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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뉴스
글로벌 표준 협력으로 앞당기는
그린뉴딜 수소경제

Technical Series
단상 컨버터 설계 ②
직류송배전 전력 변환 서브모듈
전력변환단 설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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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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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회의 개최

170억 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회에 참여한 12개 기업으로는 베트남지역 (주)정
우리 조합은 지난 2020. 10. 14(수) 조합회관 3층 전산

인시스템, (주)대은, (주)에코파워텍, (주)광성계측기, (주)

교육실에서 ‘조합 60년사 편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

평일, (주)주원 6개사이며, 말레이시아 지역 한광전기공

하였습니다.

업(주), 동남석유공업(주), (주)시티이텍, 인셀(주), (주)아

이번 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3개사

이패스, 동아전기공업(주) 6개사가 참가하였습니다.

가 준비한 제안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

이번 동남아지역 화상수출상담회는 오프라인에서 온

되었으며 제안 발표 종료 후, 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이날

라인으로의 마케팅기법이 전환되는 수출지원 방식을 경

참석하신 11명의 편찬위원 평가 점수를 토대로 최고 점수

험하고, 이를 보완하여 앞으로의 비대면 시대 중소기업에

를 받은 시하기획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한 수출지원 방안을 대비코자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합은 내부 회의실 개선을 통해 중형규

‘전기조합, 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위한

모의 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실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이

동남아지역 화상수출상담회 지원’

를 활용한 비대면 시대의 실질적인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한전과 공동으로 중동지역(사우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곽기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아라비아, 요르단) 화상 수출상담회를 12. 7(월) ~ 11(금)까
지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위해 동남아지역(베트남, 말레이시아) 화상수출상담회를
10. 13(화)부터 16(금)까지 개최하였습니다.
지역별 2일씩 4일 일정으로 개최된 이번 상담회에는

‘변압기 손실저감 및 저압차단기 설계’
기술인력 양성교육 실시

국내기업 12개사(베트남 6개사, 말레이시아 6개사)가 참
여해 기업별로 매칭된 현지 바이어와 일대일 수출상담을

우리 조합에서는 지난 2020. 10. 16(금) 조합 회관 3층

추진하여 총 42건의 수출상담(상담액 총 1400만 달러, 약

전산교육실에서 ‘변압기 손실저감 및 저압차단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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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1인 400,000원 [수료 시 지원금 환급]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용보험료 및 임금 체
납 사실이 없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장소 : 전기조합 회관 3층 전산교육실
•교육문의 : 경영본부 이상훈 주임
(T. 031-724-6144 / FAX. 031-704-8337)

동호회 동향
 한국전기공업인 산악회 제353회 산행
•일 시 : 2020년 11월 13(금)~15(일), 2박3일

‘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과정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에서 지원
하고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교강사를 지원하여 실시 준
비한 과정으로 현장 맞춤식 이론 교육과 성능 평가를 위
한 시험 방법 등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장 소 : 울릉도 성인봉
※ 만남의장소
- 1차 탑승지 : 2호선 신도림역 1번 출구 04:00
- 2차 탑승지 : 2호선 잠실역 1번 출구 04:30

되었습니다.
 한국전기공업인 골프회 2020년 11월 모임 안내

2020년도 전기조합 직무능력향상
하반기 교육일정 안내

•일 시 : 2020년 11월 12일 (목)
•장 소 : 코
 리아 컨트리 클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기흥단지로 579)

전기조합 하반기 교육 계획일정표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교육 수강신청서
를 작성하시어 조합 FAX 또는 조합 홈페이지 온라인 게

결혼을 축하합니다.

시판을 통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크로스티이씨 권용주 대표이사 장남결혼 [10/31(토)]
과정명
직
무 배전반 설계
교 (5일, 34H)
육

대상

개요

조합
회원사
직원

인원
20

교육일정

[11/07(토)]

(주)이엔에스 정병덕 대표이사 장녀결혼

[11/07(토)]

11/23~11/27

※ 훈련기관의 사정에 따라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
습니다.

(주)삼광산전 은종환 대표이사 장남결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주)우진이엔피 권태원 대표이사 본인상

[10/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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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 조합원
업체명

대표자

(주)우영종합물류

이성수

(주)클린일렉스

이효영

(주)씨어스

(주)피앤이시스템즈

김기옥

정도양

주생산품

전기자재도소매업
충전장치

충전장치

충전장치

소재지

가입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525호
(백석동, 동문타워I)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인덕원IT밸리 B동 506호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 191 (도화동)

경기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5 (고색동)

2020.10.06

2020.10.06

2020.10.06

2020.10.06

2020년 10월 공동판매 사업 계약(발주) 현황
다수공급자 계약

품 목

배전반
분전반
합 계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한국전력공사)

89,057
40,327

129,384

(단위 : 천 원)

발주 금액(VAT별도)

고효율아몰퍼스주상

26

19,315

내염형주상

부하개폐형지상
합 계

27

40

59,292
70,880

24

217,790

123

427,577

6

60,300

(단위 : 천 원)
품 목

배전반
합 계

건 수
2
2

금 액(VAT별도)
123,523
123,523

품 목

건 수

금 액(VAT별도)

합 계

1

125,000

배전반

12

4

5

금 액(VAT별도)

발주 수량(대)

컴팩트형지상

공동상표

1

품 목

고효율주상

지명경쟁

건 수

(단위 : 천 원)

1

125,000

(단위 : 천 원)

전기계 뉴스

한전, 신재생 계통연계 확대를 위한 특별대책 시행
전담조직 신설로 선제적 계통보강 체계 전환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재생에너지 접속대

사장이 매월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기를 완전 해소하기 위해 전력그리드 부사장을 팀장으로

한전은 전담조직 신설로 전사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나

하는 재생에너지 특별대책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선제적

선다. 재생에너지 적기접속을 위한 부사장 주관 재생에너

계통보강 체계로 전환하고, 신재생협회 등 유관기관과 소

지 특별대책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계통연계 방안 개선, 송

통강화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해소

배전설비 건설기간 단축, 관련 제도 및 조직을 정비하고,

할 예정이다.

전력그리드 부사장은 태양광 및 풍력협회 등 재생에너지

이에 한전은 재생에너지 접속신청이 예상되는 지역에
미리 송전망을 건설하고, 망 정보공개 확대, 접속용량 증

유관기관과 최소한 월 1회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애
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해 갈 방침이다. KEMC

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시행하여 계통현안을 해결하고,

탄소·친환경 중심으로 해외사업 개발방향 전환
한전은 에너지 전환 시대 도래에 따른 지속가능한 경
영을 위해 향후 해외사업 추진 시 신재생에너지, 가스복
합 등 저탄소친환경 해외사업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준보다 더욱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종갑 사장은 지난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특히,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의 경우 향후 신규사업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주도해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

을 추진할 계획이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해외 석

사업을 개발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며, 이러

탄화력발전사업 중 인도네시아 자바 9&10, 베트남 붕앙2

한 방침을 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반영하여 주주

사업은 상대국 정부 및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 국내기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앞으로 한전의 친환경 발전방향에

업 동반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 추진하되,

대해 분명히 하기로 했다.

나머지 2건은 LNG 발전으로 전환하거나 중단하는 방향
으로 재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한전은 최근 제품생산, 투자유치, 자금조달
등 경영 전반에 적용되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

이러한 친환경적 노력을 통해 2050년 이후 한전이

한 ESG 경영 강화와 지속적 추진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운영하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은 모두 종료될 것으로

‘ESG 추진위원회(ESG Committee)’를 설치하여 ESG 분

예상된다.

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KEMC

현재 운영 중인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도 국제 환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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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 뉴스

한전KDN,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조성 MOU 체결
뉴딜-신재생 및 신산업 투자확대를 본격화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이달 4일 전주완주 수소시범

한전KDN은 이번 협약으로 한전KDN형 뉴딜-신재생

도시의 추진조직 구성 및 협력관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및 신산업 투자확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국내 수소에

을 체결했다.

너지의 안전성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이 협약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수소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범도시 선정에 따른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내 통합관

협약식에 참석한 한전KDN 정재훈 전력융합본부장은

제센터 구축 등 ICT 분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혁신

“이 협약을 통해 수소그리드 통합관제 운영관리 시스템

성장을 주도할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

구축 기술 확보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관련 정부정책

해 마련됐다.

을 지원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다 하겠다”며 “한전KDN형

전주시와 완주군을 포함해 11개 관련 기관이 함께하는

뉴딜 사업의 실천과 중장기적인 에너지 신사업 전략 목표

협약을 통해 한전KDN은 수소 생태계 전 분야에 ICT기술

달성과 함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

을 적용한 인프라 원격감시시스템, 양방향 보안 통신망

겠다”고 말했다.

설계와 구축, 수소도시 내 빅데이터 및 디지털트윈 기술

한전KDN은 에너지 분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을 활용한 수소-공급 예측 시뮬레이션 서비스 등으로 수

신재생 및 신산업 투자 확대로 신재생에너지 소규모 중개

소의 생산과 유통, 저장,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안전과

거래시장 운영 및 해상풍력발전 ICT분야 투자와 참여 등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고려한 에너지 통합 플랫폼 확

에 역량을 집중하며 미래 신사업 발굴 및 정부정책 공조

보와 관련 사업의 인력양성에 참여할 계획이다.

강화로 에너지 변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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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구원, 70kV급 가공케이블 송전기술 개발 착수
지중케이블 건설비용의 약 50% 절감을 목표
한전 전력연구원(원장 김태균)은 최
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70kV 가
공케이블 송전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에 착수했다.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재생에너지용 분산형 소규모 변전소
도입을 위한 새로운 전압등급인 70kV
가 신설된다.
우리나라 가공송전선로 건설사업은
민원해소와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
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
력연구원은 철탑의 크기를 최소화하
고 전자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70kV 가공케이블 송전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전력연구원 관계자는 “70kV 가공케이블 송전기술 도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송전선과 선로를 지탱하는 지지물

입은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 문제

의 무게가 줄어들고 철탑의 크기도 작아져 건설비용 절감이

해소 뿐만 아니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가능하다. 전력연구원은 기존 70kV급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며 “70kV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지중케이블 건설비용의 약 5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산학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MC

두산모빌리티-전력硏, 수소드론 송전선로 점검사업 MOU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DMI)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

목하는 한편, 특허 기술과 영업 네트워크도 공유할 계획

구원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용인 DMI 본사에서 수소드론

이다. 송전선로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전력설비다. 드

을 활용한 송전선로 점검사업 해외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론 기술 발전으로 점검 업무를 사람 대신 드론이 대체하

체결했다.

기 시작했지만 일반 배터리 드론은 비행시간이 20분에 불

양 기관은 DMI 제품인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수소
드론에 전력연의 송전선로 자율점검 드론 운용기술을 접

과해 작업 효율이 떨어진다. DMI 수소드론이 이를 대체하
겠다는 것이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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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 뉴스

동서발전, 전사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표회
최우수상, 설비별 환경리스크 예측지수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10월 29일 본사에서 ‘전
사 빅데이터 분석과제 완료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내 Industry 4.0 전담 조직인 발전

인)을 구성하였고,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빅데이터 교육과 과제코칭으로 데이터 분석 및 솔루션화
를 진행해 오고 있다.

기술개발원(이하 개발원, 원장 정필식)에서 전사 차

심사결과 전체 20건의 수행과제 중, 최우수상을 수상

원의 빅데이터 붐업(Boom-up) 조성과 디지털 전환

한 ‘설비별 환경리스크 예측지수 개발’ 과제는 인공지능

(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목표하에 올해 3월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동서발전 주요 사업소 발전설비의

터 10월까지, 8개월간의 일정으로 추진해온 참여형 혁

환경리스크를 예측하여, 고위험설비 집중점검을 통해 업

신활동인 ‘전사 빅데이터 분석과제 프로젝트(BIBigdata

무의 효율성 및 설비의 환경관리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

Innovation Project)’로, 그동안의 분석과제 수행결과를

로 기대된다.

공유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과제수행팀을 포상하
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경영진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전사 빅데이터 과제수행팀의 현안해결에 대한 도전과 열

동서발전은 ‘20년 3월 발전사 최초로 자체 빅데이터 플

정에 힘입어, 전사 차원의 빅데이터 역량이 강화되고, 다

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사 차원의 빅데이터 분석과제 공모

수의 우수 솔루션을 개발해 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를 진행하여, 안전/환경/발전운영/신재생/경영관리에 이

도 인더스트리 4.0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

르는 다양한 현안사항을 다룬 분석과제(20건)를 발굴하였

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신규 사업을 창출하는 등

다. 이후 과제별 현업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과제수행팀(3

디지털 뉴딜 정책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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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고난도 가스터빈 재생기술 국산화 ‘성공’
연 350억원 수입대체 효과 및 관련산업 활성화 기대
한국서부발전(사
장 김병숙)과 전력연
구원, 한전KPS는 지
난 10월 21일 서부발
전 본사에서 각 기관
의 전문가들이 참석
한 가운데 ‘최신 가스
터빈 고온부품 재생
기술 국산화 개발성
과 보고회’를 열었다.
가스터빈 재생기술
은 1,000℃~1,600℃
의 고온에서 발생하
는 부품 손상을 정밀
용접, 열처리 등의 방
법으로 복원하는 기
술이다. 현재 국내 발
전용 가스터빈은 전량 미국, 독일, 일본 등의 해외에서 도

등과 협력해 재생절차를 개발하고, 고정밀 특수용접, 열

입·운영 중이며, 특히 최신 가스터빈의 경우 고온부품 재

처리 등 고온부품 재생, 재료 분석, 고속회전 시험, 진동

생기술도 100%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의존

시험, 응력 전산해석 등 신뢰성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무

으로 글로벌 터빈 제조사는 연간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리했다.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실증과 더불어 품질관리

고온부품 유지관리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얻어가고 있다.

절차 표준화를 추진, 가스터빈 재생기술 자립을 완성할

이에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2018년 취임 이후부터

계획이다.

핵심 발전설비 국산화를 통한 기술자립을 중점과제로 추

최용범 서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은 “이번 국산화로 수

진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뢰도

입에 의존했던 최신 가스터빈 기종의 재생기술 비용을 연

높은 국산부품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담조직까지

간 350억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선진국

신설하고 운영해 왔다.

에 뒤처진 가스터빈 재생기술 생태계의 체질 개선을 이루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가스터빈 고온부품 재생기
술이다. 서부발전은 미국 전력연구소(EPRI), 전력연구원

고,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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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취준생경단녀 맞춤 지원으로 고용 증진
신인천본부, 보호종료예정아동 대상 독립 지원도
유로 경력이 단절
돼 재취업이 어려
운 여성의 취업을
지원한다. 2018년
부터 서구여성인력
개발센터와 협업
진행 중으로, 수강
자 실수요를 반영
해 한식조리전문가
과정, 중소기업사
무행정실무자 과정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지
원으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취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까지 48명이 이수,
80% 이상의 취업성과를 거두고 있다.

