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구원, 차세대 변압기 점검기술 개발 나서
지멘스·이삭엔지니어링과 MOU...新전력기술 확보 발판 마련
한전 전력연구원이 ‘차세대 변압기 센서
진단 기술’의 개방형 사물인터넷 플랫폼 활
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해외사업 활성화
에 나선다.
전력연구원은 8월 11일, 연구원 본원에서
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인 지멘스 인더
스트리 소프트웨어, 스마트팩토리 전문기업
이삭엔지니어링과 기술협력 양해각서(MOU)
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숙철 전력연구원장,
유영성 에너지환경연구소장, 오병준 지멘스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대표이사, 김창수
이삭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정한 이삭PDS 대표이사 등
연구개발 및 사업화 관련자가 참석했다.

상태 정보의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다.
해외에서 가스분석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가스분석기

변압기는 정전 고장의 원인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외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전력연구원은

있어 상태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

개방형 사물인터넷 플랫폼에 접속하기만 하면 손쉽게 가

하다. 하지만 변전설비 종합예방진단 시스템 구축에는 많

스분석기를 이용한 변압기 상태진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은 비용과 인력이 소모된다. 전력연구원은 2019년부터 고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가의 변압기 진단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변압기
센서진단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전력연구원은 지멘스가 운
영 중인 개방형 사물인터넷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는 ‘실

변압기 등 기기 내부에 과열 등 이상현상이 발생하면

시간 변압기 상태감시용 가스모니터’를 개발하고 이삭엔

내부의 절연유 등이 열분해되면서 다양한 가스가 발생된

지니어링과 함께 가스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출시, 해외 전

다. 이 때 가스의 양과 조성을 분석하면 변압기 내부의 이

력사를 대상으로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상 유무 및 위험수준의 측정이 가능하다.

전력연구원 관계자는 “전력연구원의 가스감지 센서기

전력연구원은 변압기 상태감시 측정에 필요한 수소가

술과 지멘스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이삭엔지니어링의

스를 10ppm 수준까지 측정이 가능한 반도체식 센서를 개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접목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

발한다. 또한, 2020년 말까지 아세틸렌과 일산화탄소 센

력분야 기술력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분야 간

서도 개발할 계획이다. 전력연구원의 반도체식 센서는 변

융합연구를 통해서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압기 내부로 삽입 가능한 프로브 형태로 개발돼 변압기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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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 사업 UN 등록
가나에 쿡스토브 50만대 공급…5년간 온실가스 70만톤 감축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개발 및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행했으며, UN 등록에 필요

가나에 고효율 쿡스토브를 보급하기 위한 해외 청정개

한 CDM 사업계획서를 개발하고 현지 이해관계자 공청회

발체제(CDM)사업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

를 개최해 가나 국가 승인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이후

록했다. CDM은 UN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의해

약 6개월간 UN지정 검증기관의 평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UNFCCC)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의 3단계에 걸친 심사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통과해 8월 12일(수) 최종 승인을 받았다.

고효율 쿡스토브는 나무땔감, 숯을 주 연료로 하는 취

이번 UN등록을 기점으로 동서발전은 쿡스토브 50만 대

사도구로서 세라믹, 금속, 시멘트 등을 소재로 제작되며,

를 가나 주민들에게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취사

연료 사용량을 20~30% 이상 절감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

용 연료를 절감하여 5년간 약 7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효

되는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조

과가 예상되고 현지 쿡스토브 생산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리시간을 단축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민 건강과 삶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발생한 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익은 감축사업 재투자와 사회공헌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지난해부터 기후변화센터와 협력해 사업

동서발전 관계자는 “동서발전은 지난달 UN으로부터 개
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
축 기술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CTCN) 자격을 인정
받았다”며 “그간 축적된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전
문 인력 등을 활용해 다
양한 감축사업을 개발하
여 기후 위기 시대 저탄
소 사회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CTCN은 선진국과 개
도국 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
술협력 등 UN기후변화
협약 산하 기술지원 전
문기관이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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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중소기업 ‘이행보증비용 제로화’ 시행
자본재공제조합과 협력기업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최소화 ‘맞손’

임정래 한국서부발전 국정과제추진실장(왼쪽)은
28일 서울 기계회관에서 최형기 자본재공제조합
전무와 9월 1일부터 협력중소기업의 계약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이행보증비용 Zero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자본재공제조합(이사장 손

을 최소화하고자 자본재공제조합 소속 중소기업을 대상으

동연)과 9월부터 협력중소기업의 계약이행 부담을 완화하

로 오는 9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계약·선금

는 ‘이행보증비용 제로(Zero)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자 이행보증보험 발급비용 전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이 협약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침체로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들의 경영환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협력중소기업들이 사업계약을

경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이행할 때 뒤따르는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기업의 입장에 서서 실효성 있

추진됐다.

는 동반성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역사업을 수주한 중소기업은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한편 서부발전은 협력중소기업 및 지역사회 소상공인

위해 인지세, 계약선금하자이행 보증보험료 등 비용을

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7년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동

지출해야한다. 특히 선금이행보증보험의 경우 중소기업의

반성장협력대출기금 750억 원을 조성해 영세기업 대상으

현금유동성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지급된 선금의

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했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전액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큰

고통 받는 영세기업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협력기업 및 태

게 사실이다.

안소재 소상공인 73개사에 총 2억 원의 금융조달 비용을

서부발전은 협력기업들의 이러한 경제적행정적 부담

지원한 바 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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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온실가스 배출 감소 품질혁신으로 그린뉴딜 선도
발전공정 개선 온실가스 年4,900톤 감축 및 57억원 비용 절감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이 연 4,900톤 온실가스 배
출 감소 품질혁신 아이디어 발굴 등 저탄소 경제전환과
발전소 효율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품질분임조가 쏘아 올
린 아이디어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 선도에

우려에 따라 현장발표에서 비대면 발표문집 심사로 변경
돼 운영됐다.
남부발전은 이번 대회에 총 6개 팀이 참가, 금상 4개를
비롯 총 6개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발판이 될 전망이다. 품질분임조는 조직 구성원 스스로 품

참가팀 가운데 뉴웨이브 분임조는 복합화력발전소 온

질 관련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주적 소

실가스 흐름 통로 개선과 수소연료전지 열교환수 연결방

집단이다.

식 변경 등으로 연평균 4,90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

남부발전은 지난달 신인천발전본부 ‘뉴웨이브’ 분임조

인 것은 물론, 현재까지 57억 원의 온실가스배출권 구매

의 ‘발전공정 개선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과제가 제

비용 절감 성과를 거둬 눈길을 끌었으며, 삼척본부 ‘ECO-

46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에너지·기후 부문

KEEPER’ 분임조는 국내 최초 활용 중인 해수 담수화 발

대통령상(금상) 수상 등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용수 생산공정의 운영방식 개선으로 용수 생산량을 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공

리고 30억 원의 제반 비용을 절감하여 관심을 모았다.

동 주최하는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생산 현장의 품

남부발전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전환 등 당

질 향상 및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수 품질분임조를 발굴

면한 사회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품질혁신을 이어

하고, 개선사례 공유로 기업의 품질혁신기반을 마련하고

가고자 품질혁신조 활동을 장려하고, ‘풀뿌리 365 혁신제

자 매년 열린다. 대구광역시가 공동 주최한 올해 행사엔

안 Tree’라는 품질혁신 플랫폼을 통해 현장설비개선, 친환

국내 산업계 총 307개 분임조가 참가했으며, 코로나 확산

경 기술개발,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
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친환경 분
과에서 집중적으로 아이디어 발
굴과 개선활동을 전개 중이다.
신정식 사장은 “이번 수상은
남부발전 모든 구성원이 품질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그린
뉴딜과 저탄소, 수소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하여 전사적
인 품질혁신 활동을 이어가겠
다”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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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자체감사 관련 방역대책 마련
공공기관 최초 코로나19 대응 감사업무 방역지침 제정

감사업무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일반 원칙 : 출장 관련
- 출장(현장점검) 인원, 소요시간, 경로를 최소화하기
- 공용.개인 차량 이동시 동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 모두 마스크 착용하기
- 출장지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 동료와 방을 같이 쓰지 않기
- 숙박시설 내 다중이용시설(휴게실, 식당, 운동시설 등) 이용 자제하기
- 업무시간 외 사적 이동 및 레저유흥공연 시설 출입 자제하기
일반 원칙 : 감사 관련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9월 정부가 수도
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등 강화된 방역

- 가급적 화상 인터뷰, 전화 인터뷰 활용하기
- 화상 인터뷰, 전화 인터뷰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 대면감사 시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확보하기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공공기관 최초로 자체감사

- 감사장 출입 인원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 진행으로 인터뷰 시간 단축하기

업무용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계

-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획이다.
지난 7월 수립한 ‘자체감사 방역대책’의 주요 내

세부 수칙(☞ 대면 인터뷰, 문답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

용으로는 ▲ 감사업무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세

- 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목아픔),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부수칙 제정 ▲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및 수행업무

근육통 등)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으면 감사장에 출입하지

규정 ▲ 피감사자 협조사항 안내 등이 있다.
한국중부발전 한동환 상임감사위원은 강화된 방
역조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기기와 전자

말 것을 공지하기
-인
 터뷰 요청자는 대면 인터뷰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화상 인터뷰로 대체하기
- 인터뷰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하기

문서를 활용한 비대면(Untact) 감사방식을 지향함

- 감사장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참석자가 수시로 사용하기

이 바람직하지만, 안전 분야와 같이 실태조사와 진

- 인터뷰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넓은 장소를 활용, 인터뷰 시작 전에 환기하기

단이 필요한 곳과 소극행정 적발 및 복무(근태)관

- 15분 경과시 휴식시간을 가지며 인터뷰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감사활
동이 최대한 이루어져야 한다”며 “생활 속 거리두
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되 중단 없는 감사활동을 위
해 방역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 인터뷰 좌석간의 간격은 2m,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와 20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면 인터뷰를 자제하기
-불
 가피하게 대면 인터뷰 하는 경우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대화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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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태양광 R&D 역량과 생산성 강화 기반 마련
태양광 100MW급 공동R&D센터 구축협력 위한 MOU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부품장비의 양산성 검증 ②업체 간 차세대 태양광

(이하 에기평, 원장 임춘택)은 9월 2일(수) 오후 국내 태양

공동 기술개발 ③성능 공인 검증 등의 주요 역할을 수행

광 주요 6개 기업과 태양광 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 구축

하게 된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MOU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

이 날 발표에서 임춘택 원장은 “국내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기
술의 선제적 상용화가 절실한 상황이나 개별기업 단독으

로 진행되었다.
에기평 임춘택 원장은 MOU 체결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로 기술개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태양광 기업공동

태양광 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 구축사업의 추진배경과 역

활용연구센터 구축을 통해 R&D 효율성을 제고하고, 차세

할,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태양광 기업공동활용연

대 태양광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의 상용화가 적기에

구센터는 ’20년부터 3년간 정부, 지자체 및 민간이 협력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MOU 체결 식 직후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의 목적은 R&D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양산 前 단

주관하는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다. 협의회에

계에서 성능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태양광 업계

서는 3020 이행계획의 성과 점검, RE100 지원방안, 태양

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광 R&D 혁신전략 등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방향에

정부는 약 250억 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태양광 셀모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듈 100MW급 제조라인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를 구축한

태양광 R&D 혁신전략은 글로벌 경쟁심화의 돌파를 위

다. 지자체에서는 센터가 건설될 부지, 건물 및 유틸리티

해 “Game Changer” R&D 지원대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부담하며 기업들은 설비 구축 및

①고효율단가저감신시장 분야 집중 투자 ②셀모듈 기

운영인력 등을 지원하게 된다.

업 수요 중심으로 R&D 제도 개선 ③기업 공동활용 연구

태양광 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가 설립되면 ①국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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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EMC

기존(AS-IS)

변화방향(TO-BE)

분야

분산형 지원
(과제당 약 20억 원)

3대 분야 집중투자
(과제당 약 110억 원)

주체

대학연구소 중심

셀모듈 기업 중심

목적

성능향상, 실증 중심(개별 기업)

인프라 투자 병행(공동 활용)

한수원, 해외 신재생자산 지분인수 계약 및 MoU
미주지역 신재생시장 진출, 안정적 투자수익 기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과 알파자산운용, 스프랏
코리아(Sprott Korea),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이하
한국 컨소시엄)이 8월 2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해외 신
재생사업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향후 25년간 안정적인 투자수익이
기대되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미주지역 신재생시장에 최초로 진출하는 한수원
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한국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한국 컨소시엄은 이날 4곳의 대형 육상풍력발전단지에

지위 확보 및 사업 성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한

대해 Brookfield Renewable 및 Invenergy로부터 49.9%

수원은 이번 사업에 그치지 않고 미국 현지법인 설립을

의 지분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신재생에너지

통해 추가 사업개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해외 신재생사

사업 공동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업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지분을 취득한 발전단지는 일리노이주에 위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미국 육상풍력 지분인수 사업

치한 California Ridge(226MW), Bishop Hill(218MW),

은 한수원과 국내 금융기관이 시너지를 통해 해외 신재생

네브라스카주 Prairie Breeze(201MW), 텍사스주

시장 진출에 성공한 의미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Rattlesnake(207MW)로, 이미 다년간의 운영실적을 보유

사업을 통해 종합에너지기업으로 거듭나는 기반을 강화했

하고 있다.

고 공동개발협약을 통해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또, 미국 전력구매자와 장기간의 전력구매계약 및 세계

본격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KEMC

적인 운전유지보수(O&M) 업체와 장기 발전소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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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에너지효율 13% 개선, 소비 9.3% 감축한다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발표…고효율·저소비 핵심
“에너지전환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

통해 2024년까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수요 감축 목표를 제

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시하였다. 이는 지난 제5차 계획(’14) 대비 각각 에너지원 단

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의 비전을 제시

위는 1.5배, 수요 감축은 2.3배 향상된 수치이다.

하였다.”
정부는 지난 8월 19일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차

이번 6차 계획의 3대 방향별 핵심 추진과제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4)’을 심의, 확정하면
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작년에 수립
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으로서, 정부는 이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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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 확산, 지자체 중심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관
련 투자를 활성화한다.
자금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망 효율개선 사업에 융

자를 우선 지원하고, 투자유인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

형 수요관리를 활성화한다. 에너지쉼표, 가스냉방 등 참여

를 개편, 세액감면도 연장한다. 또한 에너지공급자 효율

활성화로 자발적 전력소비감축을 유도하고 유튜브 SNS 등

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도입, 건물 제로에너지화 투자

을 활용, 국민 주도의 온라인 에너지절약 홍보를 강화한다.

