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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 위해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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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를 이용한 전기에너지 생산 ①
직류송배전 전력 변환 서브모듈 전력변환단 설계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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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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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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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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제 1 차 정기이사회
- 일시 : 2021년 2월 9일 (화) 15:00~
- 장소 : 전기조합회관 3층 중회의실

2021년도 두바이 중동에너지 전시회
(온/오프라인) 참가업체 모집안내
우리조합에서는 2021년도 두바이 중동 에너지 전시회
(온라인/오프라인) 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2021. 2. 26(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On-Line) 2021. 4. 19(월) ~ 6. 7(월)
우리조합은 지난 2021. 1. 7(월) 조합회관 3층에서 ‘공

(Off-Line) 2021. 6. 14(월) ~ 6. 16(수)

제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소 : (Off-Line)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접수된 출
자의향서 총 100여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 하고, 추가

•모집분야

논의를 통해 출자의향서를 2021년 3월 말까지 연장 접수

1) On-Line 참가기업 10개사 이상 예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2) Off-Line 부스 108㎡ = 기
 업 99㎡(9㎡×11개) +
조합 9㎡(9㎡×1개)

제 59 차 정기총회 및
제 1 차 정기이사회 개최 알림

•참가지원
1) On-Line :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
2) Off-Line : 부스 임차비, 장치비

제 59 차 정기총회 및 제 1 차 정기이사회를 아래와 같

▶ 온/오프라인 70% 지원 등

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 조합 홈페이지(www.kemc.co.kr) 공문시행란 405
-아

래-

■제 59 차 정기총회
- 일시 : 2021년 2월 23일 (화) 15:00~
- 장소 : 전기조합회관 5층 대회의실
- 주요안건 :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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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동향

결혼을 축하합니다.

■한국전기공업인 산악회 제356회 산행

(주)신한중전기 라봉수 대표이사 장남 결혼

- 일 시 : 2021년 2월 20일(토) 오전 10시

[2/6(토)]

- 장 소 : 북한산 비봉
(만남의장소 : 지하철 3호선 녹번역 2번출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전기공업인 골프회 모임은 동절기로 인해 진행
하지 않으며, 2021년 3월부터 첫 골프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파워테크(주) 임병선 대표이사 부친상

[1/14(목)]

윌전기공업(주) 김순석 대표이사 부친상

[1/19(화)]

상림이엔지(주) 박태준 대표이사 장인상

[1/31(일)]

2021년 전기조합 해외시장개척사업 일정
우리조합 2021년 해외전시회 참가계획을 알려드리며, 두바이 중동에너지 전시회 참가업체 모집을 조합 홈페이지
(www.kemc.co.kr) 공문시행란에서 진행하고 있사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일 정

대상 국가

사업구분

지원처

6.14(월) ~ 6.16(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중동 에너지 전시회

전시회

중앙회

9.08(수) ~ 9.11(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전력전력 및 신재생에너지전

전시회

중앙회

11.09(화) ~ 11.11(목)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전기전력 전시회

전시회

중앙회

11.24(수) ~ 11.27(토)

필리핀 (마닐라) 전기전력 및 에너지 전시회

전시회

중앙회

일본 (도쿄) 혁신산업 전시회(JEMA 전기공업협회)

전시회

조합

5.26(수) ~ 5.28(금)
(JECA 전설공업협회)

’22. 1.26(수) ~ 1.28(금)
당초 ’21. 11.24 ~ 11.26

일본 (오사카) 전설공업 전시회

전시회

조합

※ 한국전력공사 지원 전시회촉진회 등 일정은 2월 중 예정
※ 문의처 : 경영본부 전석현 팀장 (031-724-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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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 조합원
업체명

대표자

한양기전공업(주)

주생산품

김경환

배전반

소재지

경기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2097번길 85-28

가입일

2021.01.18

2021년 1월 공동판매 사업 계약(발주) 현황
다수공급자 계약

(단위 : 천 원)
품 목

건 수

분전반

2

합 계

5

MCC
UPS

금 액(VAT별도)

2

85,098
22,966

1

4,230

112,294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한국전력공사)
품 목

고효율주상

고효율아몰퍼스주상
내염형주상

컴팩트형지상

부하개폐형지상
합 계

(단위 : 천 원)
발주 수량(대)
4,530
3,138
504

발주 금액(VAT별도)
6,184,344
4,914,281
809,248

311

2,862,367

8,491

14,850,640

8

80,400

공동상표

(단위 : 천 원)
품 목

건 수

금 액(VAT별도)

합 계

1

129,500,000

배전반

12

1

129,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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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과 열정, 장인 정신으로 만든
최고의 전기기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공동상표

KAS V체크마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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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뢰기류
•콘덴서
•케이블 및 접속재

※ 상기 이외의 기계기구와 보호장치

인증획득의 혜택
• 자가용수전설비 사용전검사시 제작사 자체시험 성적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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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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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계 뉴스

한전, ODA 활용한 에너지밸리기업 해외 진출 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나주혁신산단 입주기업협의회와 MOU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지난달 22일 서울

에너지밸리는 한전과 지자체가 협력해 에너지 신사업 중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 및 나

심의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는 미래성장 생태계 조성 사

주혁신산단 입주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에너지산업

업으로, ’21년 1월 현재까지 501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협력개발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

협약식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오늘 업무 협약이 에

종갑 한전 사장과 석영철 KIAT 원장, 이남 협의회 회장,

너지밸리 입주기업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

전윤종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이 참석했다.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한전은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이 협약은 각 기관이 상호협력하여 에너지산업협력개
발지원사업(ODA)을 통해 에너지밸리기업의 해외시장 진

의 해외 진출과 판로 확대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과
기술 역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EMC

출과 해외 프로젝트 동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제1차 ESG위원회’ 개최
한전은 지난달 15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제1차 ESG위

로 지난해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 산하에 신설

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금년도 운영계획 의결을

되었으며, 김좌관 이사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최승국 이사,

시작으로, 안전기본계획 보고, ESG경영 강화를 위한 주요

방수란 이사 등 3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과제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ESG위원회는 ESG

ESG 관련 주요 경영현안을 심의하고, ESG 경영전략 및

기반 경영체계 강화와 지속적인 ESG 성과 창출을 목적으

관련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지속가능경
영 전반의 방향성 점검과 이에 대한 성
과와 문제점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한전은 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
사업 추진 중단을 선언하는 등 경영 전
반에 걸쳐 ESG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
으로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사회
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포괄하
는 ESG경영을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가
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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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ICT 기반 건강정보 서비스
국민건강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이끌어
한전KDN(사장 박성철)이 ICT 기반
의 건강관리 플랫폼 서비스 운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중소 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한전KDN은 지난해 나주시청과 포
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나주시 보건소와 진료소
에 모바일 건강예측 프로그램(모옴,
Mo-om)을 제공하고, 태블릿PC를
활용한 생체측정, 빅데이터 기반의
건강 질환예측 등 ICT 기반의 건강관
리 플랫폼 구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로그램을 개발한 벤처기업은 서비스 제공 이후 전년 대비

사회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왔다.