준비생은 물론, 경력단절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

프로그램 참가자는 “정말 듣고 싶었던 수업을 무료로 들

원사업은 지역 상생과 더불어 참가자 개개인의 경쟁력 강

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 덕분에 지금은 직장인이 되어 육

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아로 지쳐있던 삶의 원동력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부발전은 최근 신인천발전본부가 취업준비생, 경력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천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

단절여성, 보호종료예정아동을 대상으로 ‘취업디딤돌’, ‘경

께 ‘열여덟, 새로운 둥지로 날자’ 사업을 새로이 시행한

력이음’, ‘열여덟, 새로운 둥지로 날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

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의 독립 준비와 취업역량 강화를

이다. 이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고용시장의

지원하는 이 사업은 부동산 계약, 자산 관리 등 일상생활

불안정 해소와 새롭게 구직시장에 뛰어드는 학생, 여성의

에 필요한 내용과 자격증 취득, 맞춤 취업 교육 등을 골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자로 하며, 보호아동이 취약계층으로 재편입되는 악순환

먼저, ‘취업디딤돌’ 사업은 기존 체험형 인턴과정을 실
제 취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다. 남부발전은 차세대 인재

을 끊고 인재 배출과 함께 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것
으로 기대를 모은다.

육성과 함께 취업 징검다리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

남부발전 김명진 신인천발전본부장은 “이번 사업들은

고 있다. 실제 참가자들은 발전현장에서 업무를 보조하면

고용절벽 해소와 함께 새 출발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서 직무이해도를 높이고, 협력업체는 현장에 바로 투입 가

있다”며, “코로나 19 상황뿐 아니라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능한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평이다.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국민발전소가

‘경력이음사업’은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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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MC

중부발전, 전사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체계 구축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방법론 활용, 친환경 생활 실천문화 확산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10월 22일 기
후변화대응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을 높이고,
친환경 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사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 방법론을 활용하여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본사 및 전국 7개 사업
소 건물을 대상으로 과거 상수도, 전기 등 에
너지 사용량대비 최대 절감률을 달성한 곳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중부발전은 올해 6월 보령시와 협약을
통해 보령시민에게 연도별 지급하는 탄소포인트 상당액을

활 실천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

추가로 지원하는 탄소 더블포인트제를 시행하여 생활 속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작은 습관을 지역사회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 박형구 사장은 “나의 작은 습관이 세상을
바꾼다 라는 마음가짐과 중부발전이 앞장서는 친환경 생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률
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정부 주관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KEMC

발전인프라 로봇 융복합 신기술 발굴
중부발전은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의 “발전소 정비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자 협력로봇”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선정되었고 제주발전본부 R-코미젠 팀의 “발전소 취수

「R-BIZ 챌린지」에 참여하여 「한국중부발전 로봇챌린지」

구 바닥퇴적물 무인 준설로봇”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한 13개 로봇챌린지팀은 그간 진

이 수여되었으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 한국로봇산

행해온 연구성과 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였고 대

업협회장상에 각 1팀씩 선정되었다. 향후 사내 로봇팀이

회 전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시청자들의 국민투표

발굴한 융복합 기술은 현장에 적용되어 테스트베드 및

점수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4개 우수팀을

제품화를 통해 새로운 중소기업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

선발하였다. 대통령상은 신보령발전본부 Go Me For팀

하게 된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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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제주대에 에너지 혁신역량 지원
제주대 공과대학생 대상 에너지전문역량 강화 나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임춘택)은 에너지R&D전담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제주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엄선된 총 5개의 주제
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의 에너지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에너지기술 전문

임춘택 원장은 그린뉴딜은 에너지의 주류를 바꾸는 경

강좌를 개설하고 11월 5일부터 전문역량 교육에 착수했다.

제사회적 대전환인 만큼 에너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주

이번 교육은 최근 핫 이슈인 그린뉴딜 정책의 균형적

역이 되어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을 바꾸어나가 줄 것을

추진과 “CFI 3020” 정책을 구현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에

당부했다. 더불어, 이번 교육 프로그램이 1회에 그치지 않

너지 미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지역인재 기초

고 “지역인재 양성의 구체적인 표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되었다.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교육 프로그램은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문화 흐름에 맞

말했다. KEMC

춰 매주 목요일에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5일 에기평 원장
의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대한민국의 선택’을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형 산업도시
해외 개발을 위해 손잡아
에기평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월 15일 업무협약

티 적용 및 실증 등을 포함해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MOU)을 체결하고, 한국형 산업도시 및 스마트시티 수출

할 예정이다. 에기평은 그린뉴딜의 목표인 온실가스 감

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실증을 전

이 협약은 LH가 조성하는 한국형 산업도시 및 스마

담하고 있으며, LH는 600곳 이상 택지신도시 및 112개

트시티에 에기평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성과를 적용하

산업단지 개발, 주택건설 283만호 등 풍부한 신도시산

여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지

업단지 개발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만큼, 양 기관 간 협

원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신남방

력이 확대되면 향후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및 국내

신북방 정책과 연계한 에너지 효율적 산업도시 조성 협

기업의 해외 개발사업 진출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

력 ▲에너지 통합관제 등 혁신기술서비스의 스마트시

으로 기대된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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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위한 MOU 체결
임하댐 수상태양광 56㎿ 규모, 1,179억원 시범사업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지
난달 29일 안동시 세계물포럼센터에
서 경상북도, 안동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영남대학교와 ‘지역
상생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산
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이 협약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해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과 민
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기술개발, 검인증, 인력양성 등 다운스
트림 분야 육성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안동댐,
임하댐, 군위댐, 김천부항댐 등 경상
북도 8개 댐에 648㎿, 1조 3,643억 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에 협조해나갈 계획이

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농지나 산지 등의 훼손이

며, 우선 안동 임하댐에 수상태양광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

없고 조류발생 억제, 수중생물 산란장소 제공 등의 효과가

인 56㎿, 사업비 1,179억 원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있는 친환경 발전방식이다. 수질에 영향이 없는 부력체와

이를 위해 한수원, 경상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해 수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이

영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

없을 뿐만 아니라 어류 생태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돼 신

참여방안 등을 수립해 국내 1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재생발전 가중치 부여 등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를 산업부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자체, 지역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주민, 공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가치를 창출할 것”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신재생

이라며, “특히 안동 임하댐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에

에너지발전시설(40㎿ 이상)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

말한다.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주민수용성, 부지기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시설 등을 확보하고 집적화 단지에 지정되면 해당 지자
체는 REC 0.1 추가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상태양광은 수면 위 부력체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

한편, 한수원은 2030년까지 20조 원을 투자해 태양
광풍력 위주의 신재생설비 8.4GW를 확보할 계획이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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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 뉴스

전기연구원 시험인증, 선진 예약 시스템 도입
초고압 개폐장치 합성시험 대상 ‘쉬프트(Shift) 예약제’
전력기기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
(KERI, 원장 최규하)이 시험인증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고
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쉬프트(Shift) 예약제’를 실시한다.

스템 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쉬프트 예약제를 고
려하게 됐다.
이를 위해 KERI는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전

쉬프트는 시험을 위한 일종의 소요시간 단위고, 쉬프트

력기기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쉬프트 예약제 필요성

예약제는 업체로부터 시험 예약을 미리 받아 일정을 체계

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과적인 제도 설립을

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예약의 변경 및 취소시 업체가

위한 각종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

부담할 일부 수수료가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거시적인 관

쳐 선진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도의 장점을 가져오면

점에서 시험일정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시험 적체

서도, 업체들의 제도 적응까지 고려한 하이브리드형 쉬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트 예약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업체들도 시험인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정의 불

먼저 대상 시험품목은 초고압 개폐장치 합성시험만 우

확실성에서 벗어나 제품의 체계적인 수출 계획을 수립할

선 적용하며, 당장 적응이 어려운 제조사를 위해 예약은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네덜란드 ‘KEMA’, 이탈리아 CESI

기존 방식과 쉬프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50% 적

등 선진 시험인증 기관들은 오래 전부터 쉬프트 예약제를

용). 또한 업체들의 제품 개발 계획 변경이 자주 발생하는

시행해 왔다.

상황을 고려하여, 쉬프트 사전 예약을 1년이 아닌 분기 단

KERI는 과거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제품 개발 과

위로 운영하며 변동성을 최소화 했다. 예약 변경 및 취소

정에서 겪는 다양한 변수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포괄적

수수료도 해외 시험기관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여 부

인 예약 시스템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 업체들의 성장

담을 낮췄다.

에 따라 제품 개발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선진 예약 시

KERI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간
시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이 기간에는 예약 변경 및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후 업체들의 적응력이 높아
지면 쉬프트 예약제 및 적용 시험품목의 확대를 추진한다
는 계획이다.
KERI 서윤택 대전력평가본부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쉬
프트 예약제는 업체들에게 안정적인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전력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
여주는 선진 시스템이다”고 전하며 “간담회 등을 통해 현
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도의 단계적 운영으로 제
조사들이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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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News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본격 시행’ 난개발 막는다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발전수익은 지역사회와 공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이하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집적화단지 고시는 10.1일 시행된 신재
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 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

를 도입한다.

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입

이번 고시 제정은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

지 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

성화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 등 핵심 이해당사자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하고, 지자체 주도형 REC 추가 가중

집적화단지 추진시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

치(최대 0.1),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최대 0.2)를 통해

역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

지역사회지역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도 보다 본격화되어

회를 구성 운영해야 하며, 민관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

한편,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을 일부 개정한

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상생 및 주민 이익공유, 영농해양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

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허가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현재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의 경우 풍력발전기

풍황계측기 유효지역 변경

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
지역은 반경 5km이나, 일정 조건 만족시 유효지역을 계측기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

포함 정사각형 면적 100㎢로 할 수 있고, 이 때 계측기 1기당

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여 신

발전단지 개발면적은 유효지역 내에서 기존과 유사(80㎢)하

재생 발전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게 설정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효율적 풍력단지

지자체의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 노력에 따라

배치가 보다 용이해지고, 계측기를 발전단지 최외곽에 배치

REC 추가 가중치 수준을 결정하고, 단지지정 후 착공까

할 수 있게 되어 단지 개발 후에도 풍황계측 등에 기존 계측

지 소요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

기를 지속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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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뉴스

글로벌 표준 협력으로 앞당기는 그린뉴딜 수소경제
2021년까지 그린수소 생산장치 등 국제표준 4종 제안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물 분해 그린수소 생산장치, 안전

데 「2020 수소경제 기술과 표준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하고 신속한 수소충전 프로토콜 등 그린뉴딜 분야 수소기

국표원은 수소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수소

술의 표준화 전략과 글로벌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포

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올 7월에는 정

럼이 열렸다.

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반영하여 국제표준 제안 목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30일 동대문디
자인플라자(DDP)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국 전문
가(온라인)와 국내 산학·연 전문가 50명이 참석한 가운

2030년까지 15건에서 18건 이상으로 상향하는 표준화 2
차 로드맵을 발표하여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해 ‘수소경제표준 국제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올해도 수
소기술의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을
온라인 연사로 초청해 기술 교류와 표준 협력의 장을 마
련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국제표준 전문가들은 그린수
소 생산 장치, 수소충전 프로토콜, 연료전지 분야의 기술
과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어떤 주제 오갔나
영국 그린수소 생산 전문기업인 “ITM파워”의 닉 하트
매니저는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생산(P2G: Power-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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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그린수소의 생산규모 증대와

는 수소충전 프로토콜, 이동식 충전소, 충전소 부품 등 수

생산 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성능 및 안전 요건 등의

소경제 안전기준과 국가표준화 작업 참여계획을 설명했다.

국제표준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패널토론[(좌장 수소경제표준포럼 이홍기위원장(우석대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의 스티브 매티슨 프로젝트 리

교수))]에서는 그린수소 생산, 수소모빌리터 분야의 국제

더는 수소충전 프로토콜(SAE J2601) 표준 개발에 참여한

표준화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수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차 보급 확산에 필수적인 충전시간

소경제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그린수소 생산 장치, 수소모

단축 기술, 차량과 충전기의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이용한

빌리티 연료전지 분야 표준화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

충전 프로토콜 등의 기술 표준화 동향을 소개했다. 프랑스

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신에너지기술연구소”의 매니저이자 “IEC TC105(연료전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포럼에서 ‘수소경제 표준화 전

지)” 의장인 로랑 안토니는 유럽의 수소 전략과 수소기술

략 로드맵’ 수립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수소경제 국제표

규정 등을 설명하고, 수소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준을 등록했고 신규 국제표준 1건을 추가 제안하는 등의

는 규제기구와 표준화기구 간 협력하여 수소기술 규정과

성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포럼에 참석한 국가들과 협력

표준화가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여 2021년까지 그린수소 생산 장치, 노트북용 연료전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수소충전 프로토콜, 이동식 수소충전소 분야에서 국제표

그린수소 생산 장치,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분야 신규 국제

준안 4종을 개발하여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이라

표준을 제안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고 밝혔다. KEMC

수송용 부생수소, 내년초부터 20% 싸진다
연간 최대 2천톤 수소공급 예정
내년 초부터 20% 이상 저렴한 수송용 부생수소가 공급된다.

북(일부)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0월 12일 ‘당진 수소차용

저렴한 수소공급으로 수소충전소의 수익성이 크게 개

수소공급 출하센터 착공식’과 ’수소차용 수소 유통산업 발전

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편익도 향

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충남도, 당진시, 가스공

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생수소 출하센터는 수소생산공

사, 하이넷, 현대제철 등 정부, 지자체, 업계 관계자들이 모

장(현대제철)에서 생산된 수소를 저장하였다가 수소튜브

여 출하센터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을 기원하였다.

트레일러에 고압(200bar)으로 적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이에 따라 ‘부생수소 출하센터’가 완공되는 내년 초부

되며, 수소 유통 과정에서 필수적인 시설이다. 출하센터는

터 현재 수소충전소에 공급되는 수소가격(약 7,000원대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가 운

초반)보다 최소 2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

영할 계획이며, 산업부는 출하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지

번 출하센터 구축으로 최대 2,000 톤의 수소(연간 수소승

원과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점검, 충남도와 당진시는 인허

용차 1만 3,000대 분)를 서울, 경기, 충남, 충북(일부), 전

가 등 제반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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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후 에너지 수요 18% 차지, 수소경제 성공하려면
발전 및 건물용 수소연료시장도 확대 전망
온실가스 배출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파리기후협약이

로 각광받고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에너지를 만들어낼

한국무역협회 전략시장연구실 정귀일 연구위원은 ‘앞

때, 이산화탄소 등 배기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수소는

으로 다가올 수소경제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

석유나 배터리에 비해 효율이 매우 높아 미래 에너지원으

부는 수소 로드맵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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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수소가 글로벌 에너지 수요의 18%를
담당해 이산화탄소를 매년 60억 톤 가량 감축
하고,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한화 3000조 원)의 시장과 3,000만 개
이상의 누적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맥킨지>

”
수소가 뭐길래
수소는 배기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쉽게 얻을 수
있고, 다른 에너지에 비해 효율이 높아 친환경성, 보편성,
효율성을 갖춘 에너지원이다.
수소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우주의 75%를 구성할 정도로 많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휘발유의 3배, 배터리의 100배 수준
의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다. 수소는 생산방식에 따
라 부생, 개질, 수전해수소로 나뉘며, 현재 90% 이상을 차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

지하는 개질수소를 친환경인 수전해수소로 전환하는 것이

련하고, 수소 생산과 인프라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으로

향후 과제이다.

