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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력품질 안전기기의 선두기업

디이시스

KS 표시허가

디지털 종합전력 품질측정장치

디지털 누전 경보기

DED-LD Series

원자력(KEPIC-EN)
자격인증

IDPM-PQA

DED-FD Series

IDPM-BIM60
바이너리모듈
30회로

IDPM-ELD30
누전경보기모듈
30회로

내장 깊이 축소(단자포함 72mm)

전력품질 측정 및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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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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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력보호
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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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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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G(DDG)-D08R
(8채널 선택/방향성 지락계전기)

디지털 지락검출계전기(GFR)

DGF-D11H

DGF-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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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R-OV01
(과전압/저전압 및 지락 과전압계전기)

디지털메터

DGF-D16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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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Electric & Electronics System

DIPR-OC01
(과전류 및 지락 과전류계전기)

IDPM-FCM30
전력측정모듈
30회로

IDPM-DS-II

IDPM-D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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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삭시갈마로 160
TEL. 031-987-8771 / FAX. 031-987-9197

www.deesys.com

IDPM-AV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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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서비스 TEL. 031-984-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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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1

Electric Information

Contents
신년사

10

KEMC News(조합 소식)

12

전기계 뉴스
한전, RE100 이행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15

한전KDN, ‘2020 빛가람 에너지밸리 SW 작품 경진대회’

16

전력연구원, 세계최초 AI 전력 수요 예측 시스템

17

동서발전, 안전작업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18

서부발전, 국내 최초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19

남부발전, 요르단 대한풍력 첫 발 내딛다

20

중부발전, 부패방지 및 인권경영시스템 동시 인증

21

발 행 일 | 2021. 1. 10

에기평,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제공 서비스

22

발행인|곽기영

한국수력원자력, 고흥 해창만 300㎿급 태양광 사업

23

발 행 처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전기연구원, 최고 성과에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운영팀’

24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38(야탑동,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전기안전공사, 익산시와 그린마을 조성 마을자치연금 사업

25

등록일자 | 2016. 10. 5
인 쇄 일 | 2021. 1. 7

Tel. (031)724-6100(代)
Fax. (031)704-8337

홈페이지 | www.kemc.co.kr

정책 뉴스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8%, 주력 에너지원으로

26

편집 및 광고문의 | 스마트앤컴퍼니(주)
Tel. (02)841-0017
Fax. (02)841-0584
인 쇄 처 | (주)에스제이피앤비 (02)3159-9101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ase Study
디지털 트윈과 물류시스템이 만나면 벌어지는 일들

30

Special Report
ODVA가 사상 최초로 공개하는 APL의 핵심통신망 기술

34

에너지 산업 고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40

Technical Series
단상 컨버터 설계 ④

46

직류송배전 전력 변환 서브모듈 전력변환단 설계 ③

54

회사는 물론, 나라 전체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
고 전 세계의 시계(視界)를 수십 년 전 과거로 되
돌리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조합은 지난 한 해 대내외적으로 어
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원사의 협력과 임직원이
함께 발로 뛰어 한전의 변압기, 철탑류와 배전반
등 공판사업실적 2,370억 원과 공구사업실적 95
억원으로 총 2,465억 원의 실적을 올려 전년실적
대비 112%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전조합
원사를 대상으로 마스크와 상품을 지원하였으며,
공동판매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판매수수료의
10%에 해당되는 판매장려금을 일부 지급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영과 애로사항을 최소화시키는데 각
존경하는 전기공업인 여러분!

종 노력을 다하였으며, 조합원을 위한 지원 방안
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희망찬 신축(辛丑)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부터 흰 소띠의 해는 여유와 평화가 함께하

조합원사 사장님 여러분!

는 해라고 합니다.
전기공업 분야에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무한한 행복과 하시는 사업의 무궁한 발전
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전기조합이 2022년 창립 60주년
을 앞 둔 해이기도 합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아 조합은 올해 새로운 도약
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 새로운 각오로 만반의

존경하는 조합원사 사장님 여러분!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 60년을 반추하며, 미래 100년

지난 한 해 국경을 넘나드는 코로나19로 인해 평온
했던 우리의 일상은 유례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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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비하기 위한 조합 60년사 편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폐허의 땅에서 ‘한강의 기적’이

우리 조합에서도 올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부

라고 불리는 고도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저력 근

의 시책을 보다 발빠르게 입수해, 조합원사 사장

간에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이겨내는 위기극복의

님께 전달해 드림으로써 회사 운영에 조금이나마

DNA가 흐르고 있는 우리 전기공업인들의 노력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간이 되었다고 자부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합의 지난 역사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선

조합원사 사장님 여러분!

배, 원로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현재 기업
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원사 사장님들에게 용기를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돌파해 낼 저력과 위기를

북돋워 주고, 차세대 전기공업인들이 자부심을 느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그 어느 때보다도

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끈기와 근면성실함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고 생

둘째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산업은 거대한 변화
의 중심에 서 있으며, 4차산업 혁명에 이어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넘어 저탄소
경제와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미래 전기산업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국제컨퍼런스와 글로벌 전시회 등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위기
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조합 창립 60주년을 앞 둔 올해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 속
에서 가족의 건강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여유와 평화를 누리는 한 해가 되고 전
기조합이 새로운 도약으로 연결되도록 다함께 노
력합시다.

조합원사 사장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는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을 위한 국경폐
쇄와 글로벌 교류의 위축은 물론, 세계적인 경기

2021. 1.

침체,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안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 대외환경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사장 곽 기 영

정부에서는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
로 삼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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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제4차 정기이사회 개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함.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 요건 변경 사항
•현행 : ‘원재료 가격’변동 반영
•변경 : ‘공급원가’변동 반영
※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포함
(2018.7.17부터 변경 시행)
■신청방법

우리조합은 지난 2020. 12. 29(화) 조합회관 3층회의실
에서 ‘제4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의결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외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의 고통을 분
담하고자 일정기간 내에 공동판매수수료를 납부(2020.1.1
~ 12.31)한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을 일부 지
급하는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한편, 곽기영 이사장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을
모아서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합은 앞
으로도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조합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

기업 신용평가기관 (주)나이스디앤비

고 있다”고 인사 말씀을 하였습니다.

업무 제휴 알림
- 우리조합에서는 기업 신용평가기관인 (주)나이스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제도 안내

디앤비와 업무제휴를 맺어, 조합을 통하여 신용평
가 신청할 경우 10~30%까지 수수료를 할인하여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 제도란?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단가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기업이 원사업자에게 직접 납품단가조정을 신
청하거나, 조합이 수급기업신청을 받아 납품단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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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니다.
- 신청방법 : 조합 홈페이지 (주)나이스디앤비 배너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접속됩니다.
- 기업평가서비스 수수료

www.kemc.co.kr

사업
자유형

구분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평가

자산규모
(직전결산기)
5억원 미만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을 위
한 기술등
급 (TCB)
평가

표준수수료
(VAT별도)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유형
무관

규모무관

제휴할인
수수료
(VAT 별도)

200,000 160,000

250,000 200,000

동호회 동향
■한국전기공업인 산악회 제355회 산행
- 일 시 : 2021년 1월 16일(토) 오전 10시
- 장 소 : 안산자락길
(만남의장소 :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5번출구)

350,000 280,000

500,000 400,000

400,000 280,000

■한국전기공업인 골프회 모임은 동절기로 인해 진
행하지 않으며, 2021년 3월부터 첫 골프모임을 갖
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공공입찰
+ 기술등
급 평가

(주)금강파워텍 이승엽 대표이사 자녀 결혼
진영전기 김복식 대표 자녀 결혼

[1/9(토)]
[1/16(토)]

- 회원사 신용평가 애로사항 및 무료 개별 상담 업무
① 회원사를 위한 전문 상담사 운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② 기업평가 등급 관련 상담 및 재무 관련 상담 제공
- 부가 서비스 할인

선덕베스텍(주) 김석주 대표이사 모친상

[12/8(화)]

① 예비진단 서비스 50% 할인

(주)세림철탑산업 이수환 대표이사 부친상

[12/10(목)]

② 플러스리뷰 서비스 20% 할인

한국산전(주) 이현곤 대표이사 모친상

[12/17(목)]

신규가입 조합원
업체명

대표자

주생산품

소재지

가입일

서울산전(주)

최범석

차단기, 분전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9번길 46

2020.12.01

(주)스필

장기헌

충전장치

경기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908번길 31

2020.12.10

(주)이앤엠테크
더라이쳐스(주)

윤경식
함희경

변압기
변압기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216
경기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71

2020.12.08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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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공동판매 사업 계약(발주) 현황
다수공급자 계약

(단위 : 천 원)
품 목

건 수

MCC

1

배전반
분전반
UPS

합 계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한국전력공사)

4

276,574

8

478,391

1

19,850

(단위 : 천 원)
발주 금액(VAT별도)

고효율아몰퍼스주상

2,549

5,014,618

11

484,793

컴팩트형지상

부하개폐형지상
합 계

1,841

1,080
1

5,482

2,485,653

1,735,760
10,050

9,730,874

(단위 : 천 원)
품 목

건 수

금 액(VAT별도)

합 계

3

988,930

배전반

3

988,930

품 목

건 수

금 액(VAT별도)

합 계

1

325,365

배전반

14

42,368

발주 수량(대)

내염형주상

공동상표

139,599

품 목

고효율주상

지명경쟁

2

금 액(VAT별도)

1

325,365

(단위 : 천 원)

전기계 뉴스

한전, RE100 이행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녹색가치 확산 위한 녹색프리미엄 시행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

고자 하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요금과는 별개로 납부하는

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친환경 가치실천을 확산하기 위

자발적 금원으로, 녹색프리미엄 납부액에 해당하는 ‘재생

해 RE100 이행방안의 일환인 녹색프리미엄을 1월부터 본

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인증에 활용된다.

격 시행 중이다.

’21년 녹색프리미엄 참여 희망물량과 가격을 한전 홈

지난 12월 개최된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에서

페이지 및 사이버지점 등에 게재된 방법에 따라 2월 5일

’21년 녹색프리미엄 판매물량과 입찰 하한가, 낙찰기준 등

까지 신청하면, 2월 8일에 낙찰 물량과 가격을 낙찰자에

이 확정됨에 따라 ’21년 녹색프리미엄 입찰 참여공고 및

개별 공지한다. 계약은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녹색프

신청을 1월 5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진행하고 2월 8일 최종

리미엄은 매월 납부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는 분기

낙찰물량과 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별로 발행된다.

녹색프리미엄 참여대상은 1월 5일 현재 한전과 전기사

아울러, 소비자가 납부한 녹색프리미엄은 관련 법령 등

용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일반용 또는 산업용전력 소비자

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투자사

다. 녹색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

업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KEMC

녹색프리미엄 프로세스

연구소기업 5개 신규 설립... 기술이전 본격화
한전이 5개 연구소기업을 신규 설립한다.

설립될 예정이다.

한전은 ’18년부터 자사 개발기술을 에너지 분야 벤처기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업으로 상용화하는 연구소기업 설립 기관으로 지정돼 지

위해서 「에너지 신기술 개발 → 창업·기술이전 → 제품

금까지 연구소 기업 13개사를 설립했다. 올해 설립 의결된

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

연구소기업 5개사 중 2개사는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인 R&D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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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2020 빛가람 에너지밸리 SW 작품 경진대회’
대상,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의 ‘쉐임 온 유(Shame-on-you)’
한전KDN(사장 박성철)이 지난 12월 초 본사 빛가람홀
에서 광주전남 지역 대학(원)생 및 마이스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0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상 2팀, 우수상 3팀과 마이스터고 부문에 대상 1팀, 최우
수상 1팀, 우수상 2팀 등을 시상했다.
대학생 부문 영예의 대상은 한국폴리텍대학교 목포캠
퍼스 스위치(SWITCH)팀이 차지했다. 대상작 지켜줘요!

6번째를 맞은 “SW 작품 경진대회”는 광주전남의 SW

S.O.S 헬멧은 헬맷에 충격감지센서, 방향지시등, 블루투

인재육성 활성화와 우수작품의 사업화를 통한 스타트업

스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 처

창업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7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0

리 및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돋보였다.

월 말까지 진행된 접수를 통해 대학생 36개, 고등학생 28
개 등 총 64개 작품이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은 1차와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총 24팀
(대학교 16팀, 마이스터고 8팀)이 선정됐으며, 11월 18일
현장 발표와 심사를 통해 대학생 부문에 대상 1팀, 최우수

최우수상은 다양한 화분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식물
케어 시스템을 출품한 목포대학교 플랜트시터(PlantSitter)
팀과 유니티를 활용한 객체 인식 에너지 절약 교육 프로
그램을 출품한 전남대학교 정전기팀이 수상했다.
마이스터고 참가 작품 중 영예의 대상은 쉐임 온 유
(Shame-on-you)를 출품한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블
랑(Blanc)팀이 차지했으며, 최
우수상은 CAP(Convenient
Automation Place을 출품한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막강백
송이팀이 수상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매년
출품 작품 수도 증가하고 있
고 경진대회 참여자 중 한전
KDN 입사자가 증가하고 있
다”면서 “전력ICT산업 발전뿐
만 아니라 지역인재와 창업인
발굴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일
자리 창출에도 앞장설 것”이
라고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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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구원, 세계최초 AI 전력 수요 예측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배전선로 부하상태예측 정확도 89%

한전 전력연구원(원장 김태균)이 한전KDN, 한국과학기

습 기능을 적용해 태양광, 풍력 등 날씨에 따른 발전량의

술원, 아이렉스넷과 공동으로 배전계통 부하예측 관리시

급격한 변화에도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 1만

스템을 개발했다.

