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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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87-9197

www.deesys.com

IDPM-AV200

영업소 TEL. 031-996-5661 / FAX. 031-996-5564

사후서비스 TEL. 031-984-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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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7-19 NPL2b센터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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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7-19 NPL2b센터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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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과 열정, 장인 정신으로 만든
최고의 전기기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공동상표

KAS V체크마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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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뢰기류
•콘덴서
•케이블 및 접속재

※ 상기 이외의 기계기구와 보호장치

인증획득의 혜택
• 자가용수전설비 사용전검사시 제작사 자체시험 성적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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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38 (야탑동 191) Tel. 031-724-6100 | Fax. 031-704-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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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정기이사회 개최

우리조합은 지난 2020. 9. 15(화) 조합회관 3층에서
‘기획정책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주
요 내용으로는 전력기기 교육사업의 추진 상황 검토 및
보고, 조합 추천 시스템 현황 보고, 단체표준개정 현황 보
고, 조합원사 인증 지원 방안 등 관련사항들에 대하여 논
의하였습니다.

공제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우리조합은 지난 2020. 9. 24(목) 조합회관 3층에서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운
영규정 개정”안건, “단체표준인증 업무 규정 개정”안건,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건 등이 원안대로 의결
되었으며, 보고사항으로는 조합정관 변경 인가 신청에
따른 결과 내용(중소벤처기업부인가 : 2020. 7. 16)을 보
고하였습니다.

우리조합은 지난 2020. 9. 7(월) 조합회관 3층에서 ‘공
제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획정책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등 필요운용
자금, 전기조합 및 전기장비 제조업종 전체 보증수익 규
모, 수지예산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전기조합, 품질경영시스템(ISO)
인증기관과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곽기영)은 9월 24일 품
질경영 인증시스템(ISO) 인증기관인 엔트리인증원(원장
전완식)과 에이케이인증원(원장 최진철)과 조합원사의
ISO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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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제도 안내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 제도란?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단가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
급기업이 원사업자에게 직접 납품단가조정을 신청하거
나, 조합이 수급기업신청을 받아 납품단가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
여야 함.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 요건 변경 사항
조합에서는 그동안 조합원사의 80%가 ISO 인증을 가
지고 있으나, 매년 발생되는 인증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 분야 전문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추진 해왔으며, 세 기관은 앞으로 전기산업
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경영시스템인증 관련 분야 협

•현행 : ‘원재료 가격’변동 반영
•변경 : ‘공급원가’변동 반영
※ 공급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를 포함
(2018.7.17부터 변경 시행)
 신청방법

력, ISO 9001과 14001에 대한 교육 및 인증지원 등에 대
해서도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끝으로, 곽기영 전기조합 이사장은 “ISO 업무협약 체
결로 중소기업의 품질경영 시스템이 한층 더 강화돼 신
뢰성 및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비용 절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증제도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조합, 한전 배전용변압기 연간단가계약 체결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기 하락과 대내
적으로는 국내전력산업 발전의 정체 등으로 인해 치열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곽기영)은 지난 9월 10
일에 실시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용변압기 연간단가계약
입찰수주에 참여하였습니다.

경쟁이 예상되었으나, 변압기 조합원사의 선택은 결국 조
합을 통한 수주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 조합이 그동안 다양한 이해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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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되는 상황에서 조합원사의 공동이익과 한전에 대한

<2020년도 한전배전용변압기 전기조합 낙찰 현황>

조합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직간

품 명

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매년 배전기자재를 1.5조 원 구매하
는 국내 전력기자재 최대 수요기관으로써 이러한 막대
한 구매력에도 불구하고, 한전 규정지침 개정 시 관련
조합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입찰에서 납품까
지의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었던 점은 설립 59년의 우리 조합만이 가진 저력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효율주상(광유)

28,243대

내염형주상(STS)

5,477대

고효율주상(난연유)
소 계

고효율주상(광유)

고효율주상(난연유)
내염형주상(STS)
소 계

※ 한국전력공사와 실무협의체 운영

추정수량

합 계

낙찰금액(천원)

3,170대

36,890대

38,312,902
5,254,770
8,810,984

15,628,354

2,016대

3,203,750

15,669대
52,559대

일반경쟁

52,378,656

11,912대
1,741대

비 고

2,777,143

21,609,247

지역제한
경쟁

73,987,903

•개 요 : 한전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관련 협동조합
이사장과 한전 실무처 실장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 협의
•실 적 : ’20년 2월7월에 회의를 개최하여 규격개정, 시험면제,

2020년도 전기조합 직무능력향상
하반기 교육일정 안내

PCBs함유 변압기 조기 교체 등을 건의하였으며, 일부
건의가 반영되어 정책 시행 중

전기조합 하반기 교육 계획일정표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교육 수강신청서
더불어, 우리조합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발
맞추어 HVDC 철탑,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의 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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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하여 관련 제조사의 권익도 보호하고 있으며, 기존
전력시장이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전환함에 따라 조합
원사에 대한 교육 훈련, 단체표준 제정과 같은 역할을
통해 조합원사가 안정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양한 품목 다양한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560
여개 조합원사가 가입되어 있는 우리 조합은 앞으로도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변화의

과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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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교육일정

대상

인원
20

11/23~11/27

조합
회원사 직원

15

12/07~12/11

조합
회원사 직원

※ 훈련기관의 사정에 따라 교육 일정이 변경 될 수 있

중심에서 조합원사와 함께 전력산업의 미래를 책임져 나

습니다.

아가겠습니다.

•교육비 : 1인 400,000원 [수료 시 지원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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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동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용보험료 및 임금
체납 사실이 없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장소 : 전기조합 회관 3층 전산교육실

 한국전기공업인 산악회 제352회 산행

•교육문의 : 경영본부 이상훈 주임

•일 시 : 2020년 10월 17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수
 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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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의장소 : 4호선 당고개역 4번출구)
 한국전기공업인 골프회 2020년 10월 모임 안내
•일 시 : 2020년 10월 8일(목)

KIRD-KERI 전문기술교육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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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압기 손실저감 및 저압차단기 설계 기술
•일정 : 10월 16일(금), 13:00~18:00 [5시간]
•교육목적
•변압기의 설계 및 전자기장 해석 기술 교육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열방사 경량 배전반의 설계 및 해석 기술 교육
•저압차단기의 고장전류 차단향상을 위한 아크소

(주)해성일렉트로닉스 김남수 대표이사 부친상 [9/22(화)]

호 설계해석 교육

(주)선경이엔아이 윤승용 대표이사 본인상

[9/30(수)]

- 장소 : 전기조합 회관 3층 전산교육실

(주)세진이엘이시 양부근 대표이사 빙모상

[10/4(일)]

- 인원 : 선착순 10명 [교육비 전액 무료]
- 문의 : 경영본부 이상훈 주임 (031-724-6144)

신규가입 조합원
업체명

대표자

주생산품

(주)에스알이엔지

박성훈

수배전반

에스얜에스

정영옥

변압기, 개폐기

선진하이텍

백용호

(주)피닉스엔지니어링

김현봉

소재지

가입일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해룡산단6로 108

2020.09.04

경기 화성시 장안면 수정로299번길 67, 1층

2020.09.08

수배전반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4길 13

2020.09.14

수배전반

서울 마포구 성암로 330, 522호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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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공동판매 사업 계약(발주) 현황
다수공급자 계약

(단위 : 천 원)
품 목

배전반

건 수

2

금 액(VAT별도)
147,093

전동기제어반

2

145,721

무정전전원장치

3

17,420

분전반

3
10

합 계

70,432

380,666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한국전력공사)
품 목

고효율 아몰퍼스주상
컴팩트형지상

부하개폐형지상
합 계

(단위 : 천 원)
발주 수량(대)
569
22
2

593

발주 금액(VAT별도)
1,080,325
188,990
20,040

1,289,355

지명경쟁

(단위 : 천 원)
품 목

건 수

합 계

3

배전반

3

금 액(VAT별도)
1,033,370
1,033,370

공동상표

(단위 : 천 원)
품 목

건 수

금 액(VAT별도)

합 계

3

190,140

배전반

14

3

190,140

전기계 뉴스

한전, 제20회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대상 대통령상
HUB-PoP,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EN:TER 등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
은 9월 24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개
최된 ‘제20회 대한민국 디지털 경
영혁신대상’에서 종합대상(대통령
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대상’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빅데이터
학회가 주관해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성과 창출이 탁월한 기업과 기
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전문
가 및 교수 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
심사 및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한전은 디지털변환 추진전략 수립, 빅데이터 시스템 구

책실장의 격려사와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김광용 원장의
심사평에 이어 각 부문별 시상으로 진행됐다.

축, 전력 AI/SW개발 플랫폼(HUB-PoP) 개발, 전력데이터

한전은 이번 수상을 통해 디지털 변환 기술력과 혁신

공유센터 개소, 에너지마켓플레이스(EN:TER) 구축, 파워

성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에너지플랫폼 및 디지털

체크 모바일 서비스 등의 디지털변환 추진성과에 대해 인

솔루션 사업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및 전

정을 받아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력데이터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이날 시상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정보통신정

예정이다. KEMC

추석맞이 노사합동 사랑나눔 후원
한전과 전국전력노조(위원장 최철호)는 9월 28일 광주

등 4개 복지시설에 냉장고, 진공청소기 등 총 1천만 원 상

광역시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열린지역아동센터에서 「추

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한전은 9월 말부터 약 한

석맞이 노사합동 사랑나눔 후원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달간을 ‘추석맞이 봉사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00여

광주 서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학습물품 구입을 위한 5

개 사업소 2만여 명의 봉사단원이 생필품 전달, 전기설비

백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광주 소재 성요셉의 집

점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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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R&D FAIR 2020’ 온라인 개최
R&D솔루션 11종과 우수연구과제 14종 등 소개
한전KDN이 에너지ICT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
하는 R&D FAIR 2020를 지난달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전KDN은 자사 전력ICT연구원 주최로 개막한 ‘2020
연구개발 페어’를 유튜브로 진행했다.
올해 전시회에는 최신 R&D솔루션 11종과 우수연구과
제 14종, 발명 특허 10종 등 전체 35개 항목이 섹션별로
전시됐다.
주요 성과물은 발전소 제어망 통합 보안관리 시스템
(CC인증)을 비롯해 지중배전분야 적용 DTS/DRS 시스템,

가공선로 고장구간 자동분리시스템용 단말장치, 일체형
지상기기용 제어단말장치, 차세대 배전자동화 시스템 성
능검증 프로그램 등이었다.
또 제주실증용 지중함체용K-DCU, 전기차 충전기용 솔
루션, 광전송 설비용 보안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보안관
제 솔루션, 발전 연료단가 예측모델 등도 공개했다.
또한 우수과제에 대한 연구성과 발표와 한전KDN 발명
왕 시상을 통해 한전KDN 전력ICT연구원의 R&D역량을
대외에 적극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전KDN 관계자는
“한전KDN과 전력ICT
연구원은 앞으로도 지
속적인 연구개발을 통
해 디지털 전환과 한국
형 뉴딜정책에 적극 부
응하고, 국가에너지산
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KEMC

비대면 원격 감사기법 도입
한전KDN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의 시스템을 활용, 비대면 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PC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비대

Cam 활용 원격 화상영상회의 인터뷰 ▲확인서질문서

면(언텍트) 감사기법을 도입, 업무 혁신에 나섰다.

문답서 등 각종문서 온라인 공유 등 온라인을 활용한

한전KDN 비대면 감사기법은 한전KDN에서 자체 개
발한 “청백e-감사시스템”과 정부의 온나라 PC영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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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사 업무의 효율성
을 높였다. KEMC

전력연구원, 발전소 미세먼지 제거 기술개발 착수
2021년까지 250 MW급 발전소에 시범 설치
한전 전력연구원(원장 김태균)이 지난달 한국남동중부

있도록 전기를 사용해 미세먼지 입자 운동을 유발하고 그

서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과 함께 미세먼지 크기를

로 인해 발생하는 입자 충돌로 크기를 키워주는 설비인

키워 쉽게 포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입자응집조대화장치를 개발하게 된다.

현재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PM10 이상 먼지는 전기집진
기에서 99.9% 이상 제거되고 있고,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이 설비는 기존 전기집진기 일부 개조 후 설치할 수 있
어 설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도 별도 제거장치로 제거되고 있

특히 전력연구원은 파일럿규모 실험으로 공정설계 등

다. 다만 PM10 이하 먼지인 미세먼지는 전기로 먼지를 포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250 MW급

집하는 설비에서 잡히지 않아 그대로 배출되고 있다.

발전소에 시범 설치하고 실증운전을 추진하고 실증 후

전력연구원과 발전공기업은 전기집진기에서 제거될 수

500 MW급 표준석탄발전소에 설치해 공정 최적화와 설계
를 완료할 방침이다.
전력연구원 측은 이 설비 보급을 통
해 연간 80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
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천성남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앞으로도 전력연구원은 발전공기업
과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다
양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EMC

한가위-드 유(With you) 봉사활동 시행
전력연구원 사회봉사단은 9월 22일과 9월 25일 양일

재가복지대상자, 발달장애인, 독거노인 200세대를 지원

에 걸쳐 추석을 맞아 노사합동으로 희망 나눔 릴레이로

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 대전지방보훈청,

『한가위-드 유(With you)』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했다. 22

전북은행, 코레일유통, (주)두드림과 함께 대전 지방보훈

일에 정원 52명의 유성구 송정동 소재 사랑의 집 양로

청에 모여 제수용품 키트 제작 지원금을 전달했고, 전력

원을 찾아 필품, 마스크, 떡, 과일 등을 전달하고, 기관

연구원은 총 200세대 중 50세대를 지원했다. KEMC

사회복지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25일은 보훈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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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포항서 ‘생활SOC 연료전지’ 확대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에 보급 추진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정부 그린뉴딜 정책에 발

또한, (주)한울과 공동 사업개발을 통해 연료전지 발전

맞춰 포항에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과 함께 농촌지역에 도

소 운영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용 배관을 설치하여 대송

시가스를 보급하는 ‘생활SOC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한다.