38% 향상된 1.42억 매출 신장과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이

한전KDN이 구축한 나주시 관내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 ICT 건강관리 플랫폼은 주민의 저장된 건강 진단결과

한전KDN 관계자는 “한전KDN의 ICT 기술력이 중소기

를 바탕으로 개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과의 협업을 통해 가져올 수 있는 시너지는 무궁무진하

비대면 화상 상담 및 진료처방 등을 진행하여 왔으며 서

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민들을 위한 ICT 기

비스에 등록된 노약자의 근황을 자녀들에게 통보하는 등

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중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챙겨왔다. 뿐만 아니라, 건강예측프

소기업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MC

인도네시아 태양광 기반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 MOU
한전KDN은 인도네시아 국영공항공사(Angkasa Pura I)

(PGAS) 자회사인 피지엔콤, 국내 중소기업인 베리워즈와

산하 3개 공항에 태양광 기반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협력하여 인도네시아의 웅우라라이, 북발리, 엘타리 등 3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 공항에 총 60MW 규모의 태양광 기반 에너지 절감 시

확대에 나선다.

스템을 구축하고, 공항공사 산하 공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전KDN은 이번 협약으로 인도네시아 국영가스공사

확대하기로 하였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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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국산 수소연료전지 실증설비 준공
현대자동차, 덕양과 함께 울산화력 내 1㎿급 실증설비 설치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현재 우리나라 발전용 연료전지 대부분이 미국 등 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실증설비를 준

외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산화율이 낮고 부

공했다. 동서발전은 지난달 20일 현대자동차, 덕양과 함

품 교체 및 유지비용이 높다.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면 국

께 ‘1㎿급 발전용 고분자전해질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준

부 유출을 방지하고, 수소연료전지 대량 생산을 통해 발

공식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전용 연료전지 및 수소차 가격 하락에도 기여할 것으로

고분자전해질 수소연료전지란 수소이온을 투과시킬 수

예상된다.

있는 고분자막을 통해 산소이온과 결합해 전기를 생산하는

특히, 외산 대비 부하 변동 능력이 뛰어나 향후 재생에너

방식이다. 동서발전은 연료전지 국산화율을 99% 수준으

지 확대에 따른 발전량 변동 등을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로 끌어올리고 최적의 운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현대자

동서발전은 이번 실증설비 준공을 기점으로 향후 약 2

동차, 덕양과 2019년 ‘수소연료전지 발전시범 사업 협약’을

년 동안 송전망과 연계해 각종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고,

체결하고 울산발전본부 내에 1MW급 실증설비를 설치했다.

2022년까지 국산화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준공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은 현대자동차의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실증사업이 완료되

수소전기차 기술을 활용한 국내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됐

면 국내 대용량 연료전지 시장에 국산 설비 도입이

으며, 울산 지역 중소기업인 덕양이 지역 석유화학단지에

확대되고 수소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

서 생산된 부생수소를 수소 배관망을 통해 공급한다.

으로도 그린 뉴딜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일
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지영조 현대자동차 전략기
술본부 사장은 “이번 사업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발전사
와 함께 필드에서 설비 운영
에 대한 경험을 쌓는다는 점
에서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
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성공
적인 실증을 통해 수소연료전
지 시스템의 경제성을 입증하
고 수소산업 성장 및 고용창
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
겠다”고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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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IGCC 연속운전 세계기록 ‘경신’
무고장 연속운전 3,993시간 넘어…최장기록 도전 중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1월 29일, 태안의 석탄가
스화복합발전(IGCC) 설비가 무고장 연속운전 세계기록을
넘어 최장기록 도전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의 태안 IGCC는 1월 28일(목) 0시 37분, 지난
2020년 8월 14일부터 이어온 연속운전 기록이 3,993시간
을 돌파하며 세계 최장기록을 달성했다. 이어서 7시 37분
에는 4,000시간을 넘어 신기록 행진을 이어 나가고 있다.
기존 기록은 2013년 일본의 나코소 IGCC 3,917시간, 2018
년 중국의 텐진 IGCC 3,993시간이었다.
또 기존 기록들은 각각 설비준공 이후 6년 만에 달성했
지만, 태안의 4,000시간 연속운전은 4년 6개월 만에 달성
한 기록이다. 특히 20년 이상을 운영 중인 미국의 연속운

1월 28일 0시 37분부로 IGCC 세계 최장 연속운전 3,993시간 기록달성을
축하하고 있는 태안 IGCC발전처 직원들

전 기록도 2,088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번 기록경신
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석탄을 공기와 혼합해 완전히 연소하는 기존 석탄화력
과 달리, IGCC는 석탄을 고온고압에서 가스화시켜 터빈
을 구동해 발전하는 방식이다. IGCC는 가스화기, 가스정
제설비, 복합설비, 산소설비 등 발전 및 화학설비가 복잡
하게 연결돼 있어 상호 운전조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
에 고도의 운영능력이 필요하다. 1994년 네덜란드의 누온
(Nuon) 발전소가 최초 준공된 이후, 현재는 미국, 일본, 중
국, 스페인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태안 IGCC 전경

이번 기록경신은 IGCC의 고장사례와 해외 선행플랜트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가스화기 내화재를 국산화하는

김병숙 사장은 “태안 IGCC 연속운전 세계기록 경신은

등 총 240건의 설비개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서부발전은

협력사와의 결집된 기술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성과로, 설

IGCC 설계제작운전경험이 전무한 열악한 상황에서 2016

비안정화에 기여한 직원과 협력사에 감사를 전한다”며

년 8월 19일에 국내 최초로 설비를 준공했다. 이 때문에 설

“계획예방정비공사가 예정된 5월까지 목표된 6,200시간

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직원

연속운전의 대기록 달성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 주기를 당

들의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기록을 만들어냈다.

부한다”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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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친환경 전력생산, 안전 강화 위한 현장경영
탄소중립, 지역균형 뉴딜 등 중점 점검
2월 초순까지 진행된 이번 활동은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전력시장 변화에 대응해 친환
경 전략생산을 강화하고 사람중심 안전관리 확
산, 지역균형 뉴딜 등 지역상생과 포용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포석이다. 특히, 친환경, 안
전, 포용과 관련 지난 1년간의 실적과 연간 업
무계획을 점검할 뿐 아니라 발전소 현장을 직
접 확인하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
는 등 현장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한 것
이 눈에 띈다.
신정식 사장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친환경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은 최근 신정식 사장이 부

에너지전환에 앞장서고, 이와 관련한 대내외 협력을 강화할

산, 경남 하동 등 전국에 소재한 발전본부를 찾아 현장경

것“이라며, “발전소가 있음으로써 지역주민이 행복해지고 상

영에 나섰다.

생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KEMC

요르단에 대한풍력 첫발
남부발전이 최근 요르단 대한풍력발전사업의 최초 호
기(2기) 설치를 완료했다.