여 전력 선로를 대상으로 실증을 마친 상태다.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계통에서 전력

‘배전계통 부하예측 및 관리시스템’은 배전계통의 운전

의 공급량과 전력의 수요량이 같아야 하는데, 전력 수요량

효율 개선 및 설비투자 비용 절감으로 연간 80억 원을 절

은 계절 및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달라져 예측

감할 것으로 기대되며, 고부가 데이터 확보를 통한 직간접

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력 수요 예측 시스템을 개발

이윤은 연간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전력데이터 확보 및 실
증의 어려움으로 개발되지 못했다.

전력연구원 관계자는 “능동형 배전계통 관리기술은 설
비투자의 관점에서 설비효율 개선의 관점으로의 운영패러

전력연구원은 시스템 개발을 위해 먼저 한전의 전력데

다임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4차

이터를 활용해 매달 수백억 건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

산업혁명의 과학기술혁신 이행계획에 상당 부분 기여할

이터 시스템을 구축했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한 전력 수요량 예측 시

전력연구원은 개발시스템을 2021년 한전 내 전체 사

스템인 ‘배전계통 부하예측 및 관리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업소에 보급하고, 기술을 베트남, 미얀마에 수출할 계

전력 수요량의 패턴인식 및 패턴 변화 감지 기반의 재학

획이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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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안전작업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종합적인 안전관리 환경 구축으로 안전사고 예방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이 현장 안전 상태를 직관적

이와 함께 작업의 위험도를 반영한 안전작업허가 등급제

으로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 안전작업 모니터링

를 시행함으로써 도급인의 안전관리 역할 및 책임 강화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스템은 발전소 현장의 작업 안전 상태를 수치화시

동서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더스트리 4.0의 핵심기

켜 평가관리하기 위해 동서발전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술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안전사고 제

동서발전 내 인더스트리 4.0 전담조직인 디지털기술융합

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구 발전기술개발원, 원장 정필식)이 전담 태스크포스

한편, 동서발전은 강화된 안전 법령과 코로나19 장기화

(TF)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11월 정식 서비스

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안전분야 지능형 챗봇 서비스

를 시작했다.

를 시행하고 있다. 직원들이 안전보건 정보를 쉽게 접할

작업 위험성을 과거 사례를 토대로 작업종류, 작업장
소, 요일, 시간, 기상 등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지수로 산
정하고 이를 시각화했다.

수 있어 업무 효율성 향상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
여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밀폐공간 작업자의 위치, 상태와 비계의 건

발전소 위치별 작업인원 및 작업건수는 물론 잠재적 위

전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밀폐공간 안전관리 모니터

험 크기를 수치화함으로써 발전소 작업 현황을 시각화해

링 시스템’과 CCTV를 활용한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고위험 작업에 대한 집중관리가 가능하다.

과 안전사고를 감지하는 ‘AI(인공지능)기반 통합안전관리

당진발전본부에 1달 간 시범적으로 적용한 결과 사용자
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 전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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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제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장
에 적용할 계획이다. KEMC

서부발전, 국내 최초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충남 18개 마을시설 개선·전기요금 절감·온실가스 감축
을주민들이 폭염과 혹한 등 극심한 기후변화 속에서도 마
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
선에 중점을 뒀다.
서부발전은 충남도와 함께 공동시설의 에너지 절감과
효율개선에 나섰다. 먼저 공동시설에 고효율 조명을 설치
하고, 노후 보일러를 교체했다. 또 쿨루프 시공과 건물 단
열개선 등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폭염과 혹한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왔다. 이와 함께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
후위기에 적응대응할 수 있는 교육사업도 추진했다.
이번 사업으로 연간 13t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되
마을 공동시설에 시공한 쿨루프. 상단이 시공 전, 하단이 시공 후 모습

며, 전기요금과 난방비 등을 포함해 532만 원의 에너지 비
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지역주민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충남형 그린뉴딜의 일환
으로 지난 8월부터 추진한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1단
계 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올해에는 충남도와 대상지역을 확
대해 2단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지속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천안시 성환읍 천흥2

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

리 등 8개 마을과 서천군 교면 문곡리 등 10개 마을 내에

소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을 위해 앞장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공동시설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다. 마

나가겠다”고 말했다. KEMC

산재예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본부장 장광규)는 1월 7일 대한

안전기술 지도 ▲안전문화 확산 ▲자율안전보건관리 체계

산업안전협회 경기남부지회와 재해예방 활성화를 위한 공

지원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공동노력 ▲협력사와 함

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께하는 통합 무재해운동 추진 등을 적극 협력해 나갈 예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앞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이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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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요르단 대한풍력 첫 발 내딛다
타필라 지역에 최초 호기 설치, 상반기 운전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이 요르단 대한풍력발전사업

남부발전은 이번 최초 호기 설치를 시작으로, 올해 상

의 최초 호기(2기) 설치를 완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

반기 상업운전을 목표로 EPC사인 베스타스(Vestas)

춤했던 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와 함께 건설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PC는 설계

남부발전은 최근 요르단 타필라(Tafila) 지역에 추진 중
인 대한풍력발전사업의 최초 호기(2기)를 설치했다.
남부발전의 해외풍력 1호 사업인 대한풍력발전사업은
남부발전과 대림에너지가 각각 지분 50%를 투자해 요
르단 타필라 지역에 3.45MW 규모 풍력발전기 15기(설
비용량 51.75MW)를 개발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로, 총
1,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요르단 정부의 국
경폐쇄와 공사 중단 조치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의
약자로 대형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 사업 계약을 따낸 사
업자가 설계와 부품·소재 조달, 공사를 한 번에 제공하는
사업 형태를 뜻한다.
대한풍력발전사업은 준공 후 약 20년간 연 180억 원의
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정식 사장은 “코로나19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최초 호기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난관을 극복해준 직원들의 노력이 뒷

하지만 남부발전은 예기치 못한 악조건 속에서도 기자

받침된 결과”라며 “남부발전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

재 우회 운송로 확보와 화상점검을 통한 비대면 품질검사

름에 발맞춰 친환경 전력생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대한풍력발전사업의 최초 호기 설치

고 말했다. KEMC

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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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부패방지 및 인권경영시스템 동시 인증
인권경영 비전의 실현
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최근 에
너지 공기업 최초로 한국경영인증원
(KMR)으로부터 국제표준인 ‘부패방
지경영시스템(ISO37001)’과 ‘인권경
영시스템’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은
162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표준규격으로 조직의 부패리스크를
식별하고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기
준이다.
중부발전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획득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TF를 구성하여 CEO의 강력한 부패방지 방침 선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포와 교육, 부패방지경영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 제정, 전

중부발전은 인권침해 피해상담 및 사건처리 업무매뉴

사 경영전략과 연계한 부패방지 목표수립을 통해 부패리

얼을 바탕으로 ▲즉시 신고상담이 가능한 인권전문가

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부패

상담서비스 및 변호사 대리신고제 운영 ▲피해 발생 데

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의 도입과 정착에 전사적인 노

이터를 기록상담신고할 수 있는 KOMIPO 리슨투미 앱

력을 기울여 왔다.

(갑질, 성희롱 분야) 보급 등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제도

또한, 중부발전은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라는
인권경영 비전 아래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적 장치를 마련하여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인권경영 매뉴얼을 기반으로 인권경영시스템을 도입하

중부발전 박형구 사장은 “이번 윤리 인권분야 인증획

여 기관운영 전반 및 사업별로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점

득을 계기로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

검하고 있으며 미흡한 영역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나가고 있다.

말했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

중부발전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2016∼2017년

리하기 위해 CEO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그 실행

1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1등급, 2020년에는 평가 면제

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임직원 인터뷰와

기관으로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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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제공 서비스
중소·중견기업 해외 시장 진출 위한 종합정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임춘택)은 12월 31일부터 에

과 추진하고

너지산업에 특화된 해외 정보공유 플랫폼인 ‘세계 에너지

있는 정부간

시장 정보(globalenegy.ketep.re.kr)’ 서비스를 오픈했다.

협력정보까지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는 국가별 에너지통계, 에너지계

총망라하여 제

획, 각종 데이터, 규제, 표준인증 등 정책제도, 에너지 산

공할 예정이다.

업별 동향보고서, 뉴스 정보와 에너지 국제협력 현황 등을

에기평은 우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선적으로 베트

국내 에너지 분야 중소·중견 기업들은 해외 사업 추진

남, 인도네시

초기 단계에 시장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아, 인도, 중국

많다. 시장 정보를 얻기 위해 해외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

등 신남북방 국

할 경우, 연간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가와 미국, 독

이에 에기평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돕

일 등 선진국을

고자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현지 정

포함하여 총 15

책, 기술, 시장,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네트워크를

개국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대상국가를 ‘21년에는 40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진출을 직간접적으로 지

개국, ’22년에는 60개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할 계획이다.

임춘택 원장은 “국내 투자성과가 해외시장 진출로 연계

본 플랫폼은 유료서비스에 준하는 국가별 에너지통계,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며 “세계 에너지시장 정

전력공급전망, 해외기업정보, 입찰정보, 뉴스링크 등의 원

보 플랫폼이 국내 에너지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하는 데 커

스톱 서비스는 물론, 에기평의 국제에너지기구(IEA) 활동

다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KEMC

제3회 에너지전환 테크포럼 개최
에기평은 지난 12월 22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성호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

적 허들과 극복 전략 논의”를 주제로, 제3회 에너지전환

원 박상준 팀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언 선임연구위

테크포럼을 비대면 온라인 컨퍼런스 프로그램으로 개최했

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인숙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다. 에기평 임춘택 원장의 개회사 및 그린뉴딜 유공포상,

진행됐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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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고흥 해창만 300㎿급 태양광 사업
대규모 염해농지 활용, 2023년 10월 준공 목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12월 28일 현대에너지
솔루션㈜, ㈜해밀에너지, ㈜에이제이해밀솔라와 고흥 해
창만 염해농지 300㎿급 태양광발전사업 공동개발 양해각
서(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
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고흥 해창만 염해농지 300㎿급 태양광발전사업’은 전
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해창만 일대에 위치한 염해농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약 3,770억 원으로, 2021년 11월 착공, 2023년 10월 준공
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준공 후 고흥군 약 34,800가
구가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약 370,000MWh의 전기
를 생산하게 된다.
염해농지는 간척지 가운데 염도가 높아서 발전소 부지

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로 일시 활용가능한 곳으로, 부지 임대료 지급을 통해 농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친환경 에

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일자리 확보

너지 생산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는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발전소 건설을 위해 노력하

대된다. 특히, 한수원은 20년간 태양광 발전부지로 사용

겠다”며, “앞으로도 한국판 그린뉴딜 실현을 선도해나가

한 후 다시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흥군 및 지역주민

는 종합에너지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과 충분히 상의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업

밝혔다. KEMC

제12기 아인슈타인 클래스 발대식
한수원은 12월 30일 ‘아인슈타인 클래스’ 온라인 발대

봉사정신을 갖춘 대학생 멘토 54명과 5개 원전 본부 주변

식을 열었다. 올해로 12기를 맞는 아인슈타인 클래스는 대

지역에 거주하는 멘티 153명을 선발했다. 멘토들에게는

학생 멘토가 원전 주변지역 초중고교학생의 학습과 진

장학금이 수여되며, 2021년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멘

로 탐색을 돕는 재능나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티들에게 멘토링을 시행하게 된다. KEMC

한수원은 아인슈타인 클래스를 위해 학습지도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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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구원, 최고 성과에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운영팀’
경제적 파급효과 총 5천억 원 달성
한국전기연구원(이하 KERI, 원장 최규하)이 지난 12월

같은 수중함은 바다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추진 시

17일 개최한 성과발표회의 심사 결과로 ‘전기선박 육상시

스템을 선박에 탑재하기 전에 육상에서 통합시험을 통해

험소(LBTS, Land Based Test Site) 운영팀(수중함 추진

신뢰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시스템 육상시험평가 연구팀)’을 2020년도 최고 성과로
선정했다.

KERI는 LBTS를 통해 지난 7년간(2013년~2020년) 전
기선박 분야와 관련한 총 연구비 990억 규모 25개 연구

KERI 시스템제어연구센터(센터장 손홍관)가 경남 창원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건

시(시장 허성무)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전기선박 육상시험

조한 3천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장보고-Ⅲ급)’을 포

소(이하 LBTS)는 이름 그대로 전기선박을 육상에서 시험

함한 전기선박 분야 총 401개 항목 시험을 수행해 192

하는 장소로, 고부가 전기선박의 핵심기술 개발 및 관련

건의 개선보완사항을 도출했고, 이를 통한 건조기간 단

산업 지원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2015년 국내

축 368일, 건조기간 단축 및 전력화 지연손실 비용 절감

최초 그리고 세계 3번째(미국-영국-한국)로 완공된 핵심

효과 4,684억 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국내 최

시험 설비다.

초·최대 규모의 육상시험소를 통해 거둔 기술수입 대체

친환경 전기선박은 연료비용이 저렴하고, 조종능력과

효과 370억 원, 전기선박 관련 산업 발전 등 지역경제 활

정비성이 우수하며, 저소음저진동 등의 많은 장점으로

성화 효과 약 270억 원까지 포함하면 통합 5,000억 원

국방 등 미래 해양 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 분야로 손꼽힌

이 넘는 효과다.

