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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RODUCT

YOKOGAWA 8채널 오실로스코프 출시!

Mixed Signal Oscilloscope

DLM5000 series

Upgrade Points
8채널 아날로그 + 32비트 로직
12.1인치 터치스크린 지원
16채널 (2대 싱크기능) 지원
350MHz / 500MHz 및 4채널 / 8채널 라인업

한국요꼬가와전기(주) Tel. 02-2628-3813

www.koreayokog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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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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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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CEO 포럼’ 창립총회 개최

의실에서 ‘조합 60년사 편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
우리조합은 지난 2020. 11. 24(화) 조합회관 5층 강당
에서 ‘차세대 CEO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조합원사에 재직중인 경영후계자, 예정
자 및 2세 경영인 약 40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칙과 운영
방안, 학습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회원들과 함
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초대회장으로는 양태권 대표이사(동방전기공
업(주))가 추대되었고, 부회장은 정재현 대표이사(협화전

였습니다.
이번 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 60년사 편찬 대행
업체인 (주)시하기획의 착수보고 발표 및 소속 위원들
과 함께 앞으로의 편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
를 가졌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신규 제정’
해설 교육 실시

기공업(주)), 이태호 대표이사((주)디지털파워) 총무에는
안태영 대표이사(대원계전(주)), 권종순 대표이사((유)영가
실업), 허지윤 차장((주)신성이엔티)이 선임되었습니다.
끝으로, 전기조합 곽기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2
세 경영인들의 경영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중심의
포럼과 화합을 촉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활동을 계
획하는데 있어 조합에서는 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한다”고 말씀 하였습니다.

조합 60년사 편찬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우리조합은 지난 2020. 11. 26(목) 조합회관 3층 중회

10

우리 조합에서는 지난 2020. 11. 13(금) 조합 회관 3층

www.kemc.co.kr

동호회 동향

전산교육실에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신규 제정’에
대한 해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과정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한국전기설비규정

 한국전기공업인 산악회 제354회 산행

(KEC) 내용을 파악하여 전기설비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하

•일 시 : 2020년 12월 19일(토) 오전 10시

고, 80년 이상 동안 혼용된 일본 기술기준체계의 조속한

•장 소 : 관
 악산 호압사 둘레길
(만남의장소 : 관악산 입구 시계탑)

탈피 및 전기설비 국제화 규정을 숙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총 11개사 19명의 교육생이 참가하여

 한국전기공업인 골프회 2020년 12월 모임 안내

해당 과정을 수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합에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대한 해설 교육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일 시 : 2020년 12월 10일(목)
•장 소 : 코
 리아 컨트리 클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기흥단지로 579)

참여 바랍니다.

신규가입 조합원
업체명

대표자

주생산품

소재지

가입일

우리정보(주)

권오식

조명장치

경기 파주시 광탄면 방축길 68-53(방축리)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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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공동판매 사업 계약(발주) 현황
다수공급자 계약

(단위 : 천 원)
품 목

건 수

MCC

2

배전반
분전반
UPS

합 계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한국전력공사)

1

2

77,230

2

24,771

7

276,265

(단위 : 천 원)
발주 금액(VAT별도)

고효율아몰퍼스주상

1,515

3,722,125

25

172,740

1,674

4,149,845

79

52

컴팩트형지상

부하개폐형지상
합 계

3

152,546
72,284
30,150

(단위 : 천 원)
품 목

건 수

금 액(VAT별도)

합 계

3

460,329

배전반

3

460,329

품 목

건 수

금 액(VAT별도)

합 계

3

237,630

배전반

12

72,159

발주 수량(대)

내염형주상

공동상표

102,105

품 목

고효율주상

지명경쟁

금 액(VAT별도)

3

237,630

(단위 : 천 원)

전기계 뉴스

한전, 에너지밸리 기업유치 501개 달성
25년까지 “Global Smart Energy Hub”로 발돋움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광주광역시(시장 이
용섭),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나주시(시장 강인규), 한

에너지밸리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전KDN(사장 박성철)과 협업해 ’20년 7월부터 11월까지 국

에너지밸리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구한 1단계

내 유일 리튬인산철 배터리 셀 제조업체인 씨엠파트너, 해

양적 성장을 마무리하고 2025까지 2단계 질적 성장을

상풍력 연구개발 및 제조 연구소기업인 구조실험네트워크

추진하여 “Global Smart Energy Hub”로 발돋움할 계

등 36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

획이다. 1단계 에너지밸리는 한전 주도의 중소기업 위

혔다. 이 협약체결로 1,235억 원의 투자와 함께 530개의

주 양적 성장과 기업을 지원육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었다면, 2021년 이후 진행되는 2단계 에너지밸리는

20년 11월 기준 한전과 지자체가 에너지밸리에 투자유

한전과 지자체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많은 기업이

치를 끌어낸 기업 수는 누적 501개사, 투자금액 2조 1,596

실제 투자실행을 할 수 있도록 질적 성장을 이루는 것

억 원, 고용효과는 11,158명으로 1단계 목표(기업유치 500

이 목표다.

개)를 초과 달성했다.

기업유치는 K-뉴딜 등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신재생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로 유치기업을 다각화하고 지자체
와 협업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등 차세대 전력산업

20년 제2차 투자협약 현황(20년 7월∼11월)

구분

기업수(개)

투자금액(억원)

고용창출(명)

선도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 강소특구 및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과 시험·인증기

금회

36

1,235

530

관 기술지원 환경조성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전에

누계

501

21,596

11,158

불어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너지신기술연구소, 한국에너지공과대학(舊한전공대)과 더
조성할 방침이다.
한전은 에너지밸리의 지속성장을 위해 한전, 지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기업 투자여건 악화로

체, 유관기관의 핵심역량을 결합한 「기업지원 통합 플

대내외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한전은 전화와 이

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

메일, 화상상담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적극적인 유치

력양성 및 지역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

활동으로 ‘20년 투자협약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한전

계적인 기업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를 통해 양

은 에너지밸리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예탁형 이

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

자지원제도를 활용한 자금지원과 지역 제한 경쟁을 통

하여 전력산업의 미래성장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한 우선구매, 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

할 계획이다. KEMC

사업, 핵심역량을 활용한 R&D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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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공공구매 우수공공기관 국무총리 표창
구매실적 확대,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
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2018년부터 내부평가와 연계해 전사 공공구매
실적을 관리하고 사내 포털에 게시판을 신설하여 관련
제품을 홍보해왔으며, 2020년 공공구매 실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이 좋은 평가
를 받았다.
더불어 전국 사업소에서 자체 구매상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 확대를 위하여 ‘19년 수출아
2020 공공구매 촉진대회 시상식 (사진 가운데가 한전KDN 박성철 사장)

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과 지역사업본부
(처)를 통한 노력들도 긍정적인 사례로 인정받았다.

한전KDN(사장 박성철)이 지난달 12일 개최된 “2020 공

한전KDN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대한 공공기

공구매 촉진대회”에서 공공구매 유공 우수공공기관 부문

관의 지원이 대한민국 기초 기술 발달에 커다란 공헌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될 것이다”며 “한전KDN이 가진 전국적인 사업소 조직과

한전KDN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

에너지ICT기술 공유를 통해 중소기업 및 지역 사회가 함

최(관)하고 환경부와 조달청이 후원하는 해당 대회에서 중

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소기업제품 구매 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해당 표창

전했다. KEMC

2020 빛가람 에너지밸리 SW 작품 경진대회 개회
한전KDN은 11월 18일 본사 빛가람홀에서 광주전남
지역 대학(원)생 및 마이스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0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스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 처
리 및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돋보였다.
최우수상은 다양한 화분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식
물 케어 시스템을 출품한 목포대학교 플랜트시터

대학생 부문 영예의 대상은 한국폴리텍대학교 목포캠

(PlantSitter)팀과 유니티를 활용한 객체 인식 에너지 절

퍼스 스위치(SWITCH)팀이 차지했다. 대상작 지켜줘요!

약 교육 프로그램을 출품한 전남대학교 정전기팀이 수

S.O.S 헬멧은 헬멧에 충격감지센서, 방향지시등, 블루투

상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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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구원, 국내 최초 양자암호기술 전력통신망
안면 변전소와 태안 변전소 간 40 km 구간
한전 전력연구원은 지난달 국내 최초로 양자암호기술
을 적용한 전력통신망 구축을 완료했다.
송전탑에는 전기를 보내는 전선뿐만 아니라 각 변전소

력연구원은 향후 실증결과를 한전 ICT 나주데이터센터와
2021년 완공예정인 ICT 대전데이터 센터 간 양자암호화
장거리 통신기술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끼리 전력 설비의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전력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전기 생산자와 소비자가

광통신 케이블도 있다. 전력 설비의 상태 감시와 제어 등

정보를 주고받는 스마트 그리드가 확대되면 전력통신망의

의 정보가 있으므로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 있

보안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전력망 보안강화

는 암호 기술이 필요하다.

를 위한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MC

양자암호화 통신기술은 임의의 양자 상태는 완벽하게
복제가 안 된다는 ‘복제불가원리’에 의해 안정성이 보장된
다. 도청자가 선로 중간에서 정보를 취득하면 ‘양자의 중
첩’에 의해 양자 상태에 변화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통신
내용이 변하면서 도청 사실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다.
전력연구원은 충남 안면 변전소와 태안 변전소 간 40
km 구간에 양자암호통신기술을 적용한 전력통신망을 구
축하고 11월 11일 개통식을 가졌다. 양자암호화 통신은 보
안성은 뛰어나지만 아직까지 통신 거리에 제한이 있다. 전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 1만 시간 연속운전
전력연구원은 지난달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과 공

비에서 최고성능으로 최장시간을 운전한 국내 최초 실

동으로 충남 보령화력본부에 설치된 ‘10MW급 습식 이산

적이다. 또 계절적 변화에 안정적으로 공정이 운영된다.

화탄소 포집 실증플랜트’의 1만 시간 장기연속운전에 성공

‘10MW급 습식 이산화탄소 포집 실증플랜트’는 연간 약

했다고 밝혔다.

7만 톤(일일 18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

전력연구원은 2000년 초반부터 화력발전소제철소

는 규모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독자 개발한 이산화탄소

시멘트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이산화탄

포집 습식흡수제(KoSol)와 에너지 저소비형 공정(KoSol

소 포집기술 개발을 시작하고 실증플랜트를 2013년부

Process)을 적용해 90%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면

터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에 설치해 공동운영 중이

서도 기존 상용흡수제 대비 에너지 소비량은 40% 이상

다. 이번 1만 시간 무정지 연속운전 성공은 국내 최대설

감소시켰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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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울산시와 태화강 국가정원 인프라 구축 협약
LED 경관조명 설치 지원…야간 방문객에게 볼거리 제공
터 ‘은하수길’까지 약 160 m 구간에 걸쳐 특
색있는 LED 경관조명과 전기설비(약 2억 원)
를 설치하게 된다. 특히, 기존의 은하수길 조
명보다 움직임이 많은 반딧불이 조명을 사용
해 야간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
할 예정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울산 최대의 명소이
자, 생태계의 보고로 자리 잡은 태화강 국가
정원에 에너지 테마쉼터를 조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울산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
회와 상생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이달 1일 오전 울산시청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 10월 울산시와 함께 미세먼지 걱

에서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 송철호 울산시장 및 관계자

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정화식물 수직

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화강 국가정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원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아동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민관협

이 협약으로 동서발전은 ‘태화강 국가정원 안내센터’부

력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KEMC

15MW급 동해 연료전지 준공
동서발전은 지난달 19일 동해바이오화력본부에서 박

계, 납품 및 시공을 맡아 300kW급 연료전지 50대를 설치

일준 동서발전 사장, 심규언 동해시장, 김기하 동해시 의

했다. 연간 125,000MWh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며, 이는

회 의장, 임영문 SK건설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동해시의 약 5만 2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또

15MW급 동해연료전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한 동해연료전지 준공으로 영동지역(동해, 삼척, 속초, 고

동해연료전지는 총 사업비 약 900억 원을 투자한 동서

성)의 도시가스 공급량이 12.5%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이

발전 자체사업으로, 동해바이오화력본부에 2019년 12월

납부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2.7%(5.28원/N㎥) 가량 인

착공하여 약 1년간의 공사 끝에 준공됐다. SK건설이 설

하될 전망이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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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남공주산단에 500MW 천연가스발전 건설
2028년까지 7천억 투입…15만명 건설일자리 창출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공주시(시장 김정섭)와 11
월 30일 시청 집현실에서 충남 공주시 검상동에 위치한
남공주일반산업단지에 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
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김정섭
공주시장을 비롯해 이종운 공주시의회 의장, 박희성 계룡
건설 개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서부발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7,000억원을 투자해 남공주산업단지 9만9,000㎡ 부지에
500MW급 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한다. 발전소가 건설되
는 기간 동안 총 1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공주시는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서부발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환경 문제 등 우려되는 부분을 말끔히 해소할 계획”이라

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며 “발전소 건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방

김병숙 사장은 “우리가 보유한 최고의 기술을 바탕으로

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KEMC

새만금 그린수소 밸류체인 구축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11월 19일 새만금개발청

지역에 ‘그린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그린수소의 확대

과 새만금개발공사, 현대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차

와 관련 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결됐다. 서

증권, LG전자, 수소에너젠 등 7개 기관과 서울 용산구 드

부발전은 7개 기관과 태양광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래곤시티호텔에서 “그린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공동

수소플랜트. 수전해 시설,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연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를 연계한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후 실증 사업을 통

이 업무협약은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해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EMC

동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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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비상대응체계 점검 동계 전력수급 만전
발전운영부서장 비대면 회의 통해 안정운영 대책 공유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이 최근 겨울철 안정적 전력

운영을 통해 긴급대응 근무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철저한

공급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남부발전은 12월 2

현장점검 추진과 정비품질 향상으로 설비고장 등에 대비

일 발전운영부서장 화상회의를 개최해 발전설비 안정운영

하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지난해보다 올겨울 추위가 매

또 전력수급 상황별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계

서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동계 전력수급 전망을 공유하

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기준을 기반으로 공

고, 사업소별 설비 안정운영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급력 확보를 위해 계획예방정비 일정 조정도 추진하며, 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회의는 비대면 화상회

파, 폭설 등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해 사업소별 대응체계와

의로 진행됐다. 남부발전은 동계전력수급기간(‘20.12.1

긴급복구방안을 점검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신속한

∼’21.2.28) 전 사업소 전력수급 및 코로나19 통합상황실

대응에 대한 의지도 다졌다.
이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발전회사 설비신뢰도 현황
공유와 더불어 발전설비 무사고, 무고장 달성을 위한 사업
소별 기술점검 우수 개선사례, 유사고장 재발 방지를 위한
주요 권고사항 및 안정운영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남부발전 윤진영 발전처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
해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겨울철 자연재해·대형 발
전기 불시정지 등 돌발상황에 대비할 것”이라며 “철저한
비상대응체계 운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발전설비 안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MC

제주형 뉴딜 선도할 스마트발전소 구축
남부발전은 11월 30일 남제주발전본부(서귀포시 안덕
면) 내 150MW급 남제주복합발전소를 준공하고, 기념행사
를 가졌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다. 지난해 첫 삽을 뜬
이 사업에는 총 3,821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남부발전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최적의 사업관리

남제주복합화력 건설사업은 남제주발전본부 내 설비용

와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한 건의 중대사고 및 코로나19

량 150MW LNG 복합화력발전소(50MW급 가스터빈 2기,

확진자 없이 사람 최우선의 무재해 발전소 건설 임무를

스팀터빈 1기로 구성)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정부 8차

완수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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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소 준공식
코로나19 방지, 언택트 온라인 행사 시행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과 탑인프라(회장 정회걸)가
11월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방
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남정수상태양광 발전소 준공
식을 열었다.
이 행사는 기존 준공행사 방식을 탈피하여 스튜디오에
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남정수상태양
광 소개와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 윤을진 탑인프라 부
회장, 김승남 국회의원 축사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중부발

여 2019년 6월에 본공사를 착공해 2020년 10월 준공에

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였다.