면 대각2리 마을주민 30여 세대에 가정용 도시가스를 공

동서발전은 최근 포항시청에서 포항시, 지역주민, 영남에

급할 계획이다.

너지서비스, (주)한울과 함께 ‘포항시 생활SOC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생활SOC 연료전지 사업은
일반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외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부의

된 농촌마을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장,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 고정연 영남에너지서비스

여하는 상생형 사업모델”이라며 “친환경에너지를 확대하

사장, 대각2리 김영애 이장 등이 참석했다.

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

동서발전 생활SOC 연료전지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

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되지 않는 농촌마을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 9월 23일 파주시 월롱면에서 생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을 추가로 설치해 마을 주민들에게

활SOC 연료전지 시범모델인 파주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및 농촌마을 도시가스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서발전은 포항 남구 대송면 내 15

총 5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8.1 MW급 규모의 연료

MW(300 KW×50기)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할

전지 발전소가 6개월간의 공사 끝에 준공됐으며, 본 사업

계획이다. 동서발전이 발전소 건설 등 사업을 주관하고,

으로 파주시 월롱면 도내1리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공급받

영남에너지서비스가 연료공급과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을

게 되었다. KEMC

맡는다. 포항시는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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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굴 껍데기 액상소석회 제조기술 이전
자원순환 그린뉴딜 사업으로 경제 활성화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9월 24일 굴 껍데기로 액

탈황연료인 석회석을 대체하는 자원으로 굴 껍데기에 주

상소석회를 제조하는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했다고 밝혔

목하여 지난 2018년 군산대, 고등기술연구원 등과의 공동

다.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

연구를 통해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

화에 기여하는 자원순환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이다.

발한 바 있다.

이번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석회석 슬

하지만 굴 껍데기 재활용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러리를 소성해 생석회를 생산하는 에쓰큐씨와, 패화석 비

불구하고 관련 업계에선 기술 상용화는 어렵다는 의견이

료를 주로 생산해온 전남지역 최대 굴 껍데기 재활용업체

있어왔다. 굴 껍데기를 고온으로 열처리 하는 공정에 많

인 여수바이오다.

은 에너지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향후 연간 약 1만 6천 톤의 액상소석회 생산

이에 서부발전은 운영경제성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들과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신규 직원을 대거

협업해 실증설비를 보강하고, 최적의 운전조건을 도출했다.

채용하고 현장에 액상소석회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등 만

지난 5월 해양수산부, 환경공단, 경상남도와 재활용 업체 등

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이 참관하는 가운데 정격운전시험을 시행한 결과, 부가가치

우리나라의 굴 껍데기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30만 톤
정도이다. 20만 톤 가량은 비료와 종자용 등으로 재활용

가 높은 제철공정의 소결제나 액상소석회 등으로 제품화할
경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해안가 등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엄경일 서부발전 발전운영처장은 “기술개발에 성공해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부발전은 발전소

도 사업화가 매우 어려운데, 두 회사가 모두 굴 껍데기 처
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바로 제
품의 제조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한다”며 “이번 협약과
기술이전이 해양생태
계를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
화에도 기여하는 그린
뉴딜 사업 활성화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
도록 적극 협력하겠
다”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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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서울과기대-에너지경제硏과 기술인력 양성 MOU
에너지전환시대 기술역량 강화 산학연 협업 체계 구축
을 갖춘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으
로 미래 에너지산업 선도에 이바
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Industry
4.0 : 사물인터넷을 통해 생산기기
와 생산품 간 상호 소통 체계를 구
축하고 전체 생산 과정을 최적화
하는 ‘4차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협약 체결에 따라 각 기관은 에
너지기후환경Industry 4.0 분야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이 에너지산업 우수인력 양

의 기술역량 강화 교육에 협력하고, 에너지정책 분야 연구

성을 위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 에너지경제

성과 및 최신 동향을 공유하며 발전설비 현장실습 및 에

연구원(원장 조용성)과 손을 맞잡았다.

너지분야 공동연구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침에 따라 최

남부발전 신정식 사장은 “산학연이 뜻을 모은 이번

근 비대면으로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업무협약으로 남부발전 직원들이 그린뉴딜과 에너지전

(MOU)’을 체결했다. 그린뉴딜 및 에너지전환시대에 대응

환의 시대 핵심역량을 배양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해 산학연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이번 업무협

“미래 에너지산업 선도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 투자와

약은 기후환경, 에너지정책, Industry 4.0 등 미래핵심역량

인재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EMC

적극 소통감사 위한 감사업무 체계 혁신
한국남부발전은 지난달 부산 본사에서 손성학 상임감

팅 감사문화 정착 ▲감사업무 공정성 강화를 위한 혁신

사 주관으로 ‘감사업무 혁신 및 감사 운영지침 실천 결의

활동 추진 ▲포스트 코로나 대응 온택트(On-Tact) 감사

대회’를 개최했다. 이 결의대회는 코로나19 대응 감사업무

로 뉴 노멀(New Normal) 감사체계 정립 ▲조직 내외

의 효율을 제고하고, 감사업무 체계 혁신을 통해 소통과

부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감사실 체질 개선 등 5대 혁

신뢰의 감사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신방향 아래 15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발굴했으며, 외부

남부발전 감사실은 결의대회에서 ▲효율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사시스템 개편 ▲소통 강화를 통한 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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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최종 과
제를 선정했다. KEMC

중부발전, 한가위 맞아 전사적 비대면 나눔봉사 앞장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매 및 취약계층 지원

9월 23일 한국중부발전 조성준
사회가치추진실장(왼쪽)이 취약
계층을 위한 농수산물 꾸러미를
전달하고 김윤경 보령노인종합
복지관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 사내 사회봉사단은 추석 명

서천건설본부 사회봉사단은 발전소 주변 24개 농어촌

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취약계층

마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25만 장을 지원

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추석

하였으며, 지역 취약계층 300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맞이 행복나눔주간』으로 정하고, 전사적인 비대면 나눔봉

인천발전본부 사회봉사단은 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취

사를 펼쳤다.
중부발전 사회봉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곤경에 처

약아동 200여명에게 식료품 키트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방역지원을 실시했다.

한 장애인, 독거노인 등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침체된 재

보령과 신보령발전본부 사회봉사단은 발전소 주변지역

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비대면

196개 가구에 대한 방역을 시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

방식의 다각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약 3억 4천만 원

역농산물을 지원했다.

상당의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한국중부발전 박형구 사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

본사 사회봉사단은 9월 23일 보령노인종합복지관과

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번 나눔봉사

의 협업을 통하여 장애인 및 취약계층 노인 등 100여

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며 “앞으로도 중부

가구에 지역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농수산물 꾸러미를

발전은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

전달했다.

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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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NST와 그린뉴딜 손잡아
9개 정출연, 에너지분야 그린뉴딜 R&D 주도
에기평과 NST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
을 통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한국판 그
린뉴딜 추진에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
다. 이를 위해 에너지 기술개발 전략수립
과 연구개발 수행체계 개선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임춘택 원장은 “한국판 뉴딜이 지
향하는 저탄소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분야에 대한 기
술혁신과 관련 기관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NST 소관 연구기관장들은 그린뉴딜 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임춘택)은 국가과학기술연

표과제인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구회(NST, 이사장 원광연)와 9월 21일 ‘에너지 전환 R&D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기차수소차)를 통한 에너지뉴딜 주도를 다짐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NST 이사장(원광연)과 소관

원광연 이사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관련 9개 연구기관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

정출연이 협력하여 인류의 미래가 걸린 기후위기를 극복해

지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함께 했다.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EMC

열대기후형 전기버스 인도네시아 수출
에기평의 국제공동연구사업 지원을 통해 한국형 전기

링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에디슨모터

버스를 고온다습한 기후에 적합하게 개선하여 ‘열대기후

스(주) 측에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서 추진 중인

형 전기버스’로 태국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실증을 완료

대규모 전기버스 보급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하였다. 에기평은 과제 종료 이후에도 열대기후형 전기

PT.Energi Makmur Buana사에 1대를 우선 수출한 후 내

버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년에 대규모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KEMC

정부에 해당 성과를 소개하고, 수출 추진 경과를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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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최초 남미지역 진출
칠레 태양광 발전사업 주주협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은 지난달 25일 서울 코
엑스에서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에스
에너지, 한양전공(주)와 칠레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투자를
위한 주주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칠레 수도 산티아고 인근 과달루페와 마리아
핀토 등 2곳에 각각 6.6 MW와 6.4 MW, 총 용량 13 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 25년간 운영하는 사업이
다. 한수원은 올해 안에 착공, 2021년 준공 및 상업운전을

을 주도해 왔으며, 건설 및 공정관리뿐 아니라, 향후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

관리 및 발전소 운영에도 참여한다. 또한 한수원은 지난 5

한수원이 남미지역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 체결한 칠레태양광사업 동반진출협약을 기반으로 후속

칠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안정

사업을 확보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국으로 손꼽힌

해외신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 특히 이 사업은 청정개발체제(CDM) 적용 시 탄소배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칠레 태양광 발전사업은 국산 기

권 확보를 통해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청정개발체제

자재를 제작·수출하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시장에

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진출해 매출증대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한수원形 그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팔

뉴딜정책 추진 선도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

거나 감축목표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 해외신재생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종합에너지

한수원은 남미 신재생시장 진출을 위해 이번 사업개발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EMC

동국제강 당진공장 13㎿급 태양광 사업 추진
한수원은 최근 동국제강, 티엠솔루션스, 효성중공업, 에
스에너지와 동국제강 당진공장 13 ㎿급 태양광발전사업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다.

공 후 연간 약 15,900 MWh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동국제강에서 생산하는 GIX(초고내식성
강판) 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GI(용융아연도

‘동국제강 당진공장 13 ㎿급 태양광발전사업’은 동국제

금강판) 제품 대비 표면 외관이 미려할 뿐만 아니라 내

강 당진공장의 지붕 및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발

식성능이 5~7배 우수해 부식 우려가 있는 해안가에서

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약 143억 원으로,

도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2021년 1월 착공,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준

예상된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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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 뉴스

전기연구원, EV 급속충전 대규모 국제 시험행사 개최
‘차린(CharIN)’ 아시아 대표기관으로 선정
스마트그리드 분야에 대한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인

차린은 올해부터 대륙별(유럽, 북미, 아시아) 국제 테

한국전기연구원(이하 KERI, 원장 최규하)이 국제전기차충

스티벌을 연간 1회씩 개최하기 위해 독일의 코멤소

전기술협의체 ‘차린(CharIN)’과 MoU를 체결하고, 전기차

(Comemso)와 미국의 루시드 모터스(Lucid Motors)를 각

의 급속충전 시 발생하는 오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

각 대륙별 대표기관으로 선정했고, 아시아 대표로는 KERI

모 국제시험 행사를 내년 하반기(2021.9.7~9.9)에 개최한

를 선정했다.

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급속충전 시장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차린’은 배터리로 구동되는 모든 종류의 전기차 충전

권장사항으로 콤보(Combo) 타입이 사용되어 충전 인프

시스템의 국제 표준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적합한 시험

라의 외형적 호환성은 준수되고 있으나, 통신 및 충전 시

인증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국제 민간 기술협의체다. 현재

퀀스 관련 소프트웨어적 호환성 문제로 인해 충전 에러가

포드현대기아BMW다임러벤츠폭스바겐GM혼다 등

다수 발생하여 사용자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같

전 세계 주요 전기차 제조 대기업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

은 문제는 충전 관련 국제표준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전기 관련 대부분의 업체들이 차린의 핵심 멤버로 참여할

하고 제조사 간 표준에 대한 해석이 다르거나 혹은 표준

만큼 전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불완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수

이번 협약으로 KERI와 차린은 국내외 전기차 대기업 및

록 더욱더 큰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충전기 제조사를 한자리에 모아 전기차 급속충전 시에 발

이에 KERI는 2018년부터 매년 국내 테스티벌을 개최하

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점검하는 ‘테스티벌(Test+Festival)’

며 전기차 및 충전기 제조사 간 상호 호환성 교차검증 시

을 공동 개최하게 되며, 호환성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선

험을 진행하여 20개 이상의 기술적 이슈(호환성 문제로

도 기반도 마련하게 된다.