다. 하지만 전기선박은 설계 과정에서 추진 시스템이 탑재

KERI는 수년간 기관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 LBTS

된 후에는 해체와 성능 검증이 매우 어렵다. 특히 잠수함

운영팀을 영예의 ‘KERI 대상팀’으로 선정했다. 연구책임
자인 손홍관 센터장은 개인 부문인 ‘올해의 KERI인
상’까지 차지하며 기쁨을 더했다.
한편 KERI 대상 최우수 부문에는 ▲모듈형 펄스
전원 기술 개발팀 ▲이차전지 시험인증 시장 개척
팀 ▲기관 종합평가 우수성과 창출 전략팀이 선정
됐고, 우수 부문은 ▲차세대 스마트기기용 신축전
극 개발팀 ▲SF6 대체가스 적용 친환경 가스차단
기 설계팀 ▲신재생수용률 향상을 위한 미래 배전
계통의 설계 및 운영 기술 개발팀 ▲상반회전 프
로펠러용 비접촉 자기기어 기술팀 ▲2020년 시험
고객 지원서비스 개선팀 ▲광주 스마트그리드본부
건설사업 추진팀이 차지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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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익산시와 그린마을 조성 마을자치연금 사업
태양광 발전설비와 마을공동체 운영 수익 활용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
가 농촌지역 고령층의 안정적 소
득 보장과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
한 마을자치연금 제도 활성화 지
원에 나섰다.
공사는 12월 23일, 전북 익산시
청에서 정헌율 익산시장과 한솔테
크닉스 등 7개 기관 및 기업 관계
자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마을 조
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노후소득보
장 마을자치연금’ 지원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정헌율 익
산시장, 공사 김민 사회적가치추진단장, 국민연금공단, 농

건설비용 1.47억 원을 부담하고 각 기관의 고유역량을 활

업기술실용화재단, 새만금개발공사, 대중소기업농어업

용해 마을 자체 수익사업 활성화 지원 등 사업 기반 구축

협력재단, 한솔테크닉스 등 각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원에 앞장설 예정이다.

익산시와 함께하게 된 마을자치연금 지원 사업은 지역

조성완 사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마을자치연금

태양광 발전설비와 마을공동체 운영 수익을 분배해 현지

사업이 농촌지역 공동체의 소득 보장에 도움이 되길 바

에 거주하는 만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10만 원 내외

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균형 발전이 성공의 궤도에 오를

의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이를 위해 공사를 비롯한 7개 기관은 태양광발전설비

말했다. KEMC

‘2020 안전문화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전기안전공사는 지난달 10일, 「2020 대한민국 안전문

은 사회 각 분야에서 교육 홍보 활동이나 제도개선 등을

화대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부문 단체 장관표창

통해 국민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모하는 안전문화대상

이나 단체를 포상하는 안전 분야 최고상이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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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8%,
주력 에너지원으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2050 탄소중립 도전과제도 제시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5.8%로 늘리는

주요 특징은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나왔다.
정부는 12월 29일(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위원

첫 번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기간, 목표를 맞

장: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를 개최하고 제5차 신재생

추어 에너지 분야 장기계획간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이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신재생에

번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너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동일한 2020~2034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2034년 신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또한 제9차 수급계획에 맞춰

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으

25.8%(재생 22.2%, 신 3.6%)로 설정하였다. 제9차 수급계

로 5년마다 수립하며,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

획에 따른 2034년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 설비 용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

량은 82.2GW(바이오혼소 포함시 84.4GW)이다.

표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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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기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고려가 부족

했던 전력계통, 재생 에너지 수요, 신에너지(수소) 등의 내

으로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인허가 통합시스

용을 대폭 보완하였다. 제5차 계획기간 중 재생에너지가

템과 연계한 설비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간 보
급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넘어 전통전원 수준의 계

2. 시장혁신

통기여 및 시장제도 등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다.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 입찰 장기계약 중심

세 번째, 계획 기간(2020~2034년)을 넘어, 2050년 탄

으로 RPS 시장을 개편한다. 다시 말해 태양광 우선이던

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도전과제

시장을 풍력 등 다른 에너지원 확대, 에너지원별 시장분리

와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번에 제시한 대

등을 검토한다.

응방향은 내년 ‘에너지 탄소중립 전략’ 수립 과정에서 활
용될 예정이다.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신규 사업자
분리입찰, 대규모(20MW 이상) 신규시장 신설 등 현재
입찰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보급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

핵심 내용은

준으로 RPS 의무비율 상향(’34년 40%) 및 공급의무자
확대를 검토한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

신재생열 보급제도(RHI 또는 RHO) 도입방안을 마련하

장, 수요, 산업, 인프라 5대 혁신을 바탕으
로 저탄소 사회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

표 1. 2034년 최종 에너지 기준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단위 : 백만toe)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보급혁신
먼저,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 설비수명 증가에 따른
부지 임대기간 확대(현재 20년→예: 30
년),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인허가, 규

표 2.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풍력 원스탑샵 설치를 위한
‘(가칭)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추
진 (’21년)하고 신재생에너지법에 이격거
리 특례규정 마련 또는 표준조례안 제정

표 3. 발전량 기준 원별 비중 목표(단위 : %)

등을 검토한다.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신
재생e 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계획입지 도
입(중장기) 등 지역주도의 신재생 확산을
기대한다. 또한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 다양한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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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8년 주요 국가의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단위: %, 출처: IEA 홈페이지)

고,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대상 다각화(바이오 연

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을

료→재생e 전력, 수소 등)를 검토, 추진한다. 아울러, 바이

현재 9개에서 100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디젤 혼합비율(3%)을 2030년 5% 내외까지 단계적으로

고효율 태양전지(’30년 35%), 초대형 풍력터빈(12MW 이

상향하고, 예치 유예 등 의무이행의 유연성 부여를 위한

상), 그린수소 양산(’30년 100MW), 수열(대용량 히트펌프

제도개선를 병행한다.

등) 등 핵심기술 국산화하고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고도
화로 고효율 친환경제품 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3. 수요혁신
기업, 공공기관 등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2021∼)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최저효율 기준의 단계적 상향 및 탑 러너(Top Runner,
최고 에너지효율 제품군)를 도입하고 현재 태양광 모듈에서
풍력연료전지 등으로 탄소인증제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유도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 인정에 더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

5. 인프라 혁신

링 부여 등 RE100 참여 인센티브 강화, 향후 RE100 참여주

계통혼잡 완화를 위해 기존 고정(Firm) 접속방식에서

체를 산단 지역 국민 등으로 확대한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선로별 접속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선(先)접속후(後)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

제어 등 유연한(Non-Firm) 접속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자가용 태양광 설비비중(’19년 9%)은

재생e 변동성 대응을 위해 설비 스스로의 예측제어능

매우 낮은 수준(독일 74%, 미국 40%)이어서 지속 가능한

력 제고는 물론, 유연성 자원 및 관성자원 확보, 재생e 관

보급, 계통부담 완화 등 위해 자가용 확대가 필수이다.

제인프라 통합 등 대응 인프라를 강화한다.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수요이전(주
간요금 할인 등), 공급이전(저장후 타 시간대 활용; 저장믹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위해

스 계획 수립) 등을 통한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
정부는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e는

4. 산업혁신

잠재량 기술 계통 등 다방면에서 현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소 소부장 R&D, 혁신조달 및 투자확대로 수소전문

수 있는 도전과제는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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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개요도

우선, 설비효율 향상, 현재 잠재량 미포함 입지(건물벽

파수 제어 의무화 추진 ➋대형 수용가 자원(자가태양광

면, 농지 등) 활용 및 해양 온도차 냉난방 등 유망 재생에

스마트가전전기차 등)을 활용한 자동 DR ➌계절수요

너지원 발굴로 잠재량을 확충한다. 태양광 모듈효율 향상

대응을 위한 長주기 저장수단 확보 및 수급균형 기능 의

(17.5%→40%) 및 풍력터빈 대용량화(3MW→20MW)시 태

무화 ➍기존 계통운영자와 별도로 구역별 배전망운영자

양광풍력 우선공급 잠재량 2.3배, 건물 남향벽면 활용시

(DSO, Distribution System Operator) 등이 요구된다. 또

건물태양광 잠재량 30%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지자체

한 AC(교류) 송전망과 DC(직류) 배전망을 융합한 하이브

별 재생e 설치의무 부여(지역 RPS), 공공재산 개방형 개

리드형 전력망으로 전환, 송전망 강화 측면에서는 동북아

발 등 공공주도 대규모 개발 및 커뮤니티 프로젝트 확산

수퍼그리드를 추진할 방침이다.

등으로 규모 있는 개발을 촉진한다.

네 번째, 그린수소를 섹터 커플링 핵심자원화 한다.

두 번째, 신재생 공급-전달-거래기술 고도화 및 신 에

발전(HPS), 수송(연료혼합), 산업공정 등에 걸쳐 그린수

너지안보를 강화한다. 태양전지 초고효율화(효율 40%↑),

소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그린수소 경제 이

초대형 풍력터빈(20MW↑), 고효율 액화수소(kg당 전력량

행을 가속화한다. 그린수소 중심으로 에너지원간 섹터 커

13.6kWh → 5kWh) 등 공급기술을 혁신하고 AC/DC 하

플링(P2X)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유형별 분리된 공급의무

이브리드 송배전 시스템 기술 등 차세대 전력계통 기술을

화 제도를 통합한다.

개발한다.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 핵심소재 재활용 재

궁극적으로는 탄소감축 잠재량이 풍부한 수요자원(효

제조 기술 확보 및 소재 부품공급 안정화를 통해 탄소중

율향상피크감축수요이전 등)이 공급자원과 경쟁하는

립 시대의 에너지안보를 강화한다.

수요-공급자원 통합 에너지시스템 도입한다. 신재생에

세 번째,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로 했다.

너지 정책심의회를 주재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금
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 과정에서 계통 안정화를 위

에너지가 명실 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

해 공급자원, 수용가, 저장자원 등 다양한 자원의 역할이

밀하게 지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필요하다. 이를 위해, ➊주력 전원인 재생에너지 설비가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

계통안정, 유연성 확보역할을 이행토록 관성제공 및 주

라고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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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과 물류시스템이 만나면 벌어지는 일들
지멘스 Simatic S7-1500과 S7-1200 등 자동화 시스템 적용
글: 지멘스

“스페인 기술 전문 기업 모두마크 사는 원활한 공급망
과 효율적인 공정 확보를 위해 디지털화가 제공하는 잠재

서 수십 개의 위탁물과 소포가 수 초 단위 간격으로 완전
히 자동으로 통과합니다.

력을 활용합니다. 에콰도르의 새로운 물류센터는 먼저 시
뮬레이션 검증된 이후 자동화되고 디지털화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결과로 처

“모두마크의 디지털화: 지멘스 기술로 에콰도르
의 물류 시스템을 3배로 향상시키다.”

리 능력이 세 배로 향상되었습니다.”
이 첨단기술이 적용된 물류센터는 에콰도르의 대표적
정렬, 저장, 검색, 발송: 에콰도르 태평양 연안의 항구

인 유통기업인 코모파시온 엘 로사도(Commonacion El

도시 과야킬에 있는 물류 센터의 인상적인 분류 시스템에

Rosado)에 속해 있으며, 장난감부터 세정제, 과일,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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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이르기까지 국내산 및 수입품을 모두 공급하고 있
습니다.

“성공 요인으로서의 물류 체인”

“

우리는 최고의 품질과 안정성 그리고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 받기 위해 지멘

그룹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슈퍼
마켓, 쇼핑센터 그리고 식료품점에의 공급을 위한 강력한
물류 시스템입니다.

스를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조나탄 파스큐알, ATM 기술 이사, 모두마크 그룹

과야퀼의 물류센터는 전 세계 동종 시설과 어깨를 나란
히 합니다. 최첨단 분류 시스템으로, 그 곳에서 불과 몇 년
전에 처리할 수 있었던 양의 3배인 시간 당 최대 1만 2천
개의 패키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워크플로우를 활용한 효율성의 향상”

”

로, 2019년 모두마크에 편입됐습니다. 정렬기는 교차 도
킹 구역 양 쪽에서 주문을 받고, 이 구역에서는 화물이 상

이번 실적 개선은 물류 분야 솔루션 등 분야를 전문으
로 하는 스페인 기술기업 모두마크가 기획하고 실현한 것

품 차량에서 다른 상품 차량으로 바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중앙 창고의 벨트구역으로 이동됩니다.

입니다. 모두마크 그룹의 알폰소 플로레스 최고경영자

이전에 엘로사도에서는, 이러한 정렬과 적재 작업이 수

(CEO)는 “엘 로사도는 우리에게 과야퀼의 그들의 공정을

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 자동화 시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과제를 주었습니다”라며, “이것은

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로 전체 공정이 비

우리가 그들의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고 전체 비즈니스를

약적으로 효율화, 고성능화되었습니다. 교차 벨트 정렬기

최적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워크플로우의 3배 증가”
과야퀼의 용량을 시간당 1
만 2,000개의 처리 공정으로
확대하기 위해 요나탄 파스쿠
알을 단장으로 하는 모두마크
프로젝트팀이 강력한 크로스
벨트 정렬기를 설치했습니다.
파스쿠알은 CTO로 소프트웨
어 전문 기업 ATM의 설립자

디지털트윈의 적용으로, 모두마크 사는 고객사의 요구에 맞는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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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에 의한 효율성
과 안정성의 확보”
파스큐알 이사는 완전히 자
동화된 새로운 정렬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서, 모두마크 사
가 검증된 산업용 부품과 첨단
기술이 적용된 자동화 툴을 사
용하기로 결정했음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지멘스의 자
동화 제품을 오랜 기간 솔루션
과야퀼의 엘 로사도 물류센터의 최첨단 자동화란 시간당 최대 1만2000개의 패키지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을 만들어 내기 위해 과야퀼에
서의 프로젝트 또한 우리는 오
직 지멘스의 제품만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모두마크는 디지털화
와 IIOT(Industrial Internet of
Things)에 특화된 지멘스 파트
너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Simatic
S7-1500과 S7-1200등과 같은
강력하고 유연한 자동화 시스
템 또한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운전을
지원합니다.”
모든 중앙 제어 패널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이 Simatic HMI 터치 패널 위에 표시됩니다. 각각의
스테이션에 개별 제어패널과 ET200SP시스템이 프로피넷 혹은 AS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되며,
Scalance 산업용 이너넷 스위치에 의해 모든 부품들이 구성됩니다.