이르렀다. 공사기간 중 지역인력을 우선 채용, 지역업체를

남정수상태양광은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 규모인 25㎿
급 태양광 설비를 전남 고흥군에 건설하여 연간 35,770㎿
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약 1만 3,000여 가구가 1
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중부발전은 지난 2018년 전남 태양광 전문기업인 탑인
프라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본 사업을 개발하

활용한 지역 경제활성화, 갈대밭 생태보존을 위해 노력하
여 뉴딜선도·탄소중립·환경생태 보존에 기여했다.
중부발전 박형구 사장은 준공식 축사에서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함께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 정
책 선도기업으로 국민과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KEMC

SK이노베이션-에코인에너지와 폐플라스틱 재생유 활용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최근 SK이노베이션(사장 김

율적인 자원화를 위한 기술 및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물

준) 및 에코인에너지(대표이사 이 인)와 코로나19 이후 급격하

의 원활한 시장보급을 위한 고품질화를 추진한다. 현재 소

게 증가한 폐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해결을 위한 ‘폐플라스틱

셜벤처기업 에코인에너지가 개발하고 있는 상용화 설비는

재생유 고도화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폐플라스틱 쓰레기를 1기당 1일 약 5톤을 처리하여 최대

이 협약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폐플라스틱 재생유

80%, 약 4톤을 감축하고 약 3톤의 친환경 재생유를 생산

관련 연구 및 고도화를 위한 투자 및 인적자원을 제공하

할 수 있다. 또 중부발전은 발전소 기동시 사용하는 유류

며 중부발전은 폐플라스틱 재생유 발전산업 활용성 검토

를 재생유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해외사업장

및 직접구매, 판로확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소셜벤처

이 있는 인도네시아 등을 우선 타겟으로 국제적인 환경문

기업 에코인에너지는 폐플라스틱의 친환경적 처리와 효

제 해결에도 적극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KEMC

19

전기계 뉴스

에기평 혁신사례, 온라인 메타순환평가시스템 등 국제적 인정
IEA 한국 국가보고서에 혁신사례로 평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임춘택)은 최근 발표된 국

점을 R&D 평가시스템의 혁신사례로 제시하였다. 또한, 에기

제에너지기구(IEA)의 한국 국가보고서(IDR; In-Depth

평이 미션이노베이션 사무국 업무를 통해 에너지기술 다자

Review)에 온라인메타순환평가시스템과 사회적 영향평가

간 협의체 협력활동에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가 반영된 신규과제평가 등이 R&D 평가시스템 혁신사례
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온라인메타순환평가는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주체(주관기관, 전담기관, 평가위원(장))

IDR은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여 정

가 공정·성실하게 임하였는지 상호 평가하는 제도다.

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회원국 간 우수 정책성과를 공유하

2018년 시범 도입 후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금년

는 보고서로, IEA 30개 회원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공개

부터 신규과제 선정평가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된다. 우리나라에 대한 IDR 보고서는 ’06년, ’12년에 이어 세

에기평 임춘택 원장은 “에기평이 세계최초로 개발하

번째로 발간되었다. IEA IDR 보고서는 에너지정책, 기후변

여 운영 중인 온라인메타평가 시스템을 포함, 에기평의 다

화, 에너지효율, 에너지 R&D 등 11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양한 혁신노력을 IEA가 인정한 것은 뜻깊은 일이다”라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에기평이 온라인메타순환평가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시기적절한 대응을 한 것과 과제

“세계적인 에너지 R&D 지원기관으로서 업무시스템 혁신
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EMC

선정평가 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에기평, 한-태국 에너지기술협력 온라인 워크숍 개최
에기평은 11월 13일 한국과 태국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다. 국내 전문가로는 신성이엔지 홍근기 수석연구원, 권기영

가가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에너지기술협력 워크숍을 온

에기평 풍력 PD, 이은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참

라인으로 개최했다.

석하여 국내 에너지산업 동향과 태국과의 협력방안을 발표하

이 워크숍은 국내 에너지 기업의 신남방 시장진출의

였다. 태국 측은 NRCT, 태국몽쿳왕립기술대학 소속의 신재생

활로를 개척하고 태국과의 상호공동연구 기획주제 발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굴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해 9월 에기평과 태국

태국은 아세안(ASEAN) 국가 중 GDP 2위의 경제 강국

NRCT(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ailand) 간 에너지

이고 주변 동남아 국가와 달리 99.3%의 높은 에너지 자급

기술협력 MOU 체결 이후 본격적인 협력 추진을 위해 개최

율을 갖고 있는 나라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됐다. 이번 워크숍은 에기평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됐다.

지원 정책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워크숍은 그린뉴딜 추진 주제와 양국의 관심 분야를 반영

국내 에너지기업들의 신남방 국가 진출 시 최적의 관문이

하여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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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줄 수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KEMC

한수원-산단공-KT,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에 협력
노후 산업단지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지로 탈바꿈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지난달 27일 한국산업
단지공단(이사장 김정환), KT(대표이사 구현모)와 함께 서

고, 수소경제 시대를 앞당기는데 한수원이 앞장설 것”이라
고 말했다.

울 KT광화문빌딩EAST에서 ‘한국판 그린뉴딜 스마트그린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스마트그린산단

산단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공동개발 양해각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펀드투자 확대 등 지원을

(MOU)’를 체결했다.

강화하여,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

MOU에 따라 한수원과 KT는 노후 산업단지에 연료전

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을

박윤영 KT 기업부문장 사장은 “그린에너지와 디지털

적극 추진함으로써 스마트그린산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기술 융합을 통한 저탄소 고효율 친환경 산업단지로의

나갈 계획이다. 연료전지는 수소차와 함께 정부가 2019년

변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며, “KT는 5G 기반 인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밝힌 수소경제

터넷 등 강력한 유무선 네트워크에 AI, Big data, Cloud

선도 산업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다. 전력 사용이 많고 부

등 ICT 솔루션을 결합한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사업 확

지가 협소한 산업단지에 소규모로 설치해도 많은 양의 신

대를 통해 미래형 스마트그린산단의 디지털 전환(DX,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Digital Transformation)에 큰 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분산 발전원이다.

밝혔다. KEMC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사업은 산업단지를 저탄소 친환
경 에너지 생산기지로 탈바꿈
하는 사업으로, 산업부와 한국
산업단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연료
전지 발전은 효율성과 공간 활
용도가 높은 미래 지향적 에너
지원”이라며, “전력 사용이 많
은 산업단지에 적극 보급함으로
써 국가 에너지 효율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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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구원 시험인증, 선진 예약 시스템 도입
저가형 금속/그래핀 복합잉크 제조기술, ‘10대 나노기술’ 선정
한국전기연구원(원장 최규하)이 개발한 ‘저가형 금속/
그래핀 복합잉크 제조기술’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동안 해외 수입의존도가 높았고, 이에 따라 대체 소재
발굴 및 국산화 기술 개발이 시급히 요구됐다.

선정한 ‘2020년 10대 나노기술’로 선정됐다. 과학기술계

이러한 은을 대체하기 위한 소재로 은과 유사한 전기

출연연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 9월 국가

전도도를 가지면서도 가격은 10배나 저렴한 구리(Cu,

과학기술연구회(NST)가 발표한 ‘소부장 출연연 대표 우수

Copper)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구리는 은보

성과’ 선정에 이은 쾌거다.

다 녹는점이 높고, 공기 중에 노출되면 표면에 산화막

한국전기연구원 나노융합연구센터 이건웅·정희진 박
사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꿈의 나노 신소재라고 불리는

이 쉽게 형성되어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약
점을 가졌다.

‘그래핀’을 ‘구리’에 합성해 가격은 대폭 낮추면서도 뛰어

이에 한국전기연구원 연구팀은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

난 전기 전도성을 갖는 잉크 기술이다. ‘전도성 금속잉크’

나고 전기 및 열 전도성이 우수해 금속 소재의 산화 방지

는 말 그대로 전기가 통하는 잉크로, 각종 전기·전자기기

막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래핀’에 주목했다. 즉, 구리의 단

의 부품 제조는 물론,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 전 방위

점을 그래핀으로 보완한 것이다. 연구팀은 세계최초로 자

에 활용되는 필수 소재다.

체 개발한 ‘액상합성법’을 통해 구리와 그래핀을 효과적으

현재 시판되는 전도성 금속잉크의 주요 소재는 귀금속
계열의 은(Ag, Silver)이다. 은은 전기 전도도가 높고 산화

로 합성하여, 구리의 산화 방지는 물론, 잉크를 대량 생산
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확보했다.

가 잘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매우 높다. 특히 고

특히 구리 중에서도 저렴한 마이크론 크기의 상용 구리

품질은 잉크의 경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보니

입자를 사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였고, 구리 입자의 크기
및 형태(구형, 플레이크형, 덴드라이트형) 조절을 통해 다
양한 전기 전도도를 갖는 패턴 전극을 확보할 수 있게 하
여 산업체에서 기술을 폭넓게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성과는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금속소
재 및 잉크제조 전문기업에 기술이전 되어 상용화를 진행
하고 있다. 이미 기업에서 월 5톤의 구리/그래핀 입자 및
복합잉크 대량 생산설비를 구축 완료하여 일부 제품을 판
매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월 10톤 규모까지 확대할 예
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국내 디스플레이 및 모바일
기기용 부품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품질 테스트를 진행
하고 있고, 추후 자동차 전장 부품 및 배터리 분야로 확장
하여 관련 기술 분야를 선도한다는 목표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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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2020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
은탑산업훈장에 에스지이엔지(주) 이순형 회장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지난 2
일, 전북혁신도시 본사 새울림홀에서 「2020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하
는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1995년부터 매
년 실시해온 전기안전 분야 최대 행사다. 전
기안전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
공자를 포상하고,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의지를 모으는 자리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치러졌다. 특히, 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장 실황이 온라인으로 중계되
며 참석자 이외에 일반 국민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
실장과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김정
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 각계 인사와 전기업계 종사

전력설비 안전 시공과 산업 기능인력 양성에 이바지했다

자, 유공자와 가족 등 90여 명이 함께했다.

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전기안전대상에서는 전기안전 산업육성과 안전관

조성완 사장은 대회사에서, “코로나19가 우리 공동체의

리에 힘써온 개인과 단체 유공자들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놓으며 기존 제도와 업무방식이 여

정부포상 14점, 산업부 장관표창 35점과 상장 4점 등 총

전히 유효한지 묻고 있다”면서 “시대 변화와 기술발전 수

53점이 수여되었다.

준에 걸맞게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조성을 위

최고 훈격인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에스지이엔지㈜
이순형 회장은 친환경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과 ESS 설
비 안정화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에 앞장선 공적을 인정
받았다.
산업포장을 받은 김진선 대표이사와 윤보선 대표이사
는 각각 국내 계측장비 선진화를 통한 안전관리기술 발전,

한 스마트 전기안전 시스템 구축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
고 밝혔다.
조 사장은 또 “전기안전관리법이 내년 4월 본격 시행되
면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노후 공동주택 정기점검 제
도화 등 국가 안전관리 체계가 새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
대한다”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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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표준 가스터빈 복합모델 개발, 국내 경쟁력 높인다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시대 견인, 4.4조원 시장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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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가스터빈산업 산학연 관계자들과 함께 가스터빈산
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스터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LNG발전은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
지전환 과정에서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브릿지 전원으
로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전환이 가속화 되면
서 재생에너지 다음으로 글로벌 LNG발전시장 규모는 지
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글로벌 발전용 가스터빈 시장은 미(GE 58%), 독
(지멘스 27%), 일(MHPS 11%) 등 일부 국가들이 주도(전체
시장의 96%)하는 가운데, 국내시장의 경우 주기기인 가스
터빈과 핵심부품 모두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LNG복합발전에 설치된 가스터빈 전량(158기)은 글
로벌 빅 4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기업, 산학연간 협업 등 오픈 이노베
이션을 통해 선제적인 한국형 표준가스터빈 복합모델 개
발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조기에 제
고해나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떤 대책 세웠나
산업부는 “2030년 가스터빈산업 글로벌 4강 도약” 비
전 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초기일감 창출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고도화 ▲고부가가치 핵심 소재부품 경쟁
력 제고 ▲지역 산업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다.
먼저, 최대 15기 실증을 통해 한국형 표준 복합발전 모
델 확산이다.
내년부터 복합발전의 성능기자재 규격 등을 표준화하
한국형 표준복합모델 구축을 위해 최대 15기의 가스터

는 “한국형 표준복합발전 모델” 개발실증을 통해 안정적

빈이 실증되며 핵심 고온소재부품 역량 확보를 위한 R&D

인 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한 초기일감을 창출해 나갈 계

가 병행된다.

획이다. 표준LNG복합모델 개발과 함께 2030년까지 15기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30일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

의 단계별 실증사업 확대 추진을 통해 약 4.4조원의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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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자인 발전사와

기술 확보를 위해 발전사와 중소중견 부품제조사간 공동

공급자인 가스터빈 산업계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 한 R&D

R&D 및 사업화도 병행한다. 특히, 1,650℃급 고온소재부

및 실증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산업생태계 기반조성에 기

품 기술 확보를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기 위한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조기 착수하는 한편, 부품에 대한 신

두 번째, 초고효율급 가스터빈 개발 및 수소 가스터빈
개발 착수 등 미래시장 선도형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뢰성 평가 및 공정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생태계를 위해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

고효율 가스터빈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이미 개

로 가스터빈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는 가스터

발된 가스터빈 모델을 기반으로 후속모델의 효율 향상

빈 관련 341개사 중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지역에 약

R&D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

71% 분포하기 때문이다. 에너지융합복단지로 이미 지정

기 위한 초고효율급(복합효율 65%+α) 가스터빈 개발

된(’20.8월)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가스터빈 개발 후 성능

R&D(’24~’28년)도 이어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40

등을 검증하는 ‘가스터빈 시험연구발전소’ 구축을 추진하

년까지 300MW급 수소전소 가스터빈 조기 상용화를 목표

고 중소기업 기술애로를 해소하는 ‘기술지원사업단’도 기

로, 올해부터 수소 혼소와 전소가 가능한 연소기 개발에

획·운영해나갈 예정이다.

착수하는 한편, 이를 통해 수소혼소 대형 가스터빈 복합화
력 실증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고부가가치 핵심소재부품 분야 역량제고 병행
추진이다.
핵심 고온부품인 블레이드베인대형디스크 3대 분야

또한 국내외 산학연 전문기관간 기술정보 교류 확대
를 위해 내년부터 ‘가스터빈 혁신성장 포럼’을 운영하고,
산학 연계형 석박사급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기술전문 인
력양성 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전환 과정
에서 안정적 전력수급 유지를 위해 당분
간 LNG발전은 확대 유지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위해 가스터빈의 기술자립화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산학연간 연대와 협력
하에 국내 가스터빈산업 생태계를 잘 구
축해 나간다면 중장기적으로 수소 발전으
로의 에너지전환과 2050 탄소중립 사회
경제로 나아가는 튼튼한 디딤돌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전환과 탄소
중립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지만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라며, “이
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끌려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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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빅4 점유한 가스터빈 시장, 국산 특허로 뚫어라
두산중공업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 이래 지난 5년간 특허 늘어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5번째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
보유국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최근 가스터
빈에 관한 국내기업의 특허출원이 더욱 활
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터빈은 연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
는 발전소의 핵심부품으로, 원천기술 획득
이 어렵고 시장 진입장벽이 높다. 발전용
가스터빈의 생산업체는 세계적으로 4개 업
체(GE, 지멘스, 미츠비시,안살도) 뿐이었으
나, 2019년 두산중공업은 발전용 가스터빈
의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발전용
가스터빈 특허는 2010년대 초반(’10~’13
년) 연평균 10여건 수준이었으나, 최근
(’15~’19년)에는 연평균 20여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미츠비시
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된 2017년 전후
3년간 384건을 출원하여 같은 기간 미츠
비시(158건), 제너럴 일렉트릭(101건), 지멘
스(41건)를 크게 앞지르며 기술과 특허 확
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터, 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들이 융합되고 있는 추세”라

LNG 발전량을 현재 40GW 수준에서 향후 60GW까지

고 강조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핵심특허를 확보해 지식

증가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석탄이나 원

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

자력발전에 비해 환경과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이 큰 LNG

획”이라고 말했다.

발전의 핵심부품인 발전용 가스터빈에 대한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신상곤 기계금속국장은 “보다 친환경적이고 효
율적인 LNG 발전을 위해, 기존 발전용 가스터빈에 빅데이

한편, 특허청은 가스터빈 소식지를 통해 최신 특허기술
및 학술동향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창출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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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뉴스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
‘그린뉴딜’ 발표로 탄소중립의 첫 걸음, 탄소중립 공식화
자료: 정책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

써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낮은

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표에 각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고 있다. 이에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자 한다”며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한 한국의 의지를 밝혔다.