등으로 새로운 투자시장을 창출한다. 산업분야별로 자발
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및 EERS를 도입하고 건물 녹색 구

3. 효율, 수요관리 제도개선

조변경(리모델링), 녹색 지능형학교 등 고효율화 투자를

소비효율등급제 개선을 통한 기기 효율화 가치사슬을

촉진한다. 끝으로 분권화와 지역망 구축으로 지자체 중심

확립한다. 이는 제도개편(정부)→기기생산(기업)→구매(소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한다. 에너지진단 범위 및 내용을

비자)의 선순환 체계 마련이다. 품목 발굴 선정 절차를 체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 권한을 시

계화하고, 최고 최저 등급에 대한 중장기 목표기준 제시를

도에 이양하는 등 에너지진단, 개선 권한을 시도에 부여한

통해 기기 생산업계의 효율 경쟁을 유도한다. 중소중견기

다. 지자체 중심 협력 망 구축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효율

업들이 효율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고효율등급 관련

개선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 생태계를 보강하고 최고
등급 제품 구매 환급을 통한 고효율기기 시장을 확대한다.

2. 실시간 감시, 상향식 참여
데이터 수집 공유 활용을 촉진하여 수요관리를 디지털

또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시설
수요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상 확대, 계획
서 검토 기준 보완 등으로 실효성을 따진다.

화한다.
전력 가스 등 지능형 전력 계량기(AMI) 보급 확대로 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수요관리 제도 보완으로 에너지

시간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전력 데이터 공유 기반 고

절약 및 효율개선을 촉진한다. 에너지 절약은 경영평가 관

도화, 향후 원별 정보를 통합, 공유한다. 이를 활용하는 방

련 점검지표를 포괄적 균형적으로 재구성하고 공공 클라

법도 제시됐다. 산단 에너지데이터 분석, 건물 진단 데이

우드센터 효율개선의 일환으로 지정 요건에 에너지효율

터베이스(DB) 등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자발적 소비절약과 소통중심 홍보를 통해 국민참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혁신적
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
관리는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을 정착
시키고 더욱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강조하
고,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효율향상 투
자 활성화와 수요관리 디지털
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
써 고효율 저소비 경제 기반
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MC

2020~2024년 최종에너지 기준수요 전망 및 목표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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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태양광시장 선도 위한 협력방안 모색
그린뉴딜 성과창출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혁신 추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 번째 그린뉴딜 정책

양산 전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보로, 9월 2일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린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태양광 셀모듈 및 소재부

뉴딜의 성과 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혁신 방안

품장비 제조기업들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

을 논의하였다.

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정부, 태양광 및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에너

또한, 연구센터가 독일 프라운호퍼나 미국 국립재생에

지기술평가원 간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협약서

너지연구소(NREL)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성능효율 측정

(MOU)를 체결하고, 세계 태양광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해외기관을 통한 성능효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측정시 최소 2백 만원, 1~2개월 소요되는 것을 국내에서

대체하여 개최되었다.

진행시 비용은 최대 50% 이내, 기간은 1주일 이내로 줄어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사업’은 그린뉴딜

들 것으로 보인다.

의 대표 과제인 녹색에너지 주요 사업으로, 이번 협약은

협약식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태양

연구센터 설계, 장비 선정, 운영조직 구성 등에 대한 정부,

광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중요

기업(셀 모듈 및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전담기관 간

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관이 합

협력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심해 차세대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코로나19 이후 더욱

태양광 연구센터는 100MW급 시험 라인을 구축하여,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제품의 공정성능 등을

26

큰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태양광 시장을 우리 기업이 선
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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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산업, 비대면 솔루션으로 지능화 시대 연다
현장 공유 및 비대면 협업 지원하는 솔루션 잇따라 나와

삼성SDS, 3D 기술로 지능화 구현
삼성SDS(대표 홍원표)는 최근 3차원(3D) 설계 데이터
의 현장 공유 및 비대면 협업을 지원하는 Nexplant 3D
eXcellence(넥스플랜트 3D 엑설런스) 솔루션으로 제조 지
능화를 선도하고 있다.
통상 3차원 설계도는 CAD(Computer Aided Design) 제
품별로 데이터 형식이 달라 호환이 어렵고, 도면을 보기 위
해 고가의 전문 소프트웨어와 고성능 PC가 필요했다. 또,
도면 유출의 위험이 있어 설계 단계의 파트너간 협업은 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

론이고 생산 및 시공 현장과 정보 공유도 쉽지 않았다.

하지 못한 사회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에 Nexplant 3D eXcellence는 △30여 종의 다양한

캠페인이 전 사회적으로 퍼지며,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

3D 설계 데이터를 호환하고 △대용량 데이터를 경량화하

화할 수 있는 비대면(Untact)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여 웹·모바일에서 빠르게 시각화하며 △클라우드 기반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며 발전한 마케팅 기법 중 하나
인 비대면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의 첨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안성을 강화하여 산업 현장의 고민
을 해결했다.

단기술을 활용해 사람과의 접촉 및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

이 솔루션을 도입한 A 건설사는 3D 설계 데이터를 클

는다. 기업들도 비대면 마케팅과 서비스의 발전 가능성을

라우드 기반으로 공유하면서 발주처-시공 현장-파트너사

기대하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간 협업이 가능해졌다. 특히 네트워크 인프라가 열악한 해

이처럼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이 산업 주류로 부상

외 공사 현장에서 경량화된 설계도면을 모바일로 빠르게

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핵심 산업이자 경제 버팀목이라

조회하며 업무 능률을 올릴 수 있었고, 고가의 CAD 소프

할 수 있는 제조 산업은 침체된 모습이다. 국내 제조 산업

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비용도 대폭 절감했다.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수요 하락 및

제조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한 곳에 모이기 어

수출 감소와 해외 공급망 차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려운 설계-생산-파트너사 담당자들이 Nexplant 3D

다.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 제조 산업은

eXcellence의 디자인 미팅(Design Meeting) 기능을 활용

수출이 불가한 현 상황에 직면해 타격이 더 큰 것이다. 전

하여 원격으로 설계 데이터를 실시간 검증하고 설계 변경

문가들은 제조 산업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중소기업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고객 지원 분야에서는

의 자금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 공장

현장 엔지니어가 모바일 기기로 3D 매뉴얼을 확인하여 제

자동화 구축 등을 제시한다.

품 설치와 AS를 진행하고, 사무실에 있는 전문가에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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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공유하며 실시간 원격 지원을 받게 된다. 실물 샘플
없이 쉽고 빠른 3D 디지털 매뉴얼 제작이 가능해 교육비
용도 절감할 수 있다.
삼성SDS는 현재 Nexplant 3D eXcellence 솔루션으로 가
전, 반도체, 건설/엔지니어링 업종에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
차, 선박, 하이테크 설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SDS 이재철 인텔리전트팩토리사업부장(부사장)은
“Nexplant 3D eXcellence가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션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삼성SDS는 AI, 3D 등
최신 IT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현장의 지능화 사업
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SDS는 9월 9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REAL
2020 (https://real.samsungsds.com) 행사에서 Nexplant
3D eXcellence를 상세하게 소개한다.

유니버설 로봇, 최소 인원만으로 로봇 컨트롤

택근무를 하도록 전체 권고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연
스럽게 실천하도록 했다. 협동로봇을 통한 제조 현장을 자

중소 제조업체가 겪을 수 밖에 없는 공장 자동화 초기
구축의 부담을 협동로봇의 도입으로 줄일 수 있다.

동화로 구축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도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어 근로자간의 접촉이 발생할 위험 또한 최대로 줄

협동로봇은 이름 그대로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장점

인 것이다. 협동로봇의 유연한 설치는 사람간의 간격 조절

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 펜스 설치가 필요했던 기존 산업

처럼 생산 라인의 간격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도 있어 현

용 로봇과 달리 안전 기능 내장으로 바로 옆에서 작업이

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폭이 넓다.

가능하다. 제조업 현장에 자동화 설비가 구축되면, 근로자

최근 유니버설로봇은 매년 참여하던 유럽 박람회를 대

가 직접 하던 업무를 협동로봇이 처리하게 된다. 이때 근

체할 가상 엑스포를 주최, 진행했다. 이는 세계 최대 가상

로자는 로봇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고 프

코봇 엑스포(6/16~6/18)로 모든 산업 종사자가 무료로 참

로그래밍하는 기술을 익히게 된다. 비정형적이고 숙련도

여하여 자동화 로봇 전문가의 심도 깊은 대화에 참여하면

를 요하지 않았던 업무를 협동로봇이 대신하면 작업자는

서 협업자동화의 다양한 이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가

로봇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고 프로그래

상엑스포에서 유니버설로봇은 30개가 넘는 가상부스와

밍한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자동화 설비를 구축한 기업이

50개의 라이브 연설을 통해 방문객이 미래의 자동화에 대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전문 인력을 재정비하고 구축

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해야 한다. 협동로봇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로봇을
프로그래밍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유니버설 로봇 코리아가 진행한 ‘협동로봇 웨비나’
에 수 백명의 고객이 참여하며 관심이 높았다. 이 웨비나

협동로봇 전문기업, 유니버설 로봇은 현장에 최소한의

는 협동로봇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협동로봇의 장점인

인원만 배치하여 로봇을 컨트롤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재

쉽고 간단한 설치, 기술 응용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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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을 고민하
는 제조 기업들의
질의응답으로 이뤄

지멘스코리아, 고객 온라인 행사 성황리 개최
코로나로 처음 온라인 진행, 이틀간 600명 이상 참여

졌다. 고객과의 접
점 마련을 위해 소

독일에 본사를 둔 자동화 기업 지멘스코리

통할 수 있는 최선

아 인더스트리 사업부에서는 7월 15일과 16일

의 방법으로 온라

양일에 걸쳐 Siemens Innovation Tour 2020

인 비대면 세미나

Online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를 선택한 것이다.

본래 Innovation Tour는 지멘스 디지털 인

일각에서는 전

더스트리 사업부에서 개최하는 연례 행사 중

통 제조업이 비대

가장 대규모로 장비사 혹은 최종사용자에게

면 방식으로 전환

혁신 기술 정보를 지멘스 솔루션 관점에서 매

했을 경우 결코 호

년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처럼

Advanced”와 Co-Simulation Tool “NX

의적일 수 없다고

온라인으로 개최가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MCD”, “Process Simulate” 및 “SIMIT” 제품

반문한다. 현재 방

COVID-19의 영향과 미래지향적 세미나

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 사용예를 실증 사례

식은 고객의 니즈

형식을 준비하자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실험

와 불편사항을 현

적 시도였으나, 예상 외로 호응이 좋아 7월

엣지컴퓨팅 세션에서는 클라우드를 사용

장에서 직접 기술

15일 349명, 16일 316명의 참석자가 온라인

할 수 없거나 혹은 클라우드와의 중간 단계

연구원이 해결하는

으로 참석하였다.

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찾고 있는 고객을

Analyze My Drive Cloud App

와 함께 소개하였다.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는 “이제는 디지털화를 준비해

위해 Edge Device 및 Edge APP 관리 솔

비대면으로 전환

야 할 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으며 지멘스

루션을 소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

하는 데에는 더딜

가 이전부터 디지털화의 핵심 기술로 프로모

처리, 외부연결의 제공 등 고객이 자유롭게

수 밖에 없다는 주

션 하고 있는 요소들 중 “디지털 워크플로우”,

APP을 개발하고 관리 배포할 수 있는 시스

장이다. 하지만 결

“통합자동화”, “운영투명성”를 주제로 하였으

템을 노르웨이의 포장기 회사 Tronrud 사례

국 코로나19 사태

며, 각각의 주제에 대해 시뮬레이션, 엣지컴퓨

를 가지고 설명하였다.

로 급부상한 비대

팅 및 클라우드, 스카다, 네트워크 그리고 보

이 외에도 통합엔지니어링 트렌드와 디지

면과 같이 산업이

안 등 기술 트렌드에 대해 소개하고, 각각의

털화 트렌드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변화하면서 전환은

해당 지멘스의 향후 방향과 현재 기술 준비

있는 드라이브 솔루션 및 무선 드라이브 모니

느리지만, 전통적

상태에 대해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시하였다.

터 시스템 또한 소개되었으며, 최상의 운영투

인 제조 산업도 시

디지털 워크플로우의 가상시운전 세션에

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진화하고 있는 WinCC

대의 흐름에 따라

서는 가상시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미해

Unified SCADA 시스템 또한 웹 기술 기반 미

적합한 방식이 자

군 USS 버지니아의 최초 시뮬레이션 적용

래형 시각화 기술의 형태로 산업용 네트워크

리잡게 될 것이다.

사례를 시작으로 지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 모바일 연결기술, TSN 기술현황 및 플랜트

KEMC

가상 시운전 솔루션인 가상 PLC “PLCSim

보안 서비스와 더불어 제시되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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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상하는 태풍의 눈 ‘AP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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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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APL의 공통변수
“ETHERNET-APL”(고급물리계층)은 그 특징이
이더넷의 순수성에 있다. 설명이 좀 이상 하지만 사
실이다. 인터넷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다시 말
하면, 변종 이더넷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이다. 속
도를 고속으로 만들기 위해 IP프로그램을 변경하
거나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ETHERNETAPL 개발팀은 이를 위해 IEEE가 제정하고 ODVA
의 EtherNet/IP가 채용한바 있는 IEEE 802.3을 검
토했다. 그 이유는 IEEE 802.3 이더넷은 변종이
아닌 순수한 이더넷이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
트에서는 정확히 IEEE 802.3cg를 선택하여 개발
에 착수한다. ABB, 지멘스, 에머슨, 요코가와를 비
롯 12개 PROCESS 계장 메이커를 비롯하여, 세계
3대 프로토콜 표준기관인 필드컴그룹[FeildComm
Group:Hart-IP], 오디브이에이[ODVA:EtherNet/
IP], 피아이 인터내셔날[PI:PROFIBUS &
FROFINET] 등 3기관이 포스로 전면에 등장했다.
2019년 11월 독일 ACHEMA FAIR 전시회에서, 이
들 3개 기관은 전세계 PROCESS 계장메이커들 앞
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ETHERNET-APL 개발 백
서[APL의 기본 스펙이 담긴 매뉴얼]를 발표하였는
데 그것은 바로 ‘Ethernet to the Field’라는 이름의
개발 방향과 시스템 구조가 명시된 개발 가이드라
인이다. 세계인들 앞에 기술 방향을 발표한 이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필드버스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1940/1960년대 이후 60~80년 만에 바뀌는 세계
프로세스(PROCESS) 계장산업 표준과 2022년부터 활짝
열리는 거대한 세계 프로세스 계장시장의 면모를 알아본다.
(8월호에서 이어짐)

다. 그런데, 하나도 아닌 3개 기관이 일시에 의기투
합을 한 것은 하나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3개 기관
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통합에 시간과 노력을 줄이
고, 아이디어를 폭 넓게 창출할 수 있으며, 최단기
간에 최소의 개발비로 새로운 표준을 완성할 수 있
기 때문이다. ETHERNET-APL 개발완성이 된 이후
에 전세계 PROCESS 계장 분야는 오직 하나의 유
일한 국제 표준을 쓰게 됨으로 기술의 발전도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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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빨리 전개 될 것이다. MS제품이 PC계의 세계유일

용하지만, 일반 필드버스와는 용도가 좀 다르다. 일반 필

의 표준이 되어 ETHERNET-APL은 이제 세계 PROCESS

드버스는 상기 필드버스약사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KS표

계장 계의 유일한 표준이 된 매우 뜻 깊은 사건이 될 것

준으로 최종 낙점한 산업용 이더넷[필드버스] 표준의 종

이다. 이후 장기간에 걸쳐 세계 PROCESS 계장산업분야

류가 1개가 아니고 6개나 되며, 기표원에서 산업용 이더

에 직/간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필드버스] 표준을 KS 표준규격으로 승인하기까지 약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단일

4-2 ETHERNET-APL의 공통부문 구성도에 담긴 의미

표준이 아닌 멀티 표준이란 이야기다. 표준은 단 하나의

상기 구성도[Configuration]는 ETHERNET-APL의 대

유일표준이어야 그 가치가 높다.