다. 하지만 남부발전은 예기치 못한 악조건 속에서도 기
자재 우회 운송로 확보와 화상점검을 통한 비대면 품질검

남부발전의 해외풍력 1호 사업인 대한풍력발전사업은

사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대한풍력발전사업의 최초 호기

남부발전과 대림에너지가 각각 지분 50%를 투자해 요

설치를 이뤄냈다. 남부발전은 이번 최초 호기 설치를 시

르단 타필라 지역에 3.45MW 규모 풍력발전기 15기(설

작으로, 올해 상반기 상업운전을 목표로 EPC사인 베스타

비용량 51.75MW)를 개발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로, 총

스(Vestas)와 함께 건설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

1,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풍력발전사업은 준공 후 약 20년간 연 180억 원의 매출이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요르단 정부의
국경폐쇄와 공사 중단 조치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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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EMC

중부발전, 스페인 태양광 사업 MOU
한화에너지와 1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과 한화에너지(대
표이사 정인섭)는 스페인 태양광 사업 포트폴리
오를 공동개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2
월 1일 한화에너지 본사가 위치한 세종특별자치
시에서 체결했다. 이 포트폴리오는 약 150MW 규
모의 태양광 사업으로 스페인 까스띠야 라 만차
(Castilla-La Mancha)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중부발전과 한화에너지는 올해 말 착공을 목
표로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스페인 태양광 사업
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화에너지는 인허가부터
개발을 담당하고 중부발전은 재원조달을 비롯하
여 건설관리 및 설비운영을 담당한다.
스페인 정부는 작년에 유럽연합(EU)의 ‘NetZero’ 목표 달성에 발맞추어 2030년까지 신재
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42%, 전력생산

한화에너지 정인섭 대표이사는 “한화에너지는 스페인

량의 74%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우며 적극적인 에너지전

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의 개발뿐만 아니라 전력

환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반과 시장성을 바

리테일 브랜드를 런칭하여 일반 기업 및 가정에 100%

탕으로 중부발전은 작년에 전력그룹사 최초로 프리메라

친환경 전력을 공급하는 등 유럽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스페인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이번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한화에너지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스페인에서 태양광 사

의 에너지 기업이 각사의 사업역량을 기반으로 유럽 신

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생 에너지 시장을 함께 개척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한국중부발전 박형구 사장은 “중부발전의 해외 신재생

있다”고 말했다.

사업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스페인

중부발전은 미국에서 일렉트론 ESS 및 엘라라 태양광,

은 유럽 태양광 사업의 거점이 되는 국가”라며, “중부발전

유럽에서 스타브로 풍력, 호주에서 달비 태양광, 아시아

과 세계적인 태양광 사업역량을 갖춘 한화에너지와의 파

지역에서 수력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및 ESS 사업을 개발

트너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다. 미국에서 시작한 양사

및 운영 중에 있다. 한화에너지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의 공동개발 경험이 유럽의 스페인으로 이어져 매우 의미

약 1.7G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가 깊으며, 각 사의 역량을 조화롭게 발휘하여 이번 사업

미국에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 토탈과 1.6GW 규모의 태양

도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 사업개발을 위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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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20년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청렴도 우수기관 달성에 이은 반부패 성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임춘택)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2등급’을 받아 평가그룹 내(공직유관단체 V유형,

가 실시한 ‘2020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등급(우수등

34개 기관)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공직유관

급)’을 달성했다.

단체 V유형은 공직유관단체 중 임직원 수 300명 미만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반부패 활

기관에 해당한다.

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5

특히 에기평은 R&D 전담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개의 등급 중 2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우수기관으

발생 요인을 전략적으로 진단하여 ‘공정한 기획·평가제

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에기평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

도 도입’ 등의 핵심과제로 연계한 부분에서 공정성과 우수

관하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에서 ‘종합

성을 인정받았다. KEMC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제공 서비스 오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 원장 임춘택)은 12

획, 각종 데이터, 규제, 표준인증 등 정책제도, 에너지 산

월 31일부터 에너지산업에 특화된 해외 정보공유 플랫폼

업별 동향보고서, 뉴스 정보와 에너지 국제협력 현황 등을

인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globalenegy.ketep.re.kr)’ 서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스를 오픈했다.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는 국가별 에너지통계, 에너지계

국내 에너지 분야 중소중견 기업들은 해외 사업 추
진 초기 단계에 시장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 많다. 시장 정보를 얻기 위해 해외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에기평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돕고자 ‘세계 에너지
시장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현지
정책, 기술, 시장, 투자 정보를 제공
하고 정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시장 진출을 직간접적
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KEMC

20

한국수력원자력, 국내 최초 박막 태양광 모듈 국산화
가볍고 유연한 태양광 모듈 KS 인증 획득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국내 최초로 가벼우면

너지기술연구원 내부 건물 지붕에 3kW 규모로 박막 태양

서도 유연함을 동시에 갖춘 CIGS(구리, 인듐, 갈륨, 셀레

광발전을 실증하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건물의 수직

늄으로 구성된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박막 태양광 모

벽면을 활용한 3kW 실증, 그리고 건물 지붕에 10kW 규모

듈 국산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의 실증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김종남), (주)솔란

이를 계기로 한수원은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의

드(대표 최용우)와 함께 국산화를 완료하고 지난달 21일 한

무화와 그린뉴딜 성공적 달성을 위해 건물에 적용 가능

국산업규격(KS)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 한수원이 주

한 태양광발전 사업(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도한 이번 국산화 기술 개발은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

system, BIPV)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태양광 산업 생태
계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유연성을 갖는 태양광 기술은
일본과 유럽 등 태양광 모듈 선도 국가에서만 상용화가

CIGS 박막 태양광 모듈은 기존 실리콘 태양광 모듈에

이루어졌고, 국내에서 자체 모듈화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

비해 발전효율은 약 15% 정도 낮지만 가볍고 유연해 설치

은 이번이 첫 사례”라며, “이번 국산화로 태양광발전 적용

가능한 곳이 획기적으로 많은 차세대 제품이다.

입지 다변화로 새로운 태양광시장 개척과 신재생에너지

한수원은 지난해 6월부터 공동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에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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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구원, 한국전자기술과 창원 창업기업 지원 협력
지역 육성 위한 기술 사업화 지원, 투자 자문 등 제공
한국전기연구원(원장 최규하)과 한국전자기술(대표 전

및 컨설팅 지원 등과 관련해 협력한다. 이를 통해 경남도

정현)이 지난달 창원 본원에서 창원 강소특구 창업기업

및 창원 강소특구 스타트업 기업들의 역량을 높이고, 이들

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

이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는 ‘경남형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서를 체결했다.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목표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창원 강소특구의 기술핵심기관으로

한국전기연구원 최규하 원장은 “연구원 비전인 글로컬

똑똑한 ‘지능 전기기술’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GLOCAL)은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발전

각종 제조혁신 사업과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활발하

하여 세계에서도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자는 의미를 담고

게 펼치고 있다. 스마트 IoT 전자기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

있다”고 밝히며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창업기업들이 성공

는 한국전자기술은 경남도 지역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고안

을 거둘 수 있도록 연구원이 보유한 선진 기술과 전문역

한 제품을 구현해주는 전문 메이커스페이스 운영기업이다.