인한 충전 장애)를 발견했고, 국제표준(IEC)에 근거한 시
험자료를 활용하여 각종 문제의 주요 원
인을 파악함으로써 공통 해결방안을 모
색해 왔다.
특히 개최 기관과 별개로 독일 베리스
코(Verisco)가 기술주관을 하는 유럽 및
북미와 달리, KERI는 지난 2번에 걸친
테스티벌의 성공적 개최 및 기술 기여를
인정받아 행사의 개최는 물론 기술주관
까지 동시에 수행하게 되어 좀 더 국내
제조사에 적합한 시험 구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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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echnology

불타지 않는 ESS 수계전지, 장수명 전지 개발에 청신호
KAIST 김희탁 교수 연구팀, 아연 전극의 열화 메커니즘을 규명

김희탁 교수

KAIST(총장 신성철)는

이 나타내는 짧은 수명 때문에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생명화학공학과 김희탁

점이다. 특히 아연 금속이 충방전 과정 중에 보이는 불균

교수(나노융합연구소 차

일한 돌기 형태의 덴드라이트 형성은 전지의 내부 단락을

세대배터리센터) 연구팀

유발해 수명을 단축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아연 전극의 열화 메커

현재 덴드라이트 형성 메커니즘은 명확히 규명되진 않

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해

고 있지만 충전 초기 전극 표면에 형성되는 아연 핵의 불

결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균일성 때문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런 문

보고된 모든 레독스 흐름

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균일한 핵의 생성을 유도하는 기

전지 가운데 가장 오래가

술이 경쟁적으로 개발돼왔으나, 여전히 충분한 수명향상

는 수명을 가지는 수계 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연-브롬 레독스 흐름 전지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희탁 교수 연구팀은 낮은 표면에너지를 지닌 탄소 전

현재 대부분의 ESS(에너지저장시스템)는 값이 저렴한

극 계면에서는 아연 핵의 ‘표면 확산(Surface diffusion)’을

‘리튬이온전지’기술을 채택하고 있지만, 리튬이온전지는

통한 ‘자가 응집(Self-agglomeration)’ 현상이 발생한다는

태생적으로 발화로 인한 화재 위험성 때문에 대용량의 전

사실에 주목하고 양자 역학 기반의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력을 저장하는 ESS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

전송 전자 현미경 분석을 통해 자가 응집 현상이 아연 덴

다. 실제 2017년~ 2019년까지 2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리

드라이트 형성의 주요 원인임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연

튬이온전지로 인한 ESS 화재사고 33건 가운데 가동이 중

구팀은 이와 함께 특정 탄소결함구조에서는 아연 핵의 표

단된 곳은 전체 중 35%에 달한다. 현재까지 집계된 손해

면 확산이 억제되기 때문에 덴드라이트가 발생하지 않은

액만도 약 7,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실을 발견했다.
탄소 원자 1개가 제거된 단일 빈 구멍 결함(single

잇따른 화재로 수계 전해질 전지 주목

vacancy defect)은 아연 핵과 전자를 교환하며, 강하게

따라서 최근에는 배터리 과열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

결합함으로써 표면 확산이 억제되고 균일한 핵생성 또는

할 수 있는 수계(물) 전해질을 이용한 레독스 흐름 전지가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김 교수 연구팀은 고밀도의 결함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초저가의 브롬화 아연(ZnBr2)

구조를 지닌 탄소 전극을 아연-브롬 레독스 흐름 전지에

을 활물질로 이용하는 아연-브롬 레독스 흐름 전지는 다

적용해, 리튬이온전지의 30배에 달하는 높은 충방전 전

른 수계 레독스 흐름 전지와 비교할 때 높은 구동 전압과

류밀도(100 mA/㎠)에서 5,000 사이클 이상의 수명 특성

함께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고, 가격이 싸다는 장점 때

을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양

문에 70년대부터 ESS용으로 개발돼왔다.

한 레독스 흐름 전지에 대해 보고된 결과 중 가장 뛰어난

문제는 아연-브롬 레독스 흐름 전지의 경우 아연 음극

수명성능을 지닌 전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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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뉴스

그린뉴딜 이끌 6대 유망분야 에너지혁신기업 키운다
태양광, 가상발전소, 풍력 등 4천 개 기업 발굴 지원하기로

2025년까지 그린뉴딜을 이끌어 갈 6대 유망분야 에너
지혁신기업을 발굴한다.

지원전략’을 발표하였다.
에너지혁신기업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신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뉴딜을 위한 주요 과제인 ‘녹색

기술 개발, 기술 융복합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추진의 일환으로 ‘에너지혁신기업

효율, 전력 수요관리 등 에너지신산업에서 새로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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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들 기업은

유망 에너지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산업의 체

업종, 생산품목, 특허 분석을 통해 2,029개 에너지혁신기

계 변화, 기업들의 역량과 잠재력, 중장기 정책방향 등

업을 분류했다.

을 고려하여 도출된 ‘6대 핵심 유망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6대 핵심유망 분야는 ▲태양광 운영관리, ▲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은

분산전원 가상발전소, ▲풍력 지원서비스, ▲전기차배터
리 관련서비스, ▲에너지신산업 소부장, ▲건물 에너

산업부는 2025년까지 에너지혁신기업 4,000개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을 발
표하였다.

지효율 관리 등이다.
6대 핵심 유망분야의 구체적인 육성방안은 다음과 같
다. 우선, 태양광 운영관리(O&M) 육성을 위해 표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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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지표를 개발하고, 대형발전소에 예측·분석 의무와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지능형센서, 분석관리 소프트웨어

효율목표 부과를 추진한다. 운영관리 전문화를 위해 ‘태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도 확대한다.

양광 운영관리 표준 설명서’를 제정하고, 관련 기술 서비
스의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어떻게 지원하나

두 번째, 분산전원 가상발전소 시장 활성화와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를 위해 ‘플러스 수요관리(DR)’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지원 전략으로는 우선, 수요기업·인증기관

전력중개 모집자원 기준도 개선한다. 수요 감축과 반대개

이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혁신조달 연계형 연구개발’

념으로 재생에너지 최대발전량 시간대에 수요증가를 통해

을 추진하고, 실적 확보를 위해 공기업과 함께 연구개발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통 회피비용을 최소화하기

추진하는 ‘공동 참여형 연구개발’도 신설한다.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도입하고, 가상발전
소(VPP) 운영관리보안을 위한 기술개발도 확대한다.
세 번째, 풍력 지원서비스는 공공주도 대형 풍력단지의
단지설계, 사업 타당성 검토 등에 에너지혁신기업 참여를

신기술과 새로운 제품서비스 검증을 위한 ‘에너지산
업 기술검증 사업’을 도입하고, 민간의 투자를 확보한 우
수 에너지혁신기업에 사업화 연구개발과 함께 금융, 마케
팅 등을 통합 지원한다.

확대하여 틈새시장 중심으로 풍력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

두 번째로는 한국형 뉴딜 기금의 자(子)기금으로 ‘신재

진한다. 기존 풍력단지 및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와 연계

생에너지 생태계 기금(가칭)’ 조성을 추진하고, ‘투자대상

하여 운영관리 실증 및 전문화를 지원하고, 단지설계, 운

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기금들의 에너지혁신기업에 대한

영관리 등의 새로운 기술서비스 검증을 위한 사업을 신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기업 홍보를 위한 투자설명

설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회(IR), 기술동향, 협력사례 등을 공유하는 ‘에너지신산업

네 번째, 전기차 배터리 관련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연대협력 토론회’ 등을 통해 대기업, 벤처캐피탈 등의 투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센터와 협력하여 사용 후 배터리

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혁신기업의 증

성능평가 및 분류체계를 마련한다. 전기차 데이터 기반 사

권시장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특례 상장 전문기관에

업 확산을 위해 전기차 부품 데이터 기반(전자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추가하고, 에너지신산업의 기술기

을 구축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의 확산을 위한 실증특례

업가치 평가모델(Valuation Model) 개발도 추진한다.

사업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배터리 데이터 보안

세 번째, 정책수립 기반 마련을 위해 ‘에너지혁신기업

체계, 재사용배터리의 응용제품 개발평가를 위한 실증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에너지 산업시장 변화를 반

구 등 기술개발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영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 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에

다섯 번째, 에너지신산업 소재부품장비는 기업 간 공

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에너지혁신기업의 지역거점으로

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이 구매 조달로 연결되는

육성,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내 산

‘수요 연계형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태양광, 풍력, 이차

학연과 연계한 ‘종합 실증연구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

전지, 지능형기기 등 4대 분야에서 수요기업 등과 연계한

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공기업,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실

‘소부장 협력모델’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증 기반과 기업지원 사업 등을 활용하기 위한 협업체계도

여섯 번째, 건물 에너지효율 관리는 건물에너지 관리

마련할 계획이다.

시스템(BEMS) 표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탈탄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미 보급된 공공건물용 BEMS의

화, 분산화,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체계 변화 속에서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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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아이디어로 무장
한 에너지혁신기업들
이 에너지산업에 혁신
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및
부작용 완화한다
그린뉴딜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 개정시행

이번 지원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장제
도 개선 등을 통해 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31일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너지신산업 활성화와

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 공포하고

그린뉴딜 추진에 기여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는 에너지혁신기업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지난 7월 ‘그린뉴딜’ 대책의

을 적극 뒷받침 할 것’

이행을 위한 집적화 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이라 강조하였다.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

산업부는 ‘25년까지
에너지혁신기업이 현

에 대한 완화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의 2배인 4천개 수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보면, 우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신재

준으로 늘어나고, 이를

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6

통해 사업지 지정 및 실시기관을 선정한다.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공

만개를 창출할 수 있

공부문 의무비율 상향과 관련하여 2021~2022년 RPS 의무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

도록 이번 지원전략을

에서 1%p씩 상향하고,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2030년 40%까지 확대한다.

차질 없이 추진할 계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였음에도 기한내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획이다. 이를 위해 지

(REC)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REC가 소멸되던 것을 에너지공단이 공급사실 확인

원전략의 이행을 위한

가능시 신청이 없더라도 REC를 발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기관별 실무 특별팀

또한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계

(T/F)을 구성하고, 분

획 시행주체와 절차를 규정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

기별 회의를 통해 이

와 대상을 정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린뉴딜 투자활성화

행 상황을 점검해 나

를 위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갈 예정이다. 또한, 기

를 마련했다.

업의 애로사항을 발굴

전기사업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산업부 장관이 중간복구명령을 이행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하지 않는 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절차 및 유예사유 등을 마련했다. 태양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풍력연료전지 사업의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 마련

기업과의 소통협력도

했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개시전 양도양수, 주식취득, 법인합병분할 가능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한 계량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과금

획이다. KEMC

형 콘센트’를 갖춘 경우에도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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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화재사고 경험이 국제표준으로 거듭나
‘에너지저장장치시스템 안전시험 방법’ 국제표준 제정 첫 관문 통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축적

신규작업표준안(NP) 채택은 국제표준 제정의 첫 단계

한 경험과 실증시험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저장장치 안

로 기술위원회 정회원국 투표에서 2/3 이상이 찬성하고,

전성 분야의 국제표준 추진에 나섰다.

5개 이상의 국가에서 국제표준 제정 작업에 참여할 전문

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우리나라가 국제전기기술

가를 추천받아야 한다. 이번 투표에서 우리나라는 기술위

위원회에 제안한 ‘에너지저장장치시스템 안전 시험방법

원회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 냈으며, 미국, 스페

및 절차’가 에너지저장장치시스템 기술위원회(IEC/TC

인, 아일랜드, 중국 등으로부터 전문가 추천을 받아 국제

120)에서 신규작업표준안(NP)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표준 제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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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과정에서, 기존 표준에 포함시켜 다루자는 일본의

행되고 있으며, 다른 국제표준안에도 우리나라의 에너

주장과 에너지저장장치 안전검증의 중요성 및 시장의 당

지저장장치 시스템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위성에 따른 신규표준이 필요하다는 한국의 주장이 맞섰

등 우리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추

으나, 투표결과 국제표준을 제정하기로 결정되었다.

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 표준안은 리튬이온배터리 기반의 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저장장치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방법과 절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산업

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기술문서이다. 지난 해 우리나라

으로, 우리 기업들이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

가 실시한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 조사와 실증 시험을

데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 안전성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을

통해 확보한 안전성 기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기

이끌게 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더욱

적기계적 위험성, 누설가스, 통신제어와 전자파 등 에너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그간 발생했던 에너지

지저장장치 안전요소에 대한 상세 시험방법을 담고 있다.
국제표준 제안 과정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저장장치 화재 사고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처

김미성 수석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김진용 센터장

럼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앞서가는 과정에서 겪은 경

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김진용 센터장은 이번 표준제

험이 오늘날 국제표준 추진의 밑바탕이 되었다”면서, “과

정을 위해 구성되는 국제 기획팀의 팀장을 맡아 국제표준

거 선진국이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여러 국제표준을 개발

제정 절차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국제표준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에너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환경조건에 따른 에너
지저장장치 시스템 보호 요구사항’이 지난 해 11월 신규

지저장장치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국
제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KEMC

작업표준안으로 채택돼 현재 국제표준 제정 작업이 진

표.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TC 120) 분야의 표준화 기술위원회, 작업반(WG, Working Group) 현황

구분

명칭

컨비너(의장)

WG1

Terminology
(용어)

Christian Noce
(이탈리아)

WG2

Unit parameters and testing methods
(단위 변수 및 시험방법)

Atsushi Honzawa
(일본)

WG3

Planning and installation
(계획 및 설치)

Hubert Rubenbauer
(독일)

WG4

Environmental issues
(환경이슈)

김미성
(한국, KTR)

WG5

Safety considerations
(안전사항)

Guy Marlair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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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VA는 Ethernet-APL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오늘날 산업용 이더넷은 주로 공장 자동화에 많이 사용되며 부분적으로만 PROCESS 계장 자동화에 사용된다. 그러나 현
장의 이더넷은 높은 데이터 전송속도, 사용의 편의성 및 상호 운용성을 제공한다. 또한 산업용 이더넷이 있는 스마트 기기는
Industrie 4.0 및 IIoT에는 필수적이다.