표적인 구성도의 메인이며,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PROCESS 계장기술자들의 뇌리에 항상 그려져 있어야만

4-3 Ethernet-APL이 단일 표준이기에 야기되는 국
내외 빅-PROCESS 계장시장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ETHERNET-APL의 하드웨어 구
성도이기 때문이다. 일반 필드버스통신은 OSI 7 Layer 중

ETHERNET-APL은 자동화 분야의 일반필드버스와는

물리계층에서 주로 사용 되었다. APL역시 물리계층을 사

달리 오직 프로세스계장 분야 한 곳에서만 유일하게 사
용되며, 처음 시작부터
가 하나의 표준을 목표
로 출범함으로써 IEC 국
제표준으로써 헷갈릴 일
이 전혀 없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표준으로 시작한

그림 1. APL 개발에 뛰어든 세계3대 PROTOCOL 기관 로고

ETHERNET-APL 표준은
표준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유일하게 사용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어
찌 이것이 6종이나 되는
산업용 이더넷[필드버스]
KS멀티표준과 비교가 될
것인가? 출발자체가 전용
통신으로 PROCESS 계
장만을 위한 세계에서 하
나 밖에 없는 산업용 이
더넷 표준인 것이다. 필
드버스에서 진일보한 것
이 바로 ETHERNET-

그림 2. Ethernet to the Field= ETHERNET-APL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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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L 표준이다.

APL을 요약하면, 순수한 이더넷 기능에 몇 가지 장점

어 있는 형국. APL은 인터넷선과 전원 선이 하나의

을 얹어 놓은 기술로 보면 이해가 간단해진다. 특히 IEEE

동 축에 들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인터넷선 한

가 주도하는 802.3cg를 기반으로 하기로 모두 합하여 결

가닥에 파워와 이더넷이 함께 들어 있는 통합선이

정했다. PROCESS 계장 현장의 온도/압력/유량/레벨/중

라는 의미).

량 등의 센싱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상위 쪽에는 클
라우드에 이르기까지 사용이 가능한 프로세스 산업의 요

3) ETHERNET-APL 통신은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10Mbit/s의 전 이중 통신망이다.

구 사항을 위해 특별히 2022년까지 약 2년 간의 개발 기

4) 폭발-위험지역[Hazardous Area] 내 전원 및 통신

간이 필요하고, ABB, SIEMENSE, Rockwell Automation,

신호를 공급해야 하므로 Area 2 및 Class 1 div. 2 /

EMERSON, YOKOGAWA 등 아래에 LOGO-LIST에 소속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함.

된 세계 12개 DCS 및 Field Instrument Maker들이 한데

5) 본질 안전[Intrinsic Safety]인증도 받아야 함. 사용 승

뭉쳐 21세기 PROCESS 계장분야가 2022년부터 약 1,000

인을 위한 보호 조치로 몇 가지 고급 사양이 추가된

억 달러[$]의 세계시장의 오픈과 더불어 1조원 대에 달하

모양세다. ETHERNET-APL은 까다로운 산업응용 분

는 한국의 PROCESS 계장시장이 활짝 열림에 우리는 목

야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이더넷 표준의 일부이기 때

격자가 되어야 하며, 모두 이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지금

문에 높은 수준의 견고성을 제공해야 하며 안정성에

부터 해야만 한다.

서도 높은 수준의 유지가 필수이다. 특히 PROCESS
계장시설이 2백만~3백만 평의 넓은 지역에 분산되

4-4 물리계층이 갖추어야 할 고급조건 8개 항목

어 있어 폭발 위험이 내재된 석유 또는 석유화학공장

1) ETHERNET-APL은 프로세스계장 산업에서 잘 알려

같은 곳은 완벽한 본질안전 조건이 각 요소요소에 내

진 트렁크 및 스퍼 토폴로지를 사용하며 트렁크 최

재되어 있어야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대 길이는 Zone 1, Div 2 지역에서는 1000미터[m]

6) 모
 든 IT 네트워크에 대한 투명한 연결을 추진한다.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며, 최대 스퍼 길이는 Zone 0,

7) 기
 존 2 선식 필드버스 케이블을 재사용이 가능하도

Div 1지역에서 200m로 지정된다.

록 한다.

2) APL은 IEEE 802.3cg에 정의된 10BASE-T1L 기반

8) N
 AMUR Open Architecture(독일의 프로세스자동화

의 특정 단일 쌍 이더넷이며 고속의 장거리 통신이

유저그룹)에서 인정하는 산업사물인터넷(IIoT)이 가

가능하고, 통신거리는 1,000m이어야 한다. 단일 트

능해야 하며, 평가는 제어실(CCR룸)과 현장을 포함

위스트 페어(2선) 인터넷 케이블로 전원과 이더넷이

하여 이더넷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동시에 공급되는
인터넷 케이블이
어야 한다(현재의
인터넷 선은 전
원 따로 파워 따
로 공급되는 형태
이다. 인터넷선과
파워 선이 분리되

그림 3. ETHERNET-APL 개발에 참여한 12개 DCS/Control valve/Field Instrument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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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가 조항이 있다.
따라서 ETHERNETAPL 통신은 IEEE
802.3 이더넷 사양
의 일부이며 IEEE
802.3은 ODVA의 프
로토콜이다. 따라서
ETHERNET-APL과
는 완전히 호환된다.
Ethernet-APL 통신
은 트위스트 페어 케
이블을 통해 전송되
는 10Mbit/s 전 이중
통신이다. PROCESS
계장 산업에서 널리
그림 4. Ethernet as basis for APL

사용되는 잘 알려진
트렁크 및 스퍼 토폴

4-5 APL의 구조

로지를 포함하여 모든 주요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지원할

ETHERNET-APL은 물리적 계층이기 때문에 다른 프

수 있다. Ethernet-APL은 특히 PROCESS 계장 및 기타

로토콜 또는 통신-스택과는 독립적이며 PROCESS 계

산업의 까다로운 요구 사항에 따른 여러 가지 향상된 기능

장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설계가 되었다. 다음은

을 통합하고, 아울러 본질 안전[Intrinsic Safety] 전원 공급

APL[Advanced Physical Layer]의 구조이다. 여기에

장치와 위험지역 보호를 위한 포트 프로파일을 추가했다.

ODVA의 EtherNet/IP, HART-IP, OPC-UA, PROFINET,
http…… OSI 7 Layer 중 프리젠테이션 영역에 들어

4-7 본질 안전 및 포트 프로파일 사양

있다. 맨 밑, Physical Layer 좌측에는 일반 Ethernet,

본질안전[Intrinsic Safety]은 프로세스 계장의 필수

FAST Ethernet, Gigabit Ethernet, WLAN과 우측의

조건으로 프로세스가 있는 현장의 폭발을 방지할 수 있

PROTOCOL 난에는 ETHERNET-APL이 물리적 계층에

는 유일한 대책이다. 점화 원인이 되는 에너지, 전기 및

들어있는 구조이다.

열을 제한하여 위험한 지역에서 전기 장비를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한 보호 기술이다. 저 전류 및 전압으로 작

4-6 APL을 기본으로 한 이더넷

동할 수 있는 신호 및 제어 회로에서 본질 안전 접근 방

4-5에 8개 항목으로 설명을 했으나, 다시 자세히 설명

식은 회로를 단순화하고 다른 보호 방법에 비해 설치 비

을 부연하자면, ETHERNET-APL은 IEEE 802.3cg에 정

용을 줄일 수 있다. 석유 화학공장 및 광산과 같은 응

의된 10BASE-T1L 기반의 특정 단일 쌍 이더넷이며[인터

용 분야에서 위험한 가연성 가스 또는 먼지가 집중된 영

넷과 파워가 동시에 공급되는] PROCESS 계장 산업에 대

역에서 안전성을 위협한다. 폭발 위험 지역에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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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본질 안

5. APL의 IEC 국제표준 발표 약속

전(ATEX 및 IECEx 폭발 분류에서 "i"로 표시)은 전기 장
비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할 수

국내의 PROCESS 계장의 미래시스템 장벽을 해결하기

있다. 본질 안전은 화학/석유화학공장 등의 폭발 위험

위한 개념에 대해 프로세스 산업의 요구사항은 아주 명

지역에서 현장 계측기를 제어하고 전력을 공급하기 위

확하다.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몇 가지 사양을 향

해 요구되는 전 세계 프로세스계장 산업에서 특히 중요

상시켜야 주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이 해당 관련 조직인

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옵션의 본질 상 안

IEC에 제기가 되었다.

전은 Ethernet-APL 통신 표준의 정의에 완전히 부합
된다. 기술 사양 IEC TS 60079-47 ED1에서 본질 안

5-1 IEC 60079-47 프로젝트 팀 - IEC SC31G WG

전 2, 와이어 이더넷을 정의해야 한다. Ethernet-APL표

Zone0/Class1 Division1까지의 위험지역의 루프전

준의 일부에는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에서 상호 운용 성

원 공급장치 및 별도의 전원 공급장치에 대한 본질안전

을 위한 포트 프로파일 정의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세그

(intrinsic safety)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술위원

먼트 유형, 트렁크~트렁
크 포트(trunk-to-trunk
port)와 스퍼-투-스퍼 포
트(spur-to-spur port)를
구별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른 사양은 차별화 된 전
력 특성을 나타낸다. 즉,
소스 투 로드(source-toload) 및 비 전원 대 비
전원 포트(unpoweredto-unpowered ports.)

그림 5. ISO OSI 모델의 구성도

처럼 또 다른 조항은 전
력 등급의 정의이다. 여기
에는 본질 안전 전원 공
급 장치의 최대 공급 전압
(intrinsically safe power
supply) 및 공급 전류 제
한이 포함된다. 포트 프로
파일 사양에 지정된 추가
주제는 배선 규칙, 터미널
및 커넥터에 대한 핀 할당,
차폐 및 접지 규칙이다.

그림 6. 트렁크 및 스퍼 토폴로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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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인 IEC PT 60079-47 프로젝트 팀의 IEC SC31G는

의 EtherNet/IP와 같은 산업용 이더넷 프로토콜은 물리계

IEC60079의 2-WISE 본질안전 이더넷(2-WISE)에 초점

층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므로 기능의 향상효과를 가져오

이 된 점화 및 보호(ignition protection)에 대한 개념을 확

게 된다. ISO OSI 모델의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립하였다. 한편 실무 그룹에서는 필드버스 본질안전 개념
(FISCO)에서 정의된 보안 주체가 새로운 물리계층에 대

5-5 토폴로지

한 일부 적용을 포함하여 2-WISE기술 사양에도 적합하

ETHERNET-APL에 의해 이미 확립 된 토폴로지가 실

다는 데 동의를 받아냈다. 이러한 인식은 데크라테스트

현될 수 있다. 여기에는 최대 500mW의 필드 장치를 최

및 인증(DEKRA Testing and Certification GmbH)에서 성

대 50개까지 구동할 수 있는 검증된 필드버스 인프라의

공적으로 수행된 테스트를 통해 지원 받고 있다.

트렁크 및 스퍼 토폴로지(trunk-and-spur topology)가

5-2 APL 최종기술 표준규격(IEC TS 60079-47) 발표

포함된다. 본질 안전이 되는 위험지역에 APL 필드 스위

2021년 말까지 IEC 국제표준규격으로 발표가 될 예정

치와 APL 필드 장치를 모두 설치한다.

이다. APL의 유일한 IEC 국제 표준은 이미 최종기술 표준
규격(IEC TS 60079-47)으로 확정되었고 이변이 없는 한

5-6 고객 관점에서의 장점

개발 프로젝트가 중간 완성되는 2021년 말까지는 IEC가

ETHERNET-APL은 고객에게는 장점이 그다지 많지

국제규격으로 완성되는 APL 최종기술 표준규격은 (IEC

않으나, 엔지니어 및 유지 보수 직원에게는 많은 장점을

TS 60079-47)이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PROCESS 계

제공하는 PROTOCOL이다.

장기술자들은 최소한 ETHERNET-APL의 국제표준번호
‘IEC TS 60079-47’ 정도는 2022년부터는 머리에 항상

5-7 시스템 설계 및 통합 시간 단축

암기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필드레벨과 제어레벨 사이에는 하나의 광범위한 통신
기술이 있으므로 ETHERNET-APL 시스템 인프라 구조에

5-3 조직의 사양관리

서는 서로 다른 통신프로토콜을 변환하는 게이트웨이 및

마지막으로 세계 3대 공동 개발조직인 FCG, ODVA 및 PI

프록시(proxies)가 필요하지 않다. 최대 60W의 전원공급

조직이 관련 사양에서 ETHERNET-APL에 대한 정의를 내려

장치 출력으로 인해 전원공급장치 1대 당 더 많은 장치를

야 하며 이 개발 프로젝트는 2020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추가 할 수 있어 세그먼트 수는 감소한다. 잘 알려진 트렁

ODVA내에서 사양의 향상은 ODVA의 Volume 2 “EtherNet/

크 및 스퍼 토폴로지는 Ethernet-APL 시스템으로 조정할

IP 적용(Adaption) CIP”의 EtherNet/IP 물리계층 특별위원회

수 있다. 또한 필드버스 케이블을 재사용하여 기존의 설

(SIG)을 통해 수행을 하기로 했다. 또한 EtherNet/IP 미디어

비를 쉽게 교체할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는 시스템 설계

계획 및 설치 지침은 APL 프로젝트의 공동 작업에서 수행되

의 복잡성이 줄어든다고 본다.