균형 있는 수소 생태계를 육성하며, 수소경제의 수출 산

수소경제란 수소를 생산하고 생산된 수소를 운반 저장

업화와 산업계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

하며 최종적으로 수소로 전력을 만들어 소비하는 경제를

혔다. 산업계도 온실가스 절감 노력이 곧 기업 경쟁력

의미한다. 수소는 가치사슬에서 석유화학, 오일가스와

임을 인식하고, 수소의 생산저장수송활용 등에 있어

연계되어 있고, 가스 파이프라인 등 기존 구축된 수송인프

독자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

라 활용이 가능하다. 파이프라인, 트레일러, 탱크로리 등

다는 주장이다.

으로 운송된 수소는 자동차, 가정 건물용 전력 및 난방,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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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등 후방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울산, 전주, 안산) 조성한

이에 따라,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

다. 필요한 전력량 100%를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 재생

하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구

정부는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매계약 허용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2050년 수소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수소 및 관련 장

에서는 2025년까지 수소차를 20만 대 보급하고 수소충전

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한화 3000조 원)의 시장

소도 450대 설치하며 수소차 연료 보조금 제도를 단계적

과 3,000만 개 이상의 누적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2050년 글로벌 수소 수요는 수송이 28%로 가장 크고, 뒤

독일은 지난 6월 ‘수소전략’을 발표하며, 90억 유로(12

를 이어 산업용 원료(24%), 산업(21%), 건물(14%), 발전

조 3,000억 원)를 수소분야 연구개발 등에 투자하겠다고

(12%) 순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밝혔다. 독일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국 실현을 위해 수

한국은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소의 생산과 소비 확대를 유도하고 전략추진 기구 설립과

발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육

기술적인 지원을 담은 수소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성 정책을 천명했다. 2040년까지 수소차 생산량을 620만

최대 5GW의 수소 생산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2040년까

대로 확대하고, 발전용 연료전지 15GW를 보급하여 세계

지 5GW 수소 생산설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를

유럽연합은 ‘수소 로드맵’을 통해 수소경제를 2050년

위해 2025년까지 총 37조 원을 그린 에너지 등 3개 분야

까지 1,400억 유로(190조 원) 시장으로 육성하고, 최대

에 투자할 계획이다.

4,700억 유로(648조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EU는 기후

그린 리모델링 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

중립 강화를 위해 미래 에너지 시스템과 클린 수소 계획

화(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를 당초 2025년에서

을 수립하여, 일부 EU 국가가 추진하던 수소 전략을 유

2023년으로 조기 추진하며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되기 위

럽연합 차원으로 확대했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

해서는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등 에너지 생산량이 소비량

해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는 에너지

대비 20% 이상이 되어야 해 공공부분의 수소연료전지 활

시스템 변화를 추진하며 2024년까지 6GW 수전해수소

용 증가가 예상된다. 그린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의 전

설비, 2030년까지 40GW 수전해수소 설비를 구축하고,

2050년 글로벌 수소 수요 전망과 2050년 글로벌 수소 수요처(자료 : 맥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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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산업 전반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보급할 계획

점으로 수소전략을 마련했다. 중국은 2018년 2.7%에 그친

이다. 또한 태양 및 풍력과 수소 에너지 공급을 연결하는

수소에너지 비중을 2025년 4%, 2035년 5.9%로 그리고

데 최대 3,400억 유로, 보관 운송 유통에 650억 유로, 수

2050년에는 1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50년 수소전

전해 수소 생산에 최대 420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다.

기차 판매량과 수소충전소 설치 대수는 각각 500만 대와

일본은 2014년 4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수소연료전지

10,000개에 달할 전망이다. 2019년 6월 중국 신에너지차

로드맵을 통해 수소 사회로의 이행을 선언했고, 2019년에

의 지방정부 보조금은 폐지됐지만 수소차는 보조금 대상

는 선 수요저변 확대, 후 공급시스템 완성이라는 단계적

으로 몇몇 차종의 보조금은 대당 50만 위안(8,600만 원)

수소전략을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미래 에너

에 달한다. 중국은 2050년까지 수소와 수소연료전지의 대

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고, 우선 수소이용을 확대하고 이

규모 보급을 목표로 ‘중국제조 2025’ 정책에 따라 미래 수

후 발전 및 공급시스템을 마련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1단

소연료전지 및 관련기술 개발을 지원 중이다. 2020년 수

계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수소차와 가정용 연료전

소에너지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2030년에는 산업가

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수요와 공급 인프라를 동시에 확대

치 사슬을 구축하는 한편,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의 대규

한다. 2030년까지 가정용 연료전지를 530만 대 도입하고

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차 80만 대와 수소 버스 1,200대를 공급하며, 충전소
90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2단계, 2030년부터 2040년까

수소경제로의 이동

지 수소발전을 본격화하고 대규모 수소공급 시스템을 확
립하는 단계이다. 3단계, 2040년부터 재생에너지를 활용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발전단가 하락으로 신재생

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혀 하지 않는 수소공급시스템을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그린수소의 생산단가도 장기적으로

완성시키는 단계이다. 수소전략 이행을 위해 ▲민간기업

하락할 전망이다.

참여 확대 ▲공급자 소비자간 윈-윈 모델 창출 ▲해외 유
휴자원 활용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없고 고정비용을 제외하면
변동비가 거의 없어, 발전소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고정

중국은 2017년 ‘연료전지자동차 발전로드맵’과 ‘중국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린수소 생산비

조 2025’를 통해 수소차 보급과 수소관련 기술 상용화 중

용은 지난 10년간 60% 하락되었는데, 2030년에는 현재

태양광 평균 발전단가와 육상풍력 평균 발전단가(자료 : L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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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반으로 하락하여 개질수소와 경쟁할 정도의 경쟁력
을 갖출 수 있을 전망이다.

상용차가 수소경제를 선도한다. 수소트럭은 친환경이
고 상용으로 적합해 2030년까지 3~400만 대가 보급되

남거나 버려지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

며 수소차 시장 확대의 모멘텀이 될 전망(맥킨지, 2018년

산 저장해 놓으면, 필요할 경우 수소로 다시 전기를 만들

9월)이다. 수소상용차는 전기상용차에 비해 충전시간이

수 있어 에너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풍력과 태양

짧고 장거리를 주행하며 한번 충전으로 많은 힘을 낼 수

에너지는 일정 날씨와 시간대에 전력 수요가 공급을 따라

있어 상용차로 더 적합하다. 미국 등 주요국들은 수소차를

가지 못해, 미활용전력이 발생하고 남는 전력을 버리기도

물류나 대중교통에 활용하기 위해 수소차 보급을 위한 다

하는 단점이 있다. 도서지역의 남는 에너지나, 전력계통에

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은 대형트럭 제조

송전하지 못해 활용되지 않는 전력을 수소로 변환해 저장

사에 탄소제로배출을 요구하고 수소버스의 구매를 확대하

하면, 추후 전기에너지로 쓸 수 있어 에너지 활용도가 증

고 있고, 중국은 수소차량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한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값싼 자원이나 해외 자원을 이

유럽 등 주요국들은 승용차 위주의 수소차 보급과 인프라

용해 싼 가격에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국내로 들여와 에

구축을 상용차로 확대시키기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을 확

너지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주요국들
이 수소경제를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채택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량, 태양광 6배

있어, 초기 수소 시장 창출과 생산 저장 운송 생태계 구축
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요국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

발전 및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수소

체 극복을 위해 2050년 2,500조 원의 규모로 성장해 막대

연료전지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설치장소 제약이

한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수소경제 관련 육성 정책을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고 방재적 장점이 커, 향후 발전과

대거 마련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약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건물용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유연한 저장과 운송이 가능한 수소가
에너지의 한 축을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도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제작할 수 있고, 소음 및 유
해가스 배출이 적고 설치 면적이 작아, 공간효율을 높여야
하는 도심빌딩에 유용하다. 특히 수
소연료전지의 발전량은 태양광에 비
해 6배 많지만 설치면적은 300분의
1에 불과하고, 최대 설비용량 대비
평균발생전력을 뜻하는 설비 이용률
도 95%로, 풍력(26%), 태양광(17%)
에 비해 높다. 열손실(55%~60%)과
송전손실(5%)이 나는 화력에 비해
수소연료전지는 에너지의 70~90%
를 활용하며, 잉여전력을 전력회사

우리나라 발전원별 설비 비중 현황 및 전망(자료: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 초안
(총괄분과위원회,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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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

전지 15GW(내수 8GW)를 보급해, 관련시장을 2018년 대

기업이 힘을 모아야 실현이 가능하므로 정부는 산업계와

비 50배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2022년까지 국내 1GW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세분화된 연간 단위의 목표와

보급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중소형

이행계획 및 이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수소

LNG 발전 수준의 발전단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

생산을 위한 정책설계를 위해서 그린수소, 무탄소수소, 저

적으로 설치비 65%, 발전단가 50% 하락을 목표한다. 정

탄소 수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수소 생

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enewable Portfolio

산방식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경우 이를 사전에

Standard)이 상향되고 있어,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발전사

산업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업자들이 발전용 수소시장에 진입할 전망이다. 2030년

수소의 해외생산 및 국내 도입, 그린수소의 전면 확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0%, 2040년 목

를 위한 목표기한을 설정하는 등 이산화탄소 감축목표, 수

표는 30~35%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이 확대되

소 수요, 경제성 확보 기간에 따른 단계별 수소 생산과 관

면 발전용 수소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본다.

련기술 개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소를 수출산업으

정부는 가정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용량을 2040년까지

로 육성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 달성, 투자 및 고용 효과에

2.1GW로 높여 관련 시장을 2018년 7MW 대비 420배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수소의 생산과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비율을

인 투자로 균형 있는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잠재력을

상향하고 있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제도를 조기 추

극대화해 나가야 하며, 탄소중립과 시장성 확보를 위해서

진하는 등 수소연료전지 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인 그린수소 생산이 궁극적인 목표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산업계는 각국 정부의 이산화탄소 규제가 크게 강화되
면서, 온실가스 배출 절감 노력이 기업 생존에 직접적인

수소 활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이 매우 크다는 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실가

에서 수소가 탈탄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스 규제 강화’와 ‘산업계 피해’라는 대립 구도에서 탈피하

전망이다.

여, 미래 생존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절감 및 친환경 사업

2050년 수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1억

구조로의 전환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4900만 톤으로, 신재생발전과 효율 향상으로 인한 감축

글로벌 IT기업들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량(1억 3700만 톤), 탄소포집 및 활용으로 인한 감축량

속해 있는 하도급 협력업체에도 탄소중립을 향후 요구할

(6900만 톤)을 상회한다.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은 환경

가능성이 크며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는 비즈니스를 신

오염을 동반한 대형 중앙형 전력생산 비중을 낮추고, 친

산업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등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환경 소형, 분산형 전력생산 비중을 늘리는데 일조할 전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망이다. 수소 생산과 해외 수소 수입이 확대되면 석유와

끝으로, 정귀일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정부의 이행계

LNG 수입이 감소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에너지 안보

획에 따라 수요 및 경제성 조사, 미래기술 개발, 생산규모

도 강화될 전망이다.

및 투자계획을 수립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분

며, “산업계는 수소의 생산, 저장, 수송, 충전 인프라 구축

야별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행방안을 마련해

에 있어 독자기술과 소재부품장비 생산 능력 확보에 총력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소경제 로드맵 목표는 정부와

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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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싱글페어 이더넷 또는 2-와이어 이더넷용 애플리케이션 비교
공장 자동화 분야의 실제 제품 통합 사례
SPE는 원래 자동차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이제는 공장 자동화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글에서는 SPE 기술을 파헤치고, 실제 제품 통합 사례를 살펴본다.

글/ 토마스 마우에르(Thomas Mauer) 시스템 엔지니어, TI 공장 자동화 및 컨트롤 시스템 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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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장 현장에 설치된 로봇팔 생산 라인

트롤러(PLC) 사이의 데이터 교환에 사용된다(그림 1 참고)
대부분의 산업용 이더넷 네트워크는 100BASE-TX 이
더넷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2쌍(4선) CAT 5e 이더넷 케
이블을 통해 100Mbs 속도로 데이터를 교환한다. 최신
산업용 이더넷 네트워크는 1000BASE-T 이더넷 기술
을 기반으로 하며, 4쌍(8선) CAT 5e 이더넷 케이블을 통
해 1000 Mbps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100BASE-TX
와 1000BASE-T 이더넷 기술은 이더넷 세그먼트 (또는
PHY) 사이 전송거리를 최대 100m까지 지원한다.
SPE는 케이블을 통한 이더넷 프레임 전송에 단일 쌍
케이블(2 선)을 사용한다. SP는 물리 계층(PHY; physical
싱글페어 이더넷(SPE; Single Pair Ethernet)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layer)에서 기존 100- 및 1000-Mbps 산업용 이더넷 기
술과 완벽하게 호환되어, 기존의 100- 및 1000-Mbps

SPE는 원래 자동차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기술을 보완한다. 이더넷 속도에 따라, SPE는 이더넷 세

이제는 공장 자동화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더욱 큰 관심

그먼트 사이에서 최대 1km 케이블 길이의 전송거리를

을 끌고 있다. 이 글에서는 SPE 기술을 파헤치고, 실제 제

지원한다.