량을 활용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의 ▲성공적

한국전자기술 전정현 대표는 “지역 기업의 기술력 및

인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 교류 ▲시제품 제작

경쟁력 강화가 곧 지역 경제의 성장이자 기업의 입지요건

지원 ▲기술 고도화를 위한 특허기술 이전 및 기술개발

강화로 이어진다”라고 밝히며 “국내유일 전기전문 연구

지원 ▲사업화 대상 제품 시장 검증 ▲창업자 대상 교육

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과의 협력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
며, 미래를 꿈꾸는 청년 창
업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
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자기술은 지
난해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
해 50개 이상의 지적재산권
을 확보하여 중소벤처기업
부 장관 표창,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표창 등을 받은
유망 벤처기업이며, 전정현
대표이사는 현재 스타트업
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
해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로 활동하고 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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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해외진출 플랫폼 제1호사업 성공사례 확보
우즈벡 무바렉 발전소 성능개선·현대화 프로젝트 HoT 체결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2021년 한-우즈벡

한편, 공단은 그간 해외진출 플랫폼 사업을 가동하면

양국 정상간 첫 양자회담을 계기로 국내기업의 우즈벡 무

서 우리기업이 해외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

바렉 노후발전소 현대화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주요계약

요로 하는 마중물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무바렉 발전소

조건(HoT, Heads of Terms, 이하 HoT)을 지난달 27일 체

현대화 사업이 제1호 사업이다. 해외진출 플랫폼 사업은

결하였다.

해외진출을 꾀하는 국내 에너지기업과 각국 정부기관의

HoT 체결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감안하여 서면으

수요를 에너지공단이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정부대 정부

로 진행하였으며, 공단 김창섭 이사장, SK건설 안재현 사

(G2G)나 정부대 기업(G2B) 해외협력, 각종 프로젝트 발

장, 우즈벡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셰르조드 호자

굴타당성조사 지원, 프로젝트 관계자 초청연수 등이 대

예프 차관, 투자대외무역부(Ministry of Investments and

표적인 사업들이다.

Foreign Trade) 슈흐랏 바파예프 차관이 서명하였다.

그간 공단은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국내기업과 우즈벡

이번 HoT에는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를 통해 생산된 전

에너지부 간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 초청

력을 우즈벡 정부가 25년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발전에

및 최신식 현대화 발전소 견학, 양국 정부 간 협력 모범

필요한 연료를 무상 공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

프로젝트 등록 등을 추진하였다.

리기업의 발전소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작년 10월 추진된 양국 대통령 전화회담에서

공단은 이번 HoT 체결에 대한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하여 경

두었다. 첫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

제 협력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자는 문대통령의 협력요청

기 및 중국, 터키 등 외국 기업들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

에 대해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사업

에서 우즈벡 발전사업의 독점사업개발권을 확보한 점, 두

진행에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번째는 양국의 경제 협력 모범프로젝트를 발굴·성공시킴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HoT 체결은

으로써,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이 더욱 끈끈하

양국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쌓아 온 우정의 산물”이라며,

게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한 점, 세 번째는 양국의 협력 사

“코로나19라는 큰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루어진 성과인

업을 공공분야가 먼저 주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민간 기업

만큼 양 국가의 에너지 분야 협력이 결실을 맺도록 마지

을 사업에 참여시켜 사업의 신뢰도를 높였고, 그 결과 양

막까지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국 정부 및 기업 간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져 향후 우리기

고 말했다. KEMC

업의 우즈벡 진출 가능성을 높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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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 위해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2021년 에너지 기술혁신에 1조 1,326억 원 투자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은 그린뉴딜탄소중립 실현

조성 등 일부사업은 별도공고 예정이다.

을 위해 핵심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이에 정부는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개발과

2020년 에너지 사업 어땠나

수요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R&D 과제의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융복합 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 19일에 이 같은 내

술을 통한 에너지 소비 효율화, 계통 신뢰도 강화, 인력양

용을 기본으로 한 2021년 상반기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과

성 등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에 9,506억

제 119개를 공고하였다. 에너지 기술개발 2021년 신규과

원(추경 포함)을 투자하였다.

제 공고에 따르면, 대상은 에너지 공급/수요기술, 기반 조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해 2020년에는 수상태양광 상용

성 등 총 24개 사업이며 규모는 119개 과제, 1,954억 원(안

화, 수소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 초급속 전기차 충전시

전관리형 과제 58건 포함)이다.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기반

스템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우선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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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는 초급속 충전 인프라 개발로 미국 시장에 진출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400kW급 초급속 전기차 충전시스
템을 개발하고 700억 원 규모의 EA(Electrify America) 북
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였다.
정부는 기술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육성
과 에너지新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혁신기업
지원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보다 면밀한 안전관리가 필요
한 과제를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하고 에너지안전 PD
를 신설하는 등 안전한 R&D를 위한 체계도 구축하였다.
하지만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새로운 에너지정책 추세
에 따라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증대하였으
며, 기술개발과 수요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R&D
성과가 수요기업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대형 실증과제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추진 방향은
이에 올해는 에너지 기술개발에 전년대비 19.1%가 증가
한 1조 1,326억 원을 투입, 이중 2,142억 원을 상반기 신규
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다.
광 부문에서는 수상태양광 상용화 기술 확보를 통한 사업

첫째,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기술적으로 뒷받침

화에 성공하였다. 수상태양광 모듈 및 부유체의 상용화 제

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수소 등 관련 핵심기술에 집중

품을 개발하고 국내 최대 규모(73MW급) 수상태양광발전

투자한다.

소 사업을 수주(매출액 약 300억 원)하였다. 수소 분야에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수요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서는 패키지형 수소충전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에 집중했

그린뉴딜 탄소중립 관련 56개 신규과제(1,259억 원)를 상

다. 압축기 등 수소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 성공(국산화

반기 중 추진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연료전

율 60.1%)하였고
충전소 실증운
영으로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과
안전관리에 기여
하였다. 전기차

에너지안전 관련 주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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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31개 과

신규 추진하는 등 에너지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전문

제) 분야는 354억 원에서 599억 원으로 증액됐고, 수요관

가의 사전검토, 에너지안전 PD의 안전관리 사항 검증 등

리(17개 과제) 분야도 332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늘었다.

안전성 검토를 위한 절차를 추가, 과제 안전관리를 더욱

온실가스 감축(8개 과제) 분야는 신규로 210억 원이 책정

강화할 계획이다.

됐다. 특히 수소, 연료전지 관련 기술개발은 822억 원에서

네 번째,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

1,257억 원으로 무려 52.9%가 증가했다. 정부는 에너지

원하고,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공급구조의 저탄소화, 에너지 소비구조의 효율화를 추진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실효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하기 위한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기획할 계획이다.

기반 마련, 다양한 지원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에너지산

두 번째, R&D 성과가 수요기업의 구매와 신시장 창출

업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화 R&D 지원, 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수요·시장과의 연계를

간투자 유치 활성화, 에너지기업 실태조사 및 에너지산업

확대한다.

분류체계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를 위해, 공기업의 협력 투자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에너지융복

하기 위한 ‘공공에너지 선도투자’ 사업(’21년 48억 원)을

합대학원’ 등을 통해 그린뉴딜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신설하고, 공기업 참여가 필요한 과제(17건)를 발굴하여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신기술 확보, 해외시장 진출을

RFP에 공기업 참여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R&D 성과가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에너지 인력양성에는

공기업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요연계 R&D 활성화

지난해 389.8억 원에서 올해 452.8억 원으로 늘었다.