는 설치 지침에 따라 갱신되어야 한다.

5-8 스타트업 노력의 감소
5-4 Ethernet-APL/ ISO OSI 모델의 기본 정의 ISO
OSI model

ETHERNET-APL 인프라를 설치하는 동안 극성의 독
립성(polarity independence)과 공통 트렁크 및 스퍼

이더넷 고급 물리계층 ETHERNET-APL은 IEEE

토폴로지로 인해 설치상의 오류가 감소한다. 설치 후

802.3cg를 기반으로 하는 물리 계층이다. 따라서 ODVA

ETHERNET-APL 인프라의 물리계층은 늘 동일하므로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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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노력도 대폭 줄어든다. 교육에 있어서도 네트워크

이 경험의 첫 번째 결과가 지난 2019년 11월 NAMUR

통신망은 단 하나이므로 교육이 매우 단순해진다. 자동

총회에서 발표되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으며 기술은 기

인스턴스화(auto-instantiation)가 지원되는 IP 기반 통신

대했던 모든 이점을 제공하였다.

의 표준수단을 통해 IT에서 OT의 수직 통합화가 매우 쉬
워진다. 기존 시스템보다 속도는 최대 300배 이상 빠르므

ODVA 에 대하여

로 높은 데이터 전송속도가 가능한 장치 구성할 수 있다.

ODVA는 세계 최고의 자동화 공급업체 회원을 보
유한 국제 표준 개발 및 무역 조직입니다. ODVA의 사

5-9 타임 라인

명은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산업 자동화를 위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관련 사양은 2020년 말

한 정보 및 통신기술의 보급이며, 이를 수행하는 개방

에 완결 및 릴리스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목표는 2021

조직입니다. 표준은 Common Industrial Protocol 또

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ACHEMA FAIR 에서 완전한

는 “CIP™”, ODVA의 미디어 독립 네트워크 프로토콜

네트워크 인프라의 실제 제품으로 ETHERNET-APL을 시

및 CIP의 네트워크 적용 - EtherNet/IP, DeviceNet,

연할 것이다. 출시된 제품은 박람회 직후에 전 세계에 제

CompoNet™ 및 ControlNet™을 포함하며, MODBUS

공될 예정이다.

도 관리합니다. 생산시스템의 상호 운용성과 다른 시스
템과의 통합을 위해 ODVA는 상용 표준 인터넷 및 이

5-10 첫 고객 경험

더넷 기술을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원

2019년 ETHERNET-APL 기술은 독일의 화학 공장 중

칙은 세계 최고의 산업용 이더넷 네트워크 중 하나 인

필름원료 메이커로 유명한 BASF에서 첫 번째 프로토타

EtherNet/IP로 대표가 됩니다. www.odva.org에서

입을 기반으로 평가가 되었다. 평가 프로젝트의 초점은

ODVA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KEMC

이미 설명된 프로세스계장산업의 아래 요구 사항이다.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하나의 이더넷 프로토콜

■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이어야 하며
•모든 자동화 레벨에서 강력한 이더넷 통신이 되어야
하며
•동일한 2가닥 케이블을 통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
고 동시에 전원 공급도 함께하는 장치이어야 하며,

ODVA 유럽 연락사무소
존 잭슨(John Jackson)
jjackson@odva.org
sfales@odva.org +1(734)975-8840

기존의 산업용 필드버스 케이블의 재사용도 가능해
야 한다.

ODVA 본사

•위험지역(hazardous area)에서의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스티브 팔레스(Steve Fales)

•NAMUR Open Architecture(독일의 프로세스자동화

fales@odva.org +(734)975-884

유저그룹)에서 인정하는 산업사물인터넷(IIoT)이 가
능해야 하며, 평가는 제어실(CCR룸)과 현장을 포함
하여 이더넷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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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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대
 용량 인버터 계통 부하 현황과
고조파 품질 수준

수용가 A의 전력특성을 표6에 정리하였다. 3대의 강
압용 변압기와 함께 대용량 인버터 부하를 운영 중이
며 수전점에서의 유효전력 P는 6.33MW, 무효전력 Q는

A. 계통 현황 및 부하 조건

3.53MVAr, 역률은 0.87이다.
선로 A1은 TR 22.9kV/0.48kV, 6MVA, Z5%와 인버

컴퓨터 계산에 사용된 인버터 수용가 계통 및 부하 현

터 부하 500HP 10set, 유도성 부하 1.2MVA, 진상콘덴서

황을 다음 표 5, 6에 정리하였다.
전원 계통의 주요 파라미터는 공급 전압 154kV,

1.0MVAr로 구성되었다. 전압 왜형율은 진상 콘덴서를 접

단락용량 6,800MVA, X/R비 10, 배전용 변압기

속할 경우 VTHD 12.26%, 분리했을 때 7.89%로 콘덴서에

154kV/22.9kV, 60MVA, Z14.5%이며 해당 수용가 A,

의해 전압 왜형율이 더 심각해진 결과를 보였다.

B 이외 기존 부하 사용 전력은 P 36MW, Q 16MVAr,

선로 A2는 TR 22.9kV/0.48kV, 4MVA, Z5%와 인버

22.9kV 모선의 백그라운드 고조파 VTHD는 1.89%이

터 부하 500HP 5set, 250HP 5set, 유도성 부하 0.6MVA,

다. 변전소의 전압조정용 콘덴서 뱅크 22.9kV, SR6%,

진상콘덴서 0.5MVAr로 구성되었다. 진상콘덴서 접속 시

5MVAr 2set를 포함시켰다. 변전소와 수용가 A와 B간의

의 전압 왜형율 VTHD는 11.29%, 콘덴서를 분리할 경우

2

선로는 각각 1.5km, XLPE 600mm 이다.
표 5. 배전 계통 모의 적용 상수

VTHD는 8.56%이다.

전원 특성

154kV, 3P, 60Hz, Qsc 6,800MVA, X/R 10

기존 전력

22.9kV, P 36MW, Q 16MVAr

배전용 변압기
기존 고조파 전압

전압 보상용 콘덴서

38

154kV/22.9kV, 60MVA, Z14.5%

VTHD 1.89%, 3rd 0.51%, 5th 1.38%, 7th 1.15%, 17th 0.05%
22.9kV, SR6%, 5MVAr x 2Banks

표 6. 수용가 부하 및 0.48kV 선로 고조파 전압 왜형율 VTHD 계산 결과

개소

수용가 A

수용가 B

TR용량 (22.9kV/0.48kV Z5%) 및 부하

A1

A2

A3
B

6MVA, 인버터 500HP 10set, L1.2MVAr
콘덴서 1MVAr SR1%

4MVA, 인버터 500HP 2set, 250HP 5set, L0.6MVAr
콘덴서 0.5MVAr SR1%

2MVA, 인버터 500HP1set, 250HP 6set, L0.4MVAr
콘덴서 0.3MVAr SR1%
3MVA, DCMD 800HP 3set, L0.6MVAr
콘덴서 0.3MVAr SR1%

IEEE Std. 519 기준 VTHD < 5%

선로A3는 TR 22.9kV/0.48kV, 2.0MVA, Z 5%와 인버
터 부하 500HP 1set, 250HP 5set, 유도성 부하 0.4MVA,

no Cap
7.89

8.56

8.48
6.67

VTHD[%] 0.48kV 모선
SR1% Cap

SR6% Cap

11.29

7.0

12.26

11.85
9.49

6.2

6.9
5.6

경우 6.67%를 보였다. 수용가 B의 진상콘덴서 접속 시 역
률은 0.94로 개선되었다.

진상콘덴서 0.3MVAr로 구성되었다. 전압 왜형율 VTHD

여기서 문제는 수용가 A와 B의 모든 콘덴서가 상위의

는 진상콘덴서가 접속된 경우 11.85% 콘덴서가 분리될 경

강압용 변압기와 병렬 공진을 일으켜 전압 왜형을 가속화

우 8.48%를 보였다.

시키는 현상인데 콘덴서만을 시설하거나 콘덴서 용량의

역률만을 분리해서 보면 선로 A1, A2, A3의 진상콘덴서
를 투입하면 수용가 A는 0.95로 개선되었다.

1% 내외인 돌입전류 억제용 직렬 리액터를 시설한 경우에
공진 확률이 높아진다[12]. 우리나라에서 보편화한 직렬리

수용가 B는 1대의 강
압용 변압기와 함께 대
용량의 SCR 정류기
형 직류 모터 드라이브
(DCMD)를 운영 중이며
유효전력 P 1.57MW, 무
효전력 Q 0.8MVAr, 역
률은 0.89이다. 선로
는 TR 22.9kV/0.48kV,
3.0MVA, Z5%와(DCMD)
부하 800HP 3set, 유도
성 부하 0.6MVA, 진상콘
덴서 0.3MVAr로 구성되었
다. 진상콘덴서를 접속하
면 전압 왜형율 VTHD는
9.49%, 콘덴서를 분리할

그림 24. 수용가 A, B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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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터 SR6%의 경우에도 공진 확대 문제는 피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IEEEStd.519의 고조파 전압 왜형율 VTHD
가이드라인 5%를 만족 할 수 없다. 직렬리액터 6%를 적
용할 경우 VTHD는 A1에서 6.2%, A2에서 7.0%, A3에서
6.9%, 수용가 B에서 5.6%로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 공진
현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절에서 언급한다.

B. 계통 공진
이처럼 수용가 A, B의 0.48kV 선로 모두에서 전압 왜

그림 27. A1 0.48kV 선로 고조파 임피던스

형율 VTHD는 IEEE Std.519의 규제치 5%를 초과하는 문
제를 보였다. 특히 A1의 경우 진상콘덴서의 투입에 의해
전압 왜형율 VTHD가 12.3%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25, 26
에 전압파형을 나타냈다. 그림 27은 PSCAD의 고조파 임
피던스 스캔 툴을 사용하여 구한 A1의 0.48kV 선로 고조
파 임피던스의 스캔 해이다. 제5차와 제7차 영역에서 임
피던스가 높고 위상각 또한 진상영역에 있음을 확인할 수

그림 28. A1 콘덴서 투입 전후 전압 스펙트럼

있다. 그림 28은 진상콘덴서 접속 시와 분리 시 전압 스펙
트럼을 FFT에 의해 비교한 것으로 제11차와 제13차 고조
파 전압은 감소하나 제5차 고조파 전압 V5는 10.6%, 제7
차 고조파 전압 V7은 6.0%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5. A1 0.48kV 선로 전압 VTHD 12.3%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용량의 비선형 부하 계
통은 가능한 사전 엔지니어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C. 배전 계통의 고조파 왜형
배전 변전소의 22.9kV 모선 PCC의 전압 왜형율 VTHD
는 시간대에 따라 2.61%~4.29%를 나타냈다. 주요 고
조파 전압은 제5차와 제7차로 V5는 1.58%~3.64%, V7
그림 26. B 0.48kV 선로 전압 VTHD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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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78%~2.24% 범위였으며 전압조정용 콘덴서 SR6%,

5MVAr 2 뱅크가 접속되었을 경우 전압 왜형율이 낮아지
고 분리되었을 경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29의 전압파형은 전압왜형율이 4.29%이고 이 수
준이면 변압기를 비롯한 전력설비의 이상 소음과 과열
현상이 따른다. 동시에 수용가 A의 인입점 전압 왜형율
VTHD는 3.34%에서 5.08%의(그림 30) 범위이며, 수용가
B의 인입점의 전압 왜형율 VTHD는 2.75%에서 4.44%까
지 변동하였다.
이처럼 전력 공급사의 전압 왜형율 가이드라인 VTHD 3%

그림 29. 22.9kV PCC 전압 VTHD 4.29%

를 초과하기 때문에 수용가에서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IEEE Std. 519의 전류 왜형율 ITDD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려면 계통의 PCC 단락용량과 수용가 A, B의 수
요전류를 구하여 단락비 SCR(short circuit ratio)을 산
출하여야 한다.

(15)
그림 30. 수용가A 22.9kV 전압 VTHD 5.08%

Qsc : 단락 용량 [MVA]
QTR : 변압기 용량 [MVA]
에서 단락 용량을 구하면 413.8MVA가 된다. 여기서 단

파 전류 왜형율 가이드라인은 ITDD＜8.0%이다. 같은 방
법으로 수용가 B를 계산하면 SCR은 137.9가 되며 이때 고

락 전류 Isc를 구하면

조파 전류 왜형율 가이드라인은 ITDD＜15%이다. 22.9kV
(16)

선로 고조파 전압 왜형율과 A, B 수용가 고조파 전류 왜
형율을 다음 표 7, 8에 정리 하였다.
23kV 선로 고조파 전압 왜형율 VTHD는 PCC와 수용

Isc : 단락전류 [A]

가 A, B에서 전력 공급사의 제한치인 3%를 초과하고 있다.

VLL : 선간전압 [V]

표7에서 와 같이 전류 왜형율 ITDD 역시 SCR 20<50 범위

단락 전류는 10,432A가 된다. 최대 수요전류 IL은 수요

의 ＜8%와 100＜1000 범위의 ＜15%를 크게 벗어난 ITDD

전력이 12MVA이므로 302A가 되며 단락비 SCR은 34.54

32.0% 및 23.2%로 수용가측의 대책이 필요한 케이스이다.

가 된다.

수용가 A, B의 전류파형은 그림 31과 그림 32에 나타냈다.
(17)

IEEE Std. 519에 의하면 SCR 34.5인 수용가 A의 고조

D. HHFi에 의한 부하 개별 보상 결과
직렬리액터(series reactor) SR1% 진상 콘덴서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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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수용가A 전류 ITHD 56.6%

그림 33. 수용가 A1 HHFi 적용도

하고 해당 필터 수만큼 튜닝 차수 앞에 피크 임피던스가

그림 32. 수용가B 전류 ITHD 41.7%

형성되는 문제가 있어 대단위 용량의 필터가 아닌 경우

스위칭 과도전류를 제한 할 수는 있으나 계통과의 공진

그 적용이 쉽지 않다. 능동형 고조파 필터 방식을 고려 해

문제가 있고 SR6% 진상 콘덴서 방식 또한 고조파 필터링

볼 수도 있으나 경제성면에서 불리하다.