감축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

한국의 산업구조와 사회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편이

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했고, 모든 당사국은

기 때문에 탄소중립의 실현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탄

올해 연말까지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지구평균

소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기후위기에 공동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를 달성하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또 다른

기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를 제출해야 한다.

기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

그렇다면 왜 2050년일까? 그 배경에는 지난 2018년

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피할 수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

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구온

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의 평균 기온이 1℃ 올라갈 때마다 옥수수, 쌀, 밀의 생산

탄소중립(넷-제로)이란 무엇일까?

량은 약 3~7%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
구의 온도를 인류생존 한계선인 평균 1.5℃로 맞추려면 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

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낮춰야 한다고 언

실가스는 흡수(산림) 및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급했다. 이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시작했으

0(ZERO)이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며, 세계 경제도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는 상태다.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로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
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선

협정)이 채택됐다. 이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함으로

택으로 탄소중립을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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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난달 기준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는 총 6개국이

고, 10월 28일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다. 스웨덴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지난

탄소중립’ 목표를 처음 공식화했다.

2017년 6월 법제화를 마쳤다. 영국과 프랑스, 덴마크, 뉴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개발도상국에 더 큰 부담이

질랜드도 지난해 법에 탄소중립을 명시했으며, 헝가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기술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올해 탄소중립 법제화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

탄소중립 법제화까지는 아니지만,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통해 개도국의 지속 가능 발

(LEDS)를 통해 탄소중립 계획을 천명한 나라도 많다. 우

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에 한국

선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그린딜’을 통해 2050년

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영국에서 열리는 제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올해 중국은 2060년, 일본은

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가 기

기를 바라고 있다.

후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조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수소를 산업, 수송, 건물 등 모든 부문 이용 확대 ▲그린리

통해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

모델링, 제로에너지빌딩 등 디지털 기술과 연계해 에너지

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효율 향상 ▲혁신소재,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등 탈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탈탄소 흐름에 발 맞춰 무거운

탄소 미래기술을 개발 ▲원료연료의 재활용재사용으로

책임감을 갖고 나아간다. 정부는 올해 7월 한국판 뉴딜 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의 탄소

환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의 첫 걸음을 떼

흡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KEMC

선진국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통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 온라인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11월27일 「분산

위한 제도를 검토한다. 두 번째, 전력수급에 따른 조정이

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

불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조정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했다.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등 분산에너지 친화

이를 통해 금년말 발표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
맵(안)」의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지자체 등 이
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산업부가 발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의 주
요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분산에너지의 송배전 편익·변동성 편익 등을
지원하는 제도와 수도권 신규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적인 시장제도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세 번째, 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및 공공 ESS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하는 그린수소 생산, 전기차 충방전, 열 저장 등을 개
발 확산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구
축을 지원하고, 지역에너지센터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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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AI, 블록체인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 유지관리한다
ETRI, 태양광 사업 전주기 플랫폼 기술 개발해
태양광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

에너지 마에스트로는 어떤 기술

환을 가속시킬 기술이 개발됐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을 더해

ETRI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블록체인 연계 전력중

태양광 발전 인프라와 관련된 전 주기 기술을 개발했다

개 플랫폼 ▲분산에너지자원 원격 실시간 모니터링 ▲빅

고 밝혔다.

데이터 및 AI 기반 태양광 유지관리 플랫폼 기술 등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블록체인 연계 전력중개

먼저, 블록체인 연계 전력중개 플랫폼 기술은 전력거래

플랫폼, 분산에너지자원 원격 실시간 모니터링, 빅데이터

소(KPX)에 개설된 전력중개 시장 내 거래의 투명성과 신

및 AI 기반 태양광 유지관리 플랫폼을 개발했다. 과거 단

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순히 태양광 발전현황 및 모니터링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인증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자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

연구진은 발전예측에서 판매, 안정화까지 전 과정을 엮어

여할 수 있다. 사용자의 권한과 허가 여부 등을 꼼꼼히 검

마치 에너지 지휘자(Maestro)처럼 만들었다.

증해 전력중개 거래의 보안 문제를 해결, 비즈니스 진입

‘에너지 마에스트로’기술이란 이처럼 에너지자원 통합

장벽을 낮췄다.

및 예측 기술, 시장연계 기술 등을 한데 모은 플랫폼 기술

ETRI 연구진은 중개사업자가 소규모 전력을 모아 집합

이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들과 함께 에너지

자원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운영시스템을 개발했다. 전

신산업 인프라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력중개 시장 참여자 인증 및 접근을 제어하고 에너지 발
전량 데이터, 전력중개 계약 및 정산
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지원해 중개
플랫폼의 보안성이 강화됐다.
분산에너지자원 원격 실시간 모
니터링 기술은 전력중개 및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여러 지역에 분산된
전력을 모아 집합자원 단위로 관리
및 거래토록 데이터를 관측, 제어 관
리하는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을 통
해 수집된 에너지 정보는 수십 종에
이르나 연구진이 표준화된 상태로
관리하게 설계해 사용자 간 거래의
편의성을 확보했다.

ETRI 연구진이 실시간으로 분산에너지자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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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소규모 발전 사업주가 충

남, 경북, 전남 곳곳에서 수집한 분산에너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통합할 수 있어 자원관리가 쉬워지고 인증된 사
업자 간 네트워크로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태양광 유지관리 플랫폼 기술은 전국
2,900여 개 태양광발전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태
양광 산업 생태계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다.
태양광 에너지는 날씨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 ‘불안정한
전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발전량 예측의 정확도
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척도다. 연구진은 천리안을 비
롯한 국내외 기상위성으로부터 기상정보를 받아 국지적인

에너지 마에스트로 플랫폼 연관/개념도

발전량 예측이 가능토록 했다. 하루 전 예측 오차와 단기
예측 오차를 각각 10%, 6% 이내로 줄여 에너지 발전의 안
정성 확보를 노력 중이다.
또한, 실제 발전량 등과 비교해 발전소의 이상 여부 진
단과 자동복구를 지원한다. 노후화 및 고장진단에 따른 폐
기 여부도 타진한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소 설립 후 운
용 중에 발전성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노후화 상태 및
모듈의 교체 여부 등을 확인, 수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
시 폐기 진단을 거쳐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절감케 한다.

분산에너지자원 원격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화면

전력거래, 중개시장 인프라 구축
ETRI는 이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전
력거래 및 중개시장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 태양광발전 및
유지보수, 전력중개 사업자 등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잉
여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 P2P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결과물은 전력거래소, 전기연, (주)해줌, (주)아
이온, (주)엘시스, (주)탑인프라, 한빛이디에스(주), 고려대,

ETRI 연구진이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전력중개 시스템

충북대 등 공동연구기관들과 산학연 협업의 산물이며, 추
후에도 적극적인 생태계 협력모델 추진을 제고하여 산업,

술출품을 통해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본

공공분야의 믿을만한 AI 확산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플랫폼 기술로 그린 뉴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디지털

ETRI 이일우 에너지환경ICT연구단장은 “12월 16일부
터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기

에너지 전환 기반 신사업의 기술적 뒷받침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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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VA가 사상 최초로 공개하는 APL의 핵심통신망 기술
PROCESS 계장, 단일쌍 이더넷 기술은 무엇인가
산업용 이더넷은 EtherNet/IP가 “사물 인터넷[IoT]” 운동의 선두 주자로 부상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이 글에서는

컨택터 및 푸시버튼과 같은 많은 저가형 제약장치 즉, “사물”에 EtherNet/IP 배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일련의 운영개
념을 제시하여 산업 플랜트의 모든 장치가 동일한 세트와 통신 할 수 있는 노드 비용, 노드 크기 및 스마트시스템 시운전용이

성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단일 네트워크의 비전을 실천 가능하도록 유도한 것이 APL에 큰 기여를 한 것 중 하나로 본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용 이더넷 솔루션은 EtherNet/IP가 선두 주자로 부상하면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존 필
드버스 솔루션과 센서 네트워크는 축소 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많은 잠재적인 산업용 이더넷 노드는 모두 유선으로 연결
되어 있다. 그들의 변화가 이 논문의 초점이다.
글/ ODVA ACTIVITY MANAGER I. Y.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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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국제기관끼리 협력과 공조를 통해 PROCESS 계장
산업[ETHERNET-APL]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2022년도
에 IEC를 통해 세계에 전격 발표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에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단일 쌍 이더넷[Single-pair
Ethernet]이라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APL의 핵심 통신망
기술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 ODVA가 보유한 산업용 필드버스 EtherNet/IP
가 큰 테마로 부상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현
실은 필드버스와 센서 네트워크가 여전히 큰 위치를 점하
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잠재적 네트워크 노드들이 유선으
로 연결되어 있다. 최종 사용자는 EtherNet/IP 및 관련 개
방형 에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조화된 네트워크의 이
점을 이해하고 추구하려고 한다. 그 이점은 다음과 같다,
- 게이트웨이 최소화 및 배선제거, 적격 인력 풀 확장
- 클라우드 연결 및 분석을 통한 최적화[Optimization] 및
유지관리 기회 개선을 통한 복잡성과 비용의 감소 등

1. 서문
먼저 최근 PROCESS 계장산업 분야의 패러다임이 아

그림 1. 산업 오토메이션 네트워크 시장 점유율

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며, 스마트화가 이 분야의 전
통적인 형태를 국제 PROCESS 계장산업의 선두 그룹

이러한 이점 추구로 인해 이더넷이 에지(Edge)에 있

에 속하는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에머슨, 일본의 요코가

는 다른 네트워크를 대체 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을 개발하

와 등 메이커가 선두에 나서서 적극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기 위해 수많은 산업이 IEEE에게로 넘쳐났다. 그 결과 단

있다. 여기에 소위 국제 3대 SDO로 불리는 FieldComm

일 쌍 이더넷 패밀리[Single-pair Ethernet]는 배선, 노드

Group, PI(PROFIBUS & PROFINET International), ODVA

비용, 크기 및 전력소비를 줄여 단일 쌍을 통해 통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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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제공한다. 결정적으로 이더넷 버스의 변형은 캐비
넷 내 구성 요소와 같이 매우 제한된 장치를 대상으로 한
다. 이전 몇 년간의 논문은 IETF 및 IEEE에서 채택하거
나 영감을 얻은 일련의 개선 사항들을 제안한 적이 있다.
EtherNet/IP를 제한된 애플리케이션[예: PROCESS 계장

상표[Trademarks]
DeviceNet®, CompoNet® 및 EtherNet/IP™는 ODVA, Inc. 의
상표이다. HART ®, HART-IP™ 및 FOUNDATION™은
FieldComm Group의 상표이다. PROFIBUS, PROFINET 및
IO-Link는 PNO [PROFIBUS Nutzer-Organisation]의 상표이다.

분야]에 적용하여 단일 네트워크 비전을 더욱 활성화하려

CANOpen®은 CAN in Automation의 상표이다. Modbus®는

고 ODVA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SCHNEIDER ELECTRIC USA, INC의 상표이다. CC-Link 및

올해 운영 개념과 함께 이 ODVA의 논문은 PHY 시장
을 확장하기 위한 현재의 표준이자 T1S PHY 사양의 업그
레이드가 가능한 후속조치인 IEEE P802.3cg, EtherNet/

CC-Link IE는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의
상표이다. AS-Interface는 Verein zur Forderung busfahiger
Interfaces fur Binare Aktuatoren und의 상표이다. Sensoren
e. V. INTERBUS는 Phoenix Contact GmbH & Co.의 상표이다.

IP 시스템 아키텍처 특별위원회-SIG[Special Interested
Group] 및 UDP를 다루는 EtherNet/IP 물리계층 특별위
원회-SIG[Special Interested Group] 작업에 대해 지금부

용어 정의

터 실질적 논의를 시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능검색,

“스위치 전원”과 “제어 전원”이라는 용어는 이 글 전체에서

프로파일 개념 및 PHY, 케이블, 커넥터 및 프로파일 개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Nodal

념의 모듈 식 내용을 추가했다. 이 진일보된 SPE(Single

Geography는 EtherNet/IP의 제한된 장치와 네트워크의 모든

Pair Ethernet/단일 쌍 이더넷)에 대해 지금부터 ODVA의
EtherNet/IP와 CIP[Common Industrial Protocol]를 중심
으로 진단하겠다.
아무쪼록 이 글이 PROCESS 계장분야[ETHERNETAPL]을 공부하는 관심이 많은 기술자들에게 보탬이 되었
으면 한다. 이 논문의 발표는 미국 플로리다 주 팜 하버에
서 ODVA가 2020년 3월 4일 ODVA 산업 컨퍼런스 및 20

노드에 대해 정렬 된 ID 개체 장치 키[KEY] 집합으로 정의한다.
I n d u s t r i a l Au to m at i o n : 산업자동화 즉, 내용에
디스크리트[Discrete], 프로세스와 하이브리드 자동화(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합쳐지는
일괄기술의 자동화)가 포함된 산업 자동화를 말함
NAMUR : 독일, 프로세스 자동화 사용자 그룹[Process
Automation user group]
APL : 고급물리계층[Advanced Physical Layer], 이더넷을

차 연차 대회 회의서 발표 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

아날로그 PROCESS 계장분야로 가져 오는 고급

해 본다.

물리계층시스템으로 국제단일 PROCESS 계장표준이며,
SIEMENS, ABB 등 12개의 DCS 메이커포함 세계적 PROCESS
계장 자동화 회사들과 O D VA, F i e l d C o m m G r o u p,

Keywords

PI인터내셔날 등, 3대 국제 SDO[국제표준개발조직]가 포함된
PROCESS 계장 디지털 표준 즉, ETHERNET-APL을 말함.

EtherNet/IP, 제한노드 네트워크, APL, 인-캐비넷[In-cabinet],

IETF : IP 관련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기구인 인터넷 엔지니어링

6TiSCH, 이더넷, IEEE 802.3, IEEE 802.3cg, 단일 쌍,

태스크 포스[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의 약어임.

산업자동화, 프로세스자동화, 필드버스, NAMUR, ODVA, 실제

IP :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Nodal Geography 참조지역, 네트워크 전원, 라인선택, 라인

6TiSCH : IP를 지원하는 저전력 무선에 대한 IETF 표준 및 초안

프로토콜 선택, 그룹 5메시징, I D C-절연변위 커넥터,

IEEE Std 802.3cg-2019 : 10BASE-T1L 및 10BASE-T1S

장치시운전, 네트워크시운전

PHY를 포함한 이더넷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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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 : PHYsical layer의 약어. 링크계층을 물리적 매체에
연결하는 물리계층
MAC : 매체 액세스 제어계층[Medium Access Control layer] (IEEE)
SPE : 단일 쌍 이더넷[Single Pair Ethernet]
PoDL : 파워오버데이터라인[Power over Data Line] (IEEE
단일 쌍 전원)
Fieldbus : 실시간 제어를 위한 산업용 인터넷네트워크
프로토콜
Industrial Ethernet : 이더넷을 통해 작동 가능한
산업용인터넷인 필드버스프로토콜[Fieldbus protocol operable
over Ethernet]을 말함.
Edge : 네트워크 코어에 연결된 리프[Leaf] 노드(예: 센서 및
액추에이터)인 에지.

ASIC : 주문형 반도체[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의 약어이며, 애플리케이션 별 집적 회로를 말함. 일반
집적회로와 달리 특정한 전자/정보통신 제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비 메모리 반도체 칩. 논리 회로 형 반도체(FPGA)에 비해
값은 싸나, 상품화에 오랜 시간필요.
Network Commissioning : EtherNet/IP에서 제한된 장치에
대해시험 및 시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네트워크
시운전이며, PROCESS계장 네트워크의 모든 장치에 대해서 시
운전을 시행하는 프로세스 임
PCS : 물리적 코딩 하위 계층[Physical Coding Sub-layer]의 약어
PMA : 물리적 매체 부착[Physical Medium Attachment]의 약어
PMD : 물리적 매체 의존[Physical Medium Dependent] 의 약어

Gateway : ISO 모델 계층에 걸친 네트워크 프로토콜
변환기(게이트웨이)
S w i t c h : I E E E 802.3 브리지, M A C 주소 기반의

단일 네트워크의 비전

포워딩[forwarding]스위치
IT :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OT : 전문적 운용기술[Operational Technology]
MES : 제조실행 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s]
Purdue Model : 계층화 된 기능자동화 모델 [Layered

많은 최종사용자들이 이더넷, 인터넷 프로토콜(IP) 및
관련 개방형 에코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조화로운 네트
워크의 이점을 이해하려 하고, 또 찾고 있다. 이러한 욕구

functional automation model]

는 여러 산업분야의 조직 내에서 표현되고 있다. 그림 2에

IIoT :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산업용사물인터넷]의 약어.