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R&D 이후 실증, 시범사
업 등 후속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이에 “이번 공고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세 번째, 에너지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

이 가능하며, 3~4월 중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선정평

고, R&D 전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이를

가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확정하고, 5월까지 협약을 통해

위해, 수소충전소 ESS 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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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의 실현, 산업·에너지 R&D로 달성
산업에너지 분야의 ‘한계돌파형 혁신기술’ 개발하기로

탄소중립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질서로 대
두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탄소중심의 에너지 집
약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달성이 쉽지 않은 도전적
목표이다.
이에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산업·에너
지 R&D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한계돌파형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탄소중립 달성의 관건이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산업분야
는 그간 탄소저감을 위한 효율향상 중심의 기술개발에 집
중해 왔으나, 이제는 과거와 전혀 다른 근본적인 신공정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 역시 재생에너지
와 수소 중심으로 확고히 전환해 나가기 위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소 전주기 기
술개발, 차세대 전력망 기술개발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R&D전략 제시
우선, 탄소배출의 가장 큰 부문인 에너지(배출량 37%)

하고 가능한 기술을 빠짐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탄소저감

와 산업(배출량 36%)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탄소중립을 실

R&D는 30년 후를 목표로 하며,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한

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R&D 계획을 제시했다.

상황에서 과감히 도전해야 하는 특징 보유, 중장기 기술개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이 요원한 바, 탄소중립을 위해
현재의 기술과 산업공정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기술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발 및 민간의 도전적 R&D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까지 고
려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R&D전략 수립을 위해 에너지 공급, 에너지

R&D전략 수립의 기본방향은 산업계 소통, 종합적 접

수요 내 주요 업종별로 16개 작업반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근, R&D 시스템 정비 등이다. 실제 기술을 적용할 산업

탄소배출 현황 및 배출 매커니즘을 분석하고 핵심 감축기

계와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수립 과

술을 도출하여 2050년까지 단계별 기술확보 일정을 제시

정에서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소

할 계획이다.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민간, 산학연간 역할

통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공급, 에너지 수요(제조, 수

분담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시 해외기술 도입 등 글로벌

송, 건물 등)를 포괄하여 작업 진행, 분야간 정합성을 제고

오픈 이노베이션 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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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로 이더넷/IP 네트워크를 액세스한다
이 글에서는 원격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셀룰러 네트워크의 기술적 측면과 더불어, 중앙 위치와 원격 시

스템 위치 간에 VPN 터널의 보안 및 생성을 다루었다. 그것은 회사 LAN에 장비를 연결할 필요 없이 회사 라우터[router]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공장에 위치한 장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네트워크 접근을 허용하는 고객의 이익에 대해 논
의한 것이다.

글/ ODVA ACTIVITY MANAGER I. Y.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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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 위해 셀룰러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고객들의
이점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프레젠테이션은 셀룰

새로운 기술 개발은 아니겠지만, 유비쿼터스의 재배치

러 인프라를 통해 원격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자동화 컨트

와 3G 셀룰러 수용은 원격으로 EtherNet/IP 네트워크에

롤러(PAC)에 액세스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작하여 애플리케이션까지 확장합니다. 이 글에서는 원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네

격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셀룰러 네트

트워크는 수년간 장비에 대한 원격 액세스를 위해 셀룰러

워크의 기술적 측면과 더불어, 중앙 위치와 원격 시스템

및 임대차용 라인 기술을 활용해왔습니다. 최근 기계 제

위치 간에 VPN 터널의 보안 및 생성을 다루었습니다. 그

작자들은 현장에서 기계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해결하

것은 회사 LAN에 장비를 연결할 필요 없이 회사 라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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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r]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공장에 위
치한 장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네트워크 접
근을 허용하는 고객의 이익에 대해 논의한 것입
니다. 원격 장비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전환하
고,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시스템의 고장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문
점점 더 이더넷 PAC과 PLC가 원격지에 널리
배치되고 있다. 수년 동안 SCADA 시스템은 이러
한 시스템에 대한 제한된 통신을 위해 임대전화
및 휴대전화 모뎀을 사용하여 원격 위치에 PLC
를 배치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터넷
의 접속은 정보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

키워드
3G 셀룰러,
EtherNet/IP,
VPN,
원격 액세스,
프로그래밍 가능한 자동화 컨트롤러 용어 정의(옵션)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
되는 셀룰러 기술 표준.
EDGE (GSM Evolution을 위한 향상된 데이터 속도) - GSM의 확장으로서 향
상된 데이터 전송 속도를 허용하는 기술.
EV-DO(Evolution-Data Optimized) - CDMA2000 네트워크에 3G 데이터 속
도를 제공하는 일련의 표준.
HSPA(고속 패킷 액세스) - UMTS 네트워크를 통한 고속 다운링크 패킷 액세
스(HSDPA) 및 고속 업링크 패킷 액세스(HSUPA) 셀룰러 통신을 허용하는 프로
토콜의 조합.

업 시스템에 적시에 액세스하고 원격으로 문제를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 3G 셀룰러 네트
워크를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두 가지 기술 제품 군 중 하나. UMTS 네트워크는
GSM/EDGE 네트워크의 진화로 현재 HSUPA/HSDPA 기술 사용.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습

CDMA2000 - 3G 셀룰러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두 기술 제품 군 중 하나.

니다. 기계 구축업체가 전국 및 전 세계 고객에게

CDMA2000 네트워크-현재 EV-DO Rev.B 기술을 사용.

장비를 배치함에 따라, 고객에게 시운전 중 적시

3G-1~10Mbps - 속도로 음성 및 데이터 통신에 셀룰러 네트워크를 동시에 사
용할 수 있는 3세대 셀룰러 기술.

습니다. 데이터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원격산

에 지원 및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는 일이 점점 어
려워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휴대전화의 무선통신
기술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제 휴대폰 무선통신 기술을 통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정보(전자메일, 인터넷 액세스 등)에 접
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
들은 더 먼 곳에서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선 통신망의 속
도가 증가하고 있지요. 지난 5년 동안 2G에서 3G
로 발전하면서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처
리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향후 5년간은 4G 롱
텀에볼루션(LTE)과 와이맥스 기술이 쟁쟁한 통신
사에 의해 전개되면서 속도가 더욱 높아지는 추
세입니다. 셀룰러 기술의 향상은 산업자동화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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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 음성 및 데이터 통신에 셀룰러 네트워크를 100Mbps~1Gbps의 속도로 동
시에 사용할 수 있는 4세대 셀룰러 기술.
모바일 시작 - 모바일 장치가 인터넷을 통해 두 번째 장치와 통신을 시작하는
셀룰러 통신
모바일 종료 - 인터넷상의 장치가 휴대 전화 장치와 통신을 시작하는 셀룰러
통신.
VPN(Virtual Private Network) - 네트워크가 물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안 연결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위치에 위치한 두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허용하는 메커니즘.
IPsec(Internet Protocol Security) - OSI 3계층 터널을 제공하는 보안 VPN 연결
을 생성하기 위한 프로토콜로, 일반적으로 2개의 하드웨어 게이트웨이 간 사용.
SSL(Secure Socket Layer) - PC의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게이트웨이와의
연결을 설정하고 해당 PC의 트래픽을 위한 VPN 터널을 만드는 보안 VPN 연결
을 만드는 프로토콜.