품 통합 사례를 살펴본다.
산업용 이더넷은 서보 드라이브 및 센서, 액추에이터와
같은 공장 현장의 필드 디바이스와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

그림 2는 각 이더넷 기술에 필요한 케이블 쌍의 개수와
데이터 속도를 보여준다
•동일한 케이블링 인프라에서 기존 2-와이어 통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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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CAN, 프로세스 필드버스[PROFIBUS], 4~20mA,

•암호화를 통해 메시지 페이로드 통신 보호

파운데이션 필드버스)의 데이터 대역폭 확대

•케이블링을 줄여 신규 설치에 따른 구리 비용 및 무

•노이즈가 심한 환경에서도 프레임 체크 시퀀스로 메
시지를 보호해 통신 강화

게 절감
•로봇팔과 같은 폼팩터 제약 애플리케이션에 이더넷
기술 활용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러 (MAC), 이더
넷 PHY 트랜시버로 구성된 산업용 이
더넷 노드를 살펴보자(그림 3 참고).
산업용 이더넷은 지정된 데이터
교환 주기 시간 내에 프로세스 데이
터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 전용 MAC
을 필요로 한다. TI의 Sitara™ 프로세
서 제품군과 같은 산업용 이더넷 프
로세서는 MAC에서 멀티 프로토콜 이
더넷 표준을 작동시킨다. PHY 이더넷
기술은 PHY 장치인 OSI 모형(Open
Systems Interconnection model)의 1
계층에 유일하게 정의되어 있다. SPE
는 1계층의 전용 이더넷 PHY를 통해
실행된다.
전송 속도 및 범위를 나타내는 다
양한 SPE 표준
•IEEE 802.3cg-10BASE-T: 10
Mbps 전송속도, 1,000m 범위
- 데 이터 양이 적은 원격 센서와

그림 2. 이더넷 기술 사용 측면에서 100-Mps와 1,000-Mps, SPE PHY 기술의 장점 제공

액추에이터에 사용
-이
 전에는 공장의 프로세싱 및 자
동화에 사용되는 4-20mA 인터
페이스와 같은 아날로그 장치에
의해 처리. 기존 2-와이어 케이
블 인프라 재사용 가능

그림 3. 일반 이더넷 시스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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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802.3bw-100BASE-T1: 		

100 Mbps 전송속도, 15m 범위
- 일반적인 데이터 교환 주기 시간
이 31.25 μs - 4 ms인 센서 및 액
추에이터, 서보 드라이브에 사용
- 더 짧은 통신 거리와 로봇공학
을 위한 공장 자동화 애플리케
이션. 100BASE-TX 이더넷보다
짧은 범위
- 예) 로보틱 시스템에서 팔(Arm)의
케이블링 비용 절감

그림 4. SPE에 따른 표준 이더넷 범위와 전송속도

•IIEEE 802.3bp-1000BASE-T1:
1,000-Mbps 전송속도, 40-m 범위
- 데이터량이 많은 비전 센서에 사용 (예. IP 네트워크
카메라)

SPE는 스타 토폴로지 또는 회선 토폴로지, 허브와 스
위치를 포함된 모든 구성에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SPE를 실행한 예다.

- 1000Base-T 이더넷보다 짧은 범위의 공장 자동화
애플리케이션
- 케이블링 비용 절감; 케이블 4쌍 대신 1쌍 필요

예시 1. 최대 1,000m의 범위의 10 BASE-T1 인터페이
스를 사용하는 프로세스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속도가 낮은 센서 또는 액추에이터 장치(그림 5 참고).

그림 4는 SPE 표준별 범위 및 속도를 비교한다.
센서와 액추에이터 장치의 데이터 속도 및 프로세싱 속
위 그림에 제시된 모든 IEEE 802.3 표준 규격은 지점

도가 느리므로 MAC이 통합된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이러

간 통신을 지원한다. IEEE는 SPE에 다중 이더넷 PHY이

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센서 또는 액추에이터는 외

연결되는 멀티드롭 방식을 지원하는 표준을 정립 중이다.

부 10BASE-T1 이더넷 PHY를 사용한다. 이러한 디바이

802.3 표준용으로 개발된 PHY는 일반적으로 T1 프로

스들은 제어 유닛과 센서가 수 백 미터 떨어져 있는 핀투

토콜 중 하나를 지원하며, 802.3 표준의 이전 버전과 역호

핀 애플리케이션에서 흔히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라인 토

환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필요로 하는 용도에 따라 PHY

폴로지에 데이지-체인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치를 선택해야 한다. 종종 PHY 공급 업체는 제품 개발

애플리케이션에는 PoDL 또는 APL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을 용이하게 하는 핀투핀 호환버전의 PHY를 제공한다.

시 1의 경우, 기존 케이블 인프라를 재사용하면서 장치를

SPE는 또한 ‘PoDL(Power over date line)/

기존 4-20mA 인터페이스로 교체할 수 있다.

APL(Advanced physical layer)’이라 일컫는 싱글페어에
서 전력과 데이터의 공존을 가능케 한다. PoDL/APL 접근

예시 2. 최대 15m 범위의 100 BASE-T1 인터페이스

방식을 사용하면 앞서 언급한 4-20mA 인터페이스와 유

를 사용하는 공장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반적인 데

사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 동일한 케이블로 최대 1,000m

이터 속도를 갖는 서보 드라이브 또는 센서, 액추에이터

거리의 원격 센서 또는 액추에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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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이더넷 프로토콜(프로세스 필드넷
[PROFINET], 이더넷/IP)로 공장 자동화 네트
워크를 통신하는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보
드라이브나 센서, 액추에이터를 사용한다.
이 디바이스들은 대게 애플리케이션으로 연
결할 수 있는 2개의 물리적 이더넷 포트와 1
개의 호스트 포트로 구성된 3개의 포트 스위
치를 갖고 있다. 이러한 장치는 더 많은 프로
세싱 전력과 전용 MAC 인터페이스를 필요
로 하므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한다.
그림 5. 10BASE-T1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센서 예

예시 3. 미디어 컨버터 애플리케이션은 2
쌍 또는 4쌍 이더넷과 SPE 사이의 컨버터
브릿지다. (그림 7 참고)
미디어 컨버터는 MAC없이 구축할 수 있
다. 대신 T1 이더넷 PHY는 MII를 통해 2쌍
또는 4쌍 이더넷 PHY에 연속으로 연결된다.
미디어 컨버터는 프로토콜 컨버터와 같은 역
할을 한다.

그림 6. 생산 라인의 서보 드라이브 및 센서, 액추에이터

결론
SPE은 PHY 계층인 OSI 모형 계층 1에서
차별화된다. 계층 2(MAC)와 상위 계층은 각
각의 SPE 표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용도
에 따라 개발자는 각각 다른 데이터 속도와
범위를 고려해 PHY를 선택해야 한다. SPE
를 이용해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는 기존 케이
블링을 재사용하거나 신규 설치에 따른 케이
블링 비용을 아낄 수 있다. PoDL이 원격 장
치에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해, SPE가 아날

그림 7. 미디어 컨버터 예시

로그 인터페이스를 패킷 기반 디지털 인터페
이스로 대체할 수 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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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관리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167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 10.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
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
조의2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
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급의무화제도 및 혼합의무화제도를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
는 자를 말한다.
2.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을 말한다.
3. “기준발전량”이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산정함에 있
어 기준이 되는 발전량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을 제외한 발
전량을 말한다.
4.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12
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
전력거래소를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제12조의7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
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6.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
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7. “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
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비가 설치된 주택 등에서 납부하
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8. “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이하 ”생산인증서“라 한다)”란
제6조의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REP(Renewable Energy Point)”란 생산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생산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생산된 MWh기
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10. “ 동일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
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성명)가 동일한 사업자
를 말한다.
11. “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이란 정부와 에너지공급
사간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을 말한
다.
12. “부생가스”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를 말한다.
13. “정산기관”이란 영 제18조의11에서 정의한 의무이행비용을
산정하고 공급의무자에 대한 의무이행비용 정산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14. “징수기관”이란 영 제18조의11에 근거하여 의무이행비용의 회
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15. “ 혼합의무자”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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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신재생에너지 연료”란 영 별표6에 따른 바이오디젤을
말한다.
17. “수송용연료”란 영 별표6에 따른 자동차용 경유를 말한다.
18. “혼합의무비율”이란 영 별표6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연도별
로 수송용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비
율을 말한다.
19. “의무혼합량”이란 혼합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연
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양을 말한다.
20. “내수판매량”이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국
내에 공급한 수송용 연료의 양(혼합된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포함한다)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석유
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
는 석유수출입업자가 보고한 물량(내수출하량)에서 타사 입
출하량 및 재고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말한다.
21. “관리기관”이란 법 제23조의4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23조의
5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석유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
유관리원을 말한다.
22. “고정가격계약”이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에 전기
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고정
가격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사후재정산 방식의 계약 제외)
을 말한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계약단가는
고정가격에서 전력거래가격을 차감하여 매월 산정한 가격으
로 하며, 전력거래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단
가는 ‘0’으로 적용한다.
2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
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산물을 활용하여 동 규정
의 증명절차에 따른 확인을 받은 연료를 말한다.
24. “전소설비”란 바이오에너지 연료를 100% 비율로 발전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초기 Start-up 유지, 안정적인 연소조건
유지 등을 위해 전체 열량의 10%이내 화석연료의 혼소를 인
정한다.
25. “혼소설비”란 바이오에너지 설비로서 전소설비가 아닌 것을
말한다.
26.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기사
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
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제4조(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공고)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공급의
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
고 후에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계치가 확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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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무공급량을 재공고 할 수 있다.
②공
 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의2(자율이행계획의 수립과 지원) ① 공급의무자는 의
무공급량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당해연도를 포함한 향
후 4개년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자의 자율이행계획의 효율적
수립과 효과적인 달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급인증기관) 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법 제12조의9에 의
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업무
2.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3. 공급의무화제도관련 종합적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4. 의무공급량의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확인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한
 국전력거래소는 법 제12조의9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
2. 공
 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 작성, 정산 및 결제
3. 공급인증서 거래대금의 정산 및 결제
4. 거래시장 운영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공
 급인증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의 규정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① 공급인증서는 「전
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
지설비(단,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2010년 9월 17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설치
공사에 해당하는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단, 화력발전소에서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고 변경공
사에 해당하는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와 신재생에
너지 연료의 변경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전검사 비대상
인 경우도 포함한다)
2.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 설비
3.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신재생에너
지 설비
4.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에 따라 추진된 사업
중 법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는 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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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
업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
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부생가스 발전소
6. 법 제12조의2의 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규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2015년 7월 28일 이전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
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7. 2012년 1월 1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
사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전력거래
를 하는 자가용발전설비
② 공 급인증서는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 발급한다. 단,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의
태양광시장 창출계획에 따라 추진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
해서는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발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에 대해서도 공급인증서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전력
을 공급하는 발전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 지원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
준가격 지침에 의한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중단확
인서를 발급받아 발전차액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공급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기준가격 적용기간(태양광
전원의 기준가격 적용기간 중 20년을 선택한 사업자도 15년
으로 적용한다.) 중 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
간에 한하여 발급한다.
1. 태양광
2. 연료전지
④ 제3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단, 2015년 12월 31
일 이전에 제3항에 따라 발전차액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준가격 적
용기간(태양광 전원의 기준가격 적용기간 중 20년을 선택한
사업자도 15년으로 적용한다.) 중 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
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한다.
제6조의2(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 및 활용) ① 생산인증서
는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
고, 설치된 설비로부터 생산되는 전력량에 대해 발급하며, 당
해연도 이행연기량 감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①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단,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제
 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
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신재생에
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②제
 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을 받으려는 태
양광 발전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
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
아도 되는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의 제출기한은 설비확
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제8조의2(공급인증서 발급 중단)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
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설
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초과한 달로
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
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준
공검사필증의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일이 속
한 달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한다.
제9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수수료)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
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
증서 1REC당 50원으로 하며,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는 공급
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한다.
② 영 제18조의7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발급하는 공급인증서의 경우 공급인증서 발
급수수료 및 매도자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한국수자원공사가 발급받는 공급인증서 중 시행규칙 제2조
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에 대해서는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100kW미만인 발전소는 공급
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100kW
이상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공급인증기관의 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를 제1항의 범위 이내
에서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⑤발
 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기관의 재원으로 귀속
되며, 공급인증기관은 제5조에서 정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①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
의5제5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경우에
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계약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단, 별표1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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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Ⅰ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는 반기별 24MW 이상(20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반기별 30MW 이상)
선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보급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
가로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공고할 때 신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선정의뢰
용량에 대해 설비 용량 구간 및 비중을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체결) ① 별표1에 따
른 그룹Ⅰ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
당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제3조 22호에 따른 고정가
격계약으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현물
시장 구매분은 제외한다.
1.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2. 설
 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
본법」에 따른 어업인,「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3. 제
 2호 구성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에 따른 조합 중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을
충족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
진하는 조합
4. 제
 1호에서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에 ESS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경우(단, 별표2 제18호
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완
료한 설비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고정계약단가는 제10조에 따른 전
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의 반기별 100kW미만의 낙
찰평균가격 중 높은 값으로 한다.
제11조(이행비용 소요계획의 제출 및 지급) ① 정산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
자별 의무공급량 재공고시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을 재산정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한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한 후, 징수기관에 연간 이행비용 소요계획을 통보한다.
③ 정산기관은 매월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실제 소요액을
산정하여 징수기관에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징수기관은
정산기관이 정한 전력거래대금 지급요청일에 해당 자금을
정산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정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비용 소요계획과 제3
항에 따른 연간 의무이행비용 보전 소요액에 대하여 과부족
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차년도 연간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에 반영한다.
제11조의2(이행비용 보전대상) ① 해당연도 이전에 공급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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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로서 공급의무자가 의무이행
실적으로 제출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제4조에서 장관이 공고
한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과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
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한 의무공급량 및 공급의
무자가 다음 이행연도 공급의무를 해당연도에 미리 이행한 의
무공급량을 합한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정산을 한다. 다만, 다
음 이행연도 공급의무를 해당연도에 미리 이행한 경우에는 제
4조에 따른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인정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의무이
행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발
 전소별로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이용 발
전설비
2. 기
 존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이용 발전설비
3. 영
 별표1의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
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4. 영
 별표1의 폐기물에너지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
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
5. 공
 급의무자 그룹Ⅰ의 외부구매분(현물시장 구매분 제외)
중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6.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바이오중유 발전설비
제12조(이행실적의 확인 및 정산) 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공급
의무자가 제출한 공급인증서로 의무이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급인증서 정보를 정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의
 무이행비용을 정산 받고자 하는 공급의무자는 관련서류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
 산기관은 제1항, 제2항, 별표 4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
라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공급의무자
에게 지급한다.
④의
 무이행비용 정산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정산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제개정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정
 산기관은 매년 7월 31일까지 직전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
이행비용 정산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제13조(관리기관) 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법 제23조의5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혼
 합의무이행 실적 검증
2. 혼합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혼합의무이행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
4. 혼합의무 관리기준 운영

5. 의무혼합량 및 과징금 산정
6.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RFS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법 제23조의5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1.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 및 점검
2.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3. 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관리 및 품질기준 마련
4. 신재생에너지 연료 생산혼합시설 현장점검
5. 가짜 신재생에너지 연료 적발 및 단속
6. 신재생에너지 연료 기술기준 및 안전성 검토
7.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 이행확인검증 등) ① 관
리기관은 영 제26조의2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
량을 확인 및 검증하여야 한다.
②제
 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 확인 및 검
증은 혼합의무자가 제출한 서류와 석유사업법 제38조에 따
라 보고된 한국석유관리원 및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기준
으로 한다.
③ 혼합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에 대하여 관리
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시설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제4장 자료요구 등
제15조(자료요구) ① 장관은 제7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
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의무자, 공급인증기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한국전력공사 등에게 제출기한을 명시
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의
무자 등은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인증서 발급관련 자료
2. 공급인증서 거래관련 자료
3.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 지원 실적 및 계획
4.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및 주요 발전설비 변동사항과
영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규 발전사업자관
련 자료
5.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국가전력관련 통계
6. 혼소발전의 경우 혼소율 측정을 위한 연료 사용량
7.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 등
발전사업 관련자료