몇 가지의 예를 참조 바란다.

Intrinsic safety : 본질 안전 방폭[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장비를 안전하게 작동 할 수 있는 방법]
Point-to-point : 각 끝 단에서[점 대 점] 단일장치와의
통신-링크를 하는 것을 말함
Multi-drop : 동일한 링크를 공유하는 여러 장치와의
다중으로 통신을 링크함을 말함
PLCA : [PHY-Level Collision Avoidance의 약어]PHY 수준의
충돌방지를 위한 멀티드롭 결정성 프로토콜을 말함
Full-duplex : 전 이중통신/링크에서 양방향 동시통신을 말함.
Half-duplex : 반 이중통신/링크에서 한 번에 한 방향으로만

그림 2. 이더넷, 인터넷 프로토콜(IP) 및 관련 개방형 에코시스템

일례로 자동차 산업은 모든 이더넷 차량을 위해 노력하

통신함을 말함

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OPEN망을 형성했다. 온 페어 이

C A N : [L o c a l A r e a N e t w o r k의 L A N대신 공장의

더넷 얼라이언스(One Pair EtherNet Alliance)는 다양한

제어영역인CAN[Controller Area Network]의 통신 프로토콜,

SPE(Single Pair Ethernet/단일 쌍 이더넷)솔루션을 홍보하

컨트롤러 영역의 네트워크를 말함
MCU : [Micro Controller Unit]의 약어. 마이크로 레벨의
미세하고 정밀한 제어장치를 말함

고 있다. 이제 이더넷은 차량의 다른 네트워크를 대체하기
위해 에지로 이동한다. 디지털 셀링[Digital Ceiling] 파트너
의 생태계는 점유와 보안 등을 위해 이더넷 기반의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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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 및 관련센서를 홍보하고 있다. 독일의 PROCESS
계장 자동화 최종 사용자그룹 나무라(NAMUR)는 기기 및
관련 장치를 위한 이더넷 및 IP 기반 자동화 프로토콜을 요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ODVA를 포함한 APL(Advanced
Physical Layer) 조직과 동료조직은 솔루션으로 이에 대응
을 하고 있다. IEEE는 에지의 특수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
기 위해 SPE 표준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

그림 3. 여러 산업들은 에지 네트워크를 대체하기 위해 이더넷의
향상 추구

브는 단일 네트워크의 강력한 이점으로 인해 그 존재가 가
능 한 것이다. 그 이점을 다음과 같이 나열해본다.

IEEE Std 802.3cg-2019에는 다음 2개의 PHY가 포함
되었다

•유사한 비용으로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치환된 네
트워크에 비해서)

IEEE Std 802.3cg-2019에서 기술하는 것은 다음 2개

•값 비싼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게이트웨이가 없어진다.

의 PHY[(PHYsical Interface)]의 약자로, 프로토콜 계층

•기존의 대규모 생태계[에코시스템]의 프로토콜, 보안,

[Protocol layer]을 물리계층[Physical layer]로 바꾸어 시

네트워크 스위치 등을 활용할 수가 있다.

리얼 통신으로 만든 뒤 다른 칩과 통신하는 것을 말하며

•설치, 유지관리 및 관리의 복잡성이 감소된다.

고속통신 칩에 주로 쓰이는(예: USB PHY, Ethernet PHY,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의 단순화 된 통합이 가능

HDMI PHY 등등)이 포함된다.

해진다.
•상호 운용 성 문제의 감소 등이 큰 이점으로 작용하
게 된다.

▶10BASE-T1L:
•장거리 주소
•PROCESS계장 자동화 기기를 대상으로 함

IEEE의 공헌

•1000m, 본질 안전 방 폭의 호환이 가능한 기존의 자
산화 배선[Legacy wiring]

IEEE 내에서 SPE 표준제품 패밀리가 개발되었다. 단
일 쌍 이더넷 을 통한 통신 및 선택적 전원이 가능하여 배

▶10BASE-T1S :

선, 노드 비용, 크기 및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가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 문제를 해결

초기 SPE 표준에는 100BASE-T1(100Mb/s), 1000BASE-

•교체대상[Targeted at replacing]:

T1(1000Mb/s) 및 PoDL로 알려진 옵션전원이 포함되었다.
2020년 2월에 또 다른 패밀리인 IEEE Std 802.3cg-2019
가 출시되었다. 새로운 표준은 제한된 애플리케이션을 대
상으로 하는 10Mbit/s SPE PHY 쌍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림 3에 나와 있는 여러 산업들은 에지 네트워크를 대

-자
 동차 산업에 사용 되는 CAN, CAN FD, MOST
및 Flex Ray 프로토콜
- 인 캐비닛 산업 자동화[In-Cabinet Industrial
Automation]를 위한 하드 와이어 구성요소
-데
 이터 센터의 I2C 및 SPI

체하기 위해 이더넷의 향상을 추구하고 표준에 기여를 했

•25m 멀티드롭 옵션

다고 말할 수 있다.

•PHY 수준의 충돌 방지(PLCA) 프로토콜에 의한 결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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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EtherNet/IP 응용 분야

제한된 인 캐비넷 장치 문제 공간

그림 4. EtherNet/IP를 위한 제한된 애플리케이션 영역 후보
그림 5. 제한된 인 캐비넷 장치 문제 공간

그림 4는 네트워크 에지에서 EtherNet/IP를 위한 몇 가
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영역을 보여준다. 이들은 필드장

필요한 제어전원(24VDC) 배선의 양 제어 파일럿 장치(예:

치에 대한 제한된 응용 프로그램이다. 기본제어에서 엔터

푸시 버튼, 표시기버튼, 접촉 기 등)는 참고로 보기 바란다. 이

프라이즈에 이르기까지 100BASE-TX 이더넷 및 새로운

것은 그림 5 제한된 인-캐비넷[In-Cabinet] 장치 문제 공간

1000BASE-T 이더넷이 적합하며 제자리에 남아있을 가

그래픽에서 “빨간색 와이어”로 표시된다. 일반적으로 “하드

능성이 높다. 필드 수준에서 이들은 먼저 나열된 제약 조

와이어드” 라고 하는 선을 연결하고 연결 파일럿 장치에 제어

건을 충족하기에는 아주 적합하다고는 말 못한다. 또한

전원을 공급하여 조작한다. 간단한 캐비넷 내 적용을 위한 전

제한된 EtherNet/IP 애플리케이션 영역에는 PROCESS

선의 수시 운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복제할 경우 오류가

계장 자동화 및 저전력 무선관련 애플리케이션 영역이 포

발생하기 쉽다. 일단 시운전 된 ‘하드 와이어’ 시스템은 분석

함된다. 여기에는 물론 기계 내 구성 요소도 포함이 된다.

을 위한 지능형 데이터를 거의 또는 전혀 제공하지 않으면서

내용 의 각각에는 표시된 대로 고유의 제약조건이 있다.

작동 또는 시운전 프로세스 중 구성요소 업데이트 문제 해결

이러한 응용 분야는[2]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또

을 포함하여 유지 관리에 높은 오버 헤드를 제공한다.

다른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은 이 글의 초점인, 인-캐비넷
[In-Cabinet] 구성요소이다. 여기서 전환이란 주로 하드

제한된 인 캐비넷 장치 고객 요구사항

와이어링[Hardwiring]에서 네트워크 장치로의 전환을 말
한다. 물론 저비용, 소형 및 저전력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제약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제한된 캐비넷 내 장치 문제 공간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고객청취 세션을 기반으로 추출 된 주요 고객 요구 사항
은 다음과 같다.

제한된 인 캐비넷 장치를 위한 단일 쌍 이더넷

•경제적이어야 한다.
-저
 비용 미디어를 사용해야 한다.

다음 섹션에서는 제한된 내부 캐비넷[In-Cabinet]에 대

-일
 반 제품의 가격과 크기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해 설명을 한다. 장치 관점과 단일 쌍이 어떻게 이 공간에

-상
 용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더넷 기술을 적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한다.

-유
 선 솔루션보다 “총 소유 비용”이 낮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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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간편해야 한다.

리 요구 사항을 줄이기 위해 이더넷 스택이 제한된다.

- 사용하기 쉬운 단일 미디어 커넥터를 사용해야 한다.

- 10Mbps ½ 듀플렉스, 최종 노드는 일반적으로 파일

- 간단한(또는 아예 없는) 네트워크 시운전 방법론

럿 장치이므로 IEEE 802.3cg 10BASE-T1S 사양에

을 포함해야 한다.
- 미디어 트렁크 및 낙하 거리 계산의 필요성을 제
거해야 한다.

따라 통신 속도와 같은 시스템 성능측정을 최소로 선
택할 수 있다.
- 미디어는 멀티컨덕터 케이블 25m 케이블길이, 멀티
드롭 토폴로지로 제한된 인-캐비넷[In-Cabinet] 문

•충분한 기능
- 패널 빌더를 위한 인 캐비닛[In-Cabinet] 배선을

제를 지원하여 총 시운전시간을 단축해 이 솔루션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단순화해야 한다.
- 전원 장치 전자 장치 및 스위치(제어)에 네트워크

제한된 인 캐비넷 장치를 위한 기술 아키텍처

전원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 접촉 기 및 릴레이의
작동을 용이하게 하는 전원이어야 한다.
- 동일한 전선에서 비 안전 및 안전 장치를 지원해

아래 그림 6은 SPE 10BASE-T1S를 실행하는 기술 아
키텍처를 제안한 구성도면이다.

야 한다.

제한된 인 캐비넷 장치를 위한 단일 쌍 이더넷
단일 쌍 이더넷은 여러 기술속도 및 토폴로지로 구성되
며 제한된 EtherNet/IP 애플리케이션 영역을 참조 바란다.
충분한 기능, 사용의 용이성 및 저렴한 비용에 대한 고객
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0BASE-T1S라는 10BASE 기

그림 6. SPE 10BASE-T1S를 실행하는 기술 아키텍처를 제안한
구성도

술로 충분하다. 다음은 제한적인 인 -캐비넷[Constrained
In-Cabinet]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10BASE-

주목할 점

T1S의 주요 기술적 특성을 보여준다.
- 저전력 ~ 250mW (캐비닛 내 애플리케이션 사용시)
장치의 열 방출이 제한된다.

1. 여러 장치를 연결하는 다중컨덕터 플랫케이블[Multiconductor flat cable]은 모두전원을 공급한다(스위치전

- 비용 절감, 대부분의 대상 파일럿 장치는 비용이 저

원 및 네트워크전원). 10BASE-T1S 통신을 가능 하게하

렴하므로 이러한 장치에 대한 통신; 인터페이스는 이

는 멀티 드롭 토폴로지[multi-drop topology]에서 위 그

솔루션의 상업적 수용을 유지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

림은 ‘파란색 선’으로 표시를 한다.

이 필요하다.
- 제한된 이더넷(UDP만 해당)은 파일럿 장치의 물리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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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 6에서 “녹색 선”으로 표시된 컨트롤러에 대한 4
선의 이더넷을 연결한다.

공간이 적으며 일반적으로 이 솔루션에 배포 할 수 있는

3. 전체 시스템은 24VDC 전원 공급 장치로 전원이 공급

전자장치의 패키지 크기에 물리적 제약이 있으므로 메모

된다. 두 가지 전원 채널이 정의되어 있다. NP(Network

Power) 및 SP(Switched Power) NP 전력은 통신에 전
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된다. 전체 네트워크 회로, SP

제한된 캐비넷 내에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EtherNet/IP 미디어

전원은 모든 출력부하이다.
4. 게이트웨이는 NP(Network Power) 및 SP(Switched
Power) 채널 모두에게 전원을 공급한다.

우리는 혼합 게이지 7 컨덕터 케이블을 제안한다(We
are proposing a mixed gauge 7 conductor cable:)

5. 게이트웨이가 할 수 없는 경우 시스템에 새SP전원을
주입하려면 SP탭[Tap]이 필요하다. 모든 부하에 SP 전
원을 제공한다.
그림 8. 컨덕터 케이블

제안 된 기간

접촉 기 코일을 작동 시키기 위한 스위치 (제어) 전원용
그림 7. ODVA SIG 제안 타임라인은 제한된 인 캐비
넷 장치에 대한 단일 쌍 이더넷의 전체 사양을 게시하
기 위한 활동 일정을 강조하는 것이다. 통신 프로토콜
및 관련 사양의 정의는 ENIP 시스템 아키텍처 특별위원
회-SIG[Special Interested Group]에 의해 정의되고 있으
며, T1S(’20 년 4 월 게시)에 대한 UDP 전용 전송 프로파
일, 제한된 인 캐비닛 장치에 대한 CIP 보안 및 T1S용 캐

컨덕터 2개:
•장치 전자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네트워크 전
원용 컨덕터 2개
•T1S 기반 PLCA 멀티드롭[Multi drop] 이더넷 통신을
위한 SPE 신호 단일 쌍 컨덕터 2개
•단순 순차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셀렉트 라인
[Select Line]용 컨덕터 1개로 선형 탐색 노드 토폴로지.

비닛 애플리케이션 프로필에 제한된다.
와이어 게이지:
•NP-, NP +, SP +, SP- 용 20AWG 와이어 (19가닥)
•SPE +, SPE-, 셀렉트 라인[Select Line]용 24AWG
전선(7가닥)
키잉[Keying] 기능:
•SPE 데이터 쌍 및 Select 라인 컨덕터가 키잉[Keying]
기능으로 사용되어 잘못된 커넥터 방향의 가능성.
그림 7. ODVA SIG 제안 타임라인

미디어 정의는 3ESEs 제공, 케이블 및 커넥터 사양,

데이터 쌍 임피던스: 100ohm, 절연 전압[insulation
voltage]: 600V

SP탭 커넥터 및 접지 사양과 미디어 계획, 설치 설명
서를 발음하는 데 중점을 둔 ENIP 물리계층[Physical
Layer]특별위원회-SIG[(Special Interested Group)]에
서 수행된다.

<다음로호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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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18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
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 11.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

을 말한다.

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

2. “사업계획”이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에서

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발전사업 운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

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행계획을 말한다.

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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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공고되는 구역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전기사업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 실시기관”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
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

은 다음과 같다.

고 사업계획의 이행을 총괄 수행하는 지방자치

1.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란 환경친화적 신

단체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고 운영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자치구)를 말한다.

④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단지 내에 1개

5. “사업시행자”란 실시기관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또는 2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관리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고, 각각의

하는 자를 말한다.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

6. “ 전담기관”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센터를 말한다.
제4조 (집적화단지 입지 요건 등) ① 집적화단지 입지
는 실시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공기업, 공공

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로서 발전용량이 40메가
와트를 초과하여야 한다.
⑤ 집적화단지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기관, 민간사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역을 발

1.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발전설비, 케이블 등)

굴할 수 있다. 풍력발전의 경우 후보지역 발굴시 정

2. 변전시설(변전소 등)

부가 구축한 풍력 입지 정보도를 우선적으로 활용

3. 운영시설(모니터링 센터 등) 및 부대시설

하여야 한다.

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실시기관이 광역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

제5조 (민관협의회) ① 실시기관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도, 특별자치도로 이하 “광역지자체”라 한다)

야 한다.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제2호에 따른 시, 군, 구(자치구)로 이하 “기초

한다.

지자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광역지자체와

1. 집적화단지 입지 후보지역에 관한 사항

기초지자체는 상호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지

2.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를 발굴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입

판매 수익의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지를 발굴할 수 있으며, 광역지자체는 예산 또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

는 관할 지방공기업의 참여 등 필요한 사항을

3. 개발입지의 환경에 관한 사항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민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③집
 적화단지를 위한 입지 및 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태
 양광, 풍력 등 집적화단지 조성에 적합한 자원
을 보유할 것

사항
③ 민관협의회는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중앙행
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관, 관련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

2. 전원(電源)개발행위가 가능할 것

은 장관이 정하는 표준절차를 준용하여 실시기관

3. 집 적화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

이 민관협의회를 통해 정할 수 있다.