니어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데이

DO Rev. 0, EVDO Rev. A, 그리고 가장 최근의 EV-DO

터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상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Rev. B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CDMA2000 EV-DO

원 PLC 및 시스템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으면 평균복구 시

Rev. B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최대 14.7Mbps의 다운링

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셀룰러 기술은 이러한 이점을 제

크 속도와 최대 5.4Mbps의 업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

공하는 동시에 현재 사용되는 대안들과 비교하여 원격 액

다. UMTS는 일반적으로 GPRS를 처음 사용한 기업들에

세스를 위한 보안을 유지하고 개선합니다. EtherNet/IP는

의해 선택되었으며, 이어서 EDGE가 2G 및 2.5G 셀룰러에

PLC와 같은 산업용 장비와 커미션, 구성, 모니터링 및 문

채택되었습니다. HSPA(High-Speed Packet Access)는

제 해결에 사용되는 도구 간 탁월한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

UMTS 표준의 최신 구현체입니다. HSDPA라고도 불리는

다. 원격 액세스를 위한 셀룰러 기술과 함께 EtherNet/IP를

다운링크 속도는 14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4Mbps와

사용하면 강력한 기술 조합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보다 효

종종 HSUPA로 불리는 그것의 업 링크 속도는 5.8Mbps까

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원격 장비에 대한 액세스 개

지 높일 수 있습니다. 향후 몇 년 안에 이 두 3G 기술은 최

선의 이점을 고려할 때, 보안이 솔루션의 필수적인 부분임

대 1Gbps의 데이터 속도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초기에는

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솔루션을 구축하려

100Mbps까지 데이터 속도를 약속하는 4G 기술로 발전할

면 보안 시스템이 사용하기 쉽도록 하면서도 인증, 암호화

것입니다. UMTS HSPA의 유력한 후계자는 LTE가 될 것

및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합니다.

입니다. 초기 LTE는 약 100Mbps의 데이터 속도를 약속

보안 시스템의 각 요소는 별도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인증

하고, 그 뒤를 이어 진정한 4G 데이터 속도를 1Gbps를 목

은 인증된 사용자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

표로 하는 LTE-Advanced가 뒤따릅니다. CDMA2000 표

는 프로세스입니다.

준을 설계한 그룹은 은4G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 EV-DO

암호화는 열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자

Rev. C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저명한 하드웨어 공급업

세히 검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해독할 수 없도록 하는 기밀

체가 EV-DO Rev. C를 구현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을 제공합니다. 데이터의 무결성은 제어기에 대한 명령

대신 모바일 와이맥스는 4G를 목표로 하는 두 번째 기술

을 나중에 수정 또는 재생하여 시스템 셀룰러 무선 기술의

상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간만이 어떤 기술이

의도된 기능을 방해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셀룰러 기술

4G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하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이 GPRS, IS-95와 같은 2G 표준에서 HSPA, EV-DO와

셀룰러 기술이 OEM에 대한 원격 액세스를 제공하기

같은 3G 표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공중에서의 데이터 전송

위해서는 셀룰러 모뎀이 장비가 설치된 모든 위치에서 커

속도가 증가합니다. 셀룰러 기술의 사용은 단순히 음성 통

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어만 합니다. 두 가지 3G 기술 중

화를 허용하는 것에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인터넷 접속

UMTS와 CDMA2000은 미국 전역에 걸쳐 우수한 커버리

및 고속 인터넷 접속에 의존하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

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널리 사

대한 지원을 24시간 허용하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용되는 기술은 GSM/UMTS입니다.

3G 기술을 사용하는 현재의 네트워크는 일반적으

전 세계적으로 GSM 셀룰러에 사용되는 네 개의 셀룰

로 CDMA2000 또는 UMTS라는 2가지 주요 기술 중 하

러 대역이 있습니다. 850MHz 및 1.9GHz 대역은 일반적

나로 구현됩니다. CDMA2000은 일반적으로 IS-95에

으로 북미와 남미에서 사용되지만 900MHz와 1.8MHz 대

2G 기술을 의존했던 기업들이 선택한 3G 기술입니다.

역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합니다. GHz 대역은 세계의

CDMA2000 네트워크는 처음에 1xRTT를 구현했고, EV-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됩니다. 다행히도 오늘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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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 모뎀이 통신사
의 셀룰러 네트워크에 가
입하면 IP 주소가 할당됩
니다. 이 IP 주소는 모뎀(최
종적으로 모뎀에 연결된
장치)과의 모든 통신의 기
본입니다. 셀룰러 통신사
가 허용하는 여러 가지 옵
그림 1. 오늘날 대부분의 3G GSM 전화는 4개 대역 모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션이 있지만, 종종 모뎀은
통신사의 네트워크에 의해
PC가 자신의 PC에 연결될
때 개인 IP 주소가 할당되
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개
인 IP 주소가 할당됩니다.

사내의 LAN
그림 2. 모뎀은 개인 IP 주소가 할당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 IP 주소가 할당된다.

모뎀이 IP 주소를 할당
받으면 PC와 거의 동일한

부분의 3G GSM 전화는 4개 대역 모두에 대한 지원을 제

방식으로 인터넷에 액세스합니다. PC가 인터넷 상의 어떤

공하고 있습니다.

것에 접근하면, 트래픽은 회사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전
달됩니다. 실제로 PC가 트래픽을 인터넷의 서버로 보낼

셀룰러 네트워크 구조

때 회사의 게이트웨이가 해당 트래픽의 원본으로 나타납
니다. 예를 들어 웹 사이트의 주소를 컴퓨터의 웹 브라우

데이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 가장 많은 관심을

저에 입력하려면 회사의 게이트웨이를 통해 PC와 웹 서

끌지만, 셀룰러 네트워크의 다른 많은 측면은 원격기계 모

버 간에 패킷이 전송됩니다. 웹 서버에 PC는 회사 게이트

니터링 및 원격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는 데 중요합니다.

웨이의 IP 주소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신의 관점에서 셀룰러

또한 게이트웨이가 작동하기 때문에 웹 서버가 컴퓨터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와 통신하려면 컴퓨터가 먼저 통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컴

입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을 셀룰러 네트워크 구조의 많은

퓨터가 먼저 통신하지 않으면 웹 서버는 컴퓨터와 통신할

세부사항이 있지만, 여기에 설명하는 아키텍처는 셀룰러

수 없습니다. PC가 통신을 시작합니다. 트래픽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산업용장치와 통신을 하기 위해 어떤 옵

에 전송되는 PC의 LAN IP 주소 변환은 회사의 게이트웨이

션이 존재하고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에 의해 처리됩니다. 게이트웨이가 인터넷에 연결된 PC에

있을 만큼 충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서 트래픽을 수신하면 패킷을 변경하여 소스주소 필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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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컴퓨터의 IP주소를 자신의 공용 IP 주소로 바꿉니다.