8. 그
 밖에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검증 등을 위
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장
 관은 사업자에 대한 적산전력계의 확인 및 기재대장 등의
열람과 시설운영현황 점검,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조사 및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장
 관은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변경) 허가 및 공사계획의 인가(또는
신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장
 관은 자체계약, 자체건설 등에 대한 기준가격 산정을 위하
여 공급의무자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의무자는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한
 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
에게 제5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월단위
의 발전량을 익월 23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
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해당 발전량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포함하
여야 한다. 다만 기한까지 사유를 확인하지 못 한 경우 추후
에 이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장
 관은 혼합의무자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영 제26조의3
제1항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혼합의무
자는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과징금 산정절차) 영 제18조의5 및 제26조의4에 따라 과
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
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되 해당 공급의무자 및 혼합의무자에
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장관은 제4조의2,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사항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위탁한다. 단, 제15
조제1항제2호와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
에 위탁한다.
② 장관은 제15조제6항에 의한 사항을 관리기관에 위탁한다.
③신
 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제5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를 통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④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영 제18조의7제3항에 따라 국가
에 대하여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및 거래에 관한
사무는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대행하며,
거래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되 거래시장 안
정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장관은 2015년 7월 31일로부터 매 5년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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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시험[기술관리] 정책이란 무엇인가
적합성시험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
ODVA는 정확한 적합성 정책[Conformance Policy]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이 정책에 대하여 필자가 소개하려는 문서

는 시행이 현재 진행형인 ODVA의 현실적 문건이며 준수제품에 관한 ODVA 정책(PUB00008)을 보완하는 문서이다. 이 문
서의 공개가 지금 ODVA의 CT[Conformance Test] 인증을 받으려는 벤더들에게는 최초로 공개하는 문서가 될 것이며,
ODVA에 적합성시험 인증을 받으려는 국내 업체들에게 이 글이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글 / I. Y. Cho, ODVA TAG KOREA Activity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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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ransformation]으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ETHERNET-APL에서 중요 역할
을 하고 있는 ODVA의 ‘EtherNet/IP’가 급부상을 하고 있
다. 이에 따라 EtherNet/IP의 적합성 시험 또한 매우 중요
해지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ETHERNET-APL의 핵심 인
터넷 통신망이 802.3cg를 사용하기 때문이며, 이는 IEEE
가 제정한 802.3통신이 ODVA의 EtherNet/IP의 본체이
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ODVA의 핵심 프로토콜 번역
엔진이라 할 수 있는 CIP[Common Industrial Protocol]
즉, 공통산업 프로토콜이 ODVA가 가지고 있는 프로토
콜변환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 기도하다. CIP[Common
Industrial Protocol]가 없이는 ETHERNET-APL의 정
상 가동의 필수 요소 중 하나로 알고 있다. EtherNet/IP
의 성가는 입증이 되었지만, 과연 EtherNet/IP의 국제인
증은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라는 중대한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다. 특히 인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적
합성시험[Conformance Test]인데 여기에 필수사항인 관
리기술이 중요하며, 국내에는 이에 대한 이렇다 할 발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관련정보 또한 빈약하거나 전무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ODVA는 EtherNet/
IP외에도 DeviceNet®, CompoNet®, ControlNet®, CIP
Safety™, 및 CIP Security™, CIP Motion™, CIP Sync™,
CIP Energy™ 등의 멀티 프로토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ODVA는 정확한 적합성 정책[Conformance
Policy]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이 정책에 대하여 필자가

소개

소개하려는 문서는 시행이 현재 진행형인 ODVA의 현실
적 문건이며 준수제품에 관한 ODVA 정책(PUB00008)

필드버스의 핵심 ‛Key’는 컨포먼스 테스트[Conformance
Test]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을 보완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의 공개가 지금 ODVA의
CT[Conformance Test] 인증을 받으려는 벤더들에게는

컨포먼스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자동화 시장

최초로 공개하는 문서가 될 것이며, ODVA에 적합성시

에서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 최근 프로세스

험 인증을 받으려는 국내 업체들에게 이 글이 매우 도움

(process) 계장 분야에 불어 닥칠 ETHERNET-APL[고급

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 문서 전체에서 준수제품에 관한

물리계층]의 출현으로 수십 년간 계장분야의 기술을 지배

ODVA 정책은 PUB00008라는 내부 표준번호로 언급을

해온 공기식/전기식 아날로그 신호 방식에서 디지털 전환

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최신 버전의 정책을 참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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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힌다. 현재 ODVA는 이 문서에 의해 CT[적합성시험]

의 인증 요건이 열거되어 있다. 제8절은 ODVA 적합성 시험

를 시행하고 있다. 본 문서와 PUB00008 사이에 불일치

보고서와 적합성 선언서에 있는 벤더에게 제공되는 최소의

가 있을 경우에는 PUB00008이 우세하다. 본 문서에 다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이상 본문에 나타나는 구성요소들의

르게 정의하지 않고 여기에 사용되는 대문자 표기의 용어

줄거리를 간략히 소개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는 PUB00008에 할당한 의미를 갖는다.

정의[Definitions]
그럼 본문의 구성을 잠시 요약 설명하겠다. 제1절은 도
입부로써 적합성시험정책[Conformance Test Policy]의 서

이 절은 본 문서의 목적을 위해 후속 절에서 사용되는

론 겸 소개의 절이며, 여기에 최근 대두되는 ETHERNET-

기술정의를 추가하여 PUB00008의 정의를 보완하고자

APL 중에 포함되는 기술 즉, EtherNet/IP와 CIP[Common

한다.

Industrial Protocol]와의 연관성을 간략히 언급하였고, 다음
제2절은 본 문서의 목적을 위해 후속 절에서 사용되는 기

CIP 컨넥터 : CIP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사양[CIP

술정의[Technical Definition]를 추가함으로써 PUB00008

Networks Library of Specifications]에서 식별된 커넥터를

을 보완코자 하였다. 그리고 제3절은 적합성 시험을 제공

말한다. CIP 장치-(PUB00008에서 정의한) - 3가지 주요

하는 제품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섹션은 ODVA가 관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노드” : 단일 CIP 엔터티[Entity], 최

리하는 기술 목록이 진화함에 따라 변경될 수가 있다고 본

소 하나 이상의 CIP 포트 및 하나 이상의 CIP 커넥터를 이

다. 섹션 4는 섹션 3에 설명된 준수제품의 다양한 가능성

야기하는 것이다.

구현 예를 제공한다. 제5절은 적합성시험 목적을 위한 적

CIP 엔터티 : CIP 엔터티-CIP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의

합성 제품을 제품 패밀리[군]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을 규

1권(공통 산업 프로토콜) 제 6장에 설명된 프로파일의 구

정한다. 제 6절은 권고 선언[Advisory Declarations]에 관한

현을 포함하지만 CIP 포트 및 관련 객체 및 물리적 구성

내용인데 특정 유형의 준수 제품은 인증문서[DOC]를 받는

요소 없이는 네트워크에서 작동할 수 없는 논리적 구성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부가 테스트(Adjunct Tests)를 거친

소이다. CIP 엔터티는 인스턴스 1 이상의 ID 객체를 가지

후에 자문선언[AD / Advisory Declaration)을 받을 수 있으

고 있다. 모듈 형 장치에서 복수의 구성요소는 CIP 엔터티

며, 보조시험에 합격하면 인증문서[DOC]에 자문 선언으로

를 포함할 수 있다.

문서화를 하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CIP 인프라구조 제품[CIP Infrastructure Product] :

현재 EtherNet/IP 상호운용성[EtherNet/IP Interoperability]

CIP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사양 또는 기타 공식 ODVA 문

은 ODVA PUB00070 권장기능에 대해 제품준수를 확

서를 준수하지만 CIP 포트 또는 CIP 엔티티를 포함하지

인하는 EtherNet/IP 플러그페스트[PlugFest]를 통과해야

않는 제품 예는 다음과 같다.

만 한다는 것을 설명했고 디바이스넷 반도체[DeviceNet
Semiconductor] 제품의 부가 테스트(Adjunct Tests)를 통

▶ 물리적 매체, 탭[Physical media, taps]

과하여 ODVA 반도체 장치를 위한 PUB00262 인터페이스

▶ 커넥터[Connectors]

지침[PUB00262 Interface Guidelines for Semiconductor

▶ 전원공급장치[Power supplies]

Devices]과 DeviceNet 사양과 함께 배포하는 것을 설명했

▶ 비 CIP 네트워크 스위치, 리피터 및 브리지[Non-

으며 제7절에는 준수 제품에 대한 제3자 유자격 기관[TSP]

CIP network switches, repeaters and bri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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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모듈 식 장치 : 최소 하나의 CIP 포트, 최소 하나
의 CIP 커넥터 및 하나 이상의 CIP 모듈을 함께 포함하는

를 포함하는 제품: 단일 CIP 안전 개체로, CIP 안전 포트
를 포함할 수 있다.

모듈 모음이다.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 단일 모듈 형 부품

CIP 세이프티 멀티포트 디바이스 : 다음과 같은 주

은 CIP 기기를 구성할 수 없다. CIP 모듈 형 장치는 종종

요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PUB00008에서 정의한) "노드"

기계적 조립, 내부 통신 및 전력 분배를 위해 랙이나 섀시

단일 CIP 안전 엔티티, 최소 2개의 CIP 안전 포트 및 최소

[rack or, chassis]를 이용한다. 그러한 장치의 내부 통신

2개의 CIP 커넥터. 모든 CIP 안전 포트는 CIP 세이프티 엔

은 CIP에 기초하거나 기초하지 않을 수 있다.

티티와 연결된다.

CIP 모듈 : CIP 엔터티를 포함하고 있으며 CIP 모듈
식 장치의 일부인 제품.

CIP 준수제품[CIP Compliant Product]

CIP 다중 포트 장치 : 다음과 같은 주요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PUB00008에서 정의한) "노드" 단일 CIP 엔터티,

1 개요

최소 2개의 CIP 포트 및 최소 2개의 CIP 커넥터. 모든 CIP

ODVA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제품에 대해 적합성 선언

포트는 장치의 CIP 엔티티와 연결된다.

문[DOC, Declarations of Conformity]을 발행한다.

CIP 멀티포트모듈[Multi-port Module] : 다음과
같은 주요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제품: 단일 CIP 엔터티,

▶ CIP 장치(비 모듈러)[CIP Device (non-modular)]

최소 두 개의 CIP 포트. 모든 CIP 포트는 장치의 CIP 엔티

▶ CIP 모듈[CIP Module]

티와 연결이 된다.

▶ CIP 임베디드 기술[CIP Embedded Technology]

CIP 물리적 미디어 연결 : CIP 포트와 하나 이상의

▶ CIP 인프라시설[CIP Infrastructure]

CIP 커넥터 사이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CIP 장치 내
부의 구성요소.
CIP 포트 : CIP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의 1권, 포트 제1
장, 정의 섹션[definition section] 1-7을 참조할 것.

다음 섹션에서는 다양한 제품에 인증문서[DOC]를 부
여 할 때 ODVA가 고려할 특성을 정의한다.
ODVA 관리 기술은 적합성 테스트에서 면제되지 않는

CIP 안전 장치 : (PUB00008에서 정의한) 3가지 주요

다.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ODVA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노드” : 단일 CIP 안전 엔티티, 하나

적합성 기관에 문의바란다. .eds 파일 외에도 ODVA의 프

이상의 CIP 안전 포트 및 하나 이상의 CIP 커넥터를 의미.

로토콜 적합성 테스트 소프트웨어로 만든 제품에 대한 올

CIP 안전 엔터티 : CIP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의 제5권
(CIP 안전) 6장에 설명된 프로파일의 완전한 구현을 포함

바른 전자 테스트 입력 파일(현재 .stc 파일)이 적합성 테
스트 시 제공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CIP 안전 포트 및 관련 객체 및 물리적 구성 요소
가 없으면 네트워크에서 작동할 수 없는 논리적 구성요소

2 CIP 기기(모듈러 및 비 모듈러)

이다. CIP 안전 엔터티는 적어도 필요한 속성을 가진 ID

CIP 장치와 CIP 다중 포트 장치는 단일 CIP 엔터티와 하

객체 인스턴스 1을 가지고 있다. 모듈 형 시스템에서 복수

나 이상의 CIP를 모두 포함한다. 단일 장치 프로파일은 CIP

의 구성요소는 CIP 안전 실체를 포함할 수 있다. CIP 안전

엔터티를 정의한다. CIP 장치에는 단일 CIP 포트 및 CIP

실체는 CIP 실체를 포함한다.

가 있다. 다중 포트 장치에는 2개 이상의 CIP 포트가 있다.

CIP 안전 모듈 :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본 구성 요소

CIP Modules와 CIP 멀티포트모듈[Multi-port Modul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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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Modular Device의 일부분이다. CIP 모듈은 다음 중 하
나 또는 CIP 포트가 없을 수 있지만, 하나 이상의 다른 포
트가 있는 CIP 모듈러 장치의 일부일 수 있다. 장치의 모듈
에는 하나 이상의 CIP 포트가 있다. 인증문서[DOCs]를 받
기 위해 CIP 포트가 있는 CIP 모듈이 필요하다.

CIP 안전이 없는 CIP 장치
[CIP Devices without CIP Safety]

그림 2.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다중 포트 제품을 나타내는
ERD[도면요소 관계 다이어그래프 다이어그램]이다. 인증문서[DOC]를
받아야 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림 1. 요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요소 관계 다이어그래프
다이어그램[ERD/Entity Relationship Diagraph Diagram)]이다.
인증문서[DOC]를 받아야 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단일 포트
제품을 표시한다.

CIP 안전 장치[Devices with CIP Safety]
CIP 안전 장치 및 CIP 안전 다중 포트 장치에는 단
일 CIP 안전 엔티티와 하나 이상의 CIP 안전 포트가 있
다. 각 안전 엔티티는 단일안전 장치 프로필에 의해 정의

그림 3. CIP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ERD[도면요소 관계

가 된다. CIP안전 장치에는 단일 CIP 안전 포트가 있고

다이어그래프 다이어그램] 이며 인증문서[DOC]를 받아야 하거나

CIP 안전 다중 포트 장치에는 2개 이상의 CIP 안전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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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자격이 있다.