할것
4.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집적화단지 조
성이 가능할 것
5. 신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④ 실시기관은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사업계획
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

41

에너지 산업 고시

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

하여야 한다.

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1. 집적화단지의 명칭위치면적

다)에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

2. 집적화단지 개발 및 발전사업 시행방법

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

3. 토지공유수면 등 부지 이용계획 및 인허가 추

및 관계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사

진 계획

업계획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공청회 등

4.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기반 시설계획

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

5. 환경성 및 수용성 확보 계획

야 한다.

6.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1. 집적화단지의 개요

판매 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주민 이익공

2. 사업계획에 대한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유 계획

3.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
4.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5. 그 밖에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설명회는 해당 집적화단지가 위치
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인 주민
등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③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가 개최

7. 민관협의회, 사전입지컨설팅, 주민 등 관계전문
가 의견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
8. 위 각 호와 관련된 실시기관의 역할 및 사업계획
이행 계획
②제
 4조제2항에 따른 시⋅도의 지방공기업 또는 발
전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은 실시기관이 사업계획
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

제8조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① 집적화단지 지정을

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받고자 하는 실시기관은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민등에게 해당 집

수립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적화단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신청하여야 한다.

듣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전에 다음 각

1. 설
 명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사유와 의견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시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

1. 제5조에 따른 민관협의회 협의

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개제할

2. 제6조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것

3.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한 해당 개발구역을

2. 주
 관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등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
력할 것
④ 실시기관은 공청회 등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를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시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와의 협의 및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4. 환경부의 환경입지컨설팅, 산림청의 산림이용컨
설팅 등에 따른 사전입지컨설팅
제9조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 ① 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8조에

제7조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① 실시기관이 주도적으

따른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로 수립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

위탁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날로부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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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집적화단지에서 시

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기관에게 보완을

행하는 발전사업을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검

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

토기간에서 제외한다.

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7조에 따른 우대

②전
 담기관의 장은 제12조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 내에서 실시기관에 지

가를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단,
20일에 한하여 집적화단지 지정 여부에 대한 사
업계획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완료한 때

원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집적화단지의 원활한 개발과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에는 그 결과를 실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1조 (사업의 시행) ① 실시기관은 제10조제1항에

실시기관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방법

따라 지정된 집적화단지의 사업계획의 시행을 총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괄한다.

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

②실
 시기관은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시설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사업시행자를 공모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등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평가위

③ 실시기관은 사업시행자 공모시 사업 추진 능력,

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를 실

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 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

시할 수 있다.

가하여야 하며, 공모 실시 전 공모 기준, 절차 등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4항에 따라 평가를
최종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10조 (집적화단지 지정공고) ① 장관은 제9조제5항
에 따른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 결과를 검토하
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에 대해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
가, 심의, 자문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평가, 심의 또는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

1.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

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제13조제3항에 따른 경미

2.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한 사항을 제외하고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을 변경하

3. 사업계획의 이행확인 및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에서 재검토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검토
를 요청할 수 있다.

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 심의, 자
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산학연 등 20인 내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을 하였을

외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평가위원

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후에 지정

회의 위원장은 평가, 심의, 자문 등의 회의를 위

이 해제 된 경우에는 재공고 하여야 한다.

해 소집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전

43

에너지 산업 고시

담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평
 가위원회는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위원단 중에

화단지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서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소집하며, 소집위원의

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8조의 신청 절차에 따라 변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평
 가위원회의 평가, 심의, 자문 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평
 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②전
 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 평가심의 등의 절차는 제9조와 제10조
에 따른다.

를 제외한 점수로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이하 둘

③실
 시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적화단지 사업

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최종평가점수로 하

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고, 최종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업계획을 심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장관

의회에 상정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심
 의자문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안
에 대하여 위원별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기
 타 평가심의자문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집적화단지 또는 실시기관 또는 참여자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기간이 2년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제14조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 등) ① 장관은 제10조에

⑥전
 담기관의 장은 평가, 심의, 자문의 전문성과 공

따라 지정한 집적화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

정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회에서 제척하거나 배제하여야 한다.

실시기관의 변경 및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평 가, 심의, 자문 등의 대상(이하 “평가대상”)
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 위
 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평가대상과 이권
상의 관계가 있는 경우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집적화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2. 집 적화단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기사
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나. 평
 가대상의 실시기관과 상호평가 관계일 경우

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어느 한쪽만이 상대방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을 받은 발전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

경우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적화

다. 평가대상의 실시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2. 평
 가대상에 관하여 자문, 검토 등 관여하거나 관
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평가, 심의, 자문 등의 공정성을 해할 염
려가 있는 자
⑦평
 가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그 평가, 심의, 자문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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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 실시기관은 지정된 집적

단지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기타 중요한 사정으로 집적화단지
의 목적을 명백히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5. 이행 실적 확인 및 실태조사 결과가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기타 사업계획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실시기관의 변경 또
는 발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장관은 그 내

용을 실시기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공고

지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서

하여야 한다.

를 매년말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③실
 시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

는 지정 해제를 통보 받은 즉시 그 사실을 공보

야 한다.

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전
 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제15조 (실시계획의 수립) ① 실시기관이 집적화단지
내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
업으로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
자는 단지 내 각각의 발전사업에 대하여「전원개발촉
진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서면이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행현황을 점검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시행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
 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전담기관의 장
에게 제14조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 여부
를 심의토록 할 수 있다.
제18 조 (권한의 위임위탁) 장관은 집적화단지 사

제16 조 (사업계획의 이행 확인) ① 실시기관은 사업

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행 실적 보고서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를 증빙자료와 함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 있다.

단, 사업계획의 일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1. 집적화단지 입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사항에 대해서만 이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수

2.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의 평가심의 등

있다.

3.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

4. 지정된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받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
토록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적을 확인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원활한 조
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실적확인을 위해 실시기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부칙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이행 실적의 적정성 여부를 평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결과가 적절하지 않
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 심의를 통해 제10조
제4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실태조사 등) ① 실시기관은 지정된 집적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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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컨버터 설계 ③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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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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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단상 컨버터 구조 설계 및 기구물 구조 설계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일반적으로 토목, 건축, 기계,
선박, 항공, 우주 등 여러 산업 분야에 이용된다. HVDC

1. 구조해석

의 경우에도 단상 컨버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상별

구조해석이란 구조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과정으

서브모듈 직렬 개수에 따라 하중이 증가하여 수백 킬

로 하중이 작용하는 상태에서에서 구조물의 안전성을

로그램에 달하게 되므로 정확한 하중해석을 통한 구조

평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정보(부재력, 변위, 진동수,

적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진동모드 등)를 해석적 또는 수치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것을 뜻한다.

가. 단
 상 컨버터 구조물 설계

단상 컨버터는 건물 내의 지정 구역에 고정 설치되

안 전성(safety), 경제성(economy), 구조 성능

므로 뼈대(frame) 구조물의 정적 구조 해석만을 대상

(structural performance), 구조미를 나타내는 경관

으로 한다.

(aesthetics) 등을 고려한 최적화 설계가 필요하다.

구조공학은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물이 안전하고, 경
제적일 수 있도록 구조 시스템의 계획, 설계, 시공, 유

(1) 안전성 : 안전한 단상 컨버터 구조물의 조건은 작

지관리에 관한 고도의 공학적 기술을 다루는 공학의

용외력에 비해 구조물의 강도가 커야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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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률통계적인 개념에 바탕을 둔 구조물의 강

과 변위법(displacement method)을 이용하여 구조

도와 작용외력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구조물

해석이 가능하다. 응력법은 미지의 부재력을 적합

의 신뢰성을 단상 컨버터 구조물의 안전수준과

방정식으로부터 구하는 이론이고, 변위법은 미지의

안전여유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한다.

절점 변위를 절점의 평형방정식으로부터 구하는 이

(2) 경
 제성 : 단상 컨버터 구조물의 안전과 기준을 만

론이다. 이때 중요한 고려 대상인 작용하중은 단상

족하면서 경제적인 단상 컨버터 구조물을 설계하

컨버터 설계 단계에서는 동적하중도 등가 정적하중

는 것이 모든 설계자의 목표이며 초기 시공비용

으로 환산하여 정적구조해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과 사용 중의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총비용이

중요하다.

최소화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구 조 성능 : 단상 컨버터 구조물의 안전성과

다. 단상 컨버터 하중 해석

경제성은 일차 기본 목표이며 단상 컨버터 구

하중이란 구조물에 응력과 변형을 일으키는 모든

조물의 용도나 필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종류의 외력을 의미한다. 고려 대상인 하중 종류는

기능성 확보가 중요하다. 단상 컨버터 구조물

고정하중, 활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수

의 각 구성요소들의 내부식성, 내균열성 등의

압, 토압, 기타 특수하중 등이 있으며 다양한 하중

내구성 확보와 과진동이나 과처짐으로 인한

들의 동시 작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하중조합을 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성 확보가 중요

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한 요소이다.
(4) 구
 조미 :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대 교량이나 도심

(1) 고정하중 : 단상 컨버터 구조물 자체의 중량, 구

의 고가도로, 도심인근의 하천 횡단 교량 등도

조물에 반영구적 또는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물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설계가 매우

체의 중량으로 서브모듈, 냉각장치, 지지대, 배

중요하다. 미의 기준이 천차만별이므로 설계자

관, 배선, 전기설비 등의 중량, 기둥, 보, 바닥 슬

의 창조적, 예술적 재능에 따르지만, 구조물의 형

래브 등의 중량 및 기타 고정시설물들의 중량을

식과 설계가 자연스럽게 구조미로 연결되고 주

고려하여야 한다.

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미를 갖도록 설계

(2) 활하중 : 단상 컨버터 구조물의 시공 중 또는 완

되어야 한다. 하지만 단상 컨버터 구조물의 경우

공된 후 작용하는 크기와 작용 위치가 모두 시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에 고정 설치되

에 따라 변하는 고정하중 외의 일체의 하중이나

므로 주변 경관을 고려한 구조미 부분은 상대적

작용 외력을 의미한다. 특히 단상 컨버터 구조물

으로 중요성이 낮다.

에 놓인 일시적인 물체의 중량, 움직이는 리프트
차량의 중량 등도 고려 대상이다.

나. 단상 컨버터 구조 해석
단상 컨버터의 구조해석은 구조형식을 기준으로 정

2. 단상 컨버터 구조 설계 및 기구물 구조 설계하기

정 구조해석과 부정정 구조해석으로 구분하여 해석
할 수 있다. 단상 컨버터는 고정장치이므로 뼈대 구
조물의 고전적 해석 방법인 응력법(force method)

가. 단상 컨버터 구조 설계한다.
상별 서브모듈 직렬 개수에 따라 구조공학적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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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eries

<표1-9>
1-9>
분포상태에
따른
<표
분포상태에
따른 하중의
종류 하중의
및 특징
분류

표시

집중하중

위해 작용 외력에 비해 구조물의 강도가 충분히

종류 및 특징
단위

N

큰 상태인지를 검토하고, 구조물의 신뢰성을 단

설명

상 컨버터 구조물의 안전수준과 안전여유를 나타

한 점에 집중하여 작

내는 척도로 사용한다.

용하는 하중

(나) 서브모듈의 경제성을 검토한다.
단상 컨버터 구조물의 시공비용과 사용 중의 유

동일 크기의 분포 하
등분포하중

N/m

중이 연속적으로 작

지관리비를 포함한 총비용을 고려하여 경제성 수

용하는 하중

준을 검토한다.

(좌) 하중 크기가 직

(다) 서브모듈의 구조 성능을 검토한다.

선으로 변화하는 바
삼각형
등변분포하중

N/m

닥판에 작용하는 분

단상 컨버터 구조물의 각 구성요소들의 내부식

포하중
(우) 지하옹벽에 작용

성, 내균열성 등의 내구성 확보와 과진동이나

하는 수압, 토압

과처짐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구조 성능

(좌) 하중 크기가 직

을 검토한다.

선으로 변화하는 바
사다리꼴형
등변분포하중

N/m

닥판에 작용하는 분
포하중
(우) 지하옹벽에 작용

(3) 최대 직렬연결 개수를 결정한다.

하는 수압, 토압

서브모듈이 직렬연결될 경우의 한 암(arm) 당 최

(좌) 하중 크기가 직
선으로 변화하는 분
곡선형
등변분포하중

N/m

대 하중을 계산하여 연결 가능한 서브모듈 수를 결

포하중. 구조물의 변
형량을 계산할 때

정한다.

(우) 탄성 하중이 작
용할 때

나. 단상 컨버터 연결구조를 설계한다.

구조물의 어느 작용
모멘트 하중

Nm

점 또는 단부에 회전

상별 최대 직렬연결 가능 수를 고려하여 단상 컨버

을 주는 하중

터 연결 구조를 설계한다.
이동하중 및
연행 하중

N

(1) 단상 컨버터 연결 구조를 결정한다.

물체의 작용점이 이
동하는 하중

단상 컨버터가 한 암(arm)에 연결된 서브모듈의 직
렬연결 구조를 결정한다.
(2) 단상 컨버터 연결 구조에 따른 구조물 하중을 산

해석을 통해 상별 최대 직렬연결 가능수를 결정한다.
(1) 단상 컨버터 직렬 개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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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단상 컨버터가 한 암(arm)에 연결된 서브모듈의 개

단상 컨버터의 연결 구조에 따른 구조물의 고정하

수를 확인한다.

중과 활하중을 계산한다.

(2) 서
 브모듈의 구조공학적 하중을 계산한다.
서브모듈이 직렬연결될 경우의 최대 하중을 계산한다.

(가) 단
 상 컨버터 연결 구조에 따른 고정하중을 검
토한다.

(가) 서
 브모듈의 구조공학적 안전성을 검토한다.
단상 컨버터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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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컨버터 구조물 자체의 중량, 서브모듈, 냉
각장치, 지지대, 배관, 배선, 전기설비 등의 중

량, 기둥, 보, 바닥 슬래브 등의 중량 및 기타
고정시설물들의 총중량을 고려하여 고정하중
을 계산한다.
(나) 단상 컨버터 연결 구조에 따른 활하중을 검
토한다. 단상 컨버터 구조물에 놓인 일시적인
물체의 중량, 움직이는 리프트 차량의 중량
등 고정하중 외의 일체의 하중이나 작용 외력
을 고려한 활하중을 검토한다.

출처: 한국전력공사, HVDC 교육자료, p. 26.
[그림 2-1] 사이리스터 컨버터(12펄스)

출처: 한국전력공사, HVDC 교육자료, p. 26.
[그림 2-1] 사이리스터 컨버터(12펄스)

2. 컨버터 밸브의 기구적 설계
전류형의 사이리스터 밸브는 전형적으로 quadri 밸브 구조를 이루며 기구적 형태는 [그림

제2장. 전력변환회로 설계하기
2-1. 서브모듈 구조에 대한 기구물 선정과 구조물 지
지대 부품 선정 및 배치 설계

나. 컨버터 밸브의 기구적 설계

2-2]에 나타낸다. quadri 밸브는 4개의 밸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나온 이름으로

전류형의 사이리스터 밸브는 전형적으로 quadri 밸

각 12펄스
브리지는
3개의
출처: 한국전력공사,
HVDC
교육자료,
p. 26.quadri 밸브로 구성된다.
[그림 2-1] 사이리스터 컨버터(12펄스)

브 구조를 이루며 기구적 형태는 [그림 2-2]에 나
타낸다. quadri 밸브는 4개의 밸브로 구성되어 있

2. 컨버터 밸브의 기구적 설계

다는 사실에서
나온quadri
이름으로
12펄스
전류형의 사이리스터
밸브는 전형적으로
밸브 구조를각이루며
기구적 브리지는
형태는 [그림
2-2]에 나타낸다. quadri 밸브는 4개의 밸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나온 이름으로

1. 서브모듈 직렬 구조에 따른 기구물

3개의 quadri 밸브로 구성된다.

각 12펄스 브리지는 3개의 quadri 밸브로 구성된다.