에는 한계가 따른다. 무효전력과 고조파 전류를 동시에 보

여기서는 현실적 방안으로 수용가 A와 B의 모든 인버

상하는 직렬 동조 필터 방식도 있으나 제5차, 제7차, 제11

터와 및 DC모터 드라이브에 개별 보상 방식인 HHFi를 적

차 Hi-pass 고조파 필터와 같이 다수의 뱅크를 시설해야

용하였다. HHFi는 그림 20과 같이 간결한 구조이며 폭넓

표 7. 수용가 A, B 및 변전소 PCC 전압 왜형율 VTHD (SR6% 10MVAr 콘덴서 접속/분리)

PCC

수용가 A

2.61/4.29

22.9kV 전압왜형율 VTHD [%] 기준

3.34/5.08

수용가 B

2.75/4.44

IEEE Std.519

KEPCO

limit <5%

limit <3%

표 8. 수용가 A, B 고조파 전류 왜형율 ITHD and ITDD

전류 왜형율 [%]
수용가 A

SCR 34.5
ITHD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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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 B

ITDD
32.0

SCR 137.9

ITHD
41.7

IEEE Std.519 ITDD
ITDD
23.2

SCR

20<50
8.0

100<100
15.0

표 9. HHFi 적용 전, 후 500HP 인버터의 역률 및 전류 왜형율 비교

필터 유무

DPF

필터 미적용

TPF

0.99

HHFi

ITHD

0.75

0.99

87.5%

0.99

4.23%

표 10. HHFi 적용 후 수용가A, B 및 PCC 전압 왜형율 VTHD

PCC

1.85

22.9kV 전압 왜형율 VTHD [%] 기준

수용가 A
1.87

수용가 B
1.41

IEEE
Std.519

limit <5%

Uitility

그림 34. 필터 미적용 인버터 입력전류

limit <3%

은 대역에서 고조파 전류를 흡수하여 IEEE Std.519를 충
족시킬 뿐 아니라 역률 개선 효과도 좋고 계통과의 공진
발생 가능성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33에 수용가 A1
의 HHFi를 적용한 인버터 그룹을 나타냈다.
그림 34와 그림 35는 HHFi의 적용 전후의 500HP 인버
터 입력전류 파형이다. 후자는 거의 정현파에 가까우며 전

그림 35. HHFi 적용 시 인버터 입력전류

류 왜형율 ITHD 또한 4.23%로 개선됨을 알 수 있다. 역률
도 HHFi를 적용하면 변위역률과 진역률 모두 높게 유지됨

율과 전류 왜형율 ITDD를 해석하였다.
표 10과 같이 전압 왜형율 VTHD는 변전소 PCC 1.85%,

을 알 수 있다.
이같이 수용가 A, B의 모든 부하에 개별로 HHFi 보상

수용가A 1.87%, 수용가B 1.41%로 모두 IEEE Std.519와

방식을 적용하여 PCC, 수용가A, 수용가B에서 전압 왜형

KEPCO의 제한치 5% 및 3% 미만을 만족하였다. 전류 왜

표 11. HHFi 적용 후 수용가 A, B 전류 ITHD and ITDD

ITHD[%]
3.6

수용가 A
SCR 34.5

ITDD[%]
2.05

전류 왜형율 [%]

수용가 B
SCR 137.9
ITHD[%]
ITDD[%]
3.7
2.06

IEEE Std.519 ITDD
SCR
20<50
100<100
8.0
15.0

표 12. HHFi 적용 전후 수용가A, B 0.48kV 선로 전압 VTHD

개소
수용가 A

수용가 B

A1
A2
A3
B

0.48kV 선로 VHD[%]
SR1% Cap
12.26
11.29
11.85
9.49
IEEE Std. 519 기준 VTHD < 5%

HHFi
2.21
2.27
2.25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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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22.9kV PCC 전압 VTHD 1.85%

그림 38. 수용가 A 개선 후 전류 ITHD 3.6%

그림 37. 수용가A 22.9kV 전압 VTHD 1.87%

그림 39. 수용가 B 개선 후 전류 ITHD 3.7%

형율 ITDD 역시 표11과 같이 수용가A의 경우 2.05%, 수용

비롯한 전력설비의 진동소음과 과열, 오동작을 피할 수 있

가B의 경우 2.06%로 개선되어 IEEE Std.519의 제한치인

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8%와 15% 미만 조건을 만족 시켰다.

그림 39는 개선 후의 22.9kV 선로 PCC의 전압 왜형율

각 수용가의 저압선로 저압왜형율 VTHD를 보면 표 12

VTHD 1.85%의 전압파형이며 그림 40은 수용가A 인입점

와 같이 수용가 A1의 경우 VTHD는 2.21%로 A2의 경우

에서 전압 왜형율 VTHD 1.87%의 전압파형이다. 이전에

2.27%, A3의 경우 2.25%로 개선 되었고 수용가 B의 전압

보았던 그림 29 전압 왜형율 VTHD 4.29% 및 그림 30 전

왜형율 VTHD는 9.49%에서 1.41%로 개선되었다. 이 같은

압 왜형율 5.08%에 비하면 훨씬 더 정현파에 근접하게 되

결과로 KEPCO와 IEEE Std.519의 가이드라인을 만족할

었음을 알 수 있다.

뿐 아니라 배전선로용 케이블과 강압용 변압기, 차단기를

표 12에 솔루션 방식별 유효전력P, 무효전력Q, 변위역

표 13. 해결 방안별 수용가 A, B 전력 및 변위역률 DPF, 진역률 TPF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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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해결 방안

P[MVAr]

Q[MVAr]

수용가 A

SR1% LV cap

6.3

2.2

수용가 B

SR1% LV cap

no cap.
HHFi

no cap.
HHFi

6.3

6.7

1.5

1.5

1.5

DPF

TPF

ITHD[%]

0.82

53.2

3.5

0.87

0.83

2.1

0.95

0.95

0.8

0.6

0.7

0.94

0.89

0.92

0.91

0.86

0.85

0.91

30.6

3.59

23.6

38.6

3.72

률 DPF, 진역률 TPF의 특성 변화를 나타냈다. 콘덴서가

[3] IEEE Std.1459-2000, “IEEE Trial Use Standard Definitions of the

없는 경우 변위역률 DPF와 진역률 TPF 모두 0.9이하이고

Measurement of Electric Power Quantities Under Sinusoidal,

직렬리액터 SR1% 진상콘덴서 보상의 경우에도 변위역률
DPF만이 0.9를 만족하고 진역률 TPF는 수용가A, B 모두

Nonsinusoidal, Balanced, or Unbalanced Conditions.”
[4] Adel Nasiri, Seyed Ahmad Hamidi, “Distortion Power in Power
Electronics Handbook (Fourth Edition),” 2018

에서 0.82와 0.85로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HHFi를

[5] W. Mack Grady, “Harmonics and How They related to Power

적용한 경우에는 수용가A, B 모두 변위역률 DPF 및 진역

Factor,” Proc. of the EPRI Power Quality Issues & Opportunities

률 TPF가 0.9이상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VI. 결론

Conference (PQA ’93), San Diego, CA, November 1993.
[6] M ohamed, et al, “The Coste of Harmonic Loasses and
Mitigations in Distribution SYstem,” CIRED,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ity distribution, Turin, June 2005.
[7] Roger C. Dugan, Mark F. McGranaghan, Surya Santoso, H.

유도성 부하에 의한 무효전력 보상이 쟁점이 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비선형 부하의 수요가 대다수를 차
지함에 따라 무효전력 보상에서도 변위역률(DPF)과 진역

Wayne Beaty, “Electrical power systems quality, second edtion,”
McGraw-Hill, 2002
[8] Dylan Dah-Chuan Lu, “An Update on power quality,”INTECH,
2013, p28

률(TPF)로 구분하여 다뤄야 하고 여기서부터 파급된 고

[9] Cummings, P. G., “Estimating effect of system harmonics on losses

조파 등의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비용이 가중되고

and temperature rise of squirrel-cage motors,” IEEE transaction on

있다. 본 고에서는 변위역률(DPF)과 진역률(TPF)에 관하

industry application, Nov./Dec. 1986, pp. 1121-1126

여 논하였으며, 전력회사의 배전선로부터 말단의 인버터
계통까지 일반적인 조건과 HHFi에 의한 보상 조건을 모
델링하여 해석함으로써 다양한 결과의 전기적 특성치를
산출하였다.
여기에 소개한 HHFi는 다수의 펌프나 팬 등 가변속 모
터 드라이브를 채용한 계통에서도 엔지니어링 해석의 기
술적 부담을 피할 수 있고 시설이 간편하여 실용적이면

[10] Rice, D. C., “Adjustable speed drive and power rectifier
harmonics-their effect on power systems components,” IEEE
paper no. PCIC-84-52, pp. 269-287.
[11] Wood, W. S., et al, “Effects of supply voltage waveform
distortion on motor performanc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urce and effects of power system disturbances, London,
England, Apr. 22-23, 1974, pp. 261-267.
[12] Gopal Gajjar, A. M. Kulkarni, and S. A. Soman, “Interaction of
capacitor bank inrush current limiting reactor and medium

서도 성능이 뛰어난 경제형 인버터 전용 보상장치라 할

voltage vacuum circuit breakers,” IPST International conference

수 있다. KEMC

on power system transient,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BC, Canada on July 2013.
[13] IEEE Std.519-1992, “IEEE Recommended Practic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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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설계, 최소한의 출력으로 간단한 엔지니어링 가능
SIEMENS SINAMICS Chassis-2 신제품
SIEMENS는 현재와 미래의 시장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다. 주로 개선된 전기적 특성과 새로운 강력한 기계적 설

위해 SINAMICS S120의 전기적, 기계적 새로운 디자인을

계 덕분에 새로운 SINAMICS S120 샤시-2 장치는 기존

선택했다.

플랜트에 간단히 통합될 수 있다.

새로운 샤시 드라이브는 최첨단 부품으로 가장 높은 수

유형 플레이트에 제공된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는 언제

요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었으며, 속도 제어 팬을 가진 혁

든지 기술 데이터와 인증서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할 수 있

신적인 냉각 개념이다. 매우 높은 신뢰성과 가용성을 보장

어서 사용자에게 인더스트리 4.0의 가능성을 열어 준다.

하기 위해 향상된 유형과 시스템을 테스트해서 개선되었

컨버터는 특히 제철소, 제지공장, 크레인, 컨베이어, 시험

다. 이러한 이점에 더하여 낮은 출력 주파수에서 절반 이

장비 등과 같은 공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추가로

상이 감소하는 등 출력을 최소화했다. 전체적으로 전기 설

DC-Link 연결을 통해서 얻는 동적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

계는 최소한의 출력으로 간단한 엔지니어링을 가능하게
하고 최악의 경우라도 수명을 늘리도록 조정되었다.
응용 프로그램의 실제 고객 요구 사항에 따라 유지보

향상된 가용성 및 확장된
유연한 모듈식 구동 시스템

수를 계획할 수 있으며, 또한 가장 긴 동작 시간을 보장하
기 위한 상태 모니터링과 같은 추가 기능을 지원한다.
제품 자체는 가볍고 작으며, 모든 이전 기기와 호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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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MENS는 새로운 SINAMICS S120 샤시-2와
SINAMICS S120 캐비닛 모듈-2를 통해 최근 몇 년간 고성

능 드라이브 분야에서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오늘
날 사용자들은 공장내 솔루션으
로 단순화된 엔지니어링, 설치 및
통합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더
낮은 운영 비용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인버터에 대한
요구사항은 복잡한 새로운 애플
리케이션과 보조를 맞추어 증가
하고 있다. SIEMENS는 혁신적인
SINAMICS S120 샤시-2 장치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새
로운 기능과 기능을 제공하고 있
다. 고성능 컨버터는 다양한 산업
분야와 모든 종류의 응용 분야에
대한 최적의 동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표준 설치 공간이 더 작고
폭이 최대 60% 작아

혁신적인 설계와 최첨단 구성 요소를 통해
새로운 고성능 SINAMICS S120 샤시-2
컨버터는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영,
다운타임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된다.

캐비닛 시스템 SINAMICS S120 캐비닛 모듈-2는
신뢰성, 경제성 및 유연성 측면에서 샤시의 모든
혁신적인 이점을 결합하여 유형 및 시스템
테스트 즉시 사용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제어 애플리케이션이 까다로운 상황에도 고객에게 적
새 파워 모듈의 가장 큰 특징은 소형화이다.

합한 SINAMICS S120 샤시-2 또는 캐비닛 모듈-2를 선택

SIEMENS는 설계를 최적화함으로써 기존 SINAMICS

에 따라서 정밀하게 제어 가능하게 한다. 표준 펄스 주파

S120 장치에 비해 모델에 따라 새 장치의 설치 공간을

수를 2.5Khz 증가시켜 시스템 효율을 크게 높이고 출력을

30-60% 줄이는데 성공하여 전체 용량 범위에 걸쳐 표

최소화했다. 제품의 고성능 IGBT와 신뢰할 수 있는 캐패

준화된 설계로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였다. SINAMICS

시터, 강력한 전자 모듈, 혁신적인 냉각 개념 및 가변 속도

S120 샤시-2 또는 캐비닛 모듈-2는 익숙한 SINAMICS

팬, 유형 및 시스템 테스트는 SINAMICS S120 샤시-2와

및 마스터드라이브 시리즈와 호환되어 기존 공장에 단

SINAMICS S120 캐비닛 모듈-2를 유지, 다운타임 및 유지

순 통합 및 개보수를 보장하다. 이러한 개선된 냉각 개

보수 비용을 줄이면서 또한 내구성을 향상되었다.

념은 가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냉각 비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캐비닛 시스템 SINAMICS S120 캐비닛 모듈-2

불필요한 손상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다. 표준화된 전

는 단순화된 엔지니어링 및 개선된 경제성, 유연성 및 최

원 단자대의 사용은 설치를 단순화하고 보다 신속한 진

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샤시 버전의 모든 혁신적인 이

단을 가능하게 한다.

점을 결합했다. KEMC

47

Technical Series

차단기 설계 ④

(4) 충격 내전압 시험

로하여 다음에 나타낸 전류를 1초간 통전한다. 3상 시험의

파형은 1.2μs×50μs(파형의 여유도는 파두장에서 ±

경우에는 3상 중에서 최소한 1상의 값이 <표 3-7>에 나타

30%, 파미장에서 ±20%로 한다)로 하고 시험의 횟수는
정부 극성별로 각 1회로 한다.