구성을 통신사의 네트워크 내에 생성합니다. 공용 IP 주소

이 프로세스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인터넷으로 통신하는 모

를 사용하면 동적 네트워크 주소 변환이 필요하지 않습니

든 LAN 장치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여러 LAN 장치의 패킷

다. 모바일 터미네이션과 공용 IP 주소를 지원하는 네트워

이 고유하게 나타나도록 게이트웨이는 또한 인터넷으로 나

크로, 셀룰러 모뎀은 정비사의 PC에서 직접 액세스할 수

가는 패킷의 소스 IP 포트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휴대폰 모

하기 위해 게이트웨이는 공용 IP 및 변경된 포트에 변환 또

뎀이 인터넷에 있는 서버와 통신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

는 매핑된 LAN 디바이스(IP 주소 및 포트)를 추적할 수 있

입니다. 서버는 서비스 기술자가 PC에서 모뎀으로 연결

는 동적 테이블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네트워

할 수 있도록 통신 브리지 역할을 합니다. 서버는 항상 있

크 주소라고 말합니다.

어야 하며 모뎀은 서버에 연결하고 무기한으로 연결된 상
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성에는 몇 가지 주요 이

변환[Translation]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IP 주소와 모바일 기원의 셀
룰러 통신사의 표준 구성과 함께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셀룰러 장치는 PC와 동일한 제약조건 내에

이 아키텍처는 VPN 터널과 함께 사용되므로 기능 및 보

서 작동을 합니다. 인터넷상의 장치와 통신하기 위해서 셀

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토론에서도 확

룰러 장치는 통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구성을 셀룰러

대될 것입니다.

용어에서 모바일 기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산업용 애
플리케이션은 메시지를 먼저 보내지 않고 인터넷의 다른

셀룰러 게이트웨이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종종 셀룰러 모뎀(또
는 그것에 연결된 PLC)을 요구합니다.

모뎀 자체에 대한 직접 액세스는 원격직렬 PLC에 대한

예를 들어, 서비스 기술자는 PC에서 셀룰러 모뎀(또는

직렬 연결과 같이 간단한 연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합

셀룰러 모뎀에 연결된 PLC)과 통신하기를 원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용 원격 액세스 응용 프로그

니다. 이를 모바일 종료 연결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

램에서 셀룰러 모뎀은 하나 이상의 이더넷 PLC 및 장치

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

에 대한 게이트웨이로 사용됩니다. 이를 실현하는 것은 지

한 한 가지 방법은 통신사로부터 네트워크 내의 고유한

금까지 다루어 온 내용을 확장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셀

구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통신사에 필요한 두 가지
매개 변수는 공용 IP 주소
와 모바일 종단 연결에 대
한 지원입니다. 이 기능은
셀룰러 모뎀이 자체 패킷
을 전송하기 전이라도 셀룰
러 모뎀에 대해 수신한 패
킷을 라우팅하는 방법을 게

그림 3. 웹 사이트의 주소를 컴퓨터의 웹 브라우저에 입력하려면 회사의 게이트웨이를 통해 PC와 웹 서버

이트웨이에 지시하는 정적

간에 패킷이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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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러 모뎀이 연결된 하나 이상의 이더넷 장치에 액세스하

및 기타 이더넷 장치는 통신을 시작하지 않는 한 외부 장

는 데 사용될 때, 위에서 설명한 게이트웨이와 같은 역할

치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해

을 합니다. 네트워크 주소 변환의 원칙은 회사네트워크에

결 방법이 있습니다. 단일 PLC 또는 장치만 셀룰러 게이

대한 게이트웨이를 볼 때처럼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

트웨이의 LAN 측에 연결된다면, 셀룰러 게이트웨이는 일

림 4에서 IP 주소 192.168.1.2의 PLC가 무선 네트워크를

반적으로 정적주소 변환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따라서 IP

통해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면 PLC는 셀룰러 게이

주소로 예정된 셀룰러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되는 패킷은

트웨이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모뎀은 PLC의 소스 주소

단순히 LAN 측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LAN에는 장치가

(192.168.1.2)를 자신의 IP 주소로 대체하여 셀룰러 네트워

하나만 있으므로 IP 포트 매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셀룰

크를 통해 패킷을 전달합니다.

러 게이트웨이가 단일 WAN 연결을 통해 여러 LAN IP 주

셀룰러 모뎀은 연결된 이더넷 장치의 게이트웨이 역할

소를 에뮬레이트하여 여러 장치에 대해 NAT을 수행하려

을 하므로 트래픽 발생에 대한 제한은 동일합니다. PLC

고 할 때만 IP 포트 매핑이 필요합니다. 여러 디바이스에
액세스하는 경우 VPN 터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터널링을 통한 다중 디바
이스 액세스
여러 PLC 또는 이더넷 장치
가 셀룰러 모뎀에 연결되어 있
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외부 연
그림 4. IP 주소 192.168.1.2의 PLC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면
PLC는 셀룰러 게이트웨이로 메시지를 전송한다.

결에서 해당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는 경우 VPN이 일
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림 5에
표시된 것처럼 VPN은 별도의
네트워크에 있는 장치 간에 가

그림 5. VPN은 별도의 네트워크에 있는 장치 간에 가상 연결을 생성한다. 이 연결은 두 LAN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터널을 형성한다.

상 연결을 생성합니다. 이 연결
은 두 LAN을 연결하는 데 사용
되는 여러 네트워크를 통과하
는 터널을 형성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엔지니어
의 PC와 셀룰러 모뎀 사이에
VPN 터널을 만드는 것입니다.
PC에서는 트래픽을 라우팅하여

그림 6. 셀룰러 모뎀이 인터넷에 있는 서버에 VPN 연결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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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 모뎀에 연결된 이더넷

장치와 통신할 수 있는 가상 네트워크 연결이 생성됩니다.

다. 셀룰러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액세스를 고려할 때,

두 번째 가능한 구성은 두 셀룰러 모뎀 사이에 VPN 터널

첫 번째 보안 계층은 셀룰러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을 만들어 모뎀의 각 LAN 측에 연결된 장비가 서로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원격 위치에

3G 프로토콜 본체

여러 장치가 필요한 M2M(Machine-to-Machine) SCADA
응용 프로그램에 매우 유용합니다.

3G EV-DO Rev. A 셀룰러 표준은 128비트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암호화와 함께 인

원격 서버를 사용한 VPN 터널링

증 및 키 협상을 위한 대응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휴대 전화 모뎀과 네트워크 모두에 대한 상호 인증을

세 번째 가능한 구성은 셀룰러 모뎀이 인터넷에 있는

제공합니다. AES는 널리 사용되고 신뢰받는 암호화 메

서버에 VPN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구성은 이전에

커니즘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극비 정보를 전송할 수 있

모뎀이 공용 IP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극복

는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AES의 구현에는 메시지가 수

하고 모바일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언급되었습니다. 그림

정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무결성 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은 이 구성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3G HSPA 표준은 암호화와 메시지 무결성을 위해 128비
트 KASUMI를 사용합니다. 인증은 SIM 카드에 포함된 128

보안

비트 인증 키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KASUMI 암호화 알
고리즘은 MISTI 알고리즘의 변형입니다. 최근에 와서야

어떤 산업 네트워크에서도 보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

KASUMI 알고리즘[1]에서 일부 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모

업 네트워크에 대한 원격 액세스를 제공할 때는 보안 조

뎀과 셀룰러 네트워크 사이에 존재하는 보안 메커니즘에

치를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안에는 세 가지 주

관계없이, 추가 보안은 인터넷 상에서 모뎀과 최종 사용자

요 목표가 있습니다.