HVDC 송전의 핵심은 단상 컨버터를 기반으로
직렬연결되는 컨버터 밸브와 냉각시스템이다. 전
류형은 사이리스터 브리지 밸브와 사이리스터 냉
각 시스템이며, 전압형은 MMC 밸브와 냉각시스템
이 중요한 기구물이다. 1. 단상 컨버터 밸브의 전
기적 설계 전류형 사이리스터의 조합부터 밸브, 브
리지까지의 12펄스 사이리스터 브리지의 단선도를
[그림 2-1]에 나타낸다. 세 암(arm) 중 한 암이 단
상 컨버터 구조이며 출력전압의 정격을 고려하여
직렬연결 개수를 선정하게 된다. 12펄스 사이리스
터 밸브의 각각은 많은 사이리스터 밸브의 직렬연
결로 구성되며, 고전압 시스템에서는 직렬로 약 10

출처: A사 홈페이지 자료.
[그림 2-2] 사이리스터 밸브의 기구적 형태

수냉식 설계에서 quadri 밸브 구조는 밸브 홀의 천장에 절연물질로 매달려 있거나 절연
막대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 행거 밸브(hangar valve)형은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적절
히 설계된 것이다. [그림 2-3]은 밸브 홀에 매달린 전류형 컨버터의 구조를 보여준다. 밸
브 측 컨버터 변압기의 부싱을 그림 배경에서 볼 수 있다. 공랭식 밸브 디자인은 냉각을
촉진하는 공기구멍 위의 밸브 홀 위에 놓인 밀폐 quadri 밸브를 사용한다.
출처: A사 홈페이지 자료.
[그림 2-2] 사이리스터 밸브의 기구적출처:
형태

A사 홈페이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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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사이리스터 밸브의 기구적 형태

수냉식 설계에서 quadri 밸브 구조는 밸브 홀의 천장에 절연물질로 매달려 있거나 절연
막대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 행거 밸브(hangar valve)형은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적절

수냉식
설계에서
밸브구조를
홀의보여준다.
천장에
히 설계된
것이다.
[그림 2-3]은quadri
밸브 홀에밸브
매달린 구조는
전류형 컨버터의
밸
브
측 컨버터 변압기의
부싱을 있거나
그림 배경에서
볼 수 있다. 공랭식
디자인은 냉각을
절연물질로
매달려
절연막대에
의해밸브고정되어
있
촉진하는 공기구멍 위의 밸브 홀 위에 놓인 밀폐 quadri 밸브를 사용한다.

여 개까지 연결된다. 각각의 사이리스터 조합은 전

다. 행거 밸브(hangar valve)형은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

형적으로 전기적인 점호 시스템을 포함하는데 점호

록 적절히 설계된 것이다. [그림 2-3]은 밸브 홀에 매달린

시스템은 각각의 사이리스터 과전압 보호, 사이리

전류형 컨버터의 구조를 보여준다. 밸브 측 컨버터 변압기

스터 감시 시스템, 사이리스터 변화율을 제한하고

의 부싱을 그림 배경에서 볼 수 있다. 공랭식 밸브 디자인

직렬 사이리스터에 정확한 전압을 인가하기 위해

은 냉각을 촉진하는 공기구멍 위의 밸브 홀 위에 놓인 밀

RLC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폐 quadri 밸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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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eries

이 필요하다. 컨버터의 제어 공간은 시스템 유지의
편리함을 위해 대체적으로 밸브 홀 근처에 놓인다.

HVDC Classic (LCC)
Thyristor Valve

HVDC Classic
Thyristor Valve

HVDC LCC
(Line Commutated Converter)

ABB

Siemens

GE

1~5GW, 1.1MV(UHVDC)

10GW±800kV

8GW, 800kV, PTP

출처: A사, S사, G사 홈페이지 자료

출처: A사, S사, G사 홈페이지 자료.
[그림 2-3]전류형 컨버터 HVDC

(2) 컨버터 밸브 냉각 시스템
전류형 사이리스터 냉각 시스템은 주요 방열 시스
템으로 물과 공기를 이용하는데 주로 물을 이용한

[그림 2-3] 전류형 컨버터 HVDC

전압형은 [그림 2-4]에 보여준다. 전류형과 전압형 구조의 가장 큰 기구적 차이는 전류형
의 경우는 공중에 매달리는 방식을 적용하고, 전압형의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적층하는 구

[그림 2-4]에Thyristor
보여준다.
전류형과
전압형
구조이
조를 전압형은
적용하는
전압형
활용이
증가하는
것은
Thyristor점이다.
Valve 최근 전류형보다는
Valve 컨버터의 (Line
Commutated
Converter)
HVDC Classic (LCC)

HVDC Classic

HVDC LCC

ABB 장점으로 공간효율성이Siemens
GE 때문이다.
와
구조적
높아지고 비용절감
효과가
있기
의같은
가장
큰
기구적 차이는 전류형의
경우는
공중에
매달리
1~5GW, 1.1MV(UHVDC)

10GW±800kV

8GW, 800kV, PTP

는 방식을 적용하고, 전압형의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적층하

출처: A사, S사, G사 홈페이지 자료.
[그림 2-3]전류형 컨버터 HVDC

는 구조를 적용하는 점이다. 최근 전류형보다는 전압형 컨

전압형은 [그림 2-4]에 보여준다. 전류형과 전압형 구조의 가장 큰 기구적 차이는 전류형

버터의
활용이
증가하는
것은 전압형의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의
경우는 공중에
매달리는
방식을 적용하고,
경우는 구조적
바닥에서부터
적층하는 구
조를 적용하는 점이다. 최근 전류형보다는 전압형 컨버터의 활용이 증가하는 것은 이

공간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Light(VSC)
HVDC
Plus
HVDC있기
VSC 때문이다.
와 같은 HVDC
구조적
장점으로 공간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절감 효과가
ABB

Siemens

GE

출처: A사, S사, G사 홈페이지 자료.
[그림 2-4]전압형 컨버터 HVDC

출처: 한국전력공사, HVDC 교육자료, p. 80

출처: 한국전력공사, HVDC 교육자료, p. 80
[그림 2-5] 밸브 홀(valve hall)

[그림 2-5] 밸브 홀(valve hal)

출처: 한국전력공사, HVDC 교육자료, p. 80
[그림 2-5] 밸브 홀(valve hall)

(1) 컨버터 밸브 홀
전형적인 밸브 홀의 전체도가 [그림 2-5]와 [그림 2-6]에 나타난다. 컨버터 변압기
는 밸브 홀 구조물과 인접하며 밸브 측 부싱은 밸브 홀로 투입된다. 밸브 홀 내부의
HVDC Plus
VSC
모선은HVDC
Y와 Light(VSC)
델타 변압기 결선과 6펄스
브리지 연결을 포함한다. HVDC
고전압과
저전압 모선
ABB

Siemens

GE

은 quadri 밸브를 밸브 홀 구조물 밖으로 나오는 직류 부싱과 연결한다. 일반적으로

출처: A사, S사, G사 홈페이지 자료

출처: A사, S사, G사 홈페이지 자료.
밸브
홀은 공기에
[그림
2-4]전압형
컨버터 영향을
HVDC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밸브 구조물 안의 먼지, 벌레, 쌓인 작

[그림
2-4] 시스템이
전압형 컨버터
은 입자들을 막기 위해
공기청정
필요하다.HVDC
밸브 홀은 밸브 화재의 충격을

(1) 최소화하기
컨버터 밸브위해
홀 화재 경보와 화재 진압시스템이 필요하다. 컨버터의 제어 공간은 시
전형적인
밸브
홀의 전체도가
[그림 2-5]와
2-6]에
나타난다. 컨버터 변압기
스템
유지의
편리함을
위해 대체적으로
밸브 홀[그림
근처에
놓인다.

(1) 컨버터 밸브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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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ter Transformer

Converter

Converter Structure (Side-view)

출처: S사 홈페이지 자료.
[그림 2-6] 밸브 홀 측에서 단상 컨버터 구조

Converter
(2) 컨버터Transformer
밸브 냉각 시스템

Converter

Converter Structure (Side-view)

출처: 한국전력공사, HVDC 교육자료, p. 80

전류형 사이리스터
냉각 시스템은 주요 방열 시스템으로 물과 공기를 이용하는데 주
출처: S사 홈페이지
자료.
[그림 2-6] 밸브
홀 측에서
로 물을
이용한 단상
냉각 컨버터
시스템이구조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림 2-8]은 수냉식 시스템의 일반

는 밸브 홀 구조물과 인접하며 밸브 측 부싱은 밸브 홀로 투입된다. 밸브 홀 내부의

[그림
2-6]
밸브 홀(valve
hal)
적인 개념을 보여준다.
물이
사이리스터의
히트싱크(heat
sink)로 공급되는데 이곳에서

모선은
Y와
델타 변압기
결선과
6펄스 전체도가
브리지 연결을 포함한다.
고전압과 저전압
모선
전
형적인
밸브
홀의
[그림 2-5]와
[그림

사이리스터의
열이 물로 옮겨간다. 이 물은 열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air to water
(2) 컨버터 밸브
냉각 시스템

은 quadri 밸브를 밸브 홀 구조물 밖으로 나오는 직류 부싱과 연결한다. 일반적으로

2-6]에 나타난다. 컨버터 변압기는 밸브 홀 구조물
밸브 홀은 공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밸브 구조물 안의 먼지, 벌레, 쌓인 작

열교환기로 냉각
보내지는데
냉각수는
하기 물과
때문에공기를
걸러지고이용하는데
이온 제거 주
전류형 사이리스터
시스템은
주요순수한
방열 물이어야
시스템으로
(de-ionize)시킨다. 여분의 펌프와 외부 열교환기는 시스템의 신뢰도를 위한 것이다. 대

로 물을 이용한 냉각 시스템이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림 2-8]은 수냉식 시스템의 일반
부분의 시스템은 이중의 냉각 회로로 구성되는데 열은 순수한 물에서 보통의 물로 열

은 입자들을
막기 위해 공기청정
필요하다.밸브
밸브 홀은
밸브투입된다.
화재의 충격을
과 인접하며
밸브 시스템이
측 부싱은
홀로

적인 개념을 보여준다. 물이 사이리스터의 히트싱크(heat sink)로 공급되는데 이곳에서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경보와 화재 진압시스템이 필요하다. 컨버터의 제어 공간은 시

사이리스터의 열이 물로 옮겨간다. 이 물은 열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air to water

밸브 홀 내부의 모선은 Y와 델타 변압기 결선과 6
스템 유지의 편리함을 위해 대체적으로 밸브 홀 근처에 놓인다.

펄스 브리지 연결을 포함한다. 고전압과 저전압 모
선은 quadri 밸브를 밸브 홀 구조물 밖으로 나오는
34

을 방출하고 외부에서 공기에 의해 냉각된다.

열교환기로 보내지는데 냉각수는 순수한 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걸러지고 이온 제거
35 대
(de-ionize)시킨다. 여분의 펌프와 외부 열교환기는 시스템의 신뢰도를 위한 것이다.

부분의 시스템은 이중의 냉각 회로로 구성되는데 열은 순수한 물에서 보통의 물로 열
을 방출하고 외부에서 공기에 의해 냉각된다.

직류 부싱과 연결한다. 일반적으로 밸브 홀은 공기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밸브 구조물 안의
35

먼지, 벌레, 쌓인 작은 입자들을 막기 위해 공기청
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밸브 홀은 밸브 화재의 충격
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경보와 화재 진압시스템

출처: 한국전력공사, HVDC 교육자료, p. 34.

출처: 한국전력공사, HVDC 교육자료, p. 34.
[그림 2-7] 수냉식 시스템의 계통도

[그림 2-7] 수냉식 시스템의 계통도
밸브 냉각 시스템은 밸브의 95% 정도에 달하는 열을 흡수하지만 차가운 유입구 온
도(55℃)와 주변 온도에 달려 있다. 열의 균형은 강압된 공기(습기) 제거와 차가운 공
기의 공급을 통한 가열, 통풍, 냉난방(air conditioning) 시스템, HVAC(Heating

50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에 의해 제거되는데, 여기서 냉난방은 선호되지 않는
다. HVAC 시스템, 냉각 시스템, 손실(경제적으로 비중이 큼) 등을 고려한다면 전체적
인 밸브 냉각 시스템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유입구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설계 시
통풍 시스템의 부담을 높이거나 낮추어 손실을 포함한 전체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냉각 시스템이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림 2-7]은 수

(나) 단상 컨버터 밸브의 절연 설계한다. 단상 컨

냉식 시스템의 일반적인 개념을 보여준다. 물이 사

버터의 단위 용량에 따라 운전 가능한 전기

이리스터의 히트싱크(heat sink)로 공급되는데 이

적 조건을 고려하여 소자 간, 상(phase) 간, 상

곳에서 사이리스터의 열이 물로 옮겨간다. 이 물은

(phase)-대지(ground) 간의 절연간격 확보 및

열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air to water 열교환기

충분한 절연 내력의 절연물을 설계한다.

로 보내지는데 냉각수는 순수한 물이어야 하기 때
문에 걸러지고 이온 제거(de-ionize)시킨다. 여분

(2) 단상 컨버터 밸브의 구조를 설계한다.

의 펌프와 외부 열교환기는 시스템의 신뢰도를 위

전류형은 공중에 매달리는 방식을 적용하고 전압

한 것이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이중의 냉각 회로로

형은 바닥에서부터 적층하는 구조를 적용한다. 구

구성되는데 열은 순수한 물에서 보통의 물로 열을

조적 장점으로 공간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절감 효

방출하고 외부에서 공기에 의해 냉각된다.

과를 위해서는 전압형을, 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전
류형을 선택한다.

2. 서브모듈 구조에 대한 기구물 선정과 구조물 지지
대 부품 선정 및 배치 설계하기

(가) 컨버터 밸브 홀 구조를 해석한다.
컨버터 변압기는 밸브 홀 구조물과 인접하며

가. 구조적 하중 분석 및 열유동 해석을 한다.

밸브측 부싱은 밸브 홀로 투입된다. 밸브 홀

구조적 하중 분석 및 열유동 해석을 통해 최대로

내부의 모선은 Y와 델타 변압기 결선과 6펄스

배치할 수 있는 구조의 단상 컨버터 단위 구조를

브리지 연결을 포함한다. 고전압과 저전압 모

설계한다. 단상 컨버터 설계는 단위 용량을 선정

선은 quadri 밸브를 밸브 홀 구조물 밖으로 나

하여 운전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절연설계를 통

오는 직류 부싱과 연결한다. 일반적으로 밸브

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기적 설계 부분과 지진

홀은 공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밸브

및 진동에 대한 내성, 냉각 성능을 확보하는 기구

구조물 안의 먼지, 벌레, 쌓인 작은 입자들을

적 설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막기 위해 공기청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밸브
홀은 밸브 화재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

(1) 단
 상 컨버터 밸브의 직렬연결 개수를 선정한다.

재 경보와 화재진압 시스템이 필요하다. 컨버

삼상 컨버터의 세 암(arm) 중 한 암이 단상 컨버터

터의 제어공간은 시스템 유지의 편리함을 위

의 구조가 되며 출력전압의 정격을 고려하여 직렬

해 대체적으로 밸브홀 근처에 놓인다. 이러한

연결 개수를 선정한다.

구조적 상태를 고려하여 하중해석에 적용한다.

(가) 단
 상 컨버터 밸브의 구동 시스템을 설계한다.

(나) 컨버터 밸브 냉각 시스템의 열유동을 해석한다.

각각의 사이리스터 조합의 점호 시스템에 대

전류형 사이리스터 냉각시스템은 주된 방열

한 사이리스터 과전압 보호, 사이리스터 감시

시스템으로 물과 공기를 이용하는데 주로 물

시스템, 사이리스터 변화율 제한치를 결정한

을 이용한 냉각시스템이 많이 쓰이고 있다. 물

다. 즉 직렬 사이리스터에 정확한 전압을 인가

이 사이리스터의 heat sink로 공급되는데 이

하기 위한 RLC 파라미터 값을 계산한다.

곳에서 사이리스터의 열이 물로 옮겨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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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열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air to water

(1) 컨버터 변압기 선로 측과 밸브 측 상도체 사이의 절

열 교환기로 보내지는데 냉각수는 순수한 물

연 컨버터 변압기의 선로 측과 밸브 측 상간에 장파

이어야 하기 때문에 걸러지고 이온 제거(de-

두 과전압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스위치 야드 내에

ionize)시킨다. 여분의 펌프와 외부 열교환기는

서 도체 간 공기 절연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

시스템의 신뢰도를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시

통, 전압이 낮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AC 전

스템은 이중의 냉각 회로로 구성되는데 열은

압이 높고 여러 개의 밸브 브리지가 연결되어 있는

순수한 물에서 보통의 물로 열을 방출하고 외

경우에 최대 과전압을 검토하고 스위치 야드 내의

부에서 공기에 의해 냉각된다. 이러한 냉각 시

도체 간 공기 절연거리 또한 과전압 검토 결과에 따

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열유동해석 시뮬레이

라 설계되어야 한다. 컨버터 변압기의 권선방식(2 또

션 프로그램을 통해 정확한 상태를 산출한다

는 3권선, 단상 또는 3상 변압기) 구성에 따라서도
변압기 내에서 나타나는 내부 권선 전압에 따른 스

2-2. 단상 컨버터 구조의 절연전압 및 절연간격 설계

트레스가 달라질 수 있다.