가 있다. CIP 안전 모듈 및 CIP 안전 다중 포트 모듈은

한다. CIP 임베디드 기술 제품에는 CIP 포트의 요소가

CIP 모듈 식 장치의 일부이다. 그만큼CIP 모듈 식 장치

적어도 일부 있어야 하지만 CIP 커넥터를 포함한 CIP

에는 하나 이상의 CIP 엔터티가 있다. CIP 안전 모듈은

물리적 미디어 첨부 파일을 포함 할 필요는 없다. 테스

CIP 포트이지만 하나 이상의 다른 모듈이 있는 CIP 모듈

트 목적으로 CIP 임베디드 기술의 라이센스 공급 업체

장치의 일부이다. 시스템에 하나 이상의 CIP 포트가 있

는 CIP 물리적 미디어를 포함하여 적합성 테스트를 위

다. CIP 안전 포트가 있거나 없는 CIP 안전 모듈은 문서

한 일반적인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제출해야 한다. 부착

[DOC]를 받는 데 필요하다. DOC를 수신하려면 CIP 포

물 및 CIP 커넥터, 그리고 CIP Embedded 기술을 효과

트가 있는 CIP 모듈이 필요하다.

적으로 사용하여 파생 제품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
음을 보여주는 샘플 애플리케이션(참조 플랫폼)을 참조
바란다. CIP 임베디드 기술(즉, 파생 제품)을 구현하는
제품은 ODVA 공인 테스트 서비스 제공 업체[예, TÜV
라인랜드(Rheinland)]에서 테스트를 거쳐 인증문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테스트된 각 제품에 대해 CIP
임베디드 기술[CIP Embedded Technology]을 재 테스
트하여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임베디드 기
술의 파생상품에 대한 적용 및 확장 도입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

4. CIP 인프라 제품
이 범주에는 DeviceNet 전원공급 장치, DeviceNet,
ControlNet 및 CompoNet 케이블, 탭 및 커넥터,
EtherNet/IP 케이블 및 커넥터, 리피터 및 네트워크 스위
그림 4

그림 4는 CIP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다중 포

치가 포함된다. 내부에 CIP 엔티티가 있는 이더넷 스위치
는 CIP 디바이스로 취급된다. ODVA는 현재 다음과 같은
인프라 장치에 대한 DOC를 발행한다.

트 제품을 나타내는 ERD[도면요소 관계 다이어그래프 다
이어그램]이다. 인증문서[DOC]를 받을 자격이 있거나 필

▶ DeviceNet 전원 공급 장치

요하다.

▶ CompoNet 반복기

3. CIP 임베디드 기술 제품

5 기타 제품

CIP 임베디드 기술 제품은 전자 어셈블리, FPGA,

제품이 이전 섹션에서 설명되지 않고 섹션 4의 예에서

ASIC, 펌웨어 스택 및 소프트웨어 일 수 있다. 임베디드

다루지 않는 경우, 제품의 라이선스 공급업체는 해당 제품

기술로 분류되려면 파생 상품에서 사용할 구현에 있어

이 라이선스 공급업체의 사용약관 계약을 어떻게 준수하

하나 이상의 CIP 엔터티 또는 CIP 개체가 포함되어야

는지 논의하기 위해 ODVA 준수 당국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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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일 네트워크 연결 CIP 모듈식 장치

4 CIP 호환 제품의 예
다음은 DOC에 적합한 가능한 구현물의 예이다. 모든
예는 다음의 키를 공유한다.
•D : CIP기기(비 모듈 식)
•M : 모듈(CIP 모듈 식 장치의 일부)
•MD : CIP 모듈 식 장치
•C : CIP 커넥터
•P : CIP 포트

그림 6

•E : CIP 엔터티
•EC : 임베디드 회로(임베디드 기술)
•S : CIP 스택(임베디드 기술)

1. 단일 네트워크 연결이 있는 CIP 장치

그림 6에 나타낸 CIP 모듈러 장치의 예에서, 제어기
모듈은 CIP 엔터티를 구현하기 때문에 DOC를 받을 자
격이 있다. 통신 어댑터는 CIP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
기 때문에(즉, CIP 포트를 포함) DOC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하다. 디스크리트 I/O 모듈은 인증문서를 받을 자
격이 없다.

3. CIP 네트워크 연결이 여러 개 있는 CIP 장치

그림 7
그림 5

그림 7에 나타낸 CIP 기기의 예에서, CIP 라우터는
그림 5에 나타낸 CIP 기기의 예에서 CIP 엔티티, CIP

EtherNet/IP와 DeviceNet 네트워크 모두의 준수를 나열하

포트 및 CIP 커넥터는 적합성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디스

는 인증문서[DOC]를 수신해야 한다. CIP 엔티티, CIP 포

크리트 블록 I/O는 인증문서를 받아야 한다.

트 및 CIP 커넥터는 적합성 시험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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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 CIP 네트워크 연결을 가진 CIP 모듈 식 장치

참고: Embedded Technology Circuit은 CIP 컨넥터,
CIP 엔터티, CIP 포트 또는 CIP 장치를 구성하는 요소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6. CIP 스택을 사용한 단일 네트워크 연결 CIP 장치

그림 8

그림 8에 표시된 CIP 모듈러 장치의 예에서 디스크리
트I/O 모듈과 제어기 모듈은 CIP 엔터티를 구현하기 때문
에 인증문서를 받을 수 있다. 각 통신 어댑터는 CIP 네트

그림 10

워크에 직접 연결되므로 인증문서[DOC]를 얻으려면 필요
함(즉, CIP 포트를 포함한다).

5. 단일 네트워크 연결이 있는 CIP 기기 임베디드 회로

그림 11

그림 10의 예에서, CIP 장치는 이미 CIP 스택(Stack)
에 대한 인증문서를 받은 다른 벤더로부터 CIP 준수 임베
디드 기술[CIP Compliance Embedded Technology]즉,
CIP 스택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디스크리트 블록 I/O는
그림 9

그림 9의 예에서 CIP 장치는 이미 Embedded Circuit
에 대한 인증문서를 받은 다른 벤더의 CIP Compliance

인증문서[DOC]를 받기 위해 별도로 테스트해야 한다.

제품 군 분류기준[Criteria for Classification as
a Product Family]

Embedded Technology를 사용하여 구성되었다. 디스크
리트 블록 I/O는 인증문서를 받기 위해 별도로 테스트해
야 한다.

[2개 이상의 제품 그룹이 공통 ODVA기술을 구현하는
경우 라이선스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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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산업용 IoT 주요 솔루션 리뷰

두 개 이상의 제품그룹이 공통 ODVA 기술을 구현하는

요한 것 이상으로 부가테스트(Adjunct Tests)를 거친 후에

경우 그룹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라이선스 공급 업체는

자문선언[AD,Advisory Declaration)을 받을 수 있다. 보조

다음에 명시된 대로 그룹을 제품 패밀리[Product Family]

시험에 합격하면 인증문서에 자문 선언으로 문서화한다.

로 분류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다. 모든 제품은 동일한 장

현재 다음 목에 대해 자문선언을 발급할 수가 있다.

치 유형(예: AC 드라이브), ODVA 기술(예: DeviceNet,
EtherNet/IP) 및 동일한 펌웨어와 소프트웨어(예: 동일한
바이너리)를 구현해야 하며 다음 차이점 중 하나 이상을
나타내야 한다.

▶ E t h e r N e t / I P 상 호 운 용 성 [ E t h e r N e t / I P
Interoperability]
이 제품은 EtherNet/IP장치에 대한 ODVA PUB00070
권장기능에 대해 제품준수를 확인하는 EtherNet/IP 플러

▶ ID개체[Identity Object]의 제품별 식별자 값 최소속

그페스트[PlugFest]를 통과해야만 한다.

성 제3제품 코드(3 Product Code) 및 제7제품 코드
명(7 Product Name) 설명에 필요한 제품마다 패밀

▶ 디바이스넷 반도체[DeviceNet Semiconductor]

리의 다른 구성원을 표기한다.

이 제품은 디바이스넷 반도체 부가 테스트(Adjunct

▶ 회원은 1개 이상의 네트워크 관련 물리적 계층의 다

Tests)를 통과하여 ODVA 반도체 장치를 위한 PUB00262

른 변형을 가질 수 있다. 구성 요소(예: 네트워크 커

인터페이스지침[PUB00262 Interface Guidelines for

넥터) - 모든 물리적 계층 변형은 다음 부품에 제출

Semiconductor Devices], 즉 DeviceNet 사양과 함께 배

되어야 한다[적합 성 시험 시].

포가 된다.

▶ 회원은 ODVA와 관련이 없는 특징에 경미한 제품변
형을 보일 수 있다. 기술(예: I/O 포인트의 수 및 위치)

CIP 제품에 대한 제 3 자 관할 기관의 인증 요건

▶ 제품군 중 신규 회원 추가 및 재 시험대상, 재 테스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s) by Third-Party

트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신규전체의 적합

Competent Bodies for CIP Products]

성 테스트 및 라이선스 공급업체의 부분적합성시험
[Partial Conformance Test] 이며, 이것은 ODVA 적

1 장치 및 모듈, CIP 전용

합성은 준수 제품에 관한 ODVA 정책이다. ODVA

모든 네트워크 기술: 아직 제3자 TSP[권한 있는 공인시

시험 당국은 재시험 유형에 대한 공급업체의 설명에

험기관]에서 승인되지 않았다.

따라 결정을 내린다. 마지막 패밀리 적합성 시험 이
후 펌웨어와 하드웨어 패밀리에 대한 변경사항은 아

2. 장치 및 모듈, CIP 안전

니오[NO]이다. 즉 부정이라는 이야기다. CIP Safety

모든 안전 네트워크 기술문서를 받기 위해 CIP 안전제

제품에 대해서는 공인 공급업체에 의한 부분 적합성

품은 다음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시험이 허용된다.
•ODVA의 지휘 아래 있는 TSP[권한 있는 공인시험기

권고 선언[Advisory Declarations]

관]에서 제품을 테스트하고 합격판정을 받는다.
•현재는 독일TÜV 라인랜드[Rheinland]인 ODVA의 공

특정 유형의 준수 제품은 인증문서[DOC]를 받는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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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3자 관할기관에서 테스트 보고서를 제공한다.

•TÜV 라인랜드[Rheinland]에서 발행한 IEC 61508 준

1 테스트 보고서 및 인증문서 정보

수인증서를 획득할 수가 있다.
•ODVA에 TÜV 라인랜드[Rheinland] 인증서가 제공되

테스트 보고서[Test Report]

고, ODVA는 CIP Safety 인증문서[DOC]를 발행한다.
•SIL3 미만으로 인증된 CIP 안전제품에 대한 적합성

샘플테스트 보고서는 ODVA 네트워크에 사용할 수 있

선언을 허용하기 위한 추가인증요구사항은 CIP 안전

는 프로토콜적합성테스트 소프트웨어도구와 함께 배포된

사양 에디션2.16(또는 이후 버전)에 포함되어 있다.

다. 테스트보고서에는 다음정보가 포함이 된다(전체목록

•IEC 61508 준수인증서[Certificate of Compliance]

은 아님).

가 SIL3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체계적인 기능
[Systematic Capability] SC3는 인증서자체 또는
안전인증 기관에서 발행한 관련보고서에 선언되어
야 한다.
•IEC 61508에 대한 준수인증서가 테스트된 제품의 일

•테 스트정보(CT 개정, 테스트 날짜, 테스트유형,
ODVA 파일번호)
•공급 업체정보(공급 업체 이름)
•장치정보(ID 개체 속성값)

부인 CIP 안전(예: 임베디드 기술)의 개별적으로 인증

•TSP 정보(위치)

된 구현에 관한 것이라면 테스트된 제품에 대한 CIP

•테스트 실패 및 권고[Test Failures and Advisories]

안전구현은 SIL3 또는 SC3를 제공하도록 인증이 되

•패밀리제품 구성 원[Product Family Members]

어야 한다.
•모든 인증서 및 보고서는 테스트된 CIP 안전제품에

DOC 정보[DOC Information]

대해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샘플 인증문서[DOC]는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
ODVA는 인증문서를 수령하고 정상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CIP Safety 제품에 대한 인증문서를 발행한다.

콜적합성테스트[Protocol Conformance Test] 소프트웨어
도구와 함께 배포된다.

공급 업체가 대체 기능안전 인증기관을 사용하려는 경
우 공급 업체에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논의를 원

ODVA 네트워크

하면 개발 프로세스에서 가능한 한 빨리 ODVA에 문의하

인증문서[DOC]는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전체 목록은

기 바람.

테스트 보고서 및 적합성 선언
[Test Reports and Declaration of Conformity]

아님).
•테스트 정보(공급업체이름, CT 개정판, 테스트날짜,
ODVA 파일번호)
•제품 정보(ID 개체속성값, SOC 파일이름)

이 섹션에서는 모든 ODVA TSP 테스트 보고서에서 일
반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과 ODVA에서 발행한 DOC에

•자문 테스트[Advisory Tests]
•패밀리제품 구성원[Product Family Members]

표기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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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eries

단상 컨버터 설계 ②

목차
제1장. 스택용량 산정
1-1. 용량별 서브모듈 수 산정
1-2. 단상 컨버터 구조 설계 및 기구물 설계
제2장. 전력변환회로 설계
2-1. 서
 브모듈 구조에 대한 기구물 선정과 구조물 지지대
부품 선정 및 배치 설계
2.-2. 단상 컨버터 구조의 절연전압 및 절연간격 설계
2-3. 단상 컨버터 기구물 제작도면 작성

MMC 구조에서 서브모듈을 직렬로 결합하는 경우 출력

직렬연결되는 서브모듈의 개수가 증가시키면 각 서브

전압과 서브모듈의 개수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식 (1)과 같

모듈이 담당하는 전압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스위치의 전

이 정의된다. 여기서 υout은 출력전압, n은 직렬결합 개수,

압 정격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서브모듈 직

Vsm은 서브모듈의 출력전압이다.

렬연결의 증가는 하드웨어 구성과 제어가 복잡해지는 문
제가 발생하므로 무한정 증가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서브

υout = nVsm

(1)

모듈의 전압정격, 전류정격을 고려하여 전기적 안정성 및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계하는

서브모듈의 직렬연결이 증가하게 되면 출력전압 레벨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 비례하여 증가한다. 직렬연결되는 서브모듈의 출력
전압의 크기가 Vsm로 동일한 경우 서브 모듈의 수와 출력

3. 전력계통 과도전압 산정

전압 레벨 수의 관계는 식 (2)로 정의된다. 여기서 N은 출

전력계통의 수요 변화에 따른 계통주파수와 계통전압

력전압 레벨 수, M은 서브모듈 수를 나타낸다.

의 변화는 AC 계통에서는 불가피한 문제이다. HVDC 전
력계통도 마찬가지로 수요 변화 또는 전기사고와 같은

N = 2M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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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정사고의 발생으로 전압 및 주파수 변동이 발생되며

수요 변화의 정도나 상정사고의 충격이 큰 경우는 DC

전력계통의 정격전압을 넘는 전압을 의미하며 전력

계통에 병입되어 전력계통 전압의 과도한 상승을 초래

계통의 안정성, 고신뢰도 운전 및 운영을 위해 과도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HVDC 송전선로가 연계되어 있

전압(over-voltage)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계통

는 제주 전력계통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

의 과도전압은 회로소자, 절연물 등에 큰 스트레스

라 풍력발전이 포함되어 있어 발전과 수요의 불균형으

를 인가하여 섬락, 절연파괴 등에 따른 정전 또는

로 나타날 수 있는 주파수와 전압을 포함한 계통 동특성

영구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다.