매일 매일의 목표한 수준의
목표를 만족하기 위해, 모두
마크는 첨단의 시뮬레이션 기

에 의해 8,000개의 패키지가 현재 일반적으로 처리되고

술로 자동화 프로세스를 최적화하였습니다. Simatic S7-

있으나, 시스템은 최대 약 12,000개의 화물이 처리 가능

PLCSim을 활용해서, 매우 현실적인 조건하에서 3대의 컨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존 시스템의 약

트롤러가 시뮬레이션 테스트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3배 가량의 용량입니다.

결국 우리의 시스템이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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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도움을 줍니다.”: 파스
큐알씨는 이야기 합니다.

“직관적인 운영”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문제없이 설치
되었고 운영 모드로 넘어갔을
뿐 아니라, 파스큐알 이사의
발언대로, 직관적 운영 시스템
덕분에 사용자가 새로운 시스
템에 즉각 적응하여 일을 시
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
템은 보고와 유지보수에도 기

모두마크사가 디지털 트윈이 제시하는 기회에 대해 톨레도에 있는 쇼룸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합니다. 엘로사도는 향상된
성능과 최적화된 운영 비용
덕분에 3년 만에 투자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화를 위한 쇼케이스”

“

과야퀼 프로젝트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파스큐알 이사는 “우리는 어떻게 고객이 디지털화의 이
익을 획득할 수 있을지를 이번 프로젝틀 통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표를 가능하도록 하
기 위해 모두마크는 고객에게 디지털 트윈이 어떠한 이점
들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지를 보여주는 쇼룸을 톨레도
에 설치하였습니다. 모두마크는 Soild Edge와 NX 프로그
램으로 모든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개발에 활용합니다.
파스큐알 이사는 “이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개개의 고객
이 원하는 시스템을 맞춤형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한

우리는 모든 미래 프로젝트에 디지털 트윈을
사용할 것입니다.
알폰소 플로레스, 모두마크 그룹 CEO

”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으며, 앞서 솔루션들을 검증합니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여 기존 대비 3배의 처리 용량이라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는 고무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그러한 경험을 나누기

스페인의 기술 전문 기업 모두마크는 에콰도르 과야

위해 톨레도에 자체적인 쇼룸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퀼의 물류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지멘스의 SIMATIC S7-

모두마크사는 모든 프로젝트에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 고

1500, S7-1200과 함께 Solid Edge, NX 시스템을 이용한

려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EMC

33

Speci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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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인터페이스

제한된 장치의 헤더와 인터페이스를 행하는 8핀 리셉
터클이 있는 노드 커넥터가 있다.
핀 할당은 위에 나와 있다. 제한된 장치의 헤더와 인
터페이스 하는 8핀 리셉터클[Receptacle]이 있는 노
드 커넥터가 있다. 핀 헤더에는 표준 2.54mm 피치,
0.635mm × 0.635mm 사각 핀이 있다. 8핀의 단일 행
헤더, 8핀의 채워짐과, 각 핀은 2A 이상의 전류를 전달

그림 9. 미디어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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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커넥터는 다음을 사용하여 매체에 연결되고 전기적

기 때문에 선호되는 옵션이다. 개방 얼라이언스[Open

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표준이나 도구가 아직은 없다.

Alliance]와 같은 일부 표준조직은 10BASE-T1S PHY에

•커넥터는 선별 라인을 끊은 다음 선별[Select]_A 및

대한 SPI 인터페이스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선별_B 핀에 연결해야 한다.
•커넥터는 SPE+ 및 SPE-라인을 모두 차단하고 향

이를 반도체 분야에서 배웠다. SPI PHY는 2020년에 출
시될 예정이다.

상된 신호의 무결성을 위해 인라인 인덕터 [inline
inductors]를 추가할 수가 있다.

옵션 3은 단일 칩에 통합 된 PHY 및 MCU이다. 이렇게
하면 전체 패키지 크기가 크게 줄어들고 잠재적으로 최저

SPE 10BASE-T1S PHY의 요구 사항

비용 옵션을 제공할 수가 있다. 문제는 프로세서의 성능,
메모리 풋프린트 및 보안 기능이 적절히 조합된 부품을

우리는 초기 10BASE-T1S PHY를 위해 여러 반도체 공

대규모 시장에서 찾는 일이 급선무이다.

급 업체와 협력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옵션이 있다.

SPE 10BASE-T1S 멀티 드롭 미디어 및 하드웨어

그림 10. 10BASE-T1S PHY 요구 사항

옵션 1은 MII 인터페이스가 있는 PHY이며 MAC 및 RS
가 내장된 MCU가 필요하다. MII 인터페이스가 있는 MCU

그림 11. 드롭 미디어 및 하드웨어

는 제한된 캐비닛 내 장치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선호되는 옵션은 아니다. 16개 이상의
신호가 PHY와 MCU 간에 라우팅되어야 하므로 더 많은
보드 공간이 필요하다.

케이블 샘플: 104(ohm)에서 임피던스, 25 미터에서
(40MHz)에서 6.7(dB)의 삽입손실
커넥터 샘플: 삽입손실 0.1dB@40MHZ 반사손실
33dB@40MHz, SPE+ 및 SPE-라인 모두차단, 36nH 인

옵션 2는 MAC 및 RS가 통합 된 SPI 인터페이스가 있

라인(in-line) 인덕터가 내장되어 있다.

는 PHY이다. 이것은 SPI 인터페이스가 있는 MCU만 필

T1S 하드웨어: IEEE 802.3CG 초안(draft) 2.1, MII 인터

요하다. 이것은 SPI 인터페이스가 있는 MCU가 훨씬 더

페이스 통합 PLCA 기능을 준수하는 T1S PHY가 있는 평

저렴하고 제한된 캐비닛 내 장치를 위한 대상 MCU이

가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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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평가 결과

제한된 EtherNet/IP 통신 프로필 및 스택 요약
현재 EtherNet/IP 통신은 제한된 장치 및 네트워크요
구 사항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림과 같이 제한된 장치 프
로필의 개념에서 EtherNet/IP 통신 프로파일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그림 12. 시스템 평가 결과

T1S 하드웨어, 케이블 및 커넥터로 지원할 수 있는 노
드 수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설정을 평가했다.
•T1S에서 지원할 수 있는 노드 수를 결정하기 위해 하
드웨어, 케이블 및 커넥터 등, 여러 가지 설정에 대해
계속 평가했다.
•총 40개의 노드 25미터 케이블의 시작 부분에 마스
터 노드 0, 케이블 중간에 노드 1, 25미터 케이블 끝

그림 14. 통신 프로파일

에 집중된 38개 노드.
•비트 오류 없이 수행된 BER 테스트.
•노드에서 측정된 눈 높이와 일치하는 시뮬레이션

최소장치 개체 모델은 제한된 EtherNet/IP에 대해 동일
한 기본 개체를 사용하지만 기본 개체의 구현을 최소화한
다. UDP를 통한 최소화된 CIP 전송이 있으며 UCMM +

결과.

Class 1만 지원한다.

그림 13. 노드 39
그림 15. 최소장치 개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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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오버헤드를 줄이는 일환으로 옵션기능을 제한

으로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ListIdentity를 사용하여 제

하여 개체를 최소화한다. 연결 관리자가 예제로 표시된

한된 장치의 EtherNet/IP 기능을 검색할 수 있다. 여기에

다. 속성과 서비스가 최소화되며 통신방법이 최소화된다.

새로운 EDS entry[Application Profiles Assembly]가 결

단순화는 여전히 필요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합되어 제약 조건을 설명한다. 장치의 EtherNet/IP 기능

유지한다.

중, 다음은 새로운 ‘EtherNet/IP Capability’ CPF 항목에
대한 정의이다.

표 1. 제한된 장치의 차이점
표 2. CPF 아이템

새로운 EtherNet/IP 전송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 정의
장치가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필은 Identity 개

는 지원되는 기능의 조합을 허용한다.

체의 애플리케이션 프로필 속성 25를 통해 보고된다. 11
장은 EtherNet/IP 전송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을 정의

표 3. 전송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 정의

하기 위해 Volume 2, CIP의 EtherNet/IP 적응에 대해
제안되었다. 새로운 EtherNet/IP 전송 애플리케이션 프
로파일은 ‘전체’ 및 ‘UDP 전용’ 전송 프로파일이다. 전
체 EtherNet/IP 전송프로파일은 CIP 연결관리 및 연결
된 명시적 메시징을 위한 TCP 및 EtherNet/IP 캡슐화 세
션, 암시적 메시지 전송을 위한 UDP 전송 프로토콜의 사
용을 지정한다. UDP 전용 EtherNet/IP 전송 프로파일
은 모든 데이터 전송에 UDP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CIP 메시지를 지정한다. 이 프로파일은 TCP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화된 EtherNet/IP 스택이 된

UDP 전용 장치의 통신을 단순화하면 TCP 연결과 캡슐

다. 새로운 ‘EtherNet/IP Capability’ CPF 항목이 제안되

화 세션이 제거되고 통신 스택의 복잡성이 감소한다. 단순

었다. 이 새로운 CPF 항목은 EtherNet/IP Transports 애

화 된 경우 몇 가지 예는 그림 16에서 설명한다. 그림 16

플리케이션 프로파일 데이터를 사용한다. ‘EtherNet/IP

은 전체 EtherNet/IP와 UDP 전용 UCMM 메시징을 비교

Capability’ CPF 항목이 ListIdentity 응답에 유효한 항목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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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보안에는 TLS와 DTLS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
에 DTLS 전용 EtherNet/IP 적응에 대한 선택적 지원
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아래 그림에 설명되
어 있다.

Volume 8 CIP Security에 제안된 추가 사항은
UDP 전용 EtherNet/IP 전송 애플리케이션 프로필을
구현하는 장치를 허용한다. DTLS는 CIP 보안 컨텍스
트에서 전송되는 모든 CIP 통신에 사용된다. 그림 18
은 DTLS를 통해 EtherNet/IP가 연결되지 않은 메시
그림 16.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UDP 전용 비교

그림 17은 전체 EtherNet/IP와 UDP전용 암시적 메시징

지를 교환하는 데 필요한 메시지의 단순화된 시퀀스
를 보여준다.

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18. DTLS를 통한 연결되지 않은 메시징

그림 19는 EtherNet/IP 제안을 요약한 것이다. 빨간색
으로 표시된 기능은 제거된다. 녹색으로 표시된 기능은
새로 추가된 것이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기능은 수정된
그림 17. 전체 EtherNet/IP와 UDP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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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축소).

이더넷 PHY”, http://www.ieee802.
org/3/cfi/0716_1/CFI_01_0716.pdf
9. IEEE 802.3 SG, “10SPE”(10Mb/
s 단일 쌍 이더넷), http://www.
ieee802.org/3/10SPE/index.htm
10. IEEE 802.3cg (10SPE) - 산업
자동화 목표를 충족하는 10Mb/
s 단일 쌍 이더넷 : 2017-ODVAConference_Brandt Xu
그림 19. EtherNet/IP 제안

Haehniche_IEEE-802-3cg10SPE_R0_FINAL
11. DeviceNet of Things-사용사례, 가치 제안 및 사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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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
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수립ㆍ사업선
정ㆍ실적평가ㆍ지원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
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은 영 제25조제2항 및 이 규정 제12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
다)의 지정을 받아 기반조성사업의 기획ㆍ선정ㆍ평
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기금관리기관”은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38조
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장관으
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전력산업기술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는 기반조성사업의 성과보급 및 기술정보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삭제
7. 삭제
8.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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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은 영 제2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주관기관
이 수립하는 세부사업별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
한 계획을 말한다.
9. “ 지정사업”은 영 제2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서 장
관이 주관기관을 지정한 사업을 말한다.
10. “ 공모사업”은 영 제2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서 장
관이 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2장 기반조성사업의 운영체계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공모사업의 기획
평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
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해당 사업
의 평가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제
 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전담기관의 장이 소집하
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2. 기반조성사업내용의 중요사항 변경

3. 기
 반조성사업의 사업성과평가 및 성과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및 신규지원 대상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
 금 설치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한 적합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10조(평가위원회 운영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전담기관
의 사업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
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록 작성 등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서에는 사업계획 또는 사업실
적의 항목별 적정성 여부 및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전담기관 직원의 경우 자
기 소관 사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사 정족수) 평가위원회는 위촉위원(당연직을 포
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관이 필요한
경우 사업별로 지정하고 이를 영 제24조에 따른 시행
계획에 반영하여 공고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
사업단
2.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
공단
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2. 기 반조성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신청사업의 검
토ㆍ조정

3. 기
 반조성사업의 협약체결, 변경 및 해약, 기술료
징수
4. 기
 반조성사업비의 지원ㆍ정산 및 환수
5. 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및 발굴
6. 기반조성사업의 수행결과 평가 및 활용촉진
7. 삭제
8. 기타 기반조성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④ 삭제
⑤장
 관은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의2 삭제
제13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은 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
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련자료, 사업계획서 제
출 및 사업의 수행 등 주관사업의 종합 관리
2. 사
 업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해당사
업에 한함)
3.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4. 사업성과의 활용 및 결과의 보고
5. 기타 기반조성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주
 관기관은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반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
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을 동일기
관에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정보센터) ①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
보센터는 기금관리기관 내에 둔다.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결과물의 배포 및 DB 구축운영
2. 전력산업기술정보의 수집, 분석, DB 구축 및 제공
3. 기술이전 및 사업화
4. 기타 전력산업의 기술정보화 관련사항

제3장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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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 고시