낸 정격 단시간 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그 전류는 통전 최초의 주파에 있어서 그 정격값

단시간 전류 시험은 시험할 차단기를 완전히 조립하여

(실효값)의 2.5배 이상의 파고값을 가져야 한다. 또, 시

될 수 있는 한 실제에 가까이 고정시켜 사용 상태에서 폐

험 전류의 주파수는 정격 주파수의 80~120%의 범위

<표 3-7> 차단기 정격 기준

정격전압
[kV]

3.6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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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차단전류
[kA]
8
12.5
16
20
25
31.5
40
8
12.5
16
20
25
31.5
40

정격차단시간
[사이클]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정격전류
[A]

400
600,630,1200,1250
600,630,1200,1250
600,630,1200,1250
600,630,1200,1250,2000
1200,1250,2000,3000,3150
1200,1250,2000,3000,3150
400
600,630,1200,1250
600,630,1200,1250
600,630,1200,1250
600,630,1200,1250,2000
1200,1250,2000,3000,3150
1200,1250,2000,3000,3150

정격단시간 전류
[kA]
8
12.5
16
20
25
31.5
40
8
12.5
16
20
25
31.5
40

차단용량(²)
[MVA]
50
80
100
125
160
195
250
100
160
200
250
320
390
500

이내로 한다.

호 되지 않는 구조이며 arc에 직접 노출되는 발호부

주(²) 차단 용량은 그 차단기가 적용되는 계통의 3상 단락 용량의

는 내소호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였고 접촉자의 교

한도를 표시하고, 다음식으로 구해지며 참고값으로 한다.
차단 용량[MVA] = 1 x 정격전압[kV] x 정격차단전류[kA]
비고 1. 정격 투입전류: 정격 차단전류의 2.5배로 한다.
2. 투입전류는 투입시 촤초 주파 파고값의 최대값으로 표시하고
각 상 중 최대의 것을 취한다.
출처: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

환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 있다. 또, 장기간 사용
하여도 접촉 압력 및 접촉 기능이 변화되지 않는 구

출되는 발호부는 내소호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였고 접

조로 제작되어 있으며, 기종에 따라 Finger type과

작되어 있다. 또, 장기간 사용하여도 접촉 압력 및 접촉

Tulip Type으로 구분되어 있다. 아래 [그림 4-1]은

작되어 있으며, 기종에 따라 Finger type과 Tulip Type

접촉자 형태의 예를 보여준다.

4-1]은 접촉자 형태의 예를 보여준다.
4. 단락 시험
단락 시험은 시험할 차단기를 완전히 조립하여 될 수
있는 한 실제의 사용 상태에 가까이 고정시킨 상태에서
시험을 한다.

제4장 차단기 상세 설계
4.1 차단기 재료 및 부품의 선정
4.1.1 차단기의 구조

[그림 4–1] 접촉자의
[그림 4-1] 접촉자의
형태 예형태 예

2. 절연물 : 차단기의 주 회로부에 사용되는 절연 로드,
통 등의 차단기 내부에서 사용되는 절연물은 장
2.절연
절연물

차단기의 구조는 간단견고하고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

기간에 걸쳐서 흡습이 특히 적도록 절연 처리를 한

여 전기적기계적 성능이 내구적이다. 또 조작은 원활, 확

것을 사용하고 충분한 기계적전기적 강도를 가져서

실하게 수행되고 충격이 적으며 보수 점검이 안전하고 용

장기간의 사용에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이한 구조로 제작되어 있다. 특히, 볼트 체결 부분은 기계
적 충격에 의하여 이완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되어 있다.

차단기의 주 회로부에 사용되는 절연 로드, 절연 통

절연물은 장기간에 걸쳐서 흡습이 특히 적도록 절연 처리

계적·전기적
강도를
가져서
장기간의
사용에 견딜 수 있
3. 부싱
및 애자(인출형
차단기에만
적용됨.)
: 차단기의
내부의 절연과 충분히 협조될 수 있
3.부싱은
부싱 차단기
및 애자(인출형
차단기에만 적용됨.)
는 절연 강도를 가지고 있어 차단기의 대고장 전류

4.1.2 차단기 부품의 호환성
차단기의 부품 중에서 마모 또는 열화로 대체가 필요한

차단기의 부싱은 차단기 내부의 절연과 충분히 협조될 수

차단에 기계적전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차단기의
전류
차단에 도체를
기계적·전기적으로
안전
4. 접속
단자 및 대고장
접지 단자
: 차단기에
접속할

부품은 부품 또는 부품군별로 용이하게 바꿀 수 있는 호

단자는
전류에 따라 충분한 접
4.접속
접속
단자차단기의
및 접지정격
단자

환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는 간단히 행할 수 있는 구조

촉 면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 접지 단자는 지

로 제작되어 있다.

락 전류나 뇌 전류를 손상 없이 방전할 수 있는 전류

4.1.3 진공 차단기의 부품
1. 접
 촉자 및 터미널 : 접촉자란 차단기 내부에서 구동
되는 접점이 부착된 기구부를 말한다. 접촉자는 차단
기에 있어서 소모가 적고 소정의 개소 이외에서는 발

차단기에 도체를 접속할 접속 단자는 차단기의 정격 전

가질갖도록
수 있어야
한다.한다.
또, 접지 단자는 지락 전류나 뇌
용량을
제작되어야
전류제어
용량을
5. 전기적
회로갖도록
: 전기적제작되어야
제어 회로는한다.
투입, 트립
동작이 확실하고 펌핑 동작 방지 및 재폐로 동작에

5. 전기적 제어 회로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투입 및 트립 제어 회로

회로는
확실하고 펌핑
는 전기적
차단기가제어
전압변동
범위투입,
내에서트립
손상동작이
없이 확실

합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투입 및 트립 제어 회로는 차
상 없이 확실히 투입 및 트립시킬 수 있어야 한다.
6. 수동 버튼 및 상태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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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의 전면에는 수동 투입, 트립을 할 수 있는

ON/OFF 상태를 확실히 표시할 수 있는 ON/OFF 상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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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투입 및 트립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차단기를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부품의 기능과 성능

6. 수동 버튼 및 상태 표시기 : 차단기의 전면에는 수동
투입, 트립을 할 수 있는 수동 ON/OFF 버튼, 차단기

확인
가. 차단기의 기능 성능을 확인한다.

의 ON/OFF 상태를 확실히 표시할 수 있는 ON/OFF

정상의 부하 전류는 물론 단락전류와 같은 사고 시

상태 표시기, 투입 스프링의 차지, 디스차지 상태를

의 대전류도 지장 없이 개폐할 수 있으며 회로 보호

표시하는 상태 표시기를 차단기 외부에서 용이하게

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기계적전기적으로 트립 프

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리(trip free)로 되어 있다.
나. 고압 차단기의 성능에 따른 비교하기

4.1.4 차단기 재료 및 부품 선정
1. 차단기 설계를 위하여 적합한 재료
와 부품 선정
가. 차단기 설계를 위하여 사양서를 작

<표 4-1> 고압 진공 차단기 구성품의 예

<표 4-2>는 고압 차단기의 성능을 비교하고 있다.

<표
<표 4-1>
4-1> 고압
고압 진공
진공 차단기
차단기 구성품의
구성품의 예
예

<표 4-1> 고압 진공 차단기 구성품의 예
<표 4-1>
4-1> 고압
예예
<표
고압 진공
진공차단기
차단기구성품의
구성품의

<표 4-1> 고압 진공 차단기 구성품의 예

그림

성한다.

명칭

진공인터럽터
(Vacuum
imterrupter)

고객의 요구서에 의한 사양서를 작
성한다.
나. 사양서에 의한 차단기 구성품을 결
정한다.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차단기 부
품인 소호 장치, 계폐 기구, TRIP 기

함한다.

고압 진공차단기(VCB)의 차
단기능을 구현시켜 주는 진공
차단기의 핵심 부품. 통전 및
차단기능을 밀폐된 진공관에
서 실시하여 주는 기기

크레들 악세사리
(Cradle Ass’y)

배전함(개폐기를 비롯하여 배
전기구, 계량기 등을 설치한
상자)에 본체를 안착시키기
위한 보조 장치

터미널 악세사리
(Teminal Ass’y)

고압 진공차단기(VCB)의 전
류를 통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품

구, 단자 나사 부분등의 테스트 기
판전자 결합체조작 기판 등을 포

설명

진공 차단기의 경우 접촉자, 절연

기중차단기(ACB)의 BASE
메인 쉐프트 악세사리
ASS’Y에전류의 통전 역할을
(Main Shaft Ass’y)
담당하는 핵심부품

물, 부싱 및 애자 (인출형 차단기에
만 적용됨), 접속단자 및 접지단자,
전기적 제어회로용 부품, 수동 버
튼 및 상태 표시기 등을 결정한다.

메커니즘 악세사리 기중차단기(ACB)의 차폐 기
(Machanism Ass’y) 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물

다. 차단기 구성품이 결정되면 차단기
의 특성, 사용 환경에 따라 적합한
재질을 선정한다.
라. 관련 규격 및 표준에 적합하게 재

베이스 악세사리
(Base Ass’y)

질 및 부품을 선정한다.
<표 4-1>는 고압 진공 차단기의 구성
품 예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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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4

64
64
64

기중차단기(ACB)의 전류를
통전(ON/OFF)하는역할을
담당하는 기구

<표 4-2> 고압차단기의 성능 비교

종류

성능

전압(kV)
차단용량(MVA)
차단시간 (cycle)

개폐수명(회)

가스 차단기
(GCB)

자가 차단기
(MBB)

400~3,000

200~4,000

400~2,000

600~12,000

600~3,000

8~40 8

8~50

14~40

20~50

16~50

3~5

소호실.접촉부의 보수점검

개폐서지전압

극소 유량 유입차단기
(LOCB)

50~1,500

차단전류 (kA)

차단 시의
소음

탱크형 유입차단기
(OCB)

3.6~36

전류(A)

청결감

진공 차단기
(VCB)

가장 간단하다

동상개폐

무부하

3.6~36

50~1,500
3~5

어렵다.
(오일교체)

간단하다.
(케이스교체)

작다

작다

작다

작다

작다

조금 높다

30~50

3~5

10,000~30,000

2~5

어렵다.
(오일교체)

불청결하다

작다

가장 높다.

150~4,500

3~5

블청결하다

작다

3.6~550

100~1,500

가장 깨끗하다

단락전류
의 차단

단락 전류

3.6~300

높다

10,000

10,000

100~1,000
5

간단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작다

크다

작다

낮다

가장낮다

10~30

4~6

10,000

3~5

2.6~12

10,000

4.2. 차단기의 상세설계

4.2.3 접점의 요구 성질

4.2.1 접점의 정의

1. 접촉 저항이 낮고 안정적일 것

전기 접점이란 차단기, 개폐기 등의 전기기기에 대하여

2. 내용착성이 좋고 개폐가 확실할 것

전기 회로의 개폐 또는 접촉을 기계적으로 행하는 전기적

3. 전기 전도도, 열 전도도가 좋을 것

소자를 말하는 것으로 주요 사용처는 각종 스위치, 릴레

4. 내마모성이 좋고 접촉면의 변화가 적을 것

이, 전자개폐기, 배선용 차단기, 차량용 전장품, 전기 기관
차, 고압 송·배전 설비 및 엘리베이터 등 모든 산업에 이

4.2.4 접점의 재질별 특징

용되고 있다.

접점의 재질별 특징은 <표 4-3>과 같다.

4.2.2 접점 재료 용어의 정의
1. 비중: 동일 체적의 표준 물질과 접점 재료의 질량 비
2. 경도: 접점 재료의 단단한 정도
3. 전기전도도: 저항률(고유 저항) ρ의 역수를 나타내는 값
4. 접촉저항: 전기회로 개폐에서 접촉에 의하여 발생되

<표 4-3> 접점 재질별 특징

재 질
Au

는 전기저항
5. 온도상승: 전기 회로의 개폐 동작에 따라 접점 재료
의 온도가 상승하는 정도
6. 사용 온도 범위: 접점 재료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위 온도 범위

Ag

특

징

- 화학적으로 안정
- 우수한 내산화성
- Ag, Ni, Pd 등을 첨가 사용하여 경도 향상
- 접촉부 사용
- 도금하여 사용

비고

- 가장 좋은 전기 전도도와 열 전도도
- 화학적으로 불안정(산화에 취약)
- 절연성 피막 형성이 쉬워 접촉 구조, 회로
조건에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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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eries

AgPd계

- 내유화에 우수함
- 습동성이 우수함

4.2.6 차단기 상세 설계를 위한 스프링의 정의

- Cu와 합금화장점 : 경도 상승, Cu 함량에
AgCu계 따른 내산화에 변화, 저부하 DC용으로 많
이 사용됨.

- Ag의 내용착성, 내마모성 향상
AgNi계 - Ni은 Ag에 고용도가 낮아 분말 야금법에
 접점의 종류
의하여 제조

- 내용착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
AgCdO - 안정된 접촉 저항
계
- 전기 및 열 전도도 양호
- 중전류 용접점으로 주로 사용

1. Solid type

스프링이란 재료가 가진 탄성을 살려 그 탄성력과 반
발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으로 재질에 따라 금
속과 비금속 스프링으로 나눌 수 있다. 금속 스프링은 재
료의 형상에 따라 크게 판 스프링, 코일 스프링으로 나뉘
고 있다. 스프링은 형상 및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1. 형상에 따른 분류

단일 금속(합금 재료 포함)으로 가공된 접점이다.
2. Clad Type

(1) 코일 스프링(coil spring)
(2) 겹판 스프링(leaf spring)

경제성을 고려하여 Solid 접점의 원가를 절감시킨 복합 접점이다.
- 산화물 입자가 균일하고 미세하게 분산
(3) 원뿔 스프링(spiral spring)
AgSnOx - 내용착성 및 내마모성이 매우 우수
3. Double Clad Type
- DC 부하의 중부하 영역에 주로 사용
(4) 벌류트 스프링(volute spring)
양면 접점용으로서 원가 절감형 접점이다.

(5) 스피링 와샤(spring washer)

4.2.5 접점의 종류

4. tublar Type

(6) 토션 바(torsion bar)

1. Solid type : 단일 금속(합금 재료 포함)으로
가공된 같이 파손되기
베이크라이트와
재료에 적용되는
(7) 링쉬운
스프링(ring
spring)접점이다.
등
접점이다.

5. Button Type(Disk Type)

2. Clad Type : 경제성을 고려하여 Solid 접점의
원가를
용도에있는
따른접점으로서
분류
접점 뒷면에 적당한 돌기2.부분이
저항점 용접(SPOT)할 때 사용되는 접점
절감시킨 복합 접점이다.
이다. 스프링 재료 또는 바이메탈
용접하여 사용된다.
(1) 완충재료에
스프링(buffer
spring)
3. Double Clad Type : 양면 접점용으로서 원가 절감

6. Plate Type(Disk)

(2) 가압 스프링(compression spring)

형 접점이다.