을 해석하여 풍력발전이 제주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HVDC 계통이라도 AC 계통

(1) 전력계통 과전압의 종류

과 연계되기 때문에 과도전압과 주파수 변동의 영향에

•개폐 과도전압(switching overvoltage): 차단기 동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력계통의 안정도 해

작 또는 고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과도전압으로 회로

석은 계통계획 및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전력계

상태의 급변에 의한 진행파가 선로단에서 왕복 반사

통의 대정전은 대부분 계통에서 발생한 전기적 왜란에서

하는 것에 의해 발생되며 시스템 파라미터 및 네트워

불안정 상태로 진행하여 발생한다. 전력계통은 발전설비,

크 구성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차단기의 특성 및 개

송배전설비 및 부하설비가 상호 결합되어 발전과 수요의

폐 동작이 발생하는 순간(point-on-wave)에 크게

동시성을 유지하며 동특석인 전압과 주파수가 규정범위

의존한다.

이내로 제어되도록 각종 전력설비가 상호 유기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뇌 과도전압(lightning overvoltage): 뇌 방전에 의해
발생하는 과도전압으로 각종 과도전압 중에서 크기

전력계통 전기적 사고 즉, 송전선로 단락고장 및 관련

가 최대(0.1㎲~100㎲, 100kHz~10MHz)로 절연 설

보호장치 동작에 기인한 송전선로 개방, 발전기를 비롯한

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뇌 과도전압

전력설비 탈락 및 대형 부하 투입과 같은 전기적 왜란으

의 원인은 차폐 실패에 의한 전력선의 직격 낙뢰, 전

로 인해 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계통의 평형상태가 깨져

력선 사이의 방전에 의한 역 섬락, 전력설비 근방의

불안정 상태에 이르는 것이며 그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뇌격에 의한 유도 낙뢰가 있다.

안정도 해석이다. 안정도 해석에서는 왜란의 과도 정도에

•일시 과도전압(temporary overvoltage): 시스템의

따라 각도 안정도를 미소신호 안정도(smal signal stabilty)

조건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속 과도

와 과도 안정도(transient stabilty)로 그리고 전압 안정도는

전압 또는 동적 과도전압이라고도 한다. 긴 지속시

큰 왜란 전압안정도(large disturbance voltage stabilty)와

간 또는 큰 파두 길이를 가지기 때문에 절연물의 방

작은 왜란 전압안정도(large disturbance voltage stabilty)

전전압, 파두 길이 특성을 고려하여 절연물을 설계해

로 분류할 수 있다.

야 한다. 진동적(oscilatory)이며 종종 송전계통에 지

전력계통의 과도전압의 산정은 큰 왜란 전압안정도

속되는 경향이 있다. 일시 과도전압은 페란티 효과

(large disturbance voltage stabilty)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Feranti efect), 철 공진(feroresonance) 등의 비선

필요한 단계로 HVDC 단상 컨버터를 구성하는 서브모듈

형 공진, 기기 고유의 공진 주파수에 기인하는 선형

의 개수 선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공진, 부하의 급격한 큰 변화(suden large changes
in load), 고장(faults), 차단기의 동작(operation of

가. 전력계통의 과도전압

circuit breakers)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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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도전압의 수량화
일반적으로 과도전압은 최대 첨두상전압의 p.u.값으로
수량화하여 나타낸다. 지락 과도전압, 단락 과도전압 모두
적용하며 최대 상전압은 식 (3)과 같다.

		

(3)

페란티 효과 – 200마일 선로 1.10
페란티 효과 – 300마일 선로 1.21
페란티 효과 – 500마일 선로 1.9
transformer-terminated
line의 closing

출처: E사 홈페이지 자료.

여기서, Vn은 공칭 계통전압이며, 계수 1.05는 개폐 순
간에서의 공칭 동작전압보다 높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인
자(factor)이다

1.2~1.8

(나) EMTP 기반 과도전압 분석
EMTP(Electromagnetic Transient Program)는 전
력계통의 과도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수리계산용

<표 1-1> 과도전압 종류별 발생 원인 및 전압 범위

종류

발생 원인

Pre-insertion 저항이 없는
재폐로

1 Pre-insertion 저항을 갖
는 재폐로

개폐
2 Pre-insertion 저항을 갖
과도전압 는 재폐로
고장 개시(건전상)

고장 개시(결합 회로)
고장 제거
뇌
과도전압

일시
과도전압

비 차폐 선로

차폐 선로 – 500kV 선로
차폐 선로 – 138kV 선로
역섬락

SLG 고장(접지된 계통)

SLG 고장(비접지된 계통)
병렬 보상선로
부하차단

프로그램으로 전력계통의 과도전압 현상 분석을
범위(p.u)

로 기본소자, 제어계 모델, 논리연산, 아날로그 계

3～3.4

산기 모델을 추가하여 전력계통뿐만 아니라 반도

2～2.2

다방면에서 범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1.4～1.6

TRV(고유과도회복전압), HVDC 해석, 고조파, 철

2.1

계 등에 대해 절연협조, 기기정격, 보호장치 사양

1.5

1.7～.9

4800～6400kV
최대값～500kV
최대값～00kV
50～200kA
1.3～.4
>1.7

1.5～1.9
1.2～1.6

페란티 효과 – 100마일 선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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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동기발전기, 전기, 전자회

체 회로, 제어, 기계 및 전기, 전자회로의 해석 등
E M T P 는 개 폐 지 락 과 도 전 압 , 뇌 과 도 전 압 ,
공진, 평행회선공진, 전동기기동, 탈조, 일반 제어
및 제어기 설계, 고장해석 등이 가능하다.
(1) EMPT 입력 데이터 형식
EMTP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입력 데이터 형식은
다음과 같다. 이들 입력 데이터 중 (√) 표시된 데이
터는 과도전압 해석 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데이
터를 의미한다.

- BEGIN NEW DATA CASE (√)
- SPECIAL REQUEST CARD
- MISCELLANEOUS CARD (√)

상당 도선수
다도체 간격(inches)
직경(inches)
AC 저항(Ohm/mile)
철탑에서의 X 및 Y 좌표(fet)
A상 B상 C상
midspan Sag(fet

- SPECIAL MISCELLANEOUS CARD(STATISTICS
CARD)
- TACS HYBRID(또는 TACS STAND ALONE) CARD

도선

- TACS CARD BLANK CARD
- ENDING TACS DATA BRANCH CARD(RLC, T/L,
TR. Etc.) (√)
- BLANK CARD ENDING BLANCH DATA (√)
- SWITCH CARD (√)

가공지선

- BLANK CARD (√)
평균 접지 저항율

- ENDING SWITCH DATA (√)
- SOURCE CARD (√)
- BLANK CARD (√)
- ENDING SOURCE DATA (√)
- INITIAL CONDITIONS
- OUTPUT CARD (√)
- BLANK CARD ENDING OUTPUT REQUEST
CARD (√)
- BLANK CARD ENDING PLOT DATA (√)
- BLANK CARD ENDING ALL CASE(√)

가공지선의 수
직경(inches)
AC 저항(Ohm/mile)
철탑에서의 X 및 Y 좌표(fet)
OHGW#1 OHGW#2
midspan Sag(fet)
Ohm-m

애자

크기
개수
V 또는 I strings

풍압 하중 하에서의 대지에
대한 뇌격거리

feet

선로의 평균 높이

feet 또는 km

선로에 대한 철탑의 전체 개수 개/km

출처: 김경탁 (2010). EMTP 선로모델이 과전압 해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지, 24(10), p. 3-41.

(2) 과도전압 분석에 요구되는 데이터의 종류
계통에서의 과도전압 해석을 위해서는 송전선로 데이
터(switched), 송전선로 데이터(not to be switched), 등가
전원 데이터, 피뢰기 데이터, 변압기 데이터, 차단기 데이
터, 직렬 및 병렬 보상 데이터가 필요하다
<표 1-2> 송전선로 모델 데이터(switched)

거리

세부항목

3상 회로수

마일(miles)
철탑당

내용

<표 1-3> 송전선로 모델 데이터(not to be switched)

정격

세부항목

길이
정상분 임피던스
영상분 임피던스

kV

내용

feet

R1(Ohm/mile)
X1(Ohm/mile)
C1(Mohm/mile)
R0(Ohm/mile)
X0(Ohm/mile)
C0(Mohm/mile

출처: 김경탁 (2010). EMTP 선로모델이 과전압 해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지, 24(10), p.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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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등가전원 데이터

세부항목

변전소명
전압

정상분 임피던스
영상분 임피던스
Ohm 임피던스

변전소 관리번호

내용

kV

Z1＝R1＋jX1
Z0＝R0＋jX0

Ohms으로 나타낸 임피던스 또는
MVA Base로 나타낸 % 임피던스 명기

세부항목

내용

변전소명

변전소 관리번호

형태

ZnO 또는 SiC

제조회사

제조 회사명

정격

kV

출처: 김재문(2012). 전철 피뢰기를 이용한 전력선 통신 데이터
전송특성, 대한전기학회논문지, 61(3), p.497-502.

내용

변전소명

변전소 관리번호

정격전압

kV 1차, 2차 3차 정격전압

임피던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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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내용

변전소명 변

변전소 관리번호
제조 회사명

차단매질
정격전압

kV

Pre-insertion 저

저항(Ohm), 시간(ms)

정격전류

kA

최대 허용가능 극 간격 p

pole span(ms)

출처: 고웅(2013). 차단기와 단로기의 데이터를 고려한 변전소
모델링에 관한 연구,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p. 29-230.
<표 1-8> 직렬 및 병렬 보상 데이터

<표 1-6> 변압기 데이터

권선 결선

<표 1-7> 차단기 데이터

제조회사

<표 1-5> 피뢰기 데이터

OA-Rating

Air core impedance

분석,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p. 1258-1259.

전압강하고장계산 방법, 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지, 28(12), p. 45-54.

제조회사

공심 임피던스

출처: 박윤호(2016). 전력용 변압기 자산관리를 위한 데이터 활용 및

출처: 이상중(2014). PU법에 의한 DC 회로계산 및 실계통 데이터를 이용한

세부항목

포화곡선

Ie at 100% V : _____
Ie at 110% V : _____
Ie at 120 % V : _____
Ie at 130 % V : _____

제조 회사명
MVA

in % on ____ MVA bas
H-L, H-T, L-T

세부항목

내용

Shunt reactor
& Tertiary
reactors

변전소(위치) : _____
정격전압(kV) : _____
정격 MVA : _____
선형 또는 비선형 포화 전압 :______

Series capacitor

변전소 : _____
Ohmic Value : _____
Spark gap protection : ______
Metal oxide protection : ______

출처: 박수철(207). 교류전기철도 전력품질 향상을 위한 직ㆍ병렬
보상장치 적용에 관한 연구, 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지, 21(1), p. 131-141.

4. 용량별 서브모듈 수 산정 순서

덕터, 변압기), 차단기, 센서(PT, CT)의 개수를

가. 단상 컨버터 사양 결정한다.

확인한다.

단상 컨버터의 설계 사양을 확인하고 용량에 맞는
서브모듈의 직렬연결 개수를 결정한다.

(다) 구성품의 전압, 전류정격을 확인한다.
각 구성품의 데이터시트를 이용하여 반도체 스
위치, 다이오드, 커패시터, 자성체(인덕터, 변압

(1) 단
 상 컨버터 회로 토폴로지 종류를 확인한다. 단상
컨버터가 전압형인지 전류형인지 확인하고, 회로
토폴로지의 세부 구조를 확인한다.

기), 차단기, 센서(PT, CT)의 정격 동작 전압과
전류를 확인한다.
(라) 암(arm)별 최대 전류를 확인한다.

(가) 단상 컨버터 회로가 전압형 또는 전류형인지

단상 컨버터의 암(arm)은 스위치, 다이오드, 인

확인한다. 컨버터의 전력변환단이 인덕터를 중

덕터, 커패시터 구성품의 직병렬 결합상태를

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 인덕터를 이용

고려하여 암(arm)에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를

한 전류의 충·방전이 이루어지는 전류형인 경

확인한다.

우가 많고, 컨버터의 전력변환단이 커패시터를
중심으로 설계가 된 경우, 커패시터 전압을 이
용한 전압형이라 볼 수 있다.
(나) 회로 토폴로지를 확인한다.
멀티 레벨 회로 토폴로지는 크게 다이오드 클

다. 서브모듈 직렬연결 개수 결정한다.
서브모듈의 전압 및 전류 정격을 확인하여 직렬 및
병렬 모듈 수를 결정한다.
(가) 서브모듈의 전압 및 전류 정격을 확인한다.

램핑, 플라잉-커패시터, cascaded H-bridge

단상 컨버터의 각 암(arm)을 구성하는 서브모

방식으로 구분되지만 출력전압 레벨 수의 증

듈의 정격전압과 정격전류를 확인한다.

가, 효율 개선 등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수정된

정격전압은 직렬관계를 고려하고, 정격정류는

형태의 회로 토폴로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병렬관계를 고려하여 확인한다.

따라서 단상 컨버터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회로

(나) 서브모듈의 직병렬 모듈 수를 결정한다.

의 틀을 정확히 분석하여 회로 토폴로지의 형

서브모듈의 정격전압과 정격전류를 기반으로

태를 확인한다.