제17조 삭제
제17조의2 삭제

제4장 기반조성사업의 신청 및 선정 등
제18조(공모사업의 신청)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공모사업 신청서 등의 작성요령)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선정 및 평가기준 등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필
요한 경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등의 작성요령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공모사업의 검토ㆍ심의 및 조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신
청된 사업에 대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사업 수행능력(사업자의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등)
3. 공동사업의 경우 역할 분담의 적정성
4. 사업성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사업성과의 배분, 기술이전시기 및 활용분야 등
6.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7.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
8.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지정된 사업 또는 계속
사업인 경우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 시
당해연도 사업 평가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신청자격 및
신청서식 등에 위배되는 사업신청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결과를 사업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이를 반영
한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의 검토ㆍ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반조성사업을 수행
하는 주관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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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공모사업의 선정ㆍ평가기준 등) ① 전담기관의 장
은 기반조성사업의 선정ㆍ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업의
검토ㆍ심의 및 조정 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전
 담기관의 장은 신청된 기반조성사업이 공동사업이
거나 중소기업 등이 신청한 사업인 경우에는 우대조
건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공모사업 선정안의 작성)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사
업의 검토ㆍ심의 및 조정결과에 따라 신청사업에 대
한 사업선정안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선정안 작성 시 사
업우선 순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23조(공모사업의 확정 등) ① 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신청사업 선정안을 확
정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이를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전
 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신청자에
게 신청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사업신청자는
선정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지정사업의 사업계획 검토ㆍ조정 등) ① 지정사업
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
계획 공고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전
담기관(전담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사업에 한한다)의 장
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③전
 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일부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주
관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5장 기반조성사업의 협약체결 등
제25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전담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전담기관이 주관기
관을 겸하는 기반조성사업의 경우는 장관이 사업계획
을 승인하면 장관과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공
모사업인 경우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선정통보
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기반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주
 관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시 “별지 제1호서식”의 표
준협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영 제26조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협약서는 사
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협약기간은 지정사업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 공모사업인 경우는 협약체결 월의 1일부터 1년
또는 다년으로 하되, 사업의 조기착수 또는 전담기관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급하거나 단
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전
 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다수의 사업을 수
행하는 경우에는 일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
체결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삭제
제26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
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제27조(사업의 수행) ①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의 주관기관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성과중심의 사업관리를 위해 진도
점검과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28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위배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전
담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무형적 발생품을 환수할 수 있
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기반조성사업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제6장 기반조성사업비의 산정 및 관리
제29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기반조성사업비의 산정기
준은 사업별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사업비 산출
기준과 정부예산편성기준, 장관의 사업지침 및 국내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0조 삭제
제31조(사업비의 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
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별로 별도
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기반조성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장관이나 전담기관이 요구한 때
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위탁사업비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중
위탁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
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7장 기반조성사업의 결과보고 등
제35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지정사업 주관기관의 장은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
업비 사용실적 및 자체평가서를 첨부한 사업결과보
고서를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전담기관(전담기관
이 지정되어 있는 사업에 한한다)의 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모사업의 사업결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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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제출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
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공모사업 주관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 삭제
제37조(지정사업 사업결과의 검토) ① 삭제
② 삭제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결과보고
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제재가 필요한 사
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결과에 대한 검토내용을 주관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고, 이를 매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장관은 소속공무원 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결과의 검토 등에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하도
록 할 수 있다.
제37조의2(기반조성사업의 성과관리) 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의거 기반조성사업의 성
과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기
 금관리기관의 장은 성과중심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37조의3(성과활용) 주관기관의 장은 기금을 활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
루어졌음을 밝혀야 한다.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40조(사업결과의 용도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공모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의 평가결
과와 지적재산권 등의 사업결과의 용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의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위반사항의 제재)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 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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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
 일사업을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중복하여 신청
하는 자
2. 허
 위사실에 의하여 사업을 신청하거나 허위사실을
보고한 자
3.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요령ㆍ지침 등에 위
반한 자
② 삭제

제8장 보칙
제43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
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되며, 이 사업에 관련된 기관은 관련자료 및 사업
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하
여야 한다.
제44조(국가기밀사업의 관리) 장관은 기반조성사업 중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의 선정ㆍ심사ㆍ평가 등에 있어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제48조(세부규정 제정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반조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세부규정을 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전
 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정 또는 개
정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관은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승인시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제49조(적용특례) 장관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사업 또는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행정규제
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부칙(제2001-108호, 2001.9.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 일부터 시행한다. 단, 발전
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이전에 기반조성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
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 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
조의 2 제1항 제2호의 전력효율향상사업 총괄관리기
관 적용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기반조성사업과 관
련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2010-218호, 2010.11.25)

부칙(제2002-38호, 2002.3.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기반조성사업과 관
련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기반조성사업과 관
련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2013-9호, 2013.1.16)

부칙(제2003-27호, 2003.3.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기반조성사업과 관
련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기반조성사업과 관
련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2015-33호, 2015.2.17)

부칙(제2005-70호, 2005.7.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7.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6-4호, 2016.1.12)
부칙(제2005-118호, 2005.12.30)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8-31호, 2008.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기반조성사업과 관
련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에 이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2015년 3월 12일)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
업 평가지침을 폐지한다.
부 칙(제2020-207호, 2020.11.3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69호, 2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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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컨버터 설계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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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연면 누설거리와 함께 사용되는 기준 전압

14[mm/kV]의 최소 규정 연면 누설거리가 일반적으
로 사용되고 있고 지금까지 섬락은 발생하지 않은

* 컨버터의 AC 측 절연 : 실효치로 표현된 선간 운
전 전압의 최대치(IEC60815)
* 컨버터의 DC 측 절연 : 대지와의 절연을 위한 DC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컨버터 밸브 내부 절연을 정
의하는 적절한 파라미터로 연면 누설거리가 아닌 아
킹 거리가 더 적절할 수 있다.

전압 또는 가압설비 사이 절연을 위한 절연물 양단
에 걸리는 전압의 평균치

(2) 공기 절연 거리
AC 설비에 대해 특정 임펄스 전압 절연을 보장하기

(1) D
 C 전압 인가 시 실내 절연에 대한 연면 누설거리
건물 내부의 청정 환경에서, DC 전압 기준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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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요한 공기 절연거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IEC
6071-2에 설명되어 있다. HVDC 시스템에서는 AC,

DC, 그리고 임펄스 전압이 합성되어 인가된다는 점

(3) 상위밸브 그룹(g) 사이의 절연

을 고려해야 한다. DC 전압 레벨에 따라 뇌격이 아닌

최대 연속 운전전압(MCOV)은 밸브에 인가되는 최

개폐시의 전압 레벨이 필요한 공기 절연거리 결정을

대 전압과 동일하고 보호레벨은 한 개의 밸브가 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보통 동일 갭에서 정극

닌 브리지에 걸쳐 인가된 전압이므로 6펄스 브리

성 뇌격 임펄스 파괴전압은 정극성 개폐 임펄스 파괴

지 출력 전압이 나타난다. 연속적인 전압으로 인해

전압 보다 최소 30[%] 높은 값이 된다. DC와 임펄스

밸브 피뢰기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브

전압의 경우 부극성보다 정극성이 더 낮은 내전압 값

리지 피뢰기의 보호 레벨은 밸브의 보호레벨보다

을 갖는다. 장파두와 DC 전압이 합성된 전압에 대해

10[%] 높게 설정한다.

서는 동일한 크기를 갖는 개폐 임펄스만을 이용한 시
험 결과를 일반적으로 이용한다. 접지 전극형상에 따

(4) DC 중성점의 대지간 절연(e)

라 적절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정극성 DC 전압에

대지와 컨버터 DC 중성점에서 나타나는 최대 연속

정극성 장파두 전압이 중첩된 조건에 대해 보수적으

운전전압(MCOV)은 하단 밸브그룹 MCOV와 중성

로 공기 절연거리 수치를 결정할 수 있다.

모선 MCOV의 합이다. 보호레벨은 아래 수식으로
계산된다.

2. 단상 컨버터 구조의 절연전압 및 절연간격 설계하기
MCOV(e)＝MCOV(d)＋MCOV(a)
가. 단상 컨버터 위치별 절연 설계한다.
단상 컨버터의 위치별 절연전압을 최대 연속 운전
전압(MCOV)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귀
 로 도체선로와 대지간(a)

(5) 하단 밸브그룹 사이의 절연(f)
최대연속 운전전압(MCOV)은 밸브 간에 인가되는
최대전압과 동일하고 보호레벨은 DC 중성점 서지

도체 귀로선로에 인가되는 최대 전압은 귀로도체의

피뢰기(M)와 대지귀로 선로 피뢰기(EL)에 의해 결

임피던스로 인한 전압강하와 고조파를 고려하여 계

정된다.

산한다.
(6) 밸브 델타 권선과 대지간 절연(h)
(2) 밸브 양단 간(d)
(가) 최대 연속 운전전압(MCOV)은 변환용 변압기
밸브 측에서 인가되는 최대전압과 밀접한 관계

최대 연속 운전전압(MCOV)은 중성선 MCOV와 밸
브 간 MCOV의 합이다. 보호레벨은 밸브 피뢰기(V)
와 전극선로 피뢰기(EL)에 의해 결정된다

가 있다. 보호레벨은 밸브에 인가되는 최대 선
간전압의 파고치에 과전압 배수(1.62*)를 적용

MCOV(h)＝MCOV(a)＋MCOV(d)

한다.
(나) 일반적으로 밸브 측 선간전압에 정류 오버슈

(7) 밸브 스타 권선과 대지간 절연(i)

트, 일시 과전압 배수 등을 고려하여 개폐로 인

최대 연속 운전전압(MCOV)은 12펄스 브리지 양단

해 발생할 수 있는 최대값으로 약 1.6~1.7 정도

MCOV와 중성선 MCOV의 합이다. 보호레벨은 밸브 피

의 경험치를 적용한다.

뢰기 (V) 와 브리지 중성점 피뢰기(M)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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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OV(i)＝2x cos 15°MCOV(d)＋MCOV(a)

<표 2-2> 전극 형태에 따른 계수와 이격거리 계산 방법

Clearance
Reference

(8) 밸브 델타 권선과 밸브 스타 권선간 절연(j)
MCOV와 중성선 MCOV의 합이다. 보호레벨은 직
렬연결된 2개의 밸브 피뢰기(V)에 의해 결정된다.

1. e
AC 측 공기
절연거리를
계산한다.
Ring-Ring(k
is N/A)
Phase-Phase

MCOV(j)＝2x cos 15°MCOV(d)＋MCOV(a)

최대 연속 운전전압(MCOV)은 최대 선간 전압이 되

AC 측 이격거리는 IEC60071-2, Annex A에 따라 BIL 750[kV]에 해당하
f
1.15 Conductor-Plane Phase-Ground
용하며, 전극형태에 따른 계수와 이격거리 계산 방법은 <표 2-1>과 같다

g

Ring-Ring (k is N/A)

Phase-Phase

<표 2-2> 전극 형태에 따른 계수와 이격거리 계산 방법

h

1.15 Conductor-Plane Phase-Ground

고, 보호레벨은 직렬연결된 2개의 밸브 피뢰기(V)에 Clearance Reference
ia

의해 결정된다.

d

j

e

MCOV(k, l)＝MCOV(d)

kf

g

lh

(10) HVDC 모선 대지간 절연(m)
최대 연속 운전전압(MCOV)은 12펄스 브리지 양단
MCOV와 중성선 MCOV의 합이다. 보호레벨은 브리지

m

피뢰기(B)와 브리지 중성점 피뢰기(M)에 의해 결정된다.

k

i

j

Electrode Factor k

출처:

Method of Clearance

1.15 Conductor-Plane1.15
Phase-Ground

Phase-G

Ring-Ring (k is N/A)

Phase-P

Ring-Ring (k is N/A)

Phase-P

Ring-Ring (k is N/A)

Phase-Phase

Ring-Ring (k is 1.15
N/A)Conductor-Plane
Phase-Phase
Ring-Ring (k is N/A)

Ring-Ring (k is 1.15
N/A)Conductor-Plane
Phase-Phase

1.15 Conductor-Plane Phase-Ground
1.15 Conductor-Plane

Ring-Ring (k is N/A)
출처: 한국전력공사,
교육자료, p. 325
Ring-Ring (kHVDC
is N/A)

l

MCOV(m)＝2x cos 15°MCOV(d)＋MCOV(a)

Method of Clearance
Calculation

a
1.15
Phase-Ground
 단상 컨버터 공기 절연거리를 산정한다.
d 컨버터의
Ring-Ring(k
is N/A)
Phase-Phase
단상
전압레벨에
따른 공기
절연거리를 결정한다.

최대 연속 운전전압(MCOV)은 12펄스 브리지 양단

(9) 밸브 권선 상간 절연 k, l)

Electrode Factor k

Ring-Ring (k is N/A)

(2) DC
측 공기 절연거리를
계산한다.
m
1.15 Conductor-Plane
DC 측
이격
거리는
ELECTRA 29, IEC 6071, IEC
한국전력공사,
HVDC
교육자료,
p. 325

Phase-G

Phase-P

Phase-G

Phase-G

Phase-P

Phase-P

Phase-P

Phase-G

6060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된다. DC 이격거리는

나. 단상 컨버터 공기 절연거리를 산정한다.

2. DC
측 공기
50[%]
섬락절연거리를
전압과 전극계산한다.
구조와 관련되는 계수들을

단상 컨버터의 전압레벨에 따른 공기 절연거리를

DC
측 이격
거리는상과
ELECTRA
IEC거리와
60071,상간
IEC 이
60060에 의한 방법
사용해
계산한다.
대지간29,
이격

결정한다.

이격거리는
50[%]별도의
섬락 전압과
전극적용한다.
구조와 관련되는 계수들을 사용해
격 거리에 따라
계산식을

(1) AC 측 공기 절연거리를 계산한다.

지간 이격 거리와 상간 이격 거리에 따라 별도의 계산식을 적용한다.