글/ ODVA Activity Manager I. Y. Cho, odva@od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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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therNet/IP, 이더넷-APL, 단일 쌍 이더넷, 산
업용 이더넷, IEEE 802.3, 프로세스 자동화,

디지털화 용어 정의
• 10BASE-T1L 10Mbit /s 정의: 긴 연결을 위
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통한 옵션 전원선
• 100BASE-TX 100Mbit /s 정의: 2개의 연선 케
이블을 통한 별도의 전원선
• 이더넷-APL: 이더넷 고급 물리 계층, 계장 현장
에 이더넷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 FCG[ FieldComm Group]조직
• HART Highway: 주소 지정이 가능한 원격 변
환기, 표준화 된 통신 프로토콜
• IEEE 802.3cg : 이더넷 프로젝트 (10BASET1L 포함)
• IIoT: 산업용 사물 인터넷[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 본질안전[Intrinsic Safety]: 폭발위험이 있
는 환경에서 전기제어 패널 등의 장비를 안전
하고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작동시키는 본질적
안전방법
• NAMUR Process Automation: 독일의 계장기
술의 사용자 그룹
• P I P R O F I B U S 및 P R O F I N E T I n t e r
national: 지멘스의 PI 국제조직

사용 사례

하게 나와있는 스마트 기기는 PROCESS 계장 산업의 모
든 영역에서 사용하기에 는 아직 적합하지가 않다. 폭발위

여러 장점으로 인해 PROCESS 계장 플랜트에서 발생하

험 지역[Explosion Hazardous Area] 또는 별도의 전원을

는 가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이미 시장에 파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주요 문제는 PROCESS 계장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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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리적 계층에서 발

장치 정보 모델에 대한 영향 등 관련 주제를 보여준다.

생한다. 장거리, 전원 공급장치 및 동축케이블의 2-와이어
를 통한 통신 및 본질 안전 방폭[Intrinsic Safety Explosion

단일표준 네트워크의 비전

proof]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DO인
PI(Profib us & Profinet International), FieldComm Group

1980년대에 HART 프로토콜을 표준화함으로써 디지

및 ODVA는 주요 PROCESS 계장 장치 공급업체와 협력

털화의 첫 단계가 이루어진바 있다. 이 프로토콜을 사

하여 이더넷-APL(Advanced Physical Layer) 프로젝트를

용하면 기존 4-20mA 아날로그 배선이 있는 플랜트에

수행키로 약속하였다. 이더넷-APL이 물리계층(계층 1)에

쉽게 도입이 가능하다. 이 기술을 통하면 스마트 기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양 통합은 통신 프로토콜에 있어

의 데이터를 잠금 상태에서 해제가 가능하다. 이 기술은

서 여럿의 요구를 만족하는 중립적 위치에 놓고, 프로젝트

PROCESS 계장 자동화 분야에 널리 퍼져 있다. 2000년

를 수행하기로 약속했다. 각 IP 기반 프로토콜 표준의 이러

대에 PROFIBUS PA 또는 FOUNDATION Fieldbus와 같

한 통합적 개념은 2020년에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후에는

은 필드버스 프로토콜이 도입되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속

전체 네트워크 인프라를 위한 장치가 개발의 목표다. 언급

도, 진단 또는 장치교환을 위한 보다 표준화된 기능을 제

된 조직의 다양성, 이더넷-APL 프로젝트에 기여할 많은

공하고 있다. HART 시스템 및 필드 버스 시스템을 포함

업계의 파트너, 그리고 IEEE 및 IEC 표준, 고객 요구에 초

한, 4-20mA 아날로그 신호는 모두 공장의 배선 또는 위

점을 맞춘 이 프로젝트는 PROCESS 계장 산업에 주요 이

험 지역에서의 사용을 줄여야 하는 케이블을 통한 전력

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백서를 이러한 측면에 초점

공급과 같은 PROCESS 계장 산업의 가혹한 요구 사항들

을 맞추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을 충족해왔다. 그러나 필드버스 시스템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 전통적인 HART 시스템을 대체할 수는 없었

Ethernet-APL 백서의 목적

다. 예를 들어 프로세스 제어 시스템은 프로세스 값만 사
용하지 종합적인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 백서는 모든 자동화 수준에 대해 하나의 공통 통신
기술을 포함하는 산업플랜트의 이더넷 기반 단일 네트워

진단 및 매개 변수화 가능성

크 비전에 중점을 둔다. 이 문서는 PROCESS 계장 자동
화의 논리적 다음단계인 이더넷 기반 통신에 대한 이해를

기존 인프라에서 데이터는 이러한 기존 통신 기술을 기

돕기 위해 통신 프로토콜의 진화로 시작한다. 이 백서는

반으로 하고 상위와 분리된 필드 및 제어 수준 즉, (OT =

개발조직의 설정에 있어 기술적 통찰력과 마지막 예상일

운영 기술)에 고정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더넷 기반의 관

정에 이르기까지 목표비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관

리 수준 즉, (IT = 정보 기술)에서는 현재 IEEE 이더넷 사

련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기술 사양은 아직 확정되지 않

양을 기반으로 하는 이더넷 기술을 사용하고 EtherNet/IP

았기 때문에 기술세부사항은 문서의 일부가 아니라 각 사

와 같은 산업용 이더넷 프로토콜과 결합하여 더 많은 전

양에 대한 참조일 뿐이다. 이 백서는 어느 화학 플랜트[독

송 속도와 대역폭을 달성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물리

일 BASF]의 파일럿 테스트에서 수집된 첫 번째 고객 경

적 계층에는 4선의 이더넷 케이블과 짧은 케이블 길이

험을 바탕으로 기술의 장점들을 입증하였다. 끝으로, 전

를 갖는다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폭발 위험 지역에 설

망을 말한다면 안전 애플리케이션 또는 프로세스 자동화

치하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은 게 단점이다. IIoT[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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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of Things]
Industrie 4.0 및
NAMUR Open
Architecture와 같
은 데이터 집약적
인 애플리케이션
을 사용하는 미래
의 시스템 개념에
따라 요구 사항 및
통신 기술을 변경
할 수가 있다. 이

그림 1. 토폴로지 컨셉의 개요

러한 모든 미래의
개념에는 자동화
수준 간에 데이터
를 해석하고 변환
할 필요가 없는 스
마트 기기의 데이
터가 필요하다. 공
장 자동화에서 IT

그림 2. 12개 산업계 파트너와 3개 기관이 참여

와 OT 간의 일관
된 통신장벽은 기존 이더넷 기술을 기반으로 몇 년 동안

다. 데이터 통신에 사용된 동일한 2선 케이블을 통해 필

이미 극복된 바 있다. PROCESS 계장 자동화에는 아직 이

드 장치에 신호와 전원을 동시에 공급하는 것은 이전 필

더넷 사양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 사항이 있다. 이러한 격

드버스 설치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기에 이 기능을 빼놓

차에 대해서는 이미 식별되었으며 이더넷을 위한 새로운

을 수는 없다. 만약에 폭발 위험지역[Hazardous Area]

물리 계층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에 이더넷을 지원하는 필드장치를 설치하면 PROCESS
계장 산업의 요구 사항이 모두 마무리된다. IIoT 사용 사

PROCESS 계장 자동화의 장벽

례가 있는 향후 시스템 개념의 경우 단일 네트워크 비
전에서 설명된 대로 추가 요구 사항이 제시가 되었다.

PROCESS 계장 산업에서는 토폴로지(트렁크/스퍼

이는 IEEE 100BASE-TX 기반의 표준 이더넷 기술과

설치), 2-와이어 기술(동축 케이블을 통한 통신 및 전

HART 또는 필드버스 인프라를 포함한 아날로그 신호인

원 두 가지를 동시 공급하는 방법), 장거리 및 본질안전

4-20mA의 기존 시스템 모두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다

방폭[Intrinsically safe explosion-proof]과 같은 측면

충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모든 요구 사

이 특히 중요하다. “장거리”란 수백 미터의 케이블 길

항을 해결하고 PROCESS 계장 플랜트에서 단일 표준네

이를 의미하며 최대 1,000m까지도 전달하는 것을 말한

트워크의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중기관 및 기업이 함

35

Case Study

그림 3. ISO OSI 모델은 상위계층에서 이더넷-APL의 독립성을 보여준다.

께 참여하는 Ethernet-APL 프로젝트의 수립 이유가 성

사항을 충족하려면 몇 가지 사양을 개선해야만 한다. 이런

립을 하게 된 배경이다.

요청사항은 해당 개발조직에 전달이 되었다.

이더넷-APL 조직

IEEE 802.3cg

선도적 산업 조직으로 불리는 3대 SDO인 FieldComm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주요 측면은 이

Group[Hart-IP], ODVA[EtherNet/IP] 및 PROFIBUS &

더넷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물리 계층의 탄생이

PROFINET International[PROFINET]은 이더넷-APL 프

다. 따라서 IEEE 802.3에서 동일한 트위스트 페어 이더

로젝트에 협력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업

넷 케이블을 통해 장거리 애플리케이션과 전력 및 데이터

계 파트너로는 ABB, Emerson Process Management,

를 달성하기 위해 10Mbit/s의 2가닥 선의 이더넷 사양 작

Endress + Hauser, Krohne, Pepperl + Fuchs, Phoenix

업을 요청하였다. 이미 2016년에 IEEE 표준 협회는 IEEE

Contact, R. Stahl, Rockwell Automation, Samson,

802.3cg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사양문제는 이 사양에 따

Siemens, Vega 및 Yokogawa와 같은 프로세스 자동화

라 PHY[OSI 모델의 물리 계층의 약어로, 물리 계층 기능

분야의 선도 기업 12개 기업이다. 총 3 개의 조직과 12개의

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회로를 표시]칩 제조업체는 필요

업계 파트너가 이더넷용 고급 물리 계층인 이더넷-APL 프

한 이더넷 PHY 생산을 시작할 수가 있다.

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두 함께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아래 12개의 프로젝트 참여기업 LOGO 참조].

IEC TS 60079-47 Ethernet-APL 국제표준의
탄생 및 발표

장벽의 해결
미래의 시스템 개념에 대해서 PROCESS 계장 산업의

Zone 0/Class 1 Division1까지 위험 지역에서 루프

요구사항이 식별되고 명확한 설명이 가능하다. 모든 요구

전원 및 별도의 전원 장치에 대한 본질 안전의 요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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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술위원회 내 IEC PT 60079-

EtherNet/IP Physical Layer SIG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47[이더넷-APL의 IEC 표준명] 프로젝트 팀 IEC SC

또한 EtherNet/IP 미디어 계획 및 설치 가이드라인은 APL

31G는 이에 대한 기술 사양을 작업하고 있다. IEC

프로젝트의 공동 작업으로 작성된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

60079의 와이어의 본질 안전 이더넷(2-WISE). 점화 보

라 업데이트가 된다.

호 개념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동안 작업
그룹은 필드 버스 본질 안전 개념(FISCO)에 정의된 원

이더넷-APL에 대한 기본 정의

칙이 새로운 물리 계층에 대한 일부 적응을 포함하여
2-WISE 기술 사양에도 적합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러

ISO OSI 모델

한 인식은 DEKRA Testing & Certification GmbH에서

이름처럼 이더넷 고급물리 계층은 IEEE 802.3cg를 기

실행된 성공적인 테스트로 뒷받침을 할 수 있다. 최종

반으로 하는 추가적인 물리 계층이다. 따라서 EtherNet/IP

기술사양(IEC TS 60079-47)이며, 사실상 이 프로젝트

와 같은 산업용 이더넷 프로토콜은 물리적 계층과 독립적

의 국제 PROCESS 계장 단일표준인 IEC TS 60079-47

으로 작동하므로 이러한 개선 사항과는 무관하다.

은 2021년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토폴로지[Topologies]
조직의 사양

Ethernet-APL을 통해 이미 확립된 토폴로지를 실현

마지막으로 FCG, ODVA 및 PI 조직의 관련 사양에서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필드버스의 입증된 트렁크 및 스퍼

이더넷-APL 정의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적용은 2020

[spur] 토폴로지가 포함이 된다. 각각 최대 500mW로 최

년 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ODVA 내에서 사양

대 50개의 필드장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의 향상은 Volume 2 “EtherNet /IP Adaption of CIP”의

본질안전[intrinsic safety]을 갖춘 위험지역[Hazardous

그림 4. 잘 알려진 trunk & spur 토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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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에 APL 필드 스위치와 APL 필드장치를 모두 설치

공통 트렁크 및 스퍼 토폴로지로 인해 설치 오류가 덜 발

할 수가 있다.