(3) 측정용
Plate형 접점의 재료는 Ag-CdO,
AgW, 스프링(measuring
AgWC 등이고 형상은spring)
원판형 4각판형, 특수형이 있
4. Tublar Type : 베이크라이트와 같이 파손되기
쉬운
동력 스프링(dynamic
spring)
다. 이 접점은 Brazing 또는(4)Spot용접을
한다.
재료에 적용되는 접점이다.
[그림 4-2]는 Plate 접점의 사용 예를 나타내고 있다.

5. Button Type(Disk Type) : 접점 뒷면
에 적당한 돌기 부분이 있는 접점으
로서 저항점 용접(SPOT)할 때 사용
되는 접점이다. 스프링 재료 또는 바
이메탈 재료에 용접하여 사용된다.
6. Plate Type(Disk) : Plate형 접점의
재료는 Ag-CdO, AgW, AgWC 등
이고 형상은 원판형 4각판형, 특수
형이 있다. 이 접점은 Brazing 또는
Spot용접을 한다.
[그림 4-2]는 Plate 접점의 사용 예를
나타내고 있다.

출처: 희성 금속 홈페이지(http://www.hsmetal.co.kr/product/contactpoint/ask.jsp 2015. 12. 12 인출)

[그림 4-2] Plate 접점의 사용 예

[그림 4-2] Plate 접점의 사용 예

출처: 희성금속 홈페이지(http://www.hsmetal.co.kr/product/contactpoint/ask.jsp
2015.12.12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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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링에 걸리는 하중을 알 수 있다.

4.2.7 차단기 상세 설계 순서

하중과 변위를 모를 경우에 스프링 상수를 구하는 계산

1. 접점 재질의 분석 및 선정 : 접점은 사용 시에 재질,

식은 다음과 같다.

표면 상태, 간격, 전류, 접촉 압력, 단위 시간당 작동
횟수, 사용분위기 및 조립품의 구조 등 복합적인 요

스프링상수(k) =Gd4 / 8NaD3

인에 의하여 특성이 변하므로 접점의 선정은 상당히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설계 시의 사용 용도(부하 종

G : 재료의 탄성 계수로 재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류), 정격 전압, 정격 전류, 돌입 전류 등을 고려하여

(경강선, 피아노선, 오일 템퍼 선 등은 8000㎏/㎟, 스테

재질 및 규격을 선택해야 한다. [그림 4-3]은 전압별

인리스는 7500㎏/㎟으로 적용)

접점 재질의 선정 기준을 보여 준다.

d : 재료의 굵기(선경)
Na : 재료의 유효 권수(스프링이 실제 작동하는 감긴 수)
D : 스프링의 중심경(내경과 외경의 중간)
나. 차단기의 스프링 설계의 과정 및 순서
스프링 설계 변수(k, ι0, U, V, s)를 결정한다.
k : 스프링 상수

d : 재료의 굵기(선경)

ι0 : 스프링의
자유장(free
length)
Na : 재료의 유효
권수(스프링이 실제
작동하는 감긴 수)
스프링의 중심경(내경과 외경의 중간)
U, VD: : 스프링의
한 끝이 연결될 지면 위의 점의 좌표
2. 차단기의 스프링 설계의 과정 및 순서

s스프링
: 스프링의
한 끝이 연결될 링크 위의 위치
설계 변수(   )를 결정한다.


: 스프링 상수
 : 스프링의 자유장(free length)
[그림 4-4]는
차단기의 스프링 설계의 과정도를 나타내


고 있다.

 ,  : 스프링의 한 끝이 연결될 지면 위의 점의 좌표
: 스프링의 한 끝이 연결될 링크 위의 위치

[그림 4-4]는 차단기의 스프링 설계의 과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3] 점점 재료와 적용 부하

출처: 희성 금속 홈페이지(http://www.hsmetal.co.kr/product/contactpoint/ask.jsp 2015.12.12.인출)
[그림 4-3] 점점 재료와 적용 부하

출처: 희성 금속 홈페이지(http://www.hsmetal.co.kr/product/

 차단기 상세 설계를 위한 스프링 계산하기

contactpoint/ask.jsp 2015.12.12.인출)

1. 압축 스프링의 계산
일반적으로 차단기의 스프링 계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압축 스프링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2. 차단기 상세 설계를 위한 스프링 계산하기
스프링 상수(k) = 하중(P)/변위(δ)

가.즉,압
축 스프링의 계산 : 일반적으로 차단기의 스프링
스프링 상수를 알면 스프링이 얼마만큼 변할 때 스프링에 걸리는 하중을 알 수 있다.
하중과
변위를 많이
모를 경우에
스프링 상수를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계산에
사용되고
있는구하는
압축
스프링의
계산은
스프링상수(k) =Gd4 / 8NaD3

다음과 같다.

G : 재료의 탄성 계수로 재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경강선, 피아노선,
오일 템퍼
선 등은=8000㎏/㎟,
스테인리스는 7500㎏/㎟으로 적용)
스프링
상수(k)
하중(P)/변위(δ)

[그림 4-4] 차단기 스프링 설계의 과정도

출처: 한국정밀공학회.『한국정밀공학회지, 제21권3호』 133쪽
[그림 4-4] 차단기 스프링 설계의 과정도

즉, 스프링 상수를 알면 스프링이 얼마만큼 변할 때 스

출처: 한국정밀공학회. 한국정밀공학회지, 제21권3호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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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설계 결과물 작성

(4) 하나 이상인 경우에 트립용 릴리즈의 수
(5) 하나 이상인 경우에 폐로용 릴리즈의 수

5.1 고객의 요구사항과 특징 파악

6. 주문자는 상기에 포함되지 않는 입찰이나 주문에 영

5.1.1 차단기 설계를 위한 제공 사항

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조건의 정보를 제공해

차단기 제작을 위하여 고객은 다음 사항을 제공하여야

야 한다.

한다.
1. 공칭 및 최고 전압, 주파수, 상(phase)의 수 및 중립
접지의 세부 사항
2. 최소 및 최대 주위 공기 온도 : 1,000m 이상인 경우

5.1.2 고객의 요구 사항 확인
고객의 사양서를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 차단기의 종류

에 고도 및 수증기, 수분, 연기, 폭발성 가스, 과도한

2. 사용 전압

먼지 또는 염분 공기에의 이상 노출과 같은 특별한

3. 차단기 선정의 표준치 : 차단기의 선정은 정격 전류

조건을 포함하는 사용 상태이다.
3. 차단기의 특성
(1) 극의 개수
(2) 등급(실내 또는 실외)

및 계산한 단락 용량을 기준하여 전기적, 열적, 기계
적 강도를 고려하여 여유(일반적으로 단락 용량은
계산치의 120~160%)를 두어 선정한다.
4. 차단기의 형식 : 차단기의 조작 방식은 투입 조작 방

(3) 정격 전압

식과 트립 조작 방식이 있으며, 안전이라는 점에서는

(4) 정격 주파수

동력 조작을 적용하는 쪽이 바람직하지만 경제성 면

(5) 정격 회로 단락 차단 전류

에서는 개폐 빈도가 아주 적은 경우 등의 조건에 따

(6) 첫째 상 차단 계수

라 수동 조작이 사용된다.

(7) 정격 동작 순서

(1) 조작 방식

(8) 차단 시간

(가) 직류 전자 조작 방식 : 7.2kv 이하

(9) 기계식 동작의 빈도

(나) 직류 전자 조작 방식 또는 전동 스프링 압축

(10) 특별 요청 사항 하에 규정된 형식 시험(인공 오
염과 전파방해 등)

공기 : 25.8kv 이하
(2) 정격 조작 전압, 조작 압력, 제어 전압

4. 만일 요구 성능이 표준이 아니면 아래 정보를 제공
해야 한다.

5.1.3 일반 사용 환경 확인

(1) 단자 고장의 경우에 원하는 과도 회복 전압

1. 주위온도

(2) 근거리 선로 고장의 경우에 원하는 특성

- 최고 온도: +40℃

(3) 원하는 회로 단락 폐로 전류

- 24시간 평균 최고 온도: +35℃

(4) 원하는 회로 단락 기간 등

- 최저 온도: -5℃(7.2kV 발전소용은 –25℃)

5. 차단기와 관련 장치의 동작 기구의 특성
(1) 동작의 방법, 수동 또는 동력 여부

2. 표고: 해발 1000m이하

(2) 여분의 보조 스위치의 수와 형식

3. 습도

(3) 정격전원 전압과 정격 상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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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온도: -40℃(러시아용)

(1) 24시간 측정 평균값: 95% R.H 이하

4. 폭발성, 가연성 기타 유해 가스가 있는 장소 및 가스

(2) 한달 측정 평균값: 90% R.H 이하

가 스며들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3) 애관의 오손도가 현저하지 않은 장소
4. 기타 특히 가혹한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사용하는

5. 많은 먼지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6. 이상 진동 또는 충격을 받는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경우

7. 이상의 경우 외에 특수 조건하에서 사용할 경우
5.1.4 특수 사용 환경 확인
차단기의 특수 사용 환경은 다음의 각 항 중에서 1개 항
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사용 환경에서 차단기
를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용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주위 온도 및 표고가 학습 4-1에서 정한 상태 이외의

5.1.5 열대 습지향 처리
차단기를 제작할 때 열대 습지향 수출용 제품은 별도의
처리를 적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표 5-1>은 차단기 부위별 열대 습지향 처리 방법을 보
<다음호로 이어짐>

여 준다.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2. 상시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3. 많은 수증기 또는 기름 증기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
할 경우
<표 5-1> 차단기 부위별 열대 습지향 처리 방법

NO
1

적용부위

은도금물

주회로

아연도금물

절연물

접촉스프링

체결부품류

2

3

4

5

조작기

대차

제어회로

Crade

아연도금물

흑연처리물

스프링류

체결부품류

열대습지 처리방법

도금두께 5㎛ 이상

도금두께 8㎛ 이상
에폭시 수지 도포
파카라이징 처리

스테인레스 재질 사용 가능

메라민 수지 도포

아연도금(8㎛) 이상 가능

도금두께 8㎛ 이상
파카라이징 처리

아연도금두께 5㎛ 이상

도금두께 8㎛ 이상

체결부노출부

다크로처리품 사용

아연도금물

도금두께 8㎛ 이상

체결금구

스테인레스 재질 사용가능

체결부비노출부

도장물

도금두께 30㎛ 이상

도금두께 30㎛ 이상
절연바니쉬 도포

아연도금물

아연도금 8㎛ 이상

체결금구

조립 후 구리스 도포

도장접착력 합격품일것

아연도금 5㎛ 이상

절연수지물
도장물

조립후 구리스 도포

다크로처리품 사용

아연도금물
도장물

변색방지처리

비고

다크로처리품 사용 가능

도장두께 30㎛ 이상
아연도금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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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설계 ⑨

4. 변압기 분류
가. 변압기 운영에 따른 구분을 한다.
(1) 변압기가 단상용인지 3상용인지 구분한다.
(가) 소용량인 단상 변압기인지 파악한다.
(나) 1차 부싱수를 확인한다. 1~2개인 경우는 단상, 3
개 이상이면 삼상이다.
(2) 3
 상 전원을 받아 단상 2개로 사용하는 2상용(스코
트 결선, V-결선) 형태인지 구분한다.
(가) 단상변압기 2개로 결선되어 사용하는지 개별로

[그림 5-17] 단상 일반 변압기 외부 및 내부

사용하는지 구분한다.
(나) V결선 운영 변압기는 주로 응급조치용으로 사용
한다
(다) 3
 상 변압기로 입력을 3상 전원으로 받아 2개의 개
별 단상으로 사용하는지 3상 전원으로 사용하는
지 구분한다.
주로 철도용으로 사용되며 부하불평형 부하방지용도로
사용된다. 스코트 결선의 최대 장점은 2차측에 용량 및 역
률이 같은 부하가 접속되면 1차측의 3상에는 평형 전류가
유입되어 불평형이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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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한전 단상 변압기(3상 결선)

[그림 5-19] V- 결선 변압기

[그림 5-21] 스코트 결선 변압기

[그림 5-20] V- 결선

[그림 5-22] 스코트 결선도

(3) 변압기의 사용 방안에 대해 파악한다.
(가) 가정용, 사무용으로 사용되는지 파악한다.

나. 변압기 냉각 방식에 의한 분류를 한다.

(나) 사용 전원용량이 소용량(~50kVA)인지 중용량

(1) 유
 입 자냉식(ONAN) 변압기를 구분할 때 외형적인

(~300kVA)인지 대용량(300kVA 이상)인지 파악
한다.
(다) 3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차이점을 가지고 구분한다.
(가) 코러게이트(Corugate) 냉각 방식으로 되어 있는
지 파악한다.

① 동일 임피던스인지 확인한다.

외함이 주름형태로 제작 되어 있다. 또한 주름 사

② 동일 결선인지 극성이 같은지 확인한다.

이로 절연유가 채워져 방열 효과를 좋게 한다.

③ 정격전압이 같은지 확인한다.
(라) 3상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① 3상용 전동기 부하를 사용한다.
②3
 상 전원을 별도의 결선 없이 3상 전압으로 사용
한다.

① 절연유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용이한 구조이다.
②외
 함 자체를 방열기로 사용함으로써 적은 공간으
로 높은 방열 효과를 낸다.
③ 주로 소용량 배전용 변압기에 사용된다.
④ 몸체와 방열기가 일체화되어 유로 저항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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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패널형 방열기(라디에이터)에 냉각팬을 부착하는
방식이다.
(나) 유
 입 자냉긱에 비해 30% 정도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림 5-23] 코러게이트 냉각방식의 유입변압기 내부

(나) 패널형(라디에이터) 냉각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파악한다.
패
 널형으로 된 라디에이터가 겹겹이 쌓여 여러 개
조별 형태로 부착되어 있다.
①제
 한된 절연유 통로를 통하여 변압기 외함과 별
도로 설치된 방열기 사이의 온도체에 의한 대류
현상으로 열을 식히는 구조이다.
② 기구적으로 튼튼하고 중. 대용량 변압기에 사용
된다.
③방
 열기 탈부착 방식으로도 가능해 사이즈에 영향
을 받는 컨테이너에 실을 때 방열기를 탈착시켜
수출하기도 한다.