AC 측 이격거리는 IEC6071-2, Anex A에 따라

(1)
(가)50%
50%섬락
섬락전압
전압

BIL 750[kV]에 해당하는 1,50[mm]를 적용하며,

절연
확률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50[%] 섬락
절연내력에
내력에대한
대한구체적
구체적
확률을
얻기
위해
사

전극형태에 따른 계수와 이격거리 계산 방법은

로용되는
주어진다.
50[%] 섬락 전압은 다음으로 주어진다.

<표 2-2>와 같다.


  
  

＝perunit
unitofofthe
theconventional
conventional
deviation
σ＝per
deviation
of anofovervoltage distr
뇌에서는 0.03)

 ＝conventional deviation of the discharge probabilit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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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vervoltage distribution(개폐는 0.06, 뇌에

2-3. 단상 컨버터 기구물 제작도면 작성

서는 0.03)
Z＝conventional deviation of the discharge

1. CAD 프로그램 활용

probabilty function of a self restoring

가. CAD 프로그램 활용 : 단상 컨버터 기구 배치도를

insulation

기준으로 기구물 제작도면을 작성하기 위해 컴퓨터

UZ＝required withstand level

프로그래밍을 활용한다. 범용적으로 기구물 설계에
사용되는 Auto CAD와 3DS Max는 상당한 연관성

(나) DC 모선에서 대지간 공기 절연이격 거리 계산

대지와 DC 버스의 이격거리는 개폐 및 뇌 과도
＝required withstand level
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 중 큰 값을 선택한다.

모선에서 대지간 공기 절연이격 거리 계산

이 있고, 또 파일 간에 서로 쉽게 호환이 되므로 어
느 한 부분에서 3차원 모델링이 되어 있다면 굳이
다시 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한 모
델링 기법으로 용량을 줄일 수 있다.

개폐과도에
대해
지와 DC 버스의 이격거리는
개폐 및
뇌이격거리:
과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 중 큰 값을
 ＝required withstand level
(1) CAD 모델링의 개념 : 모델링이란 2차원의 도형
택한다.
C 모선에서 대지간 공기 절연이격 거리 계산 
즉, shape를 면으로 생성하여 3차원의 두께가


 개폐
×뇌
폐과도에
이격거리:
있는 객체로 만들어 주는 작업을 의미한다. 모델

지와 DC대해
버스의
이격거리는
및
과도에
×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 중 큰 값을

링은 크게 solid 기법과 wireframe 기법으로 나
택한다.


눌 수 있다.
과도에 대한 이격거리:    × 
 이격거리: 
뇌 과도에대한
   
폐과도에 대해 이격거리:    × 
solid 기법은 내부를 채워서 두께를 주는 방식을

 ×
＝전극 구성형태에 따른 계수(ELECTRA29
and IEC60071-2)
의미하고, wireframe 기법은 내부는 텅비어 있지











＝환경
만 개체의 표면을 wire로 에워 싸는 방식을 의미
과도에상관계수
대한 이격거리:    × 


한다. 또한 solid 기법은 solid modeling 기법과
 ＝개폐 임펄스에 대한 50[%] 섬락 전압
＝전극 구성형태에 따른 계수(ELECTRA29 and IEC60071-2)
AME(Advanced Modeling Extension) 기법으로
전압
 ＝뇌 임펄스에 대한 50[%]
k＝전섬락
극 구성형태에
따른 계수(ELECTRA29
나눌 수 있다.
 ＝환경 상관계수
간 공기 절연거리 계산 and IEC6071-2)
 ＝개폐 임펄스에 대한 50[%] 섬락 전압
Eƒ＝환경 상관계수
간 이격거리는 개폐 과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뇌 충격의 효과는 양 도체에서(가)
유사
solid 모델링 기법 : CAD에서 2차원 shape은
50[%]
섬락
전압
＝개폐
임펄스에
대한
50[%]
섬락
전압
 ＝뇌 임펄스에 대한 U
50S
크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양 도체사이에 형성된 전압은 감소된다. 상간 이격 거리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으로 인식하는데 이를
U
＝뇌
임펄스에
대한
50[%]
섬락
전압
50L
상간
공기절연거리
계산 계산한다.
그냥 두께값을 주게 되면 내부는 모두 비어 있
수정된
를 참고하여


간 이격거리는 개폐 과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뇌 충격의 효과는 양 도체에서
(다) 상간 공기 절연거리 계산
크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양 도체사이에 형성된 전압은 감소된다. 상간 이격
상간 이격거리는 개폐 과도에 의해서만 결정된
수정된  를 참고하여 계산한다.
다. 뇌 충격의 효과는 양 도체에서 유사한 크기

유사
게 된다. 그래서 선으로 인식하는 2차원 도형을
거리
solid란 명령으로 내부를 채준 다음 change란 명

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양 도체사이에 형성된 전
수행 tip
압은 감소된다. 상간 이격 거리는 수정된 U50S

령어로 두께값을 주어야 내부가 채워진 객체로
생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생성이
된 객체의 기법을 solid 모델링 기법이라고 한다.

① solid 모델링의 장점 : 모델링 기법의 가장 기본
를 참고하여
계산한다.
• 단상
컨버터 설계는 단위 용량을 선정하여 운전 상
방식으로 용량이 제일 작으며 편집이 쉽다. - 두
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절연설계를 통해 안정성을 확

수행
tip
보하는 전기적 설계 부분과 지진 및 진동에 대한

내성, 냉각 성능을 확보하는 기구적 설계로 구분하
• 단상 컨버터 설계는 단위 용량을 선정하여 운전 상
여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절연설계를 통해 안정성을 확
보하는 전기적 설계 부분과 지진 및 진동에 대한
내성, 냉각 성능을 확보하는 기구적 설계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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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값이 잘못 주어졌을 경우 change의 thicknes

- 모서리를 filet이나 chamfer로 편집이 가능하다.

로 수정이 가능하다. - Z축의 위치 값은 move

- 모델링 기법 중 유일하게 bolean으로 면에 대

로 옮겨줄 수 있지만 change의 elevation 값으

한 연산수행이 모델링에 사용한 2차원 Base를

로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 크기가 맞지

따로 삭제시켜주지 않아도 된다.

않을 경우 grip에 의한 편집 중, stretch 외 여러
다른 편집명령 등을 사용하여 바로 바로 편집이
가능하다.

②A
 ME 모델링의 단점 : 용량은 solid 모델링 기법
보다 많이 든다.
- solid 모델링 기법보다 불편하다.

② solid 모델링의 단점 :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

- R14까지는 편집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 즉, 2차원 형상 중 호 또는 원 등 곡선을 포

크기가 잘못된 객체인 경우는 새롭게 생성해

함하는 shape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각형

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두께값을 주기 위해 그

㉮d
 ispsilh 변수 : AME 기법의 객체를 윤곽 모

려 놓은 2차원 형상 즉, base는 모델링이 완성된

서리만 표현할 건지에 대해 제어해 주는 시

후, 삭제해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스템 변수이다. 즉, 호나 원이 포함된 객체를

㉮ fil 변수 : solid 모델링 기법은 fil 모드에 영향

extrude로 돌출을 시킬 경우, 호나 원 부분은

을 받는다. solid로 내부를 채운 경우 내부가

hide를 시켜보면 삼각형 형태의 선들이 생성

하얗게 나타낼 것인지 아니면 그 외곽선만

될 것이다. 이 무늬를 화면상에 display시킬

을 나타낼 것인지를 제어해 주는 변수이다.

것인지, 윤곽만 display시킬 것인지에 대한 여

default 값으로 on이 설정되어 있다. 이는 모

부를 결정해주는 변수이다

서리를 포함하여 내부가 하얗게 display 됨을

㉯ isolines 변수 : 와이어 프레임의 곡선 부분을

의미하고, of로 바꾸어 주면 가장 외곽선만이

가시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쪽맞춤선의 수를

나타나게 된다. 변수를 설정했더라도 바로 나

조정해 주는 시스템 변수이다. 즉, extrude로

타나지 않을 것이며, regen이란 명령을 사용

돌출된 객체는 regen 시에 특히 호나 원 즉,

해야 화면상에서 변화를 알 수 있다.

곡선 부분이 선이 몇 개 display 되지 않아 객
체가 원만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 값을 올리

(나) A
 ME 기법 : solid 모델링 기법에서는 곡선이 포
함되어 있는 shape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속도는 느려진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곡선이 포함되어 있는

㉰ facetres 변수 : 음영이 진 객체와 은선이 제

shape의 내부를 채워 두께를 주는 방식을 일컬

거된 객체의 부드러움을 조정해 주는 변수이

어 AME(Advanced Modeling Extension) 기법

다. 즉, 만들어진 3차원 개체를 hide를 사용

이라고 한다.

하여 은선 가리기를 한 경우를 보면 호나 곡

① AME 모델링의 장점 : 다각형뿐만 아니라 곡선이

선 부분 등은 삼각형으로 선이 나타나 있는

포함된 객체도 내부를 채워 두께를 줄 수 있다.

데, 그 선들의 조밀도를 나타내주는 변수로서

- R200부터 solidedit란 명령으로 편집이 가능

regen 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hide 명령

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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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regen시 더욱 부드러워 보이지만 regen시

을 사용한 경우에만 영향을 미친다. 설정값은

0.5부터 10까지로 높은 수치의 값일수록 부

생성하여 주는 명령이다.

드러워지고 용량은 많아지며, 속도는 느려지

㉱ edgesurf 변수 : 이웃하는 각 4개의 요소를

지만 렌더링 작업 시 렌더링의 퀄리티는 더욱

선택하여 닫힌 polygon mesh 형태를 생성하

좋아진다.

여 주는 명령이다.

(다) w
 ireframe 기법 : 부드러운 형태를 표현하기에

2.단상 컨버터 기구물 제작도면 작성하기

는 solid 기법이나 AME 기법의 모델링에 한계
가 있다. 그래서 선으로 외곽의 부정 형태를 생

가. 단상 컨버터 기구물 제작도면을 설계한다.

성하고 그 부분을 와이어를 사용하여 외부를 감

단상 컨버터 기구물 모델링은 다각형이 주된 구성

싸주는 방식의 모델링 기법을 wireframe 기법

인 평행형 객체이므로 solid 기법이 적합하고, 그 평

이라 한다.

행형 객체에 곡선이 포함되어 있다면 AME 기법을

① wireframe 기법의 특성 : 선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용하며, 부드러운 부정 형태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객체의 형태를 만들고 Surftab1이나 Surftab2의

wireframe 기법을 적용한다. 하나의 객체에 하나의

변수값을 받아 외부를 감싸주므로 용량이 크다.

기법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상 컨버터 기구

UCS 사용이 많고 3가지 모델링 기법 중 가장 까

물의 특성들을 잘 살려 여러 기법을 적용하면 용량

다로운 방식이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가장 가까

도줄

운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컨버터 기구물을 만들어 감에 있어 단상 컨버터 기

㉮ rulesurf 변수 : 2개의 서로 다른 개체를 선택

구물의 여러 단면 즉, top view나 side view, front

하여 닫힌 polygon mesh 형태로 생성하여

view 중 어느 view를 그렸을 때 가장 빠른 시간 내

주는 명령이다. 개체는 선, 원, 호, 타원, 2D

에 모델링이 가능한 지를 파악한다.

어든 적절한 모델링이 가능하다. 또한 단상

혹은 3D 폴리선 spline일 수 있다.
㉯ tabsurf 변수 : 원하는 형태의 단면이 지정된

(1) solid 기법에 의한 단상 컨버터 기구물 모델링을 한다.

경로를 따라 polygon mesh 형태로 생성하

(가) 크
 기를 결정하고, 옆판과 뒤판의 두께를 설정하여

여 주는 명령이다. 단면은 선, 원, 호, 타원,
2D혹은 3D 폴리선 spline일 수 있으며 방향
벡터 즉, 경로는 선, 열린 2D 혹은 3D 폴리

그린다. front view를 그려서 solid 기법 작업을 하

(1) 크기를 결정하고, 옆판과 뒤판의 두께를 설정하여 그
여 Rotate 3d로 회전시킬 수도 있다.

기법 작업을 하여 Rotate 3d로 회전시킬 수도 있다.

선일 수 있다.
㉰ revsurf 변수 :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단면
을 지정한 축을 기준으로 지정한 각만큼 회
전하여 polygon mesh 형태로 생성하여 주는
명령이다. 단면은 선, 호, 원, 타원, polyline,
닫힌 polyline, spline, 닫힌 spline, donut일
수 있다. 4) edgesurf 변수 이웃하는 각 4개의
요소를 선택하여 닫힌 polygon mesh 형태를

[그림 2-8] 라인을 이용한 top view 그리기

[그림 2-8] 라인을 이용한 top view 그리기

(2) 솔리드는 세 점을 기준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네 점을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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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기를 결정하고, 옆판과 뒤판의 두께를 설정하여 그린다. front view를 그려서 solid
Technical Series
기법 작업을 하여 Rotate 3d로 회전시킬 수도 있다.

[그림 2-8] 라인을 이용한 top view 그리기

(4) 나머지 옆쪽의 한 판은 상위 단계에서 완성된 옆판을

(2)
점을
기준으로
채워지기
네 점을
찍을
반드시
지그재그로
(나)솔리드는
솔
 리드는 세세점을
기준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네때문에
점
나 반사
대칭하여
활용한다.
한때는
모델링을
위해 모든
사물은 기존의
을 찍을 때는 반드시 지그재그로 찍는다.
찍는다.

만들어 놓은 객체

여 활용한다.

(4) 나머지 옆쪽의 한 판은 상위 단계에서 완성된 옆판을 반사
한 모델링을 위해 모든 사물은 기존의 만들어 놓은 객체를

[그림 2-8] 라인을 이용한 top view 그리기

여 활용한다.

(2) 솔리드는 세 점을 기준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네 점을 찍을 때는 반드시 지그재그로
찍는다.