생할 수 있다. 설치 후 이더넷-APL 인프라의 물리적 계층
이 항상 동일하므로 인해 테스트 노력이 줄어든다. 최소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점

한의 배선 마운트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케이블의 전원 및
데이터 때문에 동일하게 모든 게 적용이 된다. 교육 목적

이더넷-APL은 고객측면의 설계 팀, 엔지니어 및 유지

의 경우에도 모든 네트워크 수준에는 단 하나의 통신[이더

보수 팀[계 전 팀]의 직원들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넷-APL]만 있기 때문에 교육에 따른 노력이 줄어든다. 자

시스템 설계 및 통합 시간단축 필드 레벨과 제어 레벨 사

동 인스턴스화가 지원하는 IP 기반 통신을 위한 표준 수단

이에 단일표준의 보편적 통신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이더

으로 IT에서 OT의 수직 통합을 쉽게 수행할 수 있다. 기존

넷-APL 시스템 인프라에서 서로 다른 통신 프로토콜을

시스템보다 최대 300배 빠른 대단히 높은 데이터 전송 속

변환시켜주는 별도의 게이트웨이나 변환기 등이 필요하

도로 빠른 장치 구성이 지원된다. 설치 후 이더넷-APL 인

지 않다. 최대 60W의 전원 공급 장치 출력으로 인해 전원

프라의 물리적 계층이 1개이므로 테스트에 대한 수고가 줄

공급 장치 당 더 많은 장치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더 적은

어든다. 배선문제는 전원 및 데이터가 하나의 동축 케이블

세그먼트로 이어진다.

에 들어 있어서 배선이 매우 간단하며, 네트워크 교육도
모든 네트워크가 단 1개의 통신[이더넷-APL] 선으로 배

시스템 설계 및 통합 시간 단축

선이 되므로 인해 배선에 따른 어떤 교육적 노력도 필요
가 없다. 자동계측에 의해 지원되는 IP기반 통신의 표준수

필드 레벨과 제어 레벨 사이에 하나의 퍼베이시브 통신

단에 의해서, IT에서 OT의 수직적 통합은 매우 쉽게 이루

기술[공기가 사람과 공존하듯 장비와 장비가 공존하는 개

어질 수가 있다. 기존 시스템보다 최대 300배나 빠른 매우

념. 즉, 유비쿼터스처럼 언제 어디서나 통신장치들이 상호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로 빠른 장치 구성이 지원된다.

작용하며 각종 통신장치가 다중적으로 다른 장비들을 서
포트하는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이더넷-APL 시스템 인프

타임라인

라에서 서로 다른 통신 프로토콜을 변환하는 게이트웨이
와 변환기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최대 60W의 전원 공급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관련 사양은 2020년 말까

장치 출력으로 인해 전원 공급 장치 당 더 많은 장치를 추

지 완성되고 출시 될 예정이다. 목표는 2021년 6월 독일

가할 수 있으므로 세그먼트 수가 줄어든다. 잘 알려진 트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아케마[ACHEMA] 박람회에

렁크 및 스퍼 토폴로지는 이더넷-APL 시스템으로 조정할

서 전체 네트워크 인프라의 실제 제품으로써 Ethernet-

수 있다. 또한 필드버스 케이블을 재사용함으로써 기존의

APL을 시연할 예정이다. 시연된 제품은 박람회 직후 출시

설비들을 쉽게 교체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 설계의

될 예정이다.

복잡성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고객 경험
스타트 업 노력의 감소
2019년에 이더넷-APL 기술은 첫 번째 프로토 타입을
이더넷-APL 인프라를 설치하는 동안 극성의 독립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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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독일의 한 화학 공장[BASF]에서 평가되었다.

평가 프로젝트의 초점은 이미 설명된 프로세스 산업의 요
구 사항이었다.

ODVA 기술은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하나의 단일 이더넷 프로
토콜
•모든 자동화 수준에서 강력한 이더넷 통신
•동축케이블에 통신 및 전원 2선 케이블을 통한 데이
터 공급(필드버스 케이블 재사용가능)
•위험지역[Hazardous Area]에서의 사용 및 본질안전
(Intrinsic safety)의 중요성
•NAMUR[독일] Open Architecture에 따른 IIoT 사용
사례를 위한 병렬 데이터 액세스
•친숙한 트렁크-평면 토폴로지(trunk-and-spurtopology)를 지원
•언제 어디서나 장치에 액세스해야 한다.
•자동화 및 기타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빠르고 효율적
인 통신망
평가 프로젝트는 관제실과 현장을 포함한 현실적인 설
정에서 실행되었다. 경험의 첫 번째 결과는 2019년 11월

여러 공급 업체의 제품 및 시스템과 함께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ODVA 네
트워크를 지정하는 책임자는 아이디어, 의
견의 적합성과 적합성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의도 된 사용을 위해 여기에 표현 된
권장 사항. 저작권 © 2020 ODVA, Inc. 판
권 소유. 복제 허가 저자에게 적절한 귀속
이 있는 이 자료의 발췌문은 ODVA의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기 바람.
TEL

+ 1734-975-8840

팩스

+ 1734-922-0027

이메일

odva@odva.org

웹

www.odva.org.

CIP, 공통 산업 프로토콜, CIP 에너지, CIP
모션, CIP 안전, CIP Sync, CIP Security,
CompoNet, ControlNet, DeviceNet 및

NAMUR 총회에서 발표되었다. 요약하면 평가는 성공적이

EtherNet/IP는 ODVA, Inc.의 상표이다. 기타

었으며 기술은 예상했던 이점을 모두 제공했다.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자산이다.

전망
추가 고객 평가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도 디지털화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기술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더 많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

EtherNet/IP를 위한 안전 프로토콜 CIP Safety를 고려함으

해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한 평가 프로젝트는 다양한 업

로써 정확히 이 사용 사례가 충족이 되었다.

계의 적합한 고객과 함께 업계 파트너에 의해 계획되었다.

프로세스 자동화장치 정보 모델
안전 애플리케이션의 디지털화

이더넷 기술은 스마트 기기에서 데이터를 액세스 할

Ethernet-APL을 사용하면 모든 자동화 수준에 있어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현재 개발 중인 PA-DIM과

서 네트워크의 비전이 현실이 된다. 하지만 안전 애플

결합하여 미래의 디지털 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

리케이션은 어떤가? 단일 네트워크 비전 측면에서 안전

현한다. PA-DIM은 제조업체, 프로토콜 및 플랫폼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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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으로 정의되므로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의 실현을

PROFINET-APL 및 PROFIBUS PA)되었다고 말했다. 이

제공할수있다. 이 장치의 정보 모델은 OPC-UA(Open

론적으로 이것은 데이터를 이더넷 기반의 실시간 프로

Platform Communications - Unified Architecture)를

토콜에 매핑할 수 있는 FOUNDATION Fieldbus 기기에

기반으로 하며 이더넷을 통해 TCP를 기반으로 전송이

서도 가능하다. 바로 이 이중 기능은 기존 플랜트를 이

된다. 사양은 FieldComm Group과 OPC Foundation

더넷-APL 기반 인프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간의 협력, 기본적으로 PA-DIM은 데이터 해석을 피하

중요하다. 이더넷-APL이 출시된 첫 해 동안에는 기존

기 위해 데이터의 의미를 정의하는 통합된 장치 정보 모

FOUNDATION Fieldbus 또는 PROFIBUS PA 장비는 이

델로 구성이 될 것이다. 여기에 표현 된 아이디어, 의견

더넷-APL 인터페이스로 누락된 장비의 기능차이를 채

및 권장 사항은 가능한 사용에 대한 저자의 개념을 설명

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기 위한 것이다. ODVA의 아이디어, 의견 및 권장 사
항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APL 로의 대폭적인 전환이유는 DCS 공급 업
체가 지난 10년 동안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 한 기존I/
O시스템에서 벗어나 시스템 & 엔지니어링 관행을 개

기타 Ethernet-APL에 대한 의견 및 평가

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재 APL 프로젝트에 참여하

Emerson의 Kravitz씨는 “오늘날 이더넷에서 실행되는

고 있는 3대 SDO 조직중 ODVA의 EtherNet/IP 프로

모든 프로토콜은 이더넷-APL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토콜은 APL 표준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오늘

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HART-IP 및 Profinet, EtherNet/

날 EtherNet/IP는 DCS의 게이트웨이 역할도하는 PLC

IP 및 기타 산업용 이더넷 변형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가 방향 제어 밸브 뱅크를 제어하는 밸브 파일럿과 같

이더넷 기반 프로토콜에는 아날로그 HART, PROFIBUS

은 애플리케이션의 자동화 아일랜드 내에서 프로세스

PA 및 FOUNDATION Fieldbus와 같이 레거시 디지털

자동화에 일반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ODVA의 Steve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장치와 통신할 수 있는 I/O를 위

Fales씨는 설명했다. ODVA의 APL을 통해 Fales씨는

한 규정이 있다. 처음에는 이더넷-APL과 같은 새로운

EtherNet/IP가 제어, 진단 및 시운전을 위해 게이트웨

기술의 출시로 인해 기존 장치를 즉시 변경하지는 않을

이 없이 프로세스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더 광범위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측 및 시스템 공

게 사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EtherNet/IP는 현장 수준

급 업체가 이더넷-APL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함

과 상위 시스템 수준간의 이더넷 통신 시스템에 대한

에 따라 고객은 향상된 기능, 보안 및 유연성에 대한 잠

NAMUR의 최소 바인딩 요구 사항 중 하나로 명명되었

재력을 본 뒤, 이더넷-APL 장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고 HART 장치 번역서비스의 통합 및 NAMUR NE 107

APL 워킹 그룹의 YOKOGAWA 대표인 Taro Endoh씨

진단. 즉, ABB 측정 및 분석 플랫폼 관리자인 ABB의

는 “FOUNDATION Fieldbus와 PROFIBUS PA는 APL

Tilo Merlin씨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의 등장으로 인해 패배를 할 것이다. 산업용 이더넷 프

DCS 시스템은 이미 PROFINET 및 EtherNet/IP를 지원

로토콜을 갖는 APL은 멀지 않아 4-20mA + HART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Ethernet-

대체할 것이다. 그러나 Pepperl + Fuchs의 Michael

APL의 채택은 아주 간단하다. 이들을 사용하면 게이트

Kessler에 따르면 APL 대 현재 필드버스 프로토콜에

웨이 또는 기타 프로토콜 변환기의 사용이 필요 없어,

대해 Ethernet-APL 스위치는 이중기능이 있는 이더

기존 필드버스 솔루션에 비해 복잡성과 유지 및 소유 비

넷-APL 스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입증(예:

용이 크게 절감되고 유용성과 견고성이 향상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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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lin씨는 확립된 이더넷 기반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것

을 배포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Pepperl + Fuchs의

외에도 OPC UA와 같은 새로운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Kessler씨는 덧붙였다. “장치에 정보 모델이 내장되어

새로운 수준의 보안과 의미를 제공함으로써 IT와 OT 사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플러그 앤 플레이가 가능하다. FDI

이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고 덧붙였다.

와 같은 모델 및 표준은 고객과 공급 업체에게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속도, 인프라 및 상위 시스템에 대한 연결 시

Ethernet-APL 디지털 트윈 보안을 위한 진입로

새로운 케이블 또는 게이트웨이가 필요할 때 채택률은
항상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Moore Industries의

APL 프로젝트가 IIoT 크기의 정보고속도로를 현장 기

사장 겸 CEO인 Scott Saunders씨는 “Ethernet-APL은

기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새로운 대역폭을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한 큐에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최대한 활용할 준비가 된 세계의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할 수 있다. 10Mbps의 속도로 대부분의 기존 설치된 트

측면에서 보완 표준에 대한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주목

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지원하고 대부분의 다른 TCP/IP

할 만한 것은 FDI, PA-DIM 및 OPC-UA이며, 이들 모

기반 산업 프로토콜을 동시에 지원하면 새로운 표준을

두는 디지털 분야에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제공할 것이

방해하는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다. 또 PI North

라고 약속했다. FieldComm Group의 Sereiko씨는 FDI

America의 Bowne은 “APL을 사용하면 새로운 사용 사

와 PA-DIM은 기업 전체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계측 기

례의 전 세계적 가능성이 있다. 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나

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고 있는 IT/OT 네트워크 컨버전스[Convergence]에 직

준다. Ethernet-APL은 게이트웨이와 원격 I/O를 이더

접적으로 작용한다. 공통 이더넷 기반 물리 계층을 통해

넷 스위치로 대체하여 장치에서 기업 시스템으로 정보

공급 업체는 공장 자동화에서 오랫동안 확립된 기능인

를 쉽게 라우팅[Routing]하는 것이 요체이다. 궁극적으

여러 프로토콜을 기기에 자유롭게 구현할 수가 있다.