1. 절연전압에 따른 절연물 선정

(가) 소요 내전압의 결정

DC 시스템에서 절연협조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설계 목

AC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IEC 6071-1에 따라

적은, 첫째로 DC 컨버터뿐 아니라 AC 계통에 대해서

설비들은 비자기회복절연과 자기회복 절연으

도 다양하게 필요한 피뢰기의 위치를 적절히 선택하는

로 구분된다. 자기회복 절연물은 주로 공극과

것이고, 둘째로 피뢰기가 구비하여야 할 요건을 규정

외부 자기(porcelain) 절연체로 구성되어 있

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 원하는 신뢰도를 만족하도

고, 비자기회복 절연물은 주로 컨버터나 리액

록 절연물의 소요 내전압과 규정 내전압을 결정한다.

터에서 사용되는 절연유나 셀룰로오스 유전체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 유지보수 도래기간동

가. 절연특성 : AC 절연설계와 마찬가지로 HVDC 절연

안 밸브 내 사이리스터의 고장이 발생해도 소

에도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공기에 적용되는

요 내전압을 유지시키기 위해 여분의 사이리

자기회복절연과 절연유와 절연지 등에 적용되는 비

스터가 추가된다. AC에서와 마찬가지로 설비

자기회복 절연이다. 절연가스는 두 가지 모두에 해

절연을 위해 피뢰기가 사용되지만, 피뢰기들

당될 수 있다. DC 절연협조에서는 절연체에 DC,

이 모두 접지단자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일

AC, 그리고 임펄스(극성반전) 전압에 대한 종합적

부는 접지가 아닌 설비 양단에 연결되기 한다.

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사이리스터 밸브 보호용 피뢰기는 거리효과를

나. 대표과전압 : IEC 6071-1에서 정의된 대표과전압은

없애기 위해 밸브에 근접하여 설치된다. AC

시험을 통해 결정된 각 등급별 과전압의 최대치로

시스템에서의 피뢰기 적용과의 비교되는 차이

정의되는데, DC 시스템에서의 대표과전압은 직접

점은 바로 HVDC 시스템에서는 AC, DC 및 임

보호되는 설비의 보호레벨과 동일하다는 차이가 있

펄스 전압들이 합성되어 절연물에 스트레스를

지만, 대표과전압 개념은 AC나 DC 절연에서 공통

준다는 것이다. 이 합성 전압으로 인해 저항성

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및 용량성 전압 분포를 고려해야 하고, 합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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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고, 비자기회복 절연물은 주로 컨버터나 리액터에서 사용되는 절연유나
셀룰로오스 유전체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 유지보수 도래기간동안 밸브 내 사이리
스터의 고장이 발생해도 소요 내전압을 유지시키기 위해 여분의 사이리스터가 추
압으로 인한 큰 전압 스트레스가 나타날 수 있

값이 된다. AC의 경우, 규정 내전압 값은 IEC

기 때문에 설계 및 시험 단계에서 이를 고려해

6071-1에 명시된 표준값을 적용하면 되지만

가된다. AC에서와 마찬가지로 설비절연을 위해 피뢰기가 사용되지만, 피뢰기들이

모두 접지단자에
연결되는
아니고
접지가
연결되기
HVDC
설비의 경우 표준값이 없어 적절한 수치
야 한다.
각 전압것은
등급별
최대 일부는
과전압에
적절 아닌 설비 양단에
도 한다. 사이리스터
근접하 규정 내전압으로 결정한다.
로 반올림하여
한 계수를 밸브
곱하여보호용
개폐, 피뢰기는
뇌, 그리고거리효과를
급준파 내 없애기 위해 밸브에
전압을
결정하게 된다.피뢰기
내전압을
기초로비교되는
하여 차이점은 바로 HVDC 시
여 설치된다.
AC 시스템에서의
적용과의
다. 연면 누설거리와 공기 절연거리
설비 표준에 따라 시험하기 위한 전압을 결
스템에서는각AC,
DC 및 임펄스 전압들이 합성되어 절연물에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
정할 수 있게 된다. HVDC 변환소 절연협조에

절연물의 연면 누설거리는 AC 및 DC 연속 운전전

서는 결정론적 방법을 적용하고 고도 1,00[m]

압에서 외부 절연물의 동작특성을 좌우하는 요소

이하 위치에서의 설비 내전압은 피뢰기 보호

중 하나이다. 특히 습한 조건에서 절연물의 오손은

이다. 이 합성 전압으로 인해 저항성 및 용량성 전압 분포를 고려해야 하고, 합성
전압으로 인한 큰 전압 스트레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및 시험 단계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
각 전압
등급별
과전압에
곱하여운전전압에
개폐,
절연물이
더 취약하 게 만든다. 습한
레벨에
계수를
적용하여
얻을최대
수 있음을
경험적절한 계수를
뇌, 그리고 적으로
급준파 보여주고
내전압을있다.
결정하게
된다.연관
내전압을
각 설비
표준에
조건에서
절연물 표면의 특정 부위에 오손이
사용자나
위원회기초로 하여기상
에서위한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설계를 위
따라 시험하기
전압을
결정할
수 없다면
있게 된다.

집중될 때, 오손의 불균형 분포와 누설전류의 증가

는 건조이하
영역(dry
한 계수로
사용된다. 결정론적
<표 2-1>은
모든 적용하고
설비가 고도 1,000[m]
HVDC 변환소
절연협조에서는
방법을
위치 zone)을 생성하여 절연물 표면에
피뢰기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것을 전제로 한

나타나는 전압 스트레스가 불균일해져 섬락이 발생

값이다. 직접 보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 파

할 수 있다. 비, 눈, 이슬, 안개 등의 기상 조건이 섬

두 및 급준파 과도현상에 대한 거리효과를 고

락의 발단이 될 수 있고, 오염된 절연물의 내성은

에서의 설비 내전압은 피뢰기 보호레벨에 계수를 적용하여 얻을 수 있음을 경험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나 연관 위원회에서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다면 설계

를 위한 계수로
<표한다.
2-1>은 모든 설비가 피뢰기에 의해shed
직접profile,
보호되는
the orientation angle, 그리고 절연물
려하여사용된다.
적용하여야
것을 전제로 한 값이다. 직접 보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파두 및의급준파
과도현
직경 같은
요소에도 영향을 받는다. 부싱, DC 전
(나) 규정(표준)
결정
상에 대한
거리효과를내전압의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규정 내전압은 소요 내전압보다 크거나 같은

류측정 설비, DC voltage divider 및 유사설비에서
는, 코어의 내부 구조가 내외부 전압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모든 요소

<표 2-1> 보호레벨과 내전압 간의 여유율
<표 2-1> 보호레벨과 내전압 간의 여유율

들이 해당 설비에 적합한
절연물의 형식이나 모양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 오
염 물질들이 이슬, 안개, 비
등으로 인해 살짝 젖은 곳에
서 운전모드에 따라 부싱 섬
락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또, 연면 누설거리와는 무관
하지만, 수평으로 설치된 부
싱에서 외부 절연물 표면이
불균일하게 젖게 되면 이로
인해 섬락이 발생한다.
<다음로호 이어짐>

출처: 한국전력공사,
p. 312.
출처:
한국전력공사,HVDC
HVDC교육자료,
교육자료,
p.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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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송배전 전력 변환 서브모듈
전력변환단 설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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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보조회로 설계

2.2. 용량 산정

급 소자 개발의 이력으로 미루어보아 6500V급 IGBT의
전류용량도 1000A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

1. IGBT(Insulated Gate Bipolar mode Transistor)

다. [그림 2-4]는 업체별 IGBT 개발 이력에 대해서 보여

서브모듈에서 IGBT는 전압 출력을 생성하는 주요 핵심

주고 있다.

소자이다. IGBT는 타당성 조사와 시스템 조사를 통해 DC

정격전압 정격전류에 따른 IGBT의 선정은 각 제조사의

전압/전류가 결정되게 되면 이를 만족할 수 있는 사양의

IGBT사양을 비교 평가하여 IGBT를 선정해야 한다. IGBT

후보를 모아서 결정하게 된다. DC 전압이 결정된 상태이

의 정격은 향후 시스템 구성 시 서브모듈의 직렬연결 개

므로 IGBT의 사양에 따라서 모듈러 멀티레벨 컨버터의

수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고, 향후 밸브(Valve) 실의

출력 레벨이 결정되게 된다.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므로 신중한 선택이 요

2000년 초부터 시작된 IGBT 개발은 정격전압 3300V

구되어 진다. 100MW급 이상부터 GW급의 용량까지는 서

을 시작으로 4500V, 6500V까지 확대되었다. 현재 ABB,

브모듈의 수량에 따라 컨버터 측 전원의 품질이 크게 차

Infinion사에서 6500V, 1000A급까지의 고전압, 대전류

이가 나지 않으므로 손실 및 전반적인 구성제품의 크기

IGBT가 개발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3300V, 4500V

등에 민감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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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이 전압 리플을 보상하기 위하
여 사용되는 경우 실제 전압을 만
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모듈
의 수는 90개로 제한되며 리플 보
상을 위하여 20개의 모듈이 사용
되는 경우는 80개의 유효 모듈로
제한된다. 두 경우는 생성되는 전
압의 크기가 다르게 되고 당연히
유효 모듈수가 많은 90개의 경우

[그림 2-4] 업체별 IGBT 개발 시기

에서 더 높은 전압을 형성할 수 있
다. 더 높은 전압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류 용량이 동
일하다고 할 때 더 많은 유효전력을 전송할 수 있으므로
컨버터 용량이 더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DC 커패시터의 커패시턴스(capacitance)는 컨
버터 용량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커패시터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할 컨버터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다.
P :__MW
Q : ±__MVar
[그림 2-5] IGBT

STATCOM mode : P=__MW, Q=±__MVar
VDC : ±__kV

2. DC 커패시터

컨버터 레벨 : __ 레벨

DC 커패시터는 전압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상적으로는 커패시터 전압이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해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기 사양에서 P=20MW, Q = ±

원하는 전압을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커패시터에는 전

15_MVar, VDC = ±12kV, 컨버터 레벨을 11레벨 모듈러

류가 흐르기 때문에 커패시턴스(capacitance)에 따라서

멀티 레벨 컨버터로 구성할 경우를 가정하였다

전압 리플(ripple)이 발생하며 그 크기가 달라진다. 전압

각각의 서브모듈 DC 커패시터는 2.4kV로 충전된다.

리플은 원하는 전압을 형성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하며

커패시터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먼저 커패시터 전

순환전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압 리플에

압 리플과 변조 지수(modulation index)의 관계식을 유

도 불구하고 순환전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동시에 원

도한다. 전압 리플은 커패시턴스(capacitance)에 따라

하는 전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압 리플을 보상하기 위

결정되며 리플에 따라 유효 모듈 수가 달라지므로 변

한 추가적인 모듈을 요구한다.

조 지수(modulation index)가 결정된다. 이 관계를 유

똑같이 100개의 모듈로 구성된 컨버터에서 10개의 모

도하여 원하는 리플 수준에 대한 변조 지수(mod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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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컨버터 용량을 확보
하기 위한 적절한 커패시턴스(capacitance) 값을 계산
할 수 있다.
(1) 커
 패시터 전압 리플과 변조 지수(modulation index)
의 관계
변조 지수(modulation index)에 따라 암(arm) 당 턴 온

-Vj = 계통 측 전압pu, Vi = 컨버터 측 전압pu,
X = 변압기 임피던스(impedance), = 위상차

되어야 하는 모듈 개수의 최대 값은 다음과 같다.
이때 mi는 0.92이다. 상기 수식으로부터 계산된 Vi는
mi로 0.92에 해당하며 Vi=1.0pu일 때의 mi가 2차측 전
압이 된다. P=0, Q=-0.25pu, X=0.4pu(25MVA 기준
10%)를 대입하고 Vi를 구하고 최대 운전가능전압 mi를
- N : 최대 on 모듈 개수

고려하면 변압기 2차측 전압은 11.81kV(LL-rms)이다.

- Nsm : arm당 SM 총 개수(redundancy 제외)

계통 측(변압기 1차측) 전압은 22.9kV(LL-rms)이다. 변

- mi : 변조 지수(modulation index)

압기 변압비를 계산하여 정상운전 전압을 계산하였으
며, 이를 바탕으로 커패시턴스(capacitance)를 계산할

서브모듈 전압의 최소값은 전압 리플을 고려하여 계산
될 수 있으며, 최대 턴 온 되어야 하는 모듈 개수(N)에서

수 있다.
다음은 커패시턴스(capacitance) 계산절차를 보인다.

만들어져야 하는 전압과 전압 리플을 고려하여 실제로 만
들어지는 전압의 차이를 이용하여 전압 차이를 보상해주

(3) 서브모듈 DC 커패시터

기 위한 추가 턴 온 모듈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다.

커패시턴스(capacitance) 값은 다음의 수식에 의해 계

총 모듈 개수는 N과 추가 개수의 합으로 표현되며, N

산가능하다.

과 서브모듈 최소 전압을 정리하면 리플과 mi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예) 리플을 ±4%로 선정한다면, 이때 mi는 0.92가 최
대 운전 가능전압이 된다.
계산된 mi를 통하여 변압기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컨버터 용량을 계산한다.
앞의 가정을 적용하면 정상운전전압 1.0pu에서
(2) 변압기 파라미터 계산

P=20MW, Q=0MVar를 출력, 커패시터 전압=2.4kV,

변압기 1차 측 전압은 계통 측 전압이며, 2차측 전압은

mi=0.843인 조건에서 리플=±4%인 경우 커패시턴스

컨버터 측 전압이다. 컨버터 측 전압이 가장 높게 상승하

(capacitance)는 약 6.78mF으로 계산된다. 실제 설계에

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 변압기 탭(tap)이 없다면 다음 관

서는 약간의 여유를 두고 7mF을 적용한다. 커패시턴스

계식을 통해서 컨버터 측 전압을 계산할 수 있다.

(capacitance)는 컨버터 용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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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다. 계산식으로부터 유도된 7mF이라는 커패시턴스

발생하게 된다. [그림 2-6]은 이러한 DC 사고와 서브모

(capacitance)는 mi를 0.843으로 운전되도록 한다. 컨버

듈에서 사고전류의 통로를 표기하고 있다.

터 설계에서 전류 한계를 720A로 제한하는 경우 다음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25MVA(20MW, 15MVar)의 출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인다.
암(Arm)에 흐르는 전류는

이다. 여기서,

120Hz 성분의 순환전류(이후 순환전류라 함은120Hz성
분을 의미함)는 없다고 가정한다. 20MW, DC전압 24kV
이므로, DC전류는 0.8333kA이고, 각 상으로 0.2778kA
가 흐른다. Arm 전류의 한계를 0.72kA(rms)라고 하면,
계통 측 전류와 전압을 곱하여 25.809MVA 의 용량을

[그림 2-6] DC Fault

가지는 컨버터가 설계된다. 즉, 전력(S)는 25.809MVA이
며, 유효전력이 20MW이므로 무효전력 최대 용량은 약
16.3MVar 이다.

[그림 2-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싸이리스터
(Thyristor)는 서브모듈의 하단에 있는 IGBT2와 병렬로 회

하지만, 순환전류 제어를 하지 않는 경우 순환전류 성

로를 구성하게 되고 IGBT2에 역병렬로 연결된 다이오드

분에 의하여 암(arm) 전류가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고

와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되게 된다. 시스템에서 사고전류

려하여 20MW, 15MVar로 설계하였다. 이 경우 순환전

를 감지하여 빠른 시간 안에 싸이리스터(Thyristor)를 턴

류 성분은 최대 150A-rms로 제한되어야 컨버터 용량을

온하게 되면 역병렬 다이오드와 싸이리스터(Thyristor)간

유지할 수 있다. 순환전류 성분은 이후 암(arm) 리액터

임피던스 차이만큼 전류가 분배하여 흐르게 된다. 일반적

(reactor) 설계에서 150A로 제한되도록 사양을 제시해

으로 임피던스가 역병렬다이오드에 비해 1/10정도 되므

야 한다.