단상 컨버터의 각 암(arm)이 받는 전압 스트레
스를 고려하여 직렬연결시킬 서브모듈의 개수

나. 단상 컨버터 회로 사양 확인한다.
단상 컨버터가 적용될 출력전압에 따른 컨버터 구
동 전압과 각 암(arm)별 전류 최대치를 확인한다.
(가) 단
 상 컨버터 회로가 토폴로지의 구성품 종류를
확인한다. 단상 컨버터의 전력변환단을 구성하

를 결정하고, 전류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병렬
결합시킬 서브모듈 수를 결정한다.
<다음호로 이어짐>

는 구성품의 종류를 확인한다.
(나) 단
 상 컨버터 회로가 토폴로지의 구성품 종류별
개수를 확인한다.
반도체 스위치, 다이오드, 커패시터, 자성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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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송배전 전력 변환 서브모듈
전력변환단 설계 ①
목차
제1장. 부품파라미터 선정하기
1.1 용량에 따른 구성품 파라미터 선정
1.2 부품 요구사항 선정
제2장. 전력변환회로 설계하기
2.1 회로구조 도출
2.2 용량산정
2.3보조회로 설계

제1장. 부품파라미터 선정하기

체를 직렬로 요구된 전압레벨만큼 쌓아서 동일한 턴 온,
턴 오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전력용 반도체소자를

1.1 용량에 따른 구성품 파라미터 선정

직렬로 쌓아 올려 구동하는 방식은 하나의 밸브를 구성
하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턴 온, 턴 오프 시간을 가장

1. 서브모듈의 개념

근사하게 일치시켜야 하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뒤따르게

서브모듈이란 전력용반도체와 기타 필요 소자로 구

되고, 각각의 전압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별도의

성된 전력변환장치로서 직류송배전 전력변환설비의 기

회로 구성이 필요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컨버터 출력에

본 구성요소이다. 서브모듈을 포함하는 직류송배전 전력

대한 고조파 함유율이 높아 필요에 따라 고조파 필터가

변환설비는 기존의 2-레벨, 3-레벨 컨버터(Converter)

함께 설치되어야만 한다. 반면, 서브모듈을 포함하는 직

와는 달리 단위 모듈 형태의 인버터들이 직렬로 연결되

류송배전 전력변환설비는 [그림 1-1]과 같이 직렬로 연

어 운전하는 형태이다. 기존 직류송배전 전력변환설비로

결된 서브모듈을 이용하여 수많은 전압레벨을 형성할 수

가장 널리 사용된 2-레벨, 3-레벨 NPC(Neutral Point

있고, 이로 인해 컨버터측 출력이 사인파에 가까워져 고

Diode Clamped) 컨버터의 경우, 전력용 반도체소자 자

조파 필터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또한, 기존 토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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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ology)에서 요구되는 필수 사양인 전력용 반도체 소

가. 서브모듈의 구성품

자의 턴 온, 턴 오프 시간을 근사하게 맞추지 않아도 되

(1) 스위칭을 위한 전력용 반도체

며, 직렬 구동 제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토폴

(2) 스위칭 리플 저감과 DC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

로지의 경우 이론상 가능하나 실제 구현상 직렬로 동일

지하기 위한 DC 커패시터

한 스위칭 시간을 갖는 소자를 연결하는 것이 전기적, 기

(3) 회로 정지시 전압 방전을 위한 방전저항

계적 제약에 의해 용량의 한계를 가진 반면 [그림 1-1]과

(4) 반도체 소자와 커패시터등 파워회로간 연결을

같은 모듈형태의 직류송배전 전력변환 설비는 모듈 숫

위한 버스플레이트

자에 따라 전체 시스템 용량의 가변이 보다 자유로워 질

(5) 제어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공급장치

수 있다. 서브모듈의 기본 구성은 [그림 1-1]에서와 같이

(6) 상
 위기기와 서브모듈간 제어 및 모니터링을 위

구성되어 있으며 서브모듈의 설계는 [그림 1-2]와 같은

한 서브모듈 제어기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컨버터 용량 및

(7) 서브모듈 고장발생시 시스템에서 분리되어 전체

DC 전압/전류는 타당성 조사와 시스템 조사에 의해서

시스템의 정상 동작 회로를 구성하는 바이패스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서브모듈의 설계는 밸브 홀

스위치

(Valve hal) 기기 설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실행된다
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브모듈은 크게 주요 스위칭
역할을 수행하는 IGBT와 에너지 저장인 커패시터, 사고

(8) 서
 브모듈 동작에 따라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판
(9) 각 구성기기들을 취부하기 위한 외함

전류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동작되는 싸이리스터
(Tyristor)와 서브모듈 손상시 우회(by-pas)를 위한 우회
스위치, 각종 구동보드와 자체 제어 및 상위 기기와의 통
신을 위한 제어보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2] 모듈러 멀티레벨 컨버터 및 서브모듈

2. 서브모듈의 회로구조 선정
서브모듈에 적용되는 회로 구조는 하프 브리지 회로구
조와 풀 브리지 회로구조로 구분된다. 하프 브리지 회로
구조는 회로가 간단한 반면 직류송전시스템에서 DC 단
락 고장 시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풀 브리지 회로구
조는 DC 단락 고장에 강인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IGBT
[그림 1-1] 모듈러 멀티레벨 컨버터 및 서브모듈

소자가 두 배로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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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
 프 브리지 회로 : 하프 브리지 회로는 최소 2개의

3. 제어 회로부 선정

스위칭 소자로 구성되어 +Vdc 전압, 0 전압을 생성

서브모듈 제어기는 상위제어기로부터 수신하는 신호를

할 수 있다. 풀 브리지 회로에 비해 사용되는 소자

정확히 분석해야 하며 각 IGBT 등 스위칭 소자 동작지령을

숫자가 1/2로 손실이 적고 단가가 저렴하나 DC 단

생성해야 한다. 암(Arm) 제어기로부터 데이터 포멧은 일정

락 고장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주기 간격 마다 수신되며 지령을 받아 실제 구동신호 생성
까지 신속한 정보처리를 요구한다. 또한 상위제어기로의 서
브모듈의 상태정보를 송신 시 상위제어기의 알고리즘에 영
향을 미치는 정보를 지정하여 일정주기마다 송신해야 한다.
4. 용량에 따른 구성품 파라미터 선정 순서
(1) 서브모듈의 회로 구조를 선정한다.
서브모듈에 적용되는 풀 브리지 회로구조와 하프 브
리지 회로구조를 검토한다.
(2) 서브모듈의 용량을 선정한다.
가. 시스템 설계에 의해 선정된 시스템 용량에 따라
서브모듈의 용량을 선정한다.
나. 서브모듈의 용량은 운전되는 전압 전류 정격을

[그림 1-3] 하프 브리지 회로

검토한다.
(3) 제어요구 사항을 선정한다.

(2) 풀
 브리지 회로 : 풀 브리지 회로는 최소 4개의 스
위칭 소자로 구성되어 +Vdc 전압, 0 전압, -Vdc을

가. 서브모듈 제어기를 탑재하며, 서브모듈 제어기의 지
령에 따라 전원 출력단자에 정격전압을 생성한다.

생성할 수 있다. 하프브리지 회로에 비해 사용되는

나. 전원 출력 단자 개수를 선정한다.

소자 숫자가 2배로 손실이 크고 고가이나 DC 단락

다. 출력 단자에 전압을 생성하기 위해 커패시터와 전

고장에 강인하다는 장점이 있다.

력용 반도체로 구성한 회로를 구비를 검토한다.
라 제어기 분해능을 선정한다.
(4) 보호요구 사항을 선정한다.
가. 방폭 구조로 설계하여 파손 시 다른 서브모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우회(Bypas) 스위치를 이용하여 서브모듈에 문
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모듈을 시스템에서 분리
할 수 있다.
다. DC측 고장 발생시 IGBT를 보호하기 위하여 SCR을
구비한다.

[그림 1-4] 풀 브리지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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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체적인 보호 기능을 구비한다.

직류송배전 전력변환설비는 기본적으로 초고압 상태로

〈표 1-1 〉보호기능

보호기능명

설명

IGBT Short circuit 보호

IGBT의 단락에 의한 과전류
보호 기능

Over Voltage 보호

DC Capcitor의 과전압 보호

Low Voltage 보호

DC 커패시터의 저전압 보호

Over Temperature 보호J

Junction 온도 최대값을 넘
지 않기위한 온도보호

Over Presure 보호

커패시터 압력 감시를 통한
압력보호

dv/dt 보호

급격한 전압 변동 감시/보호

통신 에러 보호

통신 상태 체크를 통한 통신
상태 감시/보호

GDU Fault 보호

GDU 자체고장 및 IGBT 고장
감시/보호

운전을 한다. 시스템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서브모듈 제어
기는 외부전원으로 입력받지 않고 시스템 자체적으로 전
원을 생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서브모듈은 서브모듈 내부
에 위치한 메인 커패시터로부터 자체적으로 전원을 생성
해야 하고, 고장발생 및 프로그램 디버깅은 외부에서 손쉽
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제어부 부품 선정
서브모듈 제어기는 상위제어기로부터 수신하는 신호는
정확히 분석되어야 하며 각 IGBT 등 스위칭 소자 동작지
령을 생성해야 한다. 상위제어기로부터 데이터 포멧은 정
주기마다 수신되며 지령을 받아 실제 구동신호 생성까지
신속한 정보처리를 요구한다. 또한, 상위제어기로의 서브
모듈의 상태정보를 송신 시 상위 제어기의 알고리즘에 영
향을 미치는 정보 또한 정주기마다 송신해야 한다.
가. 서브모듈 제어기 H/W 구성 시 기본 필수사항
(1) 상위 제어기와 통신

(5) 기타 요구사항을 선정한다.

(2) 각종 스위칭 소자 및 스위치 구동출력

서브모듈은 빠르고 안전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슬

(3) 아날로그 입력(커패시터 전압 및 온도 측정)

라이딩 구조를 갖고, 서브모듈은 국제 규격에 따른

(4) 디지털 입력(커패시터 압력접점, 써모커플러 접점,

절연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IGBT
등 발열 소자에는 발열 손실에 해당하는 용량의 냉
각 장치가 구성된다.

SMPS 동작접점등 컴퍼넌트의 접점신호)
(5) 그 외 시험(전원장치 동작시험, 싸이리스터 동작시
험등)을 위한 기능

1-2. 부품 요구사항 선정

3. 필요부품 기능정의 및 요구사항 선정 순서

1. 전력변환단 부품선정

가. 전력 변환단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서브모듈의 주전력변환단을 구성하는 전력용 반도

서브모듈의 주 전력 변환단을 구성하는 전력용 반

체, DC 커패시터(Capacitor), 방전저항, 버스플레이트

도체, DC 커패시터, 방전저항, 버스플레이트, 전원

(Busplate), 전원공급장치, 바이패스스위치, 냉각 플레이

공급 장치, 바이패스스위치, 냉각 플레이트, 외함에

트(plate), 외함에 대한 설계값을 검토하여 정격에 부합하

대한 설계 값을 검토하여 정격에 부합하게 요구사

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항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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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력용 반도체 선정 : 서브모듈에 사용할 전력용 반

버터(Modular multilevel convertor)가 있다.

도체 종류(IGBT, IGCT, Thyristor 등)를 선정한다.
(2) 주변회로부 선정
(가) DC 커패시터의 요구사항을 작성한다.

가. 멀티레벌 솔리드스테이트 컨버터
멀티레벌 솔리드스테이트 컨버터 토폴로지에는

(나) 방전저항 요구사항을 작성한다.

Diode-clamped neutral point clamped와 플라잉(Flying)

(다) 버스플레이트 요구사항을 작성한다.

커패시터 컨버터로 구분되며 각 토폴로지의 회로도를 아

(라) 전원공급장치 요구사항을 작성한다.

래에 나타내었다.

(마) 바이패스스위치 요구사항을 작성한다.
(바) 냉각 플레이트 요구사항을 작성한다.
(사) 외함 요구사항을 작성한다.
나. 게이트 앰프단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1) 전력용 반도체 게이트 엠프단 요구사항을 분석
한다.
(2) 전력용 반도체 게이트 엠프단 기성품을 조사한다.
(3) 사용가능한 기성품을 선정한다.
(4) 사
 용 가능한 기성품이 없으면 IGBT에 사용되는
게이트 드라이브를 검토한다.
다. 제어부 회로부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그림 2-1] Diode-clamped neutral point clamped

(1) 서브모듈 제어기의 기능을 선정한다.
(2) 서브모듈 제어기의 입출력을 선정한다.
(3) 서브모듈 제어기의 하드웨어 사양을 선정한다.

제2장. 전력변환회로 설계하기
2-1. 회로구조 도출
1. 직류 송배전 전력변환 설비 토폴로지
직류 송배전 전력변환 설비는 전압형 토폴로지, 전류
형 토폴로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전류형 토폴로지
중 멀티레벨 토폴로지는 서브모듈을 사용한다. 대표적
인 멀티레벨 토폴로지 멀티레벌 솔리드 스테이트 컨버터
(Multilevel solid-state convertor)와 모듈러 멀티레벨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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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Flying 커패시터 컨버터

나. 모듈러 멀티레벨 컨버터 토폴로지

(2) 하프브리지 회로의 구성요소를 파악한다.

[그림 2-3]에 나타낸 멀티레벌 솔리드스테이트 컨버터

(3) 하프브리지 회로의 손실을 계산한다.

는 전압레벨 변경 시 적용이 쉬우며, 고조파 특성을 비롯
한 많은 장점이 있다.

(4) 하프브리지 회로의 자재명세서(BOM)를 작성
한다.
나. 풀브리지 회로를 검토한다.
(1) 풀브리지 회로의 동작원리를 파악한다.
(2) 풀브리지 회로의 구성요소를 파악한다.
(3) 풀브리지 회로의 손실을 계산한다.
(4) 풀 브리지 회로의 자재명세서(BOM)를 작성
한다.
다. 서브모듈 구성요소를 검토한다.
(1) 스위칭을 위한 전력용 반도체소자를 파악한다.
(2) 스위칭 리플 저감과 DC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
지하기 위한 DC 커패시터를 파악한다.

[그림 2-3] Modular Multilevel Convertor

(3) 전압 방전을 위한 방전저항을 파악한다.
(4) 파워회로간 연결을 위한 버스플레이트를 파악

2. 서브모듈 구성요소
서브모듈은 1. 스위칭을 위한 전력용 반도체, 2. 스위
칭 리플 저감과 DC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DC 커패시터, 3. 회로 정지시 전압 방전을 위한 방전저
항, 4. 반도체 소자와 커패시터 등 파워회로 간 연결을

한다.
(5) 제어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공급장치를 파
악한다.
(6) 제
 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서브모듈 제어기를 파
악한다.

위한 버스플레이트, 5. 제어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공

(7) 바이패스 스위치를 파악한다.

급장치, 6. 상위기기와 서브모듈 간 제어 및 모니터링을

(8) 서브모듈 동작에 따라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한 서브모듈 제어기, 7. 서브모듈 고장발생시 시스템에
서 분리되어 전체 시스템의 정상 동작 회로를 구성하는

위한 냉각판을 파악한다.
(9). 각 구성기기들을 취부하기 위한 외함을 파악한다.

바이패스 스위치, 8. 서브모듈 동작에 따라 발생하는 열
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판, 9. 각 구성기기들을 취부하기
위한 외함으로 구성된다.

<다음호로 이어짐>

3. 회로구조 도출 순서
가. 하프브리지 회로를 검토한다.
(1) 하프브리지 회로의 동작원리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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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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전에서 초고압, 특수변압기까지 완벽한 Line Up

LS 유입변압기 소개영상

Smart & Advanced Technology!
이

PDPS 온라인 상시 진단 시스템

유입변압기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 유중 가스 분석 (4종, 8종)

• Bushing PD & 누설전류 감시 및 분석
• 초고압 TR 내부 UHF PD 감시 및 분석

본사 : 02-2034-4404

남부 : 052-261-1585

해외 : 02-2034-4748

케이블 구동형 OLTC 시스템

• Shaftless OLTC 적용으로 안전성 강화
• OLTC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진단

고객센터 : 1544-2080

www.lselectr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