로 빠른 속도가 가능해지면 FDI 및 PA-DIM에 대한 기

또한 NAMUR Open Architecture와 같은 개념을 사용

능 향상으로 장치 통합을 더욱 단순화 할 수 있다. 또 에

하여 전통적인 자동화 피라미드 외부의 상위 시스템에

머슨의 Kravitz씨는 기술로서 FDI와 PA-DIM은 현장 장

대한 단 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치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기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도

더넷-APL이 전체 이더넷 스택[Stack]을 지원한다는 사

록 설계하였다. 이더넷-APL이 개별 장치에 대한 대역폭

실은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IEEE 세계의 모든 추가 기능

을 증가시킨다는 점은 이를 통해 현장장치는 제어 시스

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ABB의 Merlin씨

템에서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의 프로세스 데

는 설명했다. “이더넷 에코 시스템의 일부가 되면, 이더

이터 에코 시스템과 쉽게 통합될 수가 있다고 했다. “이

넷의 일반적인 다중 프로토콜 기능은 광범위하다”라고

더넷-APL과 PA-DIM을 함께 사용하면 병렬 통신 경

Merlin씨는 말했다. “OT와 IT 세계 간의 안전한 브리징을

로에서 제어 통합에 이르는 현장의 데이터를 액세스할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의 현장 수

수 있다”고 Endress + Hauser의 Lukas Klausmann씨

준에서부터 디지털의 클라우드 수준까지 OPC UA를 보

는 말했다. 또한 그는 “이 두 번째 채널 접근 방식은 핵

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APL은 물리적 자산으

심 자동화 프로세스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NAMUR

로써 PROCESS 계장 플랜트 현장의 온도/압력/유량/레

개방형 아키텍처(NOA) 개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벨/중량 값을 디지털 트윈까지 연결하는 초석이 된다”고

Ethernet-APL은 필드 장치 자체에 OPC UA 및 PA-DIM

Merlin씨는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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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컨버터 설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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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스택용량 산정

락용량에 대한 제한이 없어 차세대 송전망 기술로 각
광받고 있다. 전압형 HVDC는 IGBT나 IGCT의 스위칭

1-1. 용량별 서브모듈 수 산정

제어에 따른 전력손실이 전송전력의 1.0~1.2% 정도로

1. 서브모듈 구성품 : HVDC 시스템은 전류형 컨버터

전류형보다 다소 높지만 필터 부지가 필요 없어 공간

(CSC: Curent Source Converter) 방식과 전압형 컨버

효율성이 높고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

터(VSC: Voltage Source Converter) 방식으로 구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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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류형 컨버터 방식은 on 제어만 가능한 사이리

가. 서브모듈의 회로 토폴로지 : 전압형 HVDC 단상 컨

스터 소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of 제어를 위해서는 계

버터의 서브모듈은 2-레벨 컨버터, 3-레벨 컨버터

통전압이 반드시 필요하다. LCC(Line Commutated

및 MMC(Modular Multi-level Converter) 방식이

Converter)라고도 하며, 전압형 컨버터 방식은 on/

적용되고 있다.

of 제어가 가능한 IGBT(Insulated Gate Bipolar

(1) 2-레벨 컨버터 : 상단 스위치가 켜지는 경우 ＋Vdc

Transistor) 또는 IGCT(Integrated Gate Commutated

출력이 생성되며, 하단 스위치가 켜지는 경우 －Vdc

Thyristor) 소자를 이용하므로 SC(Self Commutated

출력이 생성된다. 상하단 스위치가 동시에 켜지는

Converter)라고 한다. 전압형 컨버터 HVDC는 on/of

암-쇼트(arm-short)를 방지하기 위해 상하단 스위

스위칭이 가능하고, 일반 변압기를 사용하며 계통 단

치는 충분한 데드타임(dead-time) 설정이 요구된다.

치 수(N)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2) 멀티 레벨 컨버터 : 멀티 레벨을 생성할 수 있는
컨버터는 중성점 접지 방식인 NPC(Neutral Point
Clamped), 다이오드 클램핑(diode-clamping)과 플
라잉 커패시터(flying-capacitors), H-브리지를 셀
(cel) 구조를 가지는 cascaded H-bridge 방식이 있
다. 출력전압 레벨 수를 증가시키면 dv/dt 스트레스
저감과 양질의 출력전압 생성이 가능하지만 소자
(a) 삼상 전압형 컨버터 구조

수의 증가로 가격 상승, 제어의 복잡성 증가로 출력
전압 레벨을 3-레벨 정도의 응용이 일반적이다.
(가) 다이오드 클램핑 컨버터 : 3-레벨의 다이오드
압 스트레스는 Vdc이다. 따라서 각 스위치를 직렬연결할 경우 스위치의 전압 스트

클램핑 컨버터의 경우, 단상의 한 암(arm)을 기

레스는 직렬연결되는 스위치 수(N)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준으로 4개의 스위치가 직렬로 결합된 구조이

(2) 멀티 레벨 컨버터

멀티 레벨을
생성할스위치의
수 있는 컨버터는
중성점 접지
NPC(Neutral Point
다. 상단
접속 노드와
하단방식인
스위치의
Clamped), 다이오드 클램핑(diode-clamping)과 플라잉 커패시터(flying-capacitors), H-브

(b) 단상의 ＋Vdc 출력

접속노드 사이에 다이오드가 삽입되는 구조이

리지를 셀(cell) 구조를 가지는 cascaded H-bridge 방식이 있다. 출력전압 레벨 수를 증

다.dv/dt따라서
경우생성이
＋Ud/2,
0, 소자
－ 수의 증가
가시키면
스트레스단상
저감과컨버터의
양질의 출력전압
가능하지만
로 가격Ud/2
상승, 제어의
복잡성
증가로 출력전압
레벨을
3-레벨 정도의 응용이 일반적이다.
전압의
3-레벨
출력이
가능하다.

(가) 다이오드 클램핑 컨버터́

상단의 2개 스위치를 동시에 켜면 상단 커패시

3-레벨의 다이오드 클램핑 컨버터의 경우, 단상의 한 암(arm)을 기준으로 4개의

터 전압이
출력으로
전달되어
＋Ud/2
전압을
스위치가
직렬로 결합된
구조이다.
상단 스위치의
접속 노드와
하단 생
스위치의 접속
노드 사이에 다이오드가 삽입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단상 컨버터의 경우 ＋Ud/2, 0,

성하며, 하단 2개의 스위치를 동시에 켜면 하단

－Ud/2 전압의 3-레벨 출력이 가능하다.

커패시터 전압이 출력으로 전달되어 －Ud/2 전

상단의 2개 스위치를 동시에 켜면 상단 커패시터 전압이 출력으로 전달되어 ＋

(C) 단상의 －Vdc 출력
[그림 1-1] 2-레벨 컨버터

Ud/2압을
전압을생성하게
생성하며, 하단
2개의중성점
스위치를상하의
동시에 켜면
하단 커패시터
된다.
스위치를
동 전압이 출
력으로 전달되어 －Ud/2 전압을 생성하게 된다. 중성점 상하의 스위치를 동시에 켜

시에 켜면 영전압을 출력단에 생성시킬 수 있다.

면 영전압을 출력단에 생성시킬 수 있다.

(가) 2 -레벨 컨버터 스위치의 전압 스트레스 : 2-레
벨 컨버터의 경우, 한 암(arm)을 기준으로 2개의
스위치가 직렬로 결합된 구조이다. 하지만 상하
단 스위치는 둘 중 하나만 켜지는 구조이므로 꺼
진 상태의 스위치 양단에 입력전압이 모두 인가
된다. 입력으로 인가되는 DC 링크 전압인 Vdc 전
압보다 출력전압이 클 수는 없으므로 출력전압
의 경우도 동일하게 각 스위치의 전압 스트레스
는 Vdc이다. 따라서 각 스위치를 직렬연결할 경
우 스위치의 전압 스트레스는 직렬연결되는 스위

(a) 3상 다이오드 클램핑 컨버터

(a) 3상 다이오드 클램핑 컨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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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걸리므로 전압 스트레스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나) 플라잉 커패시터 컨버터 : 플라잉 커패시터 컨버
터는 직렬로 결합된 커패시터의 전압을 이용하여
각 레벨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레벨 증가를 위해서
는 스위치와 다수의 플로팅 커패시터가 필요하다.
5-레벨의 경우, 단상의 한 암(arm)을 기준으로 8
개의
스위치가
직렬로컨버터
결합된 구조이다. 상단 스위
(나) 플라잉
커패시터

커패시터하단
컨버터는
직렬로
결합된
치의플라잉
접속 노드와
스위치의
접속
노드커패시터의
사이에 전압을 이용하

(b) 단상의 +Ud/2 출력

(b) 단상의 +Ud/2 출력

(b) 단상의 +Ud/2 출력
(b) 단상의 +Ud/2 출력

방식으로
증가를
위해서는 커패시터
스위치와 다수의 플로팅 커
각각생성하는
출력전압
생성을레벨
위한
직렬연결된

요하다. 5-레벨의
경우,
단상의단상
한 암(arm)을
가 연결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컨버터의기준으로
경우 8개의 스위치

합된 구조이다. 상단 스위치의 접속 노드와 하단 스위치의 접속 노드

+2Ud, +Ud, 0, -Ud, -2Ud 전압의 5-레벨 출력

출력전압 생성을 위한 직렬연결된 커패시터가 연결되는 구조이다. 따

이 가능하다.

버터의 경우 ＋2Ud, ＋Ud, 0, －Ud, －2Ud 전압의 5-레벨 출력이 가능

S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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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플라잉 커패시터 컨버터 스위치의 전압 스트레스 :
1) 플라잉 커패시터 컨버터 스위치의 전압 스트레스

단상 플라잉 커패시터 컨버터가 ＋Ud, 0, －Ud의

단상 플라잉 커패시터 컨버터가 ＋Ud, 0, －Ud의 세 가지 출력전

세 가지 출력전압 레벨을 생성하는 모든 경우 한 암

성하는 모든 경우 한 암(arm)의 스위치 4개중 2개는 on, 나머지 2

이다. off 상태인 2개의 스위치 양단에 출력전압이 걸리므로 다이
컨버터와 동일하게 전압 스트레스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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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의 스위치 4개 중 2개는 on, 나머지 2개는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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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전압 스트레스 역시 절반으로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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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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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VSC HVDC 시스템의 단상 등가회로와 AC/DC VSC의 벡터도

[그림 1-5] VSC HVDC 시스템의 단상 등가회로와 AC/DC VSC의 벡터도
[그림 1-5(a)]는 전압형 HVDC 시스템의 단상 등가회로이며, [그림 1-5(b)]는 단상
전압형 컨버터의 벡터도이다.

[그림 1-5(a)]는 전압형 HVDC 시스템의 단상 등가회

[그림 1-5(c)]는 MMC 기반의 전압형 HVDC 시스템의 동작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

로이며, [그림 1-5(b)]는 단상 전압형 컨버터의 벡터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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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암-밸브의 차이에 의해서 AC 전압과 전류를 발생 혹

한을 고려해보면 육각형의 구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 흡수하는 회로로서 셀 하나하나가 전압의 스텝을 만드

[그림 1-6]은 3상의 MMC의 구조와 동작을 보여준다. 여기서 하나의 암(arm)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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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상 모듈 멀티 레벨 컨버터 구조

(a) 3상 모듈 멀티 레벨 컨버터 구조
(a) 3상 모듈 멀티 레벨 컨버터 구조

제한과 컨버

육각형의 구조를 하

∙ 인버터 동작에서 VSC 출력전압 위상은 AC 전압원보다 뒤지면 DC 측으로부터 AC

고측으로
있음을
알 수 흐른다.
있다. [그림 1-6]은 3상의 MMC의 구조와
유효전력이

∙ 정류단 동작에서는 VSC 출력전압의 위상은 AC 전압원보다 앞서면, AC 측으로부터
동작을
보여준다. 여기서 하나의 암(arm)이 단상 컨버터로
DC 측으로 유효전력이 흐른다.

분류되며
생성하기
위한
스위칭 VSC
방법출력전압이
∙ 무효전력은각각의
전압원의전압
크기와레벨을
VSC 출력전압의
차이로
결정되는데,
크면 무효전력을 공급하고, 작으면 무효전력을 흡수한다.

은 [그림 1-6(a)~(f)]에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직렬로 결합
된 커패시터 전압을 더하거나 뺌으로써 원하는 출력전압

(b) 단상의 ＋4Ud 생성

레벨을 생성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전압형 HVDC 시스템의 전력제어 원리
11

㉮ 인버터 동작에서 VSC 출력전압 위상은 AC 전압
원보다 뒤지면 DC 측으로부터 AC측으로 유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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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단상의
(b) 단상의 ＋4Ud
생성 ＋4Ud 생성

(c) 생성
단상 ＋3Ud 생성
(c) 단상 ＋3Ud
(c) 단상 ＋3Ud 생성
(c) 단상 ＋3Ud 생성

단상 영전압 생성
(f) 단상 영전압(f)생성
[그림 1-6] MMC 구조 및 동작서브모듈 직렬 운용
[그림 1-6] MMC 구조 및 동작

2. (f)서단상
브모듈의
영전압 생성 직렬 운동 : HVDC의 출력전압을 고려하

여 직렬
단상
컨버터
 서브모듈
[그림
1-6]
MMC운용
구조 및 동작 내 서브모듈의 직렬 개수를 선정할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토폴로 직렬 개수를
HVDC의수출력전압을
고려하여
단상서브모듈의
컨버터 내회로
서브모듈의

 서브모듈 직렬 운용

지적용되는
형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직렬연결되
이
경우출력전압을
서브모듈의
회로
토폴로지
형태에
HVDC의
고려하여
단상 컨버터 내
서브모듈의
직렬 개수를
선정할 따라
수 있다.달라지지만 일반

이 경우 적용되는
서브모듈의 회로
토폴로지
형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는
서브모듈의
개수가
결정될
있다.
결되는
서브모듈의
개수가
결정될
수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렬연

결되는 서브모듈의 개수가 결정될 수 있다.

(d) 단상 ＋2Ud 생성
(d) 생성
단상 ＋2Ud 생성
(d) 단상 ＋2Ud
(d) 단상 ＋2Ud 생성

(a) 기본 개념, (b) MMC 원리, (c) 계단파 출력전압

(a) 기본 개념, (b) MMC 원리, (c) 계단파 출력전압

출처: Siemens(201). HVDC PLUS - Basic and Principle of

출처: Siemens(2011). HVDC PLUS - Basic and Principle of Operation, p.8, Siemens.
[그림 1-7] 멀티 레벨 생성원리

Operation, p.8, Siemens.