[그림 2-9] solid로 도면의 뒤판 내부 채우기

[그림 2-9] solid로 도면의 뒤판 내부 채우기

(다)solid된
s olid된 면을
위해 위해
crosing으로
감싸면 2 감싸면 2차원 base까지 선택되므로 select
(3)
면을선택하기
선택하기
crossing으로
차원 base까지 선택되므로 select object 중 [Last]

2-9] solid로
도면의사용하여
뒤판 내부 채우기
object 중[그림
[Last]
기능을
solid된 면만 선택한다. 그 두께 값이 계산을 필요

기능을 사용하여 solid된 면만 선택한다. 그 두께

[그림 2-11] solid로 단상 컨버터 기구물 옆판 내부를 채우고

[그림선택되므로
2-11] solid로 select
단상 컨
(3) solid된
면을 자동
선택하기
위해 crossing으로
감싸면중
2차원
base까지
로 하는
값이라면
계산을
위해 투영명령
[cal]을
사용한다.
버터 기구물 옆판 내부를 채

값이 계산을 필요로 하는 값이라면 자동 계산을 위
change의 thicknes로 두께 지정하기
object 중 [Last] 기능을 사용하여 solid된 면만 선택한다. 그 두께
계산을
필요
우고 값이
change의
thickness로
해 투영명령 중 [cal]을 사용한다
두께
지정하기
[그림 2-11] solid로 단상 컨
로 하는 값이라면 자동 계산을 위해 투영명령 중 [cal]을 사용한다.
기구물 옆판
내부를 채화면상의 상판과 옆
(마) fil 모드를버터
of시키고,
regen시켜

(5)우고
fill 모드를
off시키고,
regen시켜 화면상의 상판과 옆판과 뒤
change의
thickness로

판과 뒤판들의
외곽선만 표시한다.
두께 지정하기

(5) fill 모드를 off시키고, regen시켜 화면상의 상판과 옆판과 뒤판

[그림 2-10] solid로
채운면을 선택하여 change의 thicknes로
[그림 2-10] solid로 채운면을
지정하기
선택하여두께
change의
thickness로
두께 지정하기

[그림 2-10] solid로 채운면을
change의
thickness로
(라)선택하여
나
 머지 옆쪽의
한 판은
상위 단계에서 완성된 옆판
두께 지정하기
을 반사대칭(miror)시킨다. 신속한 모델링을 위해
52

모든 사물은 기존의 만들어 놓은 객체를 복사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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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solid를 이용하여
단상 컨버터 기구물의 옆판과
[그림
2-12] solid를
이용하여
뒤판
사이에
있는 컨버터
내부면을
채
[그림 2-12] solid를
이용하여
단상
기구물의
옆판과 뒤판
단상
기구물의
옆판과 두
우고 컨버터
change의
thickness로
사이에 있는 내부면을
채우고
change의
thicknes로
두께
지정하기
뒤판
사이에 있는 내부면을 채
께 지정하기
우고 change의 thickness로 두
께 지정하기

(바) 본 예에서는 Z방향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6개를

복사한다. 정확한 간격 값을 입력해도 osnap이 활

(아) 단상 컨버터 구성 부품 그리기 : 단상 컨버터를

성화되어 있으면 그 간격 값을 무시하고 정의된

구성하는 스위칭 소자, 커패시터, 인덕터 등의

osnap점을 찾아가 엉뚱한 방향으로 복사되므로

전기적 부품과 냉각설비, 지지대 등의 구조물을

(6) 본 예에서는 Z방향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6개를 복사한다. 정확한 간격 값을 입력

해도 osnap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 간격(8)값을
무시하고
정의된
osnap점을
단상
(8) 단상
컨버터
컨버터
구성
구성
부품부품
그리기
그리기 찾아가
(6) 본
일정 간격을
두고 6개를 복사한다.
정확한 간격 값을 입력
3D 어레이
시 예에서는
osnap은 Z방향으로
반드시 of 상태를
유지한다.
그린다.
단상단상
컨버터를
컨버터를
구성하는
스위칭
스위칭
소자,소자,
커패시터,
커패시터,
인덕터
인덕터
등의등의
전기적
전기적
부품과
부품과
냉각설비
냉각설
엉뚱한 방향으로 복사되므로 3D 어레이 시 osnap은
반드시
off구성하는
상태를
유지한다.
해도 osnap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 간격 값을 무시하고 정의된 osnap점을 찾아가
지지대
지지대
등의등의
구조물을
구조물을
그린다.
그린다.
엉뚱한 방향으로 복사되므로 3D 어레이 시 osnap은 반드시 off 상태를 유지한다.

[그림 2-13] 작업된
객체를
3D 작업된
어레이를객체를
이용하여 Z방향으로
[그림
2-13]
3D 어레이를
이용하여
직렬연결되는
서브모듈
수만큼Z방향
복사하기

(사) 복
 사된

[그림
2-13] 작업된 서브모듈
객체를
으로 직렬연결되는
3D
어레이를
이용하여 Z방향
수만큼
복사하기
으로 직렬연결되는 서브모듈
원판을
단상
컨버터의
상판 덮개로
수만큼
복사하기
(7)
복사된
원판을
단상 컨버터의
상판사용하
덮개로

출처출처
(a): General
(a): General
arrangement
arrangement
of a of500kV
a달라지므
500kV
MVU(valve
MVU(valve
tower),
tower),
High High
Voltage
Voltage
DirectDirect
사용하기
복사하면
크기가
출처 위해
(a): General
arangement
of a 50kV MVU(valve tower), High

Current
Current
Transmission-Proven
Transmission-Proven
Technology
Technology
for Power
for Power
Exchange,
Exchange,
p. 14,
p. 14,
Siemens,
Siemens,
of
Operation,
Operation,
p.13,p.13,
Siemens,
Siemens,
20112011
Exchange,
p.원하는
14, Siemens,
201,
[그림[그림
2-15]
2-15]
CAD CAD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으로
설계된
설계된
컨버터
컨버터
밸브,The
밸브,
(a) Advanced
전류형,
(a) 전류형,
(b) MMC
전압형
(b) 전압형
stretch를
이용하여
크기만큼
늘(b):

기 위해(7)복사하면
크기가
달라지므로
활중
2011,
2011,
(b):위해
(b):
The
The
Advanced
Advanced
MMC
MMC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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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송배전 전력 변환 서브모듈
전력변환단 설계 ③

3장. 제어기 설계

및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1) 정적 및 동적 특성

3-1. 스위칭 제어

하기 그림은 스위치의 회로기호이며 전압, 전류 특
성을 나타낸다.

1. 이상적인 스위치와 전력반도체 스위치
스위치를 포함하는 전력변환회로는 시변비선형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변환회로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이상적인 스위치는 실제 스위치의 특성
을 단순, 개념화함으로서 전력변환회로의 기본 동작원리

54

(1) 스위치가 온되면 전류는 (-)무한대에서 (+)무한대까
지 흐르며 이때 전압은 0이다,
(2) 스위치가 오프되면 전압은 (-)무한대에서 (+)무한대
까지 걸리며 이때 전류는 0이다.
(3) 스위치가 온, 오프시 걸리는 시간은 이상적으로 0이다.

D(듀티비)는 D = X(삽입) 이묘 한 주기 동안 스위치가
온 되는 시간으로 정의한다. 전력변환 회로는 듀티비를
[그림 3-1] 회로기호

[그림 3-2] 전압- 전류 특성

조정함으로 출력전압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
억해야 한다.

(2) 존재함수
존재함수는 단일스위츼 동작을 수학적으로 표한한 것
으로 [그림 3-3]과 같다.

2. 전력반도체 스위치의 종류
현재까지 개발된 스위치는 온, 오프 제어특성에 따라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동작 방향성에 따라 4가지
로 나뉜다.

[그림 3-3] 스위치 존재함수

존재함수를 사용하면 화로의 동작의 표현이 가능하다.

(1) 온, 오프 제어 특성에 따른 분류
①온
 , 오프 제어 불가 소자 : 스위치의 온, 오프가 외
부의 인가전압과 전류의 조건에 따라 이뤄지는 소
자이며 다이오드가 여기에 해당한다.
②온
 제어가능, 오프 제어 불가 소자 : 일정조건에서는
스위치의 제어신호에 의하여 스위치는 온이 되지만
온상태가 되면 외부회로의 전압전류조건에 의해서

[그림 3-4] 반주기의 온,오프 스위칭

[그림 3-4]는 스위치의 존재함수를 나타내며 주기를 T 라
가정하였을 경우 반주기 동안 스위치의 온, 오프를 반복한
다. 여기서 스위치의 온, 오프시간을 조절함으로서 스위치의
출력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한주기 동안 스위
칭의 시간을 조정함으로서 출력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만 턴오프되는 소자이며 사이리스터가 대표적인 온
가능 오프불가능 소자이다.
③ 온 오프 제어가능 소자 : 외부회로의 조건과 관계없이
스위치의 제어신호에 따라 스위치의 온, 오프가 자유
롭게 조절 가능한 소자이다. GTO 사이리스터, 바이폴
라 트랜지스터, MOSFET, IGBT가 있으며 바이폴라 트
랜지스터와 IGBT를 현재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 동작 방향성에 따른 분류
① 단방향 전압저지소자 : 오프상태에서 인가되는 전압의
극성가운데 한쪽 방향의 극성에 대해서는 전류를 흘
리지 않으나 반대전압의 극성이 인가되면 파괴 혹은

[그림 3-5] 주기변화에 따른 스위치의 온, 오프

도통하는 소자이다. 다이오드, BJT, MOSFET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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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단방향 전압저지특성

② 양방향 전압저지소자 : 오프 상태에서 인가되는 양
방향 극성의 전압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소자이다.
SCR 사이리스터, GTO사이리스터 IGBT 가 있다.

[그림 3-9] 양방향 전류소자특성

(3) HVDC 서브모듈 스위칭 온, 오프
서브모듈을 제어 할 제어기는 서브모듈 내부의 IGBT란
스위칭 소자를 On, Off 하는 지령을 출력한다. 이 지령을
발화(Firing) 신호라 하며 발화(Firing) 신호에 따라 스위칭
소자의 On, Off가 결정된다. 잘못된 발화(Firing) 신호는 모
듈의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발화(Firing) 신호
의 정밀한 제어가 요구된다.
① 스위칭 소자의 On, Off : 다음 그림과 같이 HVDC 시스
템은 여러 개의 단위모듈이 직렬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

[그림 3-7] 양방향 전압저지특성

다. 단위 서브모듈은 하프 브리지 인버터로 구성되어
있다. 모듈내부의 스위칭 소자인 IGBT S1, S2의 스위칭

③ 단방향 전류소자 : 온 상태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

에 따라 모듈이 출력할 수 있는 전압이 결정된다. 발화

류를 흘릴 수 있는 소자이다. 다이오드, SCR 사이리

(Firing) 신호의 오동작은 모듈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손

스터, GTO사이리스터 IGBT 등 대부분의 소자가 여

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밀한 스위칭이 요구된다.

기에 해당한다.

[그림 3-8] 단방향 전류소자특성

[그림 3-10] HVDC 시스템 구성

④ 양방향 전류소자 : 온 상태에서 양쪽 방향으로만 전

② 정상상태에서의 스위칭 On, Off : 단위서브모듈이 정

류를 흘릴수 있는 소자이다. TRIAC이나 역도통 다

상적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상위제어기는 단위 서브

이오드가 있다. SCR 사이리스터, GTO사이리스터

모듈에 스위칭을 할 수 있도록 지령을 송신한다. 송

IGBT 등 대부분의 소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신된 지령에 따라 단위서브모듈 내부의 제어기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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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칭 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하기 그림은 지령대비
실제 출력하는 스위칭 인가신호이다. 지령은 이상적
으로 인가하지만 지령을 수신 받은 스위치는 이상적
이지 않고 고유의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기울기를 가지고 서서히 증가하게 된다.

[그림 3-12] Dead time 종류

[그림 3-13] Dead time Simulation
[그림 3-11] 정상상태에서의 스위치 온오프

③ 서브모듈 비정상상태에서의 스위칭 On, Off : 상위제
어기에서 스위칭을 하기 위한 지령을 수신받더라도
자체적으로 상태를 체크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별되
면 즉시 모듈제어기는 내부의 로직을 통해 스위치에
인가신호를 출력하면 않된다. 잘못된 신호가 출력이
된다면 단위 서브모듈 뿐 아니라 시스템의 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림 3-14] 데드타임을 고려한 스위칭 신호

④ 부동시간(Dead-Time) 고려 : 앞서 말한 듯이 스위
치는 이상적이지 않고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떄문에 기울기를 가지고 서서히 스위치가 ON 된다.
만약 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내부 IGBT 스위
치를 동작하고 된다면 하프 브리지 구조를 가지는
모듈의 상, 하단 스위치가 동시에 ON 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쇼트가 발생한다. 쇼트가 발생한다면 전류
가 무한대로 증가하기 떄문에 모듈은 소손이 된다.
그러므로 일정시간동안 스위치를 오프하는 부동시
간을 가지고 스위치를 동작시켜야 한다.

[그림 3-15] 단락으로 인한 모듈 폭파 사진

(4) HVDC 서브모듈의 비정상적인 상황
서브모듈을 비정상적인 상황은 상위지령이상, A/D 입
력 이상, 접점입력이상, 동작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앞
서 말한 것과 같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모듈제어기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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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하면 스위치동작 출력은 오프되어야 한다.

(2) 스위치 동작 시험 방법을 수립한다.

①상
 위지령이상 : 상위제어기에서 수신된 신호가 규약

서브모듈제어기는 게이트신호를 인가할 게이트 드라이

된 포맷이 아닐 경우를 모듈제어기는 내부적으로 판

버회로에 신호를 인가하여 IGBT 스위칭 소자를 동작시키

단하여 스위칭 동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위칭소자를 동작시키기 위

② A/D 입력 이상 : 입력된 A/D 값이 내부적으로 설정

해 하기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정의해야 한다.