로 고장전류의 대부분이 싸이리스터(Thyristor)를 통해 흐
르게 되며 역병렬 다이오드는 안전하게 보호된다.

3. 싸이리스터(Thyristor, SCR)
싸이리스터(Thyristor)는 시스템의 DC 사고 고장시 사
고전류로부터 서브모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되어 진다. Half-브리지 형태의 서브모듈이 갖
는 단점 중의 하나로 DC 사고 시 IGBT에 연결된 역방향
다이오드(FWD)로 인해 자연스럽게 회로가 형성이 되어
고장전류의 통로를 구성하게 된다. 고장전류의 해소는 계
통 측의 AC 차단기를 개방하여 시스템과 계통을 분리하
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계통 측의 AC 차단기가 개
방할 때까지 고장전류는 서브모듈을 통해 흐르게 되고 수
~수십 kA의 고장전류를 통해 역방향 다이오드의 소손이

[그림 2-7] 서브모듈의 고장전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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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사고에 의한 고장전류는 시스템 용량에 따라서 비

4. 소자용량 확인

례적으로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계통 측 AC 차단기의 차단속도에 따라 감당해야 하는

(1) IGBT 용량을 선정한다.

고장전류의 양이 점점 커짐을 알수 있으며 고장전류의 크

전압과 전류 정격에 따라 IGBT 사양을 검토한다. 서

기는 에너지 관점에서 나타낼 수 있다. 고장전류의 크기

브모듈에 사용되는 IGBT의 전압정격은 3.3kV, 4.5kV,

에 따라 싸이리스터(Thyristor)를 선정해야 하며 주요사양

6.5kV가 주로 사용되며 전류는 IGBT 업체에서 제공하는

은 <표 2-1>과 같다.

용량에 적합한 소자를 선정한다. <표 2-2>는 IGBT 사양
의 예이다.

<표 2-1> Thyristor 사양

외형

주요사항
- VDRM = 4,200V
- VDWM = 4,200A
- Vf = ≤2V at 5000A
- ITSM = ≥40,000 A
- I2t = ≥8.24 X 106A2t
- Tvj (℃) = 125

(2) IGBT 게이트 드라이브 용량을 선정한다.
IGBT에 사용되는 게이트 드라이브를 선정한다. 일반
적으로 대용량에 사용되는 게이트 드라이브 제공업체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IGBT 소자 선정이후 게이트 드라이브
제공업체와 협의를 거쳐 게이트 드라이브를 선정한다.
(3) DC 커패시터 용량을 선정한다.
① 서브모듈용 DC 커패시터는 서브모듈 각각이 전

<표 2-2> IGBT 사양

파라미터

심볼

Collector-emitter voltage

VCES

VGE = 0 V

Peak collector current

ICM

tp = 1 ms, Tc = 85°C

DC collector current

게이트-emitter voltage

Total power dissipation
DC forward current

Peak forward current
Surge current

IC

VGES
Ptot
IF

IFRM
IFSM

IGBT short circuit SOA

tpsc

Isolation voltage

Visol

Junc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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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j

Conditions

min

Tc = 85°C

Tc = 25°C, per switch(IGBT)

VR = 0 V, Tvj = 125°C, tp = 10 ms, half-sinewave

VCC = 3400 V, VCEM CHIP ≤ 4500V, VGE ≤ 15 V, Tvj
≤ 125°C

1 min, f = 50 Hz
150 °C

-20

max

4500

Unit
V

1200

A

20

V

2400
10500

A
V

1200

A

9000

A

2400

A

10

μs

10200

V

-

-

압을 형성할 수 있는 역할과 에너지를 저장하는

호로 활용된다. 또한, 시스템의 과도현상으로 인해 트립

역할을 수행한다.

(Trip) 및 소손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빠른 동작 시간을

② 서브모듈용 DC 커패시터는 그림과 같은 형상을
가지며 약 수 mF 값으로 선정한다.
③ 서브모듈용 DC 커패시터의 동작 전압을 선정한다.
④ 서브모듈용 DC 커패시터의 과전압 특성을 선정
한다.

확보해야 한다. 국제 대전력망 기술 회의CIGRE: Conseil
International des Grands Reseaux Electriques) 등을 통
한 Bypass 스위치의 동작시간은 4ms 이내로 동작
해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서브모듈의 크기 제약에
따라 가능한 컴팩트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
우회(Bypass) 스위치는 크게 스위치부와 구동부로 나

(4) 싸이리스터 용량을 선정한다.
① 전압과 전류 정격에 따라 싸이리스터 사양을 검
토한다.

눌 수 있다. 먼저 스위치부는 서브모듈의 DC 정격전압에
충족하며 충분한 내전압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일반적을 스위칭부의 주요 스위치는 전류를 차단하는 차

② 사고전류를 모의한다.

단 성능은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이는 우회(Bypass) 스

③ 다이오드와 전류분배를 고려하여 적합한 소자를

위치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스위치가 개방이 되어 있고,

선정한다

서브모듈이 이상이 발생하거나 동작이 가능하지 못 할 경
우에만 스위치를 투입하여 전류를 흘려주면 되기 때문에

2-3. 보조회로 설계

일종의 개폐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스위치는 절연형태에 따라 기중절연 스위치(공기 절연)

1. 우회(Bypass) 스위치

와 진공절연 스위치, 가스절연 스위치 등으로 나눌 수 있

서브모듈을 구성하는 구성품 중 싸이리스터(Thyristor)

다. 스위치가 설치되는 공간적 제약이 없다면, 기중절연

와 함께 보호 성격을 갖는 제품이 우회(Bypass) 스위치이

방식을 통해 구현할 수 있지만 본 제품과 같이 일정한 공

다. 우회(Bypass) 스위치는 여러 개의 직렬 구성된 서브

간제약이 뒤따를 경우 진공절연 방식이나 가스절연 방식

모듈이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없을 경우 직렬 구성된 연

을 적용해야 한다.

결방식에서 해당 서브모듈을 우회 시켜준다.

진공절연 방식의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22.9kV 급의 배

[그림 2-7]에서 볼 수 있듯이 우회(Bypass) 스위치는 싸

전용 차단기 또는 개폐기에 많이 적용되는 일반화된 제품

이리스터(Thyristor)와 병렬로 연결되어 스위치가 닫히게 되

이다. 따라서 충분한 성능검증과 제품의 신뢰성이 확보된

면 해당 서브모듈은 스위치를 통해 회로가 단락되게 된다.

기존 기술로 볼 수 있다. 진공절연 스위치는 기존 배전용

우회(Bypass) 스위치가 동작할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
겠지만, 가능한 최악의 상황까지 서브모듈이 동작한 후에

스위치와는 달리 DC에 대한 내성을 가져야 하므로 DC
전자계 해석을 통한 설계가 요구되어 진다.

우회 시켜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듈러 멀티 레벨 컨

진공 스위치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부 방식도 여러 가

버터(MMC)형 토폴로지에서는 하나의 서브모듈이 고장

지가 있을 수 있다. 기계적인 레치구조와 스프링의 탄성

으로 인해 시스템이 Trip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

을 조합한 방식과 솔레노이드와 스프링 탄성 방식을 조

한 여분을 고려하여 설계하게 되는데, 우회(Bypass) 스위

합한 혼합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서브모듈의 제어

치 동작은 고장난 서브 모듈을 우회(Bypass) 시키고, 여

및 구동전원이 DC 커패시터에서 얻어질 수 있으며, 이 커

분의 서브모듈을 동작 시키는 Starting sequence의 신

패시터 전원은 초기상태 또는 정지 및 트립(Trip)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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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2. SMPS(Switched Mode Power Supply)

서브모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모되는 전원 양을

SMPS는 서브모듈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중 신뢰성 및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동작해야 한다는

손실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브모

제약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듈 내 모든 제어전원 및 동작전원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표 2-3>은 우회(Bypass) 스위치의 주요사양에 대
한 샘플이다. 우회(Bypass) 스위치가 일반차단기 및 개

서브모듈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신뢰성에도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

폐기와 같이 조작의 빈도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수명
에 대한 부분을 다소 낮게 가져갈 수 있다. 또한 유지보

* SMPS 설계에 고려해야 하는 주요요소

수를 위해서는 서브모듈을 꺼내서 수리해야 하므로 수동

•절대적인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 고장을 줄만한 요

개방 방식을 선택하여 부가적인 장치를 제거하고 크기를

소들을 가능한 제거하고 신뢰성이 높은 구조 및 방

줄일 수 있다. 우회(Bypass) 스위치는 무엇보다 빠르고

식을 통해 설계해야 한다.

확실한 동작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서브모듈내 요구되는 전원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2-8], [그림 2-9]는 우회(Bypass) 스위치의 모습과 동작

최적의 전원 용량 설계가 필요하다. 이는 불필요한

파형의 예시이다.

여유를 고려하여 무부하 전력 및 손실을 최소화 하
기 위함이다.
•넓은 범위의 동작특성 확보이다. 직류송배전 전력변
환설비는 직렬 연결된 서브모듈을 통해 초기 충전
시 DC 전압의 1/2에 해당하는 전압이 n개의 서브모
듈에 분배하여 충전되게 된다. 대부분 서브모듈의 정
격 전압의 1/2 전압에서 모든 필요 전원이 공급되어
동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SMPS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보
[그림 2-8] Bypass SW

여 지게 된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시 서브모듈에 충전되는 충전전압
을 잘 파악하여 해당 전압 영역에서 제어 전원 및 기
타 동작전원이 부족함 없이 공급되도록 필요 전압영
역을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체 전원의 충분한 저장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어
떠한 돌발 상황에 의해 SMPS가 손상되었을 때 이를
감지하여 제어상의 보호를 취할 수 있을 정도의 충
분한 에너지 저장이 요구된다.
•고전압에 대한 절연이 요구되어 진다. SMPS에 공급
되는 전원은 서브모듈에 인가되는 정격전압이므로

[그림 2-9] Bypass SW 동작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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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고전압 영역에서 충분한 절연능력을 확보해야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3. 외함 및 기타 구조물

이러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선택할 수 있는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의 입력전

외함 설계는 기능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원 방식은 쵸퍼(Chopper)에 의한 DC 전압을 저전

DC 절연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며, 유지보수 편의를 위

압으로 내리는 벅(Buck) 컨버터 방식과 손실이 발

해 파워 모듈(Power module)을 쉽게 탈부착 하는 방식

생하지만, 신뢰성이 좋은 저항 분압 방식을 생각할

을 고려해야 한다. 커패시터의 크기가 서브모듈의 전반

수 있다. 두 개의 방식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

적인 크기를 좌우하는 만큼 커패시터의 무게를 견딜 수

나, 시스템 관점에서, 신뢰성 관점에서 무엇이 더 우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기계적적 강도를 가지도록 해야 한

선인지를 판별하여 선정해야 한다. 벅(Buck) 컨버터

다. [그림 2-11]은 서브모듈의 3D 설계 디자인의 예를 보

방식을 이용한 입력전원 방식은 넓은 동작전압 범

여주고 있다.

위를 가지는 반면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단점과
SMPS 외에 또 다른 고장요소를 안고 가야 한다. 저
항분압방식은 벅(Buck) 컨버터 방식에 비해 손실이
다소 증가한다는 단점은 있으나 수동소자에 의해 신
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림 2-10]은 SMPS 회로의
한 예이다.

[그림 2-11] 서브모듈 3D

서브모듈을 구성하는 기구물 중 부품에 뒤지지 않게
설계를 요구하는 부분이 IGBT 방열을 위한 방열판 설계
이다. 방열판은 IGBT의 스위칭손실 및 전도손실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된다.
또한 방열판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전체적인 기구물
[그림 2-10] SMPS 구성 예

의 크기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방열판은 일반적으로
수냉식 방열판과 공랭식 방열판으로 나눌 수 있다.

SMPS의 출력 용량은 서브모듈 내 요구되어지는 전

수냉식 방열판의 경우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스위칭

원용량을 각각 파악하여 최적의 용량으로 산정해야 한

손실과 전도손실의 양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체적

다. 가장 전원을 많이 소비하는 제어보드 전원과 IGBT

을 작게 하기 위해서 선택되어 진다.

GDU(게이트 드라이브 Unit) 전원에 대해서 세밀한 분
석을 통해 용량을 산정해야 하며 기타 구동보드들의 대
기전원을 최소화 하고자 불필요한 전원요소들을 제거
해야 한다.

반면, 냉각수를 공급해주기 위한 부가적인 설비들이 뒤
따르게 되는 단점이 있다.
공랭식은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손실이 적을 경우
또는 기구물의 체적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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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공랭식은 자연냉각 방식과 강제 공기 주입방식으로 나
눌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강제 공기 주입식을 적용하
여 공랭식 팬을 부착한다. 연안(Off-shore)에 적용하기 위
한 서브모듈에는 체적을 가능한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안
을 선정해야 한다.
수냉식 방열판의 경우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스위칭
손실과 전도손실의 양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체적
을 작게 하기 위해서 선택되어 진다.
반면, 냉각수를 공급해주기 위한 부가적인 설비들이 뒤
따르게 되는 단점이 있다.

[격자]
[그림 2-12] IGBT 수평배열 구조

공랭식은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손실이 적을 경우
또는 기구물의 체적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공랭식은 자연냉각 방식과 강제 공기 주입방식으로 나
눌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강제 공기 주입식을 적용하
여 공랭식 팬을 부착한다. 연안(Off-shore)에 적용하기 위
한 서브모듈에는 체적을 가능한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안
을 선정해야 한다.
먼저 IGBT 배열에 따른 냉각 분석을 통해 최적의 IGBT

[형상]

배열을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냉각수 유량을 선정한다.
[그림 2-12]와 [그림 2-13]은 이러한 시뮬레이션 모델링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시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래
[그림 2-14], [그림 2-15]와 같다.

[격자]
[그림 2-13] IGBT 수직배열 구조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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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능력

없음

동작 방식

VI 가동리드를 전자석을 이용하여 Moving
* 동작 전원 인가시 최초 Locking 해제(Close가 되면
안됨)
* Module의 제어기 및 파워모듈 전원 상실시 Closing

동작 순서

차단기와 같은 동작 순서는 없으며 Open --> Close
상태 변경시 수동으로 Open 후 Locking

On 저항
크기

차단기 On 저항에 준함
150(가로) X 300(세로) X 150(깊이) [mm] 이내

동작 시간
수명

4ms 이내 (Open --> Close 시간)
100회 이상

(2) 방전 저항 용량을 선정한다.
[그림 2-14] 수직배열 구조의 시뮬레이션 결과

방전저항의 저항 값에 따른 시정수를 선정한다.
(3) 버스 플레이트 용량을 선정한다.

4. 보조회로 설계하기

(1) 아래 표와 같이 우회(Bypass) 스위치 용량을 선정
한다.
① 우회(Bypass) 스위치 동작 시간을 선정한다.
② 우회(Bypass) 스위치 구동 방식을 선정한다.
③ 우회(Bypass) 스위치 절연전압 및 동작 전압을 선
정한다.
④ 우회(Bypass) 스위치 정격 전류를 선정한다.
⑤ 우회(Bypass) 스위치 외형 크기를 선정한다

정격 전압
정격 전류

DC 3kV

사 양

1000 Arms

정격 내전압 11kV/1분(60Hz) (IEC 규격에 따름)
동작 전원

DC 24V

동작 상태

Normal Open --> Close
* 최초 조립상태가 Open 상태(초기 Locking 필요)

동작 방식

를 선정한다.
② 버스플레이트의 절연내력을 검토한다.
(4) 전원 공급 장치 용량을 선정한다.
① 보조전원의 용량을 선정한다.
② 보조전원의 절연내역을 선정한다.
③ 보조전원의 접지를 선정한다.
(5) 냉각 플레이트 용량을 선정한다.

<표 2-3> Bypass 스위치 사양

구분

① 버스플레이트의 회로에 따른 스트레이 인덕턴스

전동 투입, 수동 개방

① 냉각 플레이트의 형태를 정의한다.
② 냉각 플레이트의 입출력 배관을 정의한다.
③ 냉각 플레이트의 유량 및 유속을 정의한다.
(6) 외함 용량을 선정한다.,
① 외함의 크기를 선정한다.
② 외함의 재질을 선정한다.
③ 외함 고정용 취부 홀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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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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