[그림 1-7] 멀티 레벨 생성원리
13

<다음호로 이어짐>

(a) 기본 개념, (b) MMC 원리, (c) 계단파 출력전압
(e) 단상 ＋Ud 생성
(e) 단상 ＋Ud 생성
(e) 단상 ＋Ud(e)
생성
단상 ＋Ud 생성

12
12
12

출처: Siemens(2011). HVDC PLUS - Basic and Principle of Operation, p.8, Siemens.
[그림 1-7] 멀티 레벨 생성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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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절연열화 평가
글│한성중공업(주) Hi-Tech Solution Center 김 희 동 센터장

1. 서론

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TGA를 사용하여 운전 중에 부
분방전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운전 중에 고압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 결함은 제작시에 존재하거나

전동기 부분방전 크기의 트렌드가 2.5~4.7배까지 급증함

장기간 운전되는 동안에 열적, 전기적, 기계적 및 환경적

에 따라 정지하고 예비 전동기로 교체하였다. 그리고 정지

인 열화에 의해 복합적으로 형성되며, 결함 위치에 따라

중에 부분방전 측정결과도 운전 중과 거의 일치함에 따라

내부방전, 슬롯방전 및 도체표면에서 방전 등 여러 가지

재권선을 판정하였다.

부분방전 패턴이 발생한다. 이러한 부분방전 패턴을 고압
전동기 정지 중(off-line)과 운전 중(on-line)에 측정하여

2. 시험방법

절연재료에서 열화상태를 평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지 중과 운전 중에 부분방전을 측정하

발전소에서 장기간 운전된 정격전압 4.16kV와 6.6kV

는 장비가 서로 다르지만 부분방전 패턴은 상호 일치성

급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운전 중 부분방전 패턴을

을 갖고 있다.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 단자박스에 에

측정하기 위해 단자함 박스에 에폭시-마이카 커플러(80

폭시-마이카 커플러(epoxy-mica coupler)를 설치하고

pF)와 세라믹 커플러(110 pF)를 각 상당 한 개씩 총 3개

TGA(turbine generator analyzer)를 사용하여 운전 중

를 설치하였다. 그림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고압전동기

에 부분방전을 측정하고 있다. TGA는 고정자 권선에서

고정자 권선 단자박스에 에폭시-마이카 커플러(epoxy-

전체적인 방전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NQN(normalized

mica coupler, Iris Power Engineering)를 설치하였다. 운

quantity number)과 부분방전 크기(Qm)를 주로 측정하여

전 중에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부분방전 시험을 측정

트렌드를 분석함으로써 이상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하기 위해 부분방전 분석기(turbine generator analyzer

발전소에서 장기간 운전된 고압전동기 7대의 절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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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GA, Iris Power Engineering)를 사용하여 NQN, 최대

부분방전 크기 및 부분방전 패턴 등을 분석하여 절연열

3. 시험결과 및 고찰

화 상태와 정도를 분석하였다. 부분방전 펄스 갯수, 부분
방전 크기 및 위상을 2차원과 3차원으로 나타냈으며, 부

3.1 운탄설비(6.6kV) 및 압축 공기계통(4.16kV) 고압전동기

분방전 패턴 분석을 통해 결함 발생 원인을 규명하였다.

3대의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에서 운전 중 부분방전

TGA의 주파수 대역은 0.1~350MHz이며, 1ns 만큼 짧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TGA를 사용하여 NQN과 최대부

라이즈 타임(rise-time)을 갖는 부분방전 펄스도 측정이

분방전 크기(Qm)를 표 1에 나타내었다. 고압전동기 No. 1

가능하다. 전형적으로 부분방전은 1~5ns의 라이즈 타임

과 No. 2는 표준석탄화력발전소 운탄설비에서 운전 중

을 갖고 있다.

인 6.6kV급 고압전동기이며, No. 3은 원자력발전소 압축

정지 중에 4.16kV급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절연진

공기계통에서 운전 중인 4.16kV급 고압전동기이다. No.

단 시험을 위해 쉐링브리지(schering bridge), 커플링 커

1-1과 No. 1-2는 동일 고압전동기로서 No. 1-1을 측정하

패시터(coupling capacitor) 및 부분방전 측정기(Tettex

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 No. 1-2를 측정하였다. No. 1-2

Instruments, DDX-9101)를 사용하였다. 쉐링브리지는 전

는 No. 1-1에 비해 NQN과 Qm이 약간 증가하였다. 고압

원장치(HV supply, Type 5283), 브리지(bridge, Type

전동기 No. 3는 정지 중에 단자박스에서 케이블을 분리하

2818) 및 공진 인덕터(rsonating inductor, Type 5285)

고 전동기 단자를 삼상 일괄로 연결하여 에폭시-마이카

로 구성되어 있다.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에 쉐링브리

커플러 1개를 설치하고 상전압(2.4kV), 상전압의 1.25배

지(Tettex Instruments)를 연결하여 교류전압을 인가하며,

(3.0kV) 및 정격전압(4.16kV)까지 증가하면서 NQN과 Qm

커플링 커패시터(Tettex Instruments, 2,000pF)는 권선에

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인가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NQN과

서 유입되는 신호를 커플링 유니트(coupling unit, Tettex

Qm이 증가하였다.

Instruments, AKV 572)에 보내어 증폭한 후에 디지털 부
분방전 측정기에서 방전크기 및 패턴을 측정하였다. 또한
전동기 단자에 에폭시-마이카 커플러를 설치하고 외부에
서 교류전압을 인가하면서 TGA를 사용하여 NQN과 Qm
을 측정하였다.

표 1. 운전 중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에서 NQN과 Qm의 크기

고압전동기
A상

B상

C상
그림 1. 에폭시-마이카 커플러

NQN
Qm
NQN
Qm
NQN
Qm

+

-

+


+


+


+


+


No. 1-1

257

410

116

196

284

714

146

335

289

435

163

226

No. 1-2

278

513

158

271

224

734

121

432

284

520

152

268

No. 2

429

488

194

228

284

519

174

170

296

No. 3

29

47

32

33

893

576

418

281

1,857

234

1,061

148

593

188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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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되며, 주절연, 소선 및 턴절연을 마모시키고 소선-소
선, 턴-턴 사이를 단락시킨다.
그림 3(a), (b)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고압전동기 No. 2
는 부극성 펄스와 정극성 펄스(positive pulse)가 거의 일
치하고 있으며, 표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정극성 PD와 부
극성 PD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부분방전 패턴이 내부
방전(internal discharge)으로 분석되었다. 내부방전은 장
기간 운전에 의해 절연재료 내부의 평면(flat) 보이드 부분
(a) 2차원

에서 방전이 발생되고 있으며, 주로 신규발전기 혹은 고압
전동기에서 거의 60%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b) 3차원
그림 2. 도체표면에서 방전

(a) 2차원

그림 2(a), (b)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고압전동기 No.
1은 정극성 펄스(positive pulse)에 비해 부극성 펄스
(negative pulse)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표 1에서 보
인 바와 같이 정극성 PD에 비해 부극성 PD가 높기 때
문에 부분방전 패턴이 도체표면에서 방전(discharge at
conductor surface)으로 분석되었다.
도체표면에서 방전은 주절연과 소선절연 사이의 미소
공극(void)에 의해 발생하며, 함침 바니쉬나 수지에 의해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소선 사이와 전이된 소선의 교차점

(b) 3차원
그림 3. 내부방전

에서 형성된다. 미소 공극은 운전 중에 열적 싸이클에 의
해 역시 발생되고 주절연에서 분리된 동도체에서도 야기

그림 4(a), (b)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고압전동기 No.

된다. 미소 공극에 의해 발생한 부분방전은 전기적 트리로

3는 정극성 펄스가 부극성 펄스보다 높으며, 표 1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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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바와 같이 정극성 PD가 부극성 PD보다 높기 때문에

어 반도전층을 손상시킨다. 반도전층이 손상됨에 따라 일

부분방전 패턴이 슬롯방전(slot discharge)으로 나타났다.

부 권선의 접지상태는 나빠지고 권선 표면에 전하가 축적

Qm(+)는 Qm(-)에 비해 1.5배 이상이 크며, 슬롯방전으로

되어 철심과 권선 사이에 방전을 일으킨다.

분석되기 때문에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수행할 때 정밀 분

대부분 슬롯방전은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해점검 및 공장으로 반출하여 절연보강이 필수적이다. 고

있는 측정법을 사용하여 적절한 정지계획을 수립해야 한

압전동기 No. 3는 인가전압 2.4kV에서는 그림 3과 같이

다. 외부방전의 크기(10,000pC 이하)는 내부방전의 크기

내부방전을 나타냈으며, 3.0~4.16kV까지는 그림 4와 같

(10,000pC 이상)에 비해 훨씬 더 위험하다. 절연진단 결

이 슬롯방전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운전 중에 측정

과 교류전류 및 유전정접이 양호하고 부분방전 패턴이 슬

된 슬롯방전은 단말권선에서 표면방전을 포함하고 있다.

롯방전인 경우에 절연보강을 시행하면 방전크기를 현저하

표면방전의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권선 직선부

게 줄일 수 있다.

에 반도전 코팅(semiconducting coating)과 슬롯 외부재
료에 end-grading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다. 슬롯방전은

3.2 보일러 급수펌프용(#2A, 2B, 3A, 6.6kV) 고압전동기

권선 표면의 코일과 슬롯의 상대적인 움직임으로 마모되

그림 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보일러 급수펌프용
(Boiler Feedwater Pump : BFP) 고압전동기에서 운전
중 부분방전 측정을 위해 세라믹 커플러(110 pF)를 설치
하였다.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11년 6월과 12월에
측정된 부분방전 크기(Qm)는 A상, B상, C상에서 모두
유사하며, 2012년 4월에 측정된 부분방전 크기(Qm)는 A
상, B상, C상에서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러나 2012년 8월에 측정된 부분방전 크기(Qm)는 A상, B
상은 약간 감소하고 C상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추이 관리가 필요하다.

(a) 2차원

(b) 3차원
그림 4. 슬롯방전

그림 5. 운전 중에 고압전동기 부분방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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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운전 중 BFP #2A에서 NQN과 Qm의 크기

세라믹 커플러
(110 pF)
NQN

A

Qm[mV]
NQN

B

Qm[mV]
NQN

C

Qm[mV]

+

-

+


’11.6.28 ’11.12.01 ’11.4.16 ’12.8.01 ’12.11.22
86

85

139

102

183

43

42

75

58

91

50

24

50

23

+

122

123

+

56

56

-
-

+

-

+

-

64

30

33

24

17

13

65

31

85

54

89

43

56

38

51

38

57

20

39

-

98

50

86

50

57

38

33

118

103

177

18

66

58

91

23

15

81

54

200

117

(a) BFP #2A-A상

254

142

그림 6은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에 세라믹 커플러(110
pF)를 설치하고 부분방전 패턴을 나타내었다. A, B상에서
Qm을 측정한 결과 정극성이 부극성에 비해 1.53배가 높
게 분석됨에 따라 부분방전 패턴이 슬롯방전을 나타내었
다. 그러나 C상에서 Qm을 측정한 결과 정극성에 비해 부
극성이 2.02배가 높게 분석됨에 따라 부분방전 패턴이 도
체표면에서 방전을 나타내었다.

(b) BFP #2A-B상

표 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2011년 4월에서 12월까지
측정된 부분방전 크기(Qm)는 A상, B상, C상에서 나타내
었다. 그림 7은 고압전동기(BFP #2B, BFP #3A) 고정자
권선에 세라믹 커플러(110 pF)를 설치하고 부분방전 패턴
을 나타내었다. BFP #2B는 A, C상에서 Qm을 측정한 결
과 정극성과 부극성이 거의 유사하게 분석됨에 따라 부분
방전 패턴이 내부방전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B상에서 Qm
을 측정한 결과 정극성이 부극성에 비해 우세하게 분석됨
에 따라 부분방전 패턴이 슬롯방전을 나타내었다.
표 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2011년 4월에서 11월까지
측정된 고압전동기(BFP #3A) 부분방전 크기(Qm)는 A상,

(c) BFP #2A-C상

B상, C상에서 나타내었다. 그림 8은 BFP #3A는 A, C상

그림 6. BFP #2A의 부분방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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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운전 중 BFP #2B에서 NQN과 Qm의 크기

세라믹 커플러(110 pF) ’12.4.24
A

B

C

NQN

Qm[mV]
NQN

Qm[mV]
NQN

Qm[mV]

+
-
+

+
-
+
-
+
-
+
-

144
106
80
59
21
22
36
18
36
-

’12.8.09

107
69
59
53
33
10
34
65
56
41
34

’12.11.23

102
54
66
39
25
22
28
23

(c) BFP #2B-C상
그림 7. BFP #2B의 부분방전 패턴
표 4. 운전 중 BFP #3A에서 NQN과 Qm의 크기

세라믹 커플러(110 pF) ’12.4.24
A
B
C
(a) BFP #2B-A상

(b) BFP #2B-B상

NQN

Qm[mV]
NQN

Qm[mV]
NQN

Qm[mV]

+
-
+

+
-
+
-
+
-
+
-

885
541
500
325
246
272
117
107
275
255
125
117

’12.8.9

543
283
330
198
135
124
97
94
243
158
117
77

’12.11.23

654
480
298
258
232
278
139
159
289
237
133
112

(a) BFP #3A-A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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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운전 중에 고압전동기 NQN과 Qm의 크기

부분방전 발생수

부분방전 크기[mV]

고압전동기
상별

NQN(+)

NQN(-)

Qm(+)

Qm(-)

B

760

827

394

413

A

C

604

1,547

1,405

1,902

338

777

657

942

극성이 거의 유사하게 분석됨에 따라 부분방전 패턴이 내
부방전을 나타내었다.
(b) BFP #3A-B상

3.3 보조 냉각수 펌프용(6.6kV) 고압전동기
10년 동안 운전한 고압전동기(1,400 kW, 6.6 kV)는 운
전 중에 부분방전을 측정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설치하
였다. 그림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16년 10월부터 2017
년 12월까지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 A, B, C상의 부분방
전 크기(Qm)가 일정한 트렌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고
압전동기 고정자 권선 A, B, C상 모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부분방전 크기가 2.5~4.7배까지 급증함
에 따라 정지하고 예비 고압전동기로 교체하였다. 표 5와
표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압전동기 C상의 부분방전 크
기가 942mV까지 증가하였다.