한 한계치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를 판단하여 스위칭

① 어떤 스위칭 소자를 동작시킬 것인가?

동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②스
 위칭을 동작하기 위해 인가할 신호는 어떻게 생

③ 점점입력 이상 : 단위서브모듈의 비정상일 경우 발
생하는 접점입력이 모듈제어기로 입력될 경우를 판
단하여 스위칭 동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성할 것인가?
③스
 위칭소자를 동작하기 위한 드라이버는 무엇을 사
용할 것인가?

④ 동작 이상 : 단위모듈제어기는 스위칭 출력상태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여 스위칭을 인가하였을 경우 출
력상태와 비교하여 이상이 발생할 경우 스위칭 동작
을 하지 말아야 한다.

5. 모듈의 스위칭 제어 확인
(1) 상
 위제어기와 서브모듈 제어기와의 통신 전략을 수
립한다.
상위 통신 모듈에서 하위 통신 모듈로 운전 지령 데이
터를 전송한 이후 하위 통신 모듈에서는 데이터의 이상 유
무를 판별해서 상위 통신 모듈로 피드백을 해야 한다. 데
이터의 건전성을 확인 방법은 개발자에 따라 그리고 통신
데이터의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본 내용에서는 생

[그림 3-17] IGBT 구동 신호 프로세스

(3) 스위치 동작을 확인한다.
스위칭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형을 검출할 파형
측정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측정할 스위칭 동작에 따른
전압, 전류파형의 측정범위를 고려하여 오실로스코프를
설정해야 한다.

략하도록 한다. 통신이 규약되지 않을 경우 서브모듈제어
기에 프로그램 코딩을 통해 스위칭 신호를 생성해야 한다.

[그림 3-18] 스위치 동작에 따른 파형측정

3-2. 스위치 듀티비 변화에 따른 부하변동 확인
[그림 3-16] 상위제어기와 서브모듈 통신 시험 설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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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버터의 개념

인버터는 직류전압을 교류전압으로 변환하는 전력변환
기를 말한다. 듀티비를 조정하므로 출력되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D=

Ton

[그림 3-21] 단상 하프 브리지 인버터

T

스위치가 a점, 또는 b점에 인가되는가에 따라 출력전
압이 결정된다. a점에 스위치가 위치하게 되면 (+)Vdc/2
가 부하에 인가되고 b점에 스위치가 위치하게 되면 (-)
Vdc/2가 부하에 인가되는 방식이다. 스위치가 a, b점을
일정주기로 왕복하는 간단한 형태의 스위치 제어방법을
[그림 3-19] 듀티비에 따른 전압출력

가지고 있다.

2. 단상 인버터
단상인버터는 단상부하에 단상의 교류전압 공급할 수
있는 인버터이며 DC전압의 입력을 가지고 스위칭동작을
통해 단상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인버터이다.

[그림 3-22] 단상 하프 브리지 인버터 동작원리

4. 고조파 저감 방법
[그림 3-20] 단상인버터

기본 스위칭 동작보다 빈번한 스위칭 동작을 한다면 출
력전압의 고조파 함유율을 줄일 수 있다.

3. 단상 하프 브리지 인버터
HVDC 시스템의 서브모듈은 단상 하프 브리지 인버터
로 구성되어 있다.
(1) 동작원리
단상 하프 브리지 인버터는 2개의 직류전원으로부터
교류출력전압을 발생, 부하에 공급하는 기능을 갖는다, 교
류출력전압의 형태는 양방향 전환스위치를 제어하는 방법
에 따라 정해진다.

[그림 3-23] 기본 스위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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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모듈 인가 신호 생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다.
서브모듈 제어기는 서브모듈 내에 설치되는 제어기로
서브모듈의 동작 및 감시를 수행하고 스위칭동작을 하는
역할을 한다. 스위치에 인가신호를 생성할 신호는 제어기
[그림 3-24] 빈번한 스위치 동작

5. 듀티비에 따른 출력 변동

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가신호방법에 대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서로 상보적으로 동작하는 스위치를 사용하여 구성한 단
상 하프 브릿지 인버터는 다음과 같은 존재함수를 가진다.

[그림 3-26] 상위제어기와 서브모듈 통신 시험 설비 구성

(3) 듀티비를 설정한다.
부하의 용량에 따라 스위칭 듀티비를 설정해야 한다.
부하의 발열에 의한 소손에 주의해야 하며 충분한 용량을
[그림 3-25] 단상 하프 브리지 인버터 존재함수

S1이 스위칭의 동작을 할 경우 인버터의 단락을 방지하
기 위해 S2는 반드시 오프되어야 한다. 즉 S1과 S2가 동
시에 온, 오프할 경우는 피해야 한다. 듀티비를 조정하기
위해 S1의 시 온되는 시간을 조정을 한다면 출력전압의
조정이 가능하다 위의 그림은 50%의 듀티비를 가지는 존

가진 부하를 구비해야 한다.
(4) 듀티비 동작을 확인한다.
스위칭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형을 검출할 파형
측정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측정할 스위칭 동작에 따른 전압, 전류파형의 측정범위
를 고려하여 오실로스코프를 설정해야 한다.

재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6. 듀티비를 조정하여 부하 변동량 조정
(1) 시험 세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다.
시험세트를 구성하기 앞서 입력 DC 전원의 한계를 어
떻게 설정한 것인가가 중요하다. 입력전원이 모듈의 정격
전압보다 높다면 모듈이 소손될 수 있으므로 모듈의 정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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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듀티비 동작에 따른 파형측정

3-3. A/D, D/A 변환 설계

반전 증폭기는 가장 간단하고 많이 쓰이는 앰프의 형태
이며 입력전류는 입력 단자로는 흘러들어가지 않으므로

1. A/D 회로 설계

저항 R2를 통하여 출력된다. (+)입력단자가 접지(GND)에

A/D 회로는 외부의 아날로그 입력을 프로세서가 인식

묶여 있으므로 피드백 저항 R2에 의해 두 개의 입력단자

할 수 있도록 디지털로 변환하는 회로이다, 대부분의 아날

의 값이 같아지도록 출력 Vout은 제어된다.

로그 입력은 연산 증폭기(OP-Amp)를 통과하여 AD 컨버

R1이 10[Ω], R2가 20[Ω]이면 전압 이득이 –2인

터로 입력된다. OP-Amp의 회로를 설계를 최적화하는 것

앰프를 구성할 수 있다. 실제의 연산증폭기는 위의 이

이 중요하다.

상적인 해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근사치를 얻을
수 있다.

(1) 연산 증폭기(OP-Amp) 개념
OP Amp (Operational Amplifier : 연산 증폭기)는 고 입
력 저항, 저출력 저항, 높은 개방이득 (오픈 루프 게인)이
특징이며, +입력단자와 –입력단자 간 전압차를 증폭시키
는 기능을 지닌 차동 증폭기이다,

[그림 3-30] 이상적인 OP-Amp 비반전 증폭기 해석

1 회로 당 정측 전원단자, 부측 전원단자, +입력단자, 입력단자, 출력단자의 5개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31] 이상적인 OP-Amp Voltage Follower 해석

그 외 연산증폭기는 회로 구성에 따라 AD 컨버터에
[그림 3-28] OP-Amp 기호도

입력되는 전압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 비
교기는 단자 구조는 연산 증폭기와 동일하게 +입력단

이상적인 연산증폭기는 두 개의 입력단자로는 전류가

자, -입력단자, 정측 전원단자, 부측 전원단자, 출력단

흘러들어가지 않으며 - 피드백이 걸려있는 경우, 두 입력

자의 5단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느 한쪽의 입력단자를

전압이 같아지도록 출력이 형성된다. 다음은 이상적인 연

기준단자로 전압을 고정하고, 이 기준전압과 다른 한쪽

산증폭이의 해석이다.

의 단자에 입력되는 전압의 차를 증폭하여, High 또는
Low를 출력하는 회로이다. 비교기의 경우 + 피드백을
사용하여 히스테리시스를 구현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A’의 증폭비를 가진다면 연산증폭기의 두개의 입력전압
의 차이가 연산증폭기의 A의 증폭비르 가지고 출력전압

[그림 3-29] 이상적인 OP-Amp 반전 증폭기 해석

으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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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
차를 양자화 오차라고 한다.

[그림 3-32] 이상적인 OP-Amp 비교기

(2) A/D 컨버터 개념
자연계의 여러 가지 신호는 대부분 신간에 따라 아날
로그적(연속적)으로 변화한다. 우리는 이 신호들을 시간
에 따라 그 크기를 알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그 값들
을 컴퓨터를 통해 처리하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값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가 AD 컨버터이다.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변
환회로는 A/D 컨버터(Analog-to-digital 컨버터) 또는 간
단하게 ADC라 하며,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디지털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전자 회로이다. 아날로그 신호는 저장이
나 조작의 편리성이 디지털 신호보다 어렵기 때문에, 초기
의 전자공학과는 달리 현재는 디지털화를 많이 한다. 신호
전송 시,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를 변환
되면 신호의 잡음 등에 유리하다.
A/D 컨버터는 아날로그 신호의 진폭을 이산적인 주기
로 추출하여, 부호로 표시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A/
D 변환된 디지털 신호의 비트(bit) 수를 분해능 (이 경우,
3bit), 최상위 비트(bit)를 MSB(Most Significant Bit), 최하
위 비트(bit)를 LSB (Least Significant Bit)라고 한다.

[그림 3-34] 아날로그입력 대비 디지털 출력

또한, 최초의 디지털 신호 변화점 (000→001)의
0.5LSB 이하를 제로 스케일, 최후의 디지털 신호 변화점
(110→111)의 0.5LSB 이상을 풀 스케일, 제로 스케일에서
풀 스케일의 간격을 풀 스케일 범위라고 한다.
서브모듈은 측정해야 할 값 중 HVDC 시스템의 제
어요소 및 중요 인자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아
날로그 신호로서 입력받는다. 아날로그 입력 0~5V 의
범위를 가지며 총4개의 입력신호를 입력받는다. 입력신
호 중 첫째, 방열판의 온도를 측정함으로서 IGBT 스위
칭시 발생되는 열이 서브모듈 내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할 수 있다. 측정된 온도는 IGBT의 수명 및 이상동작
에 관계되며 발열을 통해 안전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스
위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커패시터의 전압을
측정한다. 측정된 전압은 상위제어기로 전달되며 측정
된 전압이 HVDC 시스템의 제어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
로서 작용한다.

[그림 3-33] AD 컨버터

2. D/A(Digital Analog) 회로 설계

다음 그래프는 아날로그 신호 (입력)와 디지털 신호 (출

외부장치로 요구하는 아날로그적인 컨트롤 신호를 주

력)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디지털신호의 차이로서 판별 가

어야 할 경우가 있다. 쉬운 예로 소리를 출력하는 스피커

능한 아날로그 신호의 최소 진폭이 최소 분해능 (=1LSB)

는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요구한다. 컴퓨터로 스피커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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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려면 내부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

연산증폭기의 입력전원 정확도 사양이 다르므로 데이터시

주는 DA 컨버터가 필요하다. DA 컨버터는 대개 2개 정도

트를 참고하여 연산증폭기를 선정한다.

의 적은 가짓수의 정의된 수준이나 상태를 가지는 신호,
즉 디지털 신호를,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가짓수의 상태를

(3) A/D 컨버터, DA 컨버j터를 선정한다.

가지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경해주는 과정, 또는 장치를 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소자 및 회로의 종류가

한다. 보편적인 예로 모뎀에 의해 이루어지는 처리를 들

많기 때문에 회로 선정 및 검토전략이 필요하다. 선정을

수 있는데, 컴퓨터 데이터를 전화회선을 통해 전송될 수

하기 위해서는 AD 변환 속도, 분해능이 중요하다. 또한 용

있는 오디오 주파수 톤으로 바꾼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

도에 맞게 선정을 해야 하고, DA를 하기 위해서는 AD컨

는 회로가 바로 DA 컨버터이다. 기본적으로, 디지털-아날

버터 선정과 마찬가지로 속도와 분해능이 중요하다.

로그 변환은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의 정반대이다. 대부분
의 경우, 만약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즉 AD 컨버터가

<표 3-1> A/D 컨버터, DA 컨버터를 선정

통신회로의 DA 컨버터 뒷부분에 놓여진다면, 디지털 신호
출력은 디지털 신호 입력과 동일하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AD 컨버터의 뒷부분에 DA 컨버
터가 놓여도, 아날로그 출력 신호는 아날로그 입력신호와
동일하다. DA 컨버터와 AD 컨버터 둘 모두는 일부 디지
털 신호처리(DSP) 응용분야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아날로
그 신호의 명료도나 충실도는 아날로그 신호를 DA 컨버
터를 이용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는
데, 그 다음 맑아진 디지털 신호를 다시 AD 컨버터를 이
용해 아날로그 형태로 바꾸면 된다.

(4) A/D 컨버터, DA 컨버터 동작을 확인한다.
스위칭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형을 검출할 파형
측정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측정할 스위칭 동작에 따른 전압, 전류파형의 측정범위
를 고려하여 오실로스코프를 설정해야 한다.

3. A/D, D/A 변환
(1) 아날로그 입, 출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다.
아날로그 입력범위에 대한 설정이 중요하다. 전압의 입
력범위를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입력전압의 범위에 따
라 연산증폭기의 입력전압 범위가 정해지기 떄문이다. 만
약 아날로그 입력범위를 0~3000V 라 설정을 한다면 적
당한 저항분배를 통해 PCB 레벨 즉 연산증폭기의 입력을
0~5V로 다운해 줘야 한다.

[그림 3-35] AD, DA 파형측정
<다음로호 이어짐>

(2) 연산증폭기 선정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다.
아날로그 입력범위가 0~5V로 설정이 되었다면 어떤
연산증폭기를 선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각 제조사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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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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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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