[그림 5-25] 유입변압기 풍랭식 방열기

(3) 송유 풍랭식(OFAF) 변압기를 구분할 때 외형적인
차이점과 부품 리스트에 오일펌프, 팬이 있지를 가
지고 구분한다.
(가) 냉
 각 쿨러에 오일 모터 펌프와 냉각팬을 부착하는
방식이다.
(나) 적은 면적으로 냉각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다) 대용량 변압기, 전동차용 주변압기 등에 사용된다

[그림 5-26] 송유풍랭식 유입변압기
[그림 5-24] 패널형 라디에이터

(4) 송유 수냉식(OFWF) 변압기를 구분할 때 외형적인
(2) 유입 풍랭식(ONAF) 변압기를 구분할 때 외형적인 차이
점과 부품 리스트에 팬이 있는지를 가지고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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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과 부품리스트에 오일펌프, 수냉식 냉각기가
있는지를 가지고 구분한다.

(가) 수
 냉식 쿨러에 오일 모터 펌프와 냉각팬을 부착하
는 방식이다.
(나) 대
 기 중에 열 방산이 곤란한 장소 또는 물을 얻기
쉬운 장소에 적용된다.
(다) 주
 로 발열량이 많은 정류기용 변압기와 같은 대용
량 변압기에 적용된다.

[그림 5-28] 건식, 몰드변압기 풍랭식 냉각방식

된 바람이 공기순환을 빠르게 하여 방열효과를 상
[그림 5-27] 송유 수냉식 유입변압기

(5) 건
 식 자냉식(AN) 변압기를 구분할 때 외형적인 차
이점과 절연종별을 가지고 구분한다.

승시킨다.
다. 변압기 절연 방식에 따른 구분을 한다.
(1) 변압기의 명판에 기록된 절연 등급을 파악한다.

(가) 권선과 철심에서 발생되
는 열을 직접 외부 공기
와 접촉하여 공기의 대류
작용에 의해 대기 중으로
방산된다.
(나) 몰드변압기, 건식변압기
에 사용된다.
(6) 건
 식 풍랭식(AF) 변압기를
구분할 때 외형적인 차이
점과 절연종별, 팬이 있는
지를 가지고 구분한다.
(가) 건
 식 자냉식 변압기의 권
선 하부에 냉각팬을 부착
시킨 변압기이다.
(나) 하
 부의 냉각 팬에서 발생

[그림 5-29] 풍랭식 몰드변압기 외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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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변압기별 절연등급

절연 등급

변압기의 종류

B, F 등급

몰드변압기

A등급

F, H 등급

유입변압기
건식변압기

<표 5-16> 변압기 절연별 허용 최고 온도

종별
Y종
A종
E종
B종
F종
H종
C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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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용도
저전압 기기

보통, 대용량기기
고전압, 건식 등
고전압, 건식 등
H종 건식변압기
특수기기

(3) 몰드(수지＋폴리에스테르)절연변압기인지 사양서
에 기록된 내용으로 파악한다.
주로 B종 (130℃), F종 (15℃) 레벨의 변압기에 사용
한다.
(4) 변압기가 가스 절연 방식인지 사양서에 기록된 내
용으로 파악한다.
주로 전압 30kV 이상, 대용량 변압기에 사용한다.
라. 각종 변압기의 특징을 파악한다.
[그림 5-30] 건식변압기 명판 절연등급 표시

(1) 적용하려는 변압기 절연 종별을 파악한다.
(2) 변압기의 용량 및 전압을 파악한다.
(3) 변압기의 절연등급을 파악한다.
(4) 변압기 설치 장소를 파악한다.
(5) 단락 전류에 대한 강도를 파악한다.
(가) 단락전류 계산식

[그림 5-31] 몰드변압기 명판 절연등급 표시

(2) 변
 압기의 사양서에 기록된 허용 최고 온도를 파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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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락 전류에 대한 열적 강도를 파악한다.
(가) 열적 강도 계산식을 적용한다.

(나) 입
 력 고압전원(HV)라인 열적 강도를 파악한다.

유입 자냉식(ONAN), 유입 풍랭식(ONAF), 송유 풍

예
 를 들어 도체가 알루미늄이고 열적온도가 250℃

랭식(OFAF), 송유 수냉식(OFWF),

이하이면 합격이다.

건식 자냉식(AN), 건식 풍랭식(AF)

(다) 출력 저압전원(LV)라인 열적 강도를 파악한다.

(4) 변압기 절연 방식을 선정한다.

예
 를 들어 도체가 알루미늄이고 열적온도가 250℃

유입식 절연, 건식 절연, 몰드(수지＋폴리에스테르)

이하이면 합격이다.

절연, 가스절연
(5) 변압기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다.

(7) 변압기의 일반 특성을 파악한다.

(가) 상수: 단상 또는 3상을 선정한다.

(가) 상수 : 1상, 2상, 3상인지 파악한다.

(나) 적용 규격을 선정한다.

(나) 사 용 주파수 : 사용 주파수가 50Hz, 60Hz,

(다) 변압기 종류를 선정한다.

50/60Hz 인지 파악한다.
(다) 일차 전압 : 결선 방법과 상간 전압을 파악한다.
(라) 이차 전압 : 결선 방법과 상간 전압을 파악한다.
(마) %
 임피던스(%) : 병렬운전에 적합한 임피던스 값

유
 입변압기(일반 타입, 콘서베이터 타입 등), 몰드
변압기, 건식변압기 등
(라) 절연등급을 선정한다.
Y등급, A등급, E등급, B등급, F등급, H등급, C등급

과 단락 전류를 고려하여 임피던스 값을 선정한

(마) 옥내 또는 옥외 구분을 한다.

다. 보호회로 차단용량 보다 단락용량이 크면 임

(바) 냉각 종류를 선정한다.

피던스 값이 높은 것을 선정하여 단락전류 용량을

유입 자냉식, 유입 풍랭식, 건식 자냉식, 건식 풍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랭식 등

(바) 무부하 전류(%)

(사) 연속, 단시간 등 정격의 종류를 선정한다.

(사) 전압 변동률(%)

(아) 주파수를 선정한다.

(아) 효율(%)
(자) 외형치수(가로(W)×세로(D)×높이(H) 단위: [mm]
설
 치되는 장소와 도비 부분을 고려하여 치수를 검
토 적용한다.
(차) 중량
① 기타(소음, 유량 등)

50Hz, 60/Hz, 50/60Hz
(자) 정격 용량을 선정한다. [kVA] 또는 [MVA]로 표시
(차) 정격 전압을 선정한다.
[V] 또는 [kV]로 1차 전압, 2차 전압(또는 다중 전
압)에 대해 지정
(카) 탭전환장치의 종류를 선정한다.
무전압 또는 부하시 탭전환장치

마. 변압기의 적용 항목을 선정한다.

(타) 임피던스 및 결선을 선정한다.

(1) 용도에 맞는 변압기를 선정한다.

(파) 대수, 납기 등 기타 사항을 선정한다.

전
 력용 변압기(초고압변압기, 배전용 변압기), 절연

(6) 변압기 용량 선정을 한다.

변압기, 이동용 변압기

(가) 변압기 용량 선정 계산식을 이용한다.

(2) 운영 방안에 맞는 변압기를 선정한다.
단상 변압기, 2상 변압기, 3상 변압기
(3) 알
 맞은 변압기 냉각 방식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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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율 = 평균부하/최고부하 X 100%
④ 단시간 과부하를 파악한다
(7) 부하 전력을 파악한다.

⑤ 냉각 방식을 바꾼 경우의 과부하를 파악한다.

(가) 부하 종류를 파악한다.

⑥여
 러 가지 조건이 중첩한 경우의 과부하를 파악

고조파를 발생하는 컴퓨터, 전자식 안정기, 용접

한다

기, 인버터 등의 부하를 고려하여 20~30% 정도
의 부하를 추가 고려한다.

(9) 변압기 선정 시 가격을 파악한다.

(나) 장차 부하 증설 계획을 파악한다.

(가) 변압기 중량을 확인한다.

계
 획에 기초하여 장차 어떤 부하가 가해지 것인지

(나) 변압기가 단상인지 3상인지 확인한다.

장소, 전압별로 표에 추가 기입한다.

용
 량, 상수, 전압이 동일하면 60Hz용 변압기의 가

(8) 변압기 수명 주기와 과부하를 선정한다.

격은 50Hz용 변압기의 가격보다 약 5% 저렴하다.

(가) 변압기의 수명을 예측한다.

(다) 변압기의 주파수가 50Hz인지 60Hz인지 확인한다.
(라) 변압기 용량과 가격은 거의 비례한다.

변압기 수명[년] Y = ebθ

(마) 변압기 손실을 고려한다.

: 상수

손실 평가를 고려한 변압기의 총가격

b : 0.1155

변압기 총가격＝무부하손 평가액＋부하손 평가액

θ : 절연물의온도[℃]

＋구입금액

즉 변압기의 수명은 절연물의 온도가 6℃ 상승할 때
(10) 변압기 관련법규와 현장시험을 파악한다.

마다 반감된다.

(가)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한다.

(나) 변압기 과부하 운전 조건을 선정한다.
① 주변 온도 저하에 의한 과부하를 파악한다.

① 사용 전 검사 신청서를 제출한다.
검
 사 희망일은 1개월 전까지 감독 관공서에 연락

<표 5-17> 주변온도에 따른 변압기 부하 변화율

냉각방식

자냉식, 수냉식
송풍식, 송유식

명판 용량에 대한 비율 (%)
온도가 1℃ 높아질
온도가 1℃ 낮아질
때의 부하감소율
때의 부하증가
1.5
1.0
1.0
0.75

② 부하율 저하에 의한 과부하를 파악한다.

③ 주변 온도 저하에 의한 과부하를 파악한다
<표 5-18> 주변온도에 따른 변압기 부하 변화율

냉각방식

자냉식, 수냉식
송풍식, 송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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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출력에 대한
증가 비율(%)
0.5
0.4

한다. 또한, 검사 신청서는 검사 희망일의 2주 전
까지 제출한다.
② 예비 시험을 실시한다.
사용 전 검사에 앞서 현장에서 절연 내력 등의
전기 시험을 하여 전기 공업물이 소정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③ 사용 전 검사항목을 확인한다.
㉮ 공사 계획서와 비교 확인

최고(%)
20
16

㉯공
 사 재료 및 공사 방법 등의 기술 기준 적합
상황의 검사
㉰ 접지 저항 측정

<표 5-19> 과부하 운전시간별 과부하 허용 용량

과부하 전 의 사용부하＝명판 용량의 70%
명판 용량에 대한 과부하 허용 용량
과부하 Hotest Los of
운전
Spot
Life.
주위 온도 (℃)
시간(Hr) Temp.(℃) (%)
0
10
20
30
40
50
142 0.25 2.0 2.0 2.0 2.0 1.95 1.78
1/2
150 0.50 2.0 2.0 2.0 2.0 2.0 1.92
134 0.25 2.0 2.0 1.98 1.83 1.63 1.52
1
142 0.50 2.0 2.0 2.0 1.95 1.80 1.65
150 1.00 2.0 2.0 2.0 2.0 1.92 1.77
126 0.25 1.93 1.81 1.69 1.56 1.43 1.29
134 0.50 2.0 1.90 1.79 1.67 1.54 1.40
2
142 1.00 2.0 2.0 1.89 1.77 1.64 1.40
150 2.00 2.0 2.0 1.97 1.86 1.73 1.40
119 0.25 1.68 1.58 1.47 1.36 1.24 1.11
126 0.50 1.75 1.65 1.55 1.44 1.33 1.20
134 1.00 1.83 1.73 1.63 1.52 1.41 1.20
4
142 2.00 1.91 1.81 1.71 1.61 1.42 1.20
150 4.00 1.99 1.89 1.79 1.62 1.42 1.20
112 0.25 1.51 1.42 1.32 1.21 1.09 0.99
119 0.50 1.58 1.49 1.39 1.29 1.18 1.06
126 1.00 1.64 1.55 1.46 1.36 1.26 1.11
8
134 2.00 1.71 1.62 1.53 1.44 1.30 1.11
1422 4.00 1.78 1.70 1.61 1.44 1.30 1.11
104 0.25 1.41 1.31 1.21 1.10 1.09 0.87
109 0.50 1.46 1.36 1.26 1.15 1.04 0.92
24
115 1.00 1.52 1.43 1.33 1.23 1.13 1.00
122 2.00 1.58 1.49 1.40 1.30 1.20 1.08
130 4.00 1.65 1.56 1.47 1.38 1.27 1.09

㉱ 절연저항 측정
㉲ 절연 내력 측정
㉳ 방 전시험(특별고압에서 고압으로 강압하는
변압기가 있는 경우만)

(나) 설치 시험을 실시한다.
절연유 시험을 한다.
<표 5-20> 절연유 절연파괴 전압 판정기준

구분

절연파괴 전압

사용중인
절연유

30kV

적합

15kV ~ 20kV

적합(요주의)

신유

20kV

~ 15kV

판정

적합

부적합

비 고
50kV 이상 기
기는 부적합

① 유밀, 기밀시험: 외함, 방열기 등에 누유 부위가
없어야 한다.
②외
 관 구조검사: 치수 및 검사 결과가 도면을 만족
해야 한다.
③ 절연저항 측정(50㏁ 이상)
④ 전압비 측정: 정격권수비에 대한 측정권수비의
허용오차가 ±0.5%를 초과해선 안 된다.
⑤ 극성 각 변위 시험: 각 변위 시험과 감극성인지
가극성인지 확인한다.
⑥ 권선저항 시험: 온도상승 시험 전, 후 온도환산
및 손실 계산의 기본 자료가 된다.
⑦저
 전압 인가에 의한 여자 전류의 측정: 전류계로
여자전류를 측정한다.
⑧ 부싱 CT의 시험

㉴ 보호계전기(특성) 시험

⑨ 부속기기 보호장치의 시험

㉵ 제어회로 동작 및 기기 조작시험

⑩ 전동 조작 기구의 시험

㉶ 인터로크 시험

⑪ 활선 정유기의 시험

㉷ 차단기 공기탱크 용량 시험

⑫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 절연파괴 현상이 없어야

㉸ 차단기 압력 개폐시험
㉹ 압축공기 발생장치 자동 기동 정지 시험
㉺ 압축 공기 발생장치 탱크 안전밸브 동작 시험
㉻ 부하 시 전압조정 장치 시험

한다.
⑬ 소음 시험: 변압기 본체의 1/2 높이 1m 떨어진 곳에
서 5곳을 측정하여 평균값이 기준치 이하여야 한다.
⑭온
 도 시험: 온도가 포화되면 전원을 차단한 후 열

㉠ 시충전

저항을 측정한다. 측정된 열저항 값으로 권선온

㉡ 변압기온도 시험(특고압용 변압기에 한한다)

도 상승분을 계산한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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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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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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841-0017 / FAX. 02-841-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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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