(c) BFP #3A-C상
그림 8. BFP #3A의 부분방전 패턴

표 7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정지 중에 고압전동기 고
정자 권선을 삼상 일괄로 교류전압을 인가하면서 부분방

에서 Qm을 측정한 결과 정극성이 부극성에 비해 1.5배 이

전 크기를 측정하였다. 980 pC의 외부노이즈에서 시작하

상 높게 분석됨에 따라 부분방전 패턴이 슬롯방전을 나타

여 부분방전 크기가 1,000 pC이상으로 나타날 때 전압을

내었다. 그러고 B상에서 Qm을 측정한 결과 정극성과 부

부분방전 개시전압(Partial Discharge Inception Voltage

표 6. 운전 중에 고압전동기 Qm 크기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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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운전 중에 고압전동기 부분방전 트렌드의 변화
표 7. 정지 중에 고압전동기 부분방전 특성

시험항목

개시전압[kV]

3상 일괄

1.7

3.81[kV]
24,000

부분방전 크기[pC]

4.76[kV]
32,000

부분방전 패턴
내부방전

: PDIV)이라 한다. 현장에서 측정한 부분방전 개시전압은

우 상전압인 3.81 kV에서 부분방전 크기는 24,000 pC으

1.7 kV이며, 매우 낮게 측정되었다. 6.6 kV 전동기의 경

로 측정되었다. 상전압의 1.25배 즉 4.76 kV에서 부분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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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32,000 pC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상전압의 1.25배

면에서 방전을 나타내었으며, No. 1을 6개월 주기로

즉 4.76 kV에서 부분방전 크기를 분석한 결과 32,000 pC

두 번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삼상에서 모두 NQN과

으로 측정되어 요주의로 평가되었으며, 부분방전 패턴은

Qm이 약간 증가하였다. 운전 중인 고압전동기 No.

내부방전을 나타내었다.

2는 내부방전으로 나타내었으며, 주절연재료 내부에

표 8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정지 중에 고압전동기 고

보이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정자 권선을 삼상 일괄로 결선하고 에폭시/마이카 커플

압축 공기계통 고압전동기 No. 3의 부분방전 패턴을

러(80pF)를 연결하였다. 교류전압을 고압전동기 운전전

측정한 결과 인가전압 2.4kV에서는 내부방전을 나

압인 3.81 kV를 인가하면서 부분방전 진단시스템을 사

타내었으며, 3.0~4.16kV까지는 슬롯방전으로 분석

용하여 부분방전 크기를 측정하였다. Qm(+)가 835mV,

되었다. 또한, 보일러 급수펌프용 고압전동기 3대도

Qm(-)는 870mV이며, 부분방전 패턴은 내부방전을 나

부분방전 패턴이 슬롯방전, 도체표면에서 방전 및

타내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압전동기 운전 중

내부방전을 나타내었다.

에는 Qm(-)는 942mV이며, 고압전동기 정지 중에 삼상
일괄로 운전전압을 인가한 경우에는 Qm(-)는 870mV로

(2) 보조 냉각수 펌프용 고압전동기 고정자 권선 A, B, C

측정되어 실제로 편차는 72mV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 모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부분방전

이러한 차이는 고압전동기가 운전 중인 상태일 때 C상

크기가 2.5~4.7배까지 급증함에 따라 정지하고 예비

의 일정 온도에서 측정한 부분방전 크기와 정지 중에 삼

전동기로 교체하였다. 고압전동기 운전 중에 Qm(-)

상 일괄로 냉각상태에서 측정한 환경의 차이로 해석할

는 최고 942mV로 측정됨에 따라 교체 후에 삼상 일

수 있다. 고압전동기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측정

괄로 운전전압을 인가했을 때 Qm(-)는 870mV로 측

한 부분방전 크기가 정지되어 냉각된 상태에 비해 높게

정되어 고정자 권선의 절연상태가 심각한 열화로 판

나타내고 있다.

정되어 최종적으로 재권선을 판정하였다.

표 8. 정지 중에 에폭시/마이카를 설치하고 고압전동기 부분방전 크기 측정

시험항목
3상 일괄

부분방전 크기[mV]

Qm(+)
835

Qm(-)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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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설계 ⑤

5.2 차단기의 품질 보증

성은 유지되나 차단기가 받는 Arc Energy가 34% 높

5.2.1 차단기 분류 등급

기 때문에 가혹한 시험 조건이다.

KS C IEC 62271-100 3.4.1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차

[그림 5-1]은 차단기 분류 규격을 설명하고 있다.

단기를 분류하고 있다.

5.2.2 차단기 등급
1. 차단기 분류(E2) : 예상 동작 수명 중에서 주회로의 차

차단기의 실질적인 제품 성능을 확인하고 사용 용도에

단 부품의 보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른 부품(확장된

따라 제품의 품질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등급을 구분

전기적 내구력을 가지는 회로 차단기)의 최소한의 보

하여 시험을 하기도 한다.

수만을 요구하도록 설계된 회로 차단기를 말한다.
2. 차단기 분류(E1) : 차단기 부류 E2의 영역에 존재하
지 않으면서 기초 전기적 내구성을 가지는 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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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구성 시험 : 차단기의 기계적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M1 등급과 M2 등급이 있으며 [그림
5-2]에서 제시하고 있다.

IEC 62271-100(2008)에 처음으로 제시된 E2(List3)

2. 충
 전 전류 차단 시험 : 차단기가 무부하 충전 전류

는 기존 List1 대비 T10과 T30의 차단 횟수는 적게

를 차단 시에는 선로 측에 파고치 상당의 전위가 잔

하는 대신 T60의 차단 횟수를 증가시킨 시험으로,

류하고 이 전위가 선로를 왕복 반사하여 반 사이클

기본적으로는 단락 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후에는 차단기 전극 간에 파고치의 2배에 가까운

제시되었으며, List 3는 List 1과 비교 시 시험의 등가

전압이 걸리게 되어 재점호가 용이하고, 또한 재 점

호가 발생할 때에는 고조
파 진동에 따라 3~6배의
높은 서지 전압이 발생하
여 회로상의 절연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충전 전류 차단 시험은 충
전 전류를 차단할 때 VCB
가 재점호에 얼마나 안정적
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5.2.3 차단기의 품질 보증
1. 품질 보증을 위한 차단기의
시험 계획서 작성
가. 고객의 요구 사항을 바
탕으로 시험계획서를
작성한다.
나. 고객의 사양서에 의한
시험을 수행하도록 사
양서에 의한 시험 계획
서를 작성하고 고객의
사양서가 없는 경우에
는 표준 규격을 적용하
여 시험 계획서를 작성
한다.
2. 품질 보증을 위한 인증 검
토하기
가. 고
 객의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인증 작업을 수행
계획서를 작성한다.
나. 고객의 사양서에 의한 인증을 수행하고 고객의

출처: LS산전. 고압 진공 차단기 카탈로그
[그림 5-1] 차단기 분류 규격

사항과 일치 하는지 확인한다.
3. 품질 보증을 위한 차단기 시험하기 : 품질 보증을 위
한 전수 검사 실시와 샘플링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
며 <표 5-2>는 공정별 시험 항목의 예이다. 이를 참
고하여 다음의 항목으로 차단기 시험을 실시한다.

사양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증 규격을

가. 외관 검사

적용하여 인증을 실시한다.

나. 구조 검사

다. 인증 검토 후에 결과 보고서 작성 유무를 확인한다.

다. 특성 시험

라. 결
 과보고서 필요할 때에는 보고서의 내용이 인증

라. 개폐 내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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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S산전. 고압 진공 차단기 카탈로그
[그림 5-2] M1, M2 시험

마. 절연 저항 측정
바. 절연 시험

서에 의하여 부품 리스트를 작성한다.
1. 생산 일정 수립 : 고객의 사양서에 의한 납기일을 준

사. 주 회로 접촉 저항 측정

수할 수 있도록 설계, 부품 발주, 부품 입고, 검사, 조

아. 온도 상승 시험

립, 시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생산일정을 수립한다.

자. 삽입 인출 시험

2. 납품 시 고려 할 사항

차. 부분 방전 시험

가. 생산 완료 후 포장 방법

카. 단시간 시험

나. 제품의 상차 및 하차도 관계

타. 단락 시험

다. 설치 유무

파. 충전 전류 개폐 시험

라. 시운전 유무

하. 저고온 시험

마. 타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관계

거. 습윤열 시험

바. 보호 계전기의 보호 협조 관계

너. 진동 시험

사. 설계 도서류의 범위

더. 운송 시험

아. 공인 기관 시험 성적서

러. 타당성 시험

자. 기타(고객이 요구하는 사항)

5.3 차단기 제품원가서 작성 및 생산일정 수립

5.3.2 차단기 제품원가서 작성 및 생산일정 수립

5.3.1 차단기 제품 원가서 작성을 위한 부품 리스트 작성

1. 차단기 제품 원가서 작성을 위한 부품 리스트 작성하기

고객의 사양서를 바탕으로 차단기를 설계하며 설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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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객의 사양서 확인하기

<표 5-2> 고압 진공 차단기의 공정별 시험 항목의 예

시험군

시험 항목

SPEC 확인

외관 검사

도장부 외관

Mold부 외관

metal부 외관

Bolt류 조임상태

표시사항 확인

외형치수

구조 검사
A

Stop ring

주회로 치수

Interlock

Wipe,Stroke

수동동작

전동동작

개폐특성

특성 시험

Trip free

최저 동작전압

보조스위치 동작

Speed 측정

공정검사


최종검사


절연저항 측정

B

절연시험
절연시험

주회로 접촉저항

온도상승 시험

삽입 인출시험

C
D
E
F

F

절연저항

상용주파내전압





























































































































































진동시험

운송시험

타당성 시험

























주회로 접촉저항













삽입 인출시험

O











주회로 온도

E1, E2

습윤 열 시험





단락시험

저고온 시험





부분 방전시험

충전전류 개폐





뇌충격 내전압

부분 방전시험
단시간 시험



개발인정



Rebound 측정
M1, M2



수출품



Bouncing 측정
개폐내구시험

신뢰성

3 sec

C1, C2

저고온 시험

습윤 열 시험

진동시험

O

O











1. 표는 전수검사 항목
2. 표는 Check 검사 또는 대표기종 검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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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진공 차단기의 부품 리스트 예

그 림

명 칭

진공 인터렙터

나. 사양서에 의한 외형도 구조 도면 작성하기
다. 상세 부품도 작성하기
라. 조립도 작성하기
마. 부품 리스트 작성하기
<표 5-3>, [그림 5-3]은 고압 진공 차단
기의 부품도와 누전 차단기의 부품 예를
보여 주고 있다.
2. 부품의 원가서를 작성 : 부품 리스트를 바탕
으로 해당 부품의 원가서를 작성한다.

크레이들 악세서리

3. 부품의 조립 공정과 관련한 인건비를 산출
한다.
인건비는 소요 공수 및 품셈을 적용할 수 있
지만 기존 조립 시에 발생하는 실제 공수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원가를 수립할

터미널 악세서리

수 있다.
특히, 납품 일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작업을 수
행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가산해야 한다.
4. 구매 및 생산 일정 수립하기 : 차단기 부품
의 구매 및 생산 일정 수립은 고객의 사양서

메인 샤프트 악세서리

에 따르며 범용 제품인 경우는 별도의 생산
계획에 의하여 부품 구매 및 생산 일정을 고
려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은 고객
의 사양서에 의한 차단기 생산 일정을 수립
하는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가. 구매 발주하기 : 고객 요구 사항 분석→설계

메커니즘 악세서리

준비→설계도 완료→부품 사양 확정→부품
리스트 작성→부품 수량 작성→부품 발주
의뢰→부품 발주→부품 입고→부품 검수
나. 생산일정 수립하기 : 고객 요구 납기 확인
→설계→설계 도서 완료→부품 사양 확정

베이스 악세서리

→부품 리스트 작성→부품 수량 작성→부
품 발주 의뢰→부품 발주→부품 입고→부
품 검수→조립→시험→시험 결과 보고서
작성→출고(납품)

62

출처: (주)보령정밀 홈페이지. (http://boryeongdetail.barunweb.co.kr. 2015. 12. 30 인출)
[그림 5-3] 누전 차단기의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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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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