간에 전송되는 IP 기반 트래픽이 기밀로 유지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셀룰러 보안 메커니즘은 기껏해야 공중

네트워크

에서 데이터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
인 보안 계층은 셀룰러 모뎀에 연결된 장치에 의도치 않

- 인증인증된 사용자 및 장비만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

게 액세스하거나 셀룰러 모뎀에서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휴대폰 모뎀에 액세스할 수 있
는 원격 사용자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분의 모뎀에는 IP 필

자원

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뎀에 대한 액세
스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OEM은 회사 게이트웨이의

- 기밀성 / 암호화-관찰자가 데이터의 내용을 확인할

IP 주소에서만 연결을 허용하는 데 사용할 셀룰러 모뎀을

수 없도록 개방된 미디어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 내의 엔지니어는 원

를 스크램블링합니다.

격 셀룰러 모뎀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다른 사용자가 해

- 데이터 무결 성-네트워크상의 장치에서 수신한 데이

당 모뎀이나 연결된 장치에는 함부로 액세스할 수 없습니

터가 나중에 수정되거나 재전송되지 않도록 보장합니

다. 또한 셀룰러 모뎀에는 IP 포트를 기반으로 트래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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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방화벽이 자주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면 OEM

법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각 패킷에

은 바이러스를 포함할 수 있는 트래픽을 방지하면서도 모

는 패킷의 원점과 무결 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인증

뎀에 연결된 원격 PLC 내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가 있

헤더를 포함합니다. 전체적으로 IPsec VPN은 세 가지 이

습니다. 그러나 IP 필터와 방화벽은 셀룰러 모뎀과 여기

점을 제공합니다. 1) 보안, 2) 여러 기기에 대한 액세스, 3)

에 연결된 장치에 대한 불필요한 액세스와 트래픽을 방지

동적 개인 IP 주소만 제공하는 셀룰러 통신사의 사용 및

하지만 VPN 터널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의 암

모바일 출시를 지원합니다.

호화와 무결성을 제공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VPN 터

VPN을 IP 필터 및 방화벽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용자

널은 종종 IPsec(인터넷 프로토콜 보안) 또는 SSL(Secure

는 액세스를 제한하고 기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액세스

Sockets Layer)의 두 가지 기술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용이성을 높여 유지 보수 시간을 단축하고 고객지원을 개

SSL VPN은 일반적으로 PC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선할 수 있습니다. 원격 액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3G 셀룰

원격 PC와 게이트웨이 사이에서 설정이 됩니다. 이 방법

러를 사용하는 것은 모든 보안 매커니즘 외에도 최종 사

은 모든 공통 브라우저가 SSL 연결을 지원하므로 VPN 연

용자 네트워크 인프라와 분리되어 원격 장치를 유지할 수

결을 지원하기 위해 PC에 사용자 지정 소프트웨어를 설

있다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고객에게

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브라우저는 게이트웨이와 SSL 연

PLC를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하도록 요청함으로써 PLC에

결을 설정하며 PC의 모든 트래픽이 해당 SSL VPN 연결

대한 원격액세스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셀룰러를 원격 액

을 통해 라우팅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Psec은 두

세스에 사용하면 고객이 네트워크에 가지고 있는 모든 데

하드웨어 게이트웨이 간에 VPN 터널을 제공하는 데 사용

이터를 간단하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객은

됩니다. IPsec 터널은 OSI 계층 3에서 작동하며 종단 간

원격 액세스를 원하지 않을 때 휴대폰 모뎀을 비활성화

모든 유형의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모뎀은 주로 하드웨어

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원격 액세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게이트웨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IPsec VPN 터널 사용에

과 시기를 완전히 제어할 수 가 있습니다.

초점을 맞춥니다. IPsec은 상호인증, 암호화 및 메시지 무
결 성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IPsec 사양은 128비트 AES

EtherNet/IP에 대한 향후 고려 사항

와 TripleDES 암호화 알고리즘의 사용을 지원합니다.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은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

통신 표준이 발전함에 따라, 통신 표준은 여기서 설명

전하며 수년간 상용 및 군사 사용자의 안전한 통신을 위

하는 몇 가지 우려와 해결책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해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IPsec VPN 터널 내에

EtherNet/IP 구현의 진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서, 헤더를 포함하여 모뎀에 연결된 장치의 전체 패킷은

향후 5년 이내에 원격 액세스 및 IP 통신에 가장 큰 영향

IPsec 패킷의 페이로드에 캡슐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

을 미칠 것은 IPv6 구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운영 체제에

뎀에 연결된 장치의 전체 패킷이 암호화되어 원본 패킷의

는 IPv6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IPv6을 지원하는 산업용

페이로드나 헤더가 표시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IPsec

장치는 거의 없으며 IPv6을 통해 통신하는 사용자는 거의

표준에는 주소 인증도 포함됩니다. IKE(Internet Key

없습니다. 2011년 2월, 마지막 블록의 무료 주소가 할당되었

Exchange) 프로토콜은 VPN 터널의 양쪽 끝 사이에 보안

습니다. 비록 인터넷 제공자들이 새로운 사용자들에게 배포

연결 생성을 관리하는데 사용합니다. 이 매커니즘은 암호

하기 위해 그들의 마음대로 주소를 예약했지만, 우리에게는

화 및 인증 키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암호화 방

우리가 일반적인 인터넷 통신에서 IPv6을 사용하기 시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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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IPv6은 여전히

•산업 통제 관이 활동 기록 지원을 받을 것인가?

패킷 기반 인터넷 프로토콜이지만 IPv4와 충분히 달라 병렬

•산업 컨트롤러가 보안의 중심이 될 때, 침입탐지 및

통신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IPv6은 제한된 주소공간 사

예방을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IPv4 사용자에게 요구
되는 많은 현재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주소 크기를 32비트

결론

에서 128비트로 4배 증가시킴으로써 주소지정 가능하여 주
소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됩니다. 이 새로운 주소 공

OEM이 고객 사이트에 위치한 장비에서 액세스하여 문

간은 현재 전 세계 70억 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1028개 이상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OEM은

의 주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 공간의 확대가

장치에 LAN 액세스 또는 전화 접속 액세스 제공을 요청

새로운 구조물을 만드는 주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할 수 있습니다. OEM은 문제 해결 시 고객에게 도움을 요

구조는 주소와 라우팅을 훨씬 더 단순하게 할당할 수 있게

청하거나 고객 사이트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VPN 터

합니다. 원격 액세스를 수행하려는 사용자의 이점은 주소

널의 보완적 기술과 함께 3G 셀룰러를 사용하면 유지 보

확장과 함께 NAT을 수행하여 개인 IP를 숨기려는 게이트웨

수 시간 단축, 정보에 대한 액세스 의 최대화, 고객 및 원

이에 대한 절대 요구 사항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격으로 액세스되는 장치의 보안과 고객정보의 최소화를

들어, 한 회사의 LAN에 있는 PC들은 미리 구성된 주소 변

최적으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KEMC

환 테이블을 라우터에 프로그래밍하지 않고도 다른 회사의
LAN에 있는 PC와 직접 주소를 지정하고 통신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소 변환기로서의 라우터의 값이 최소화

참조 문헌

됩니다. 그런 다음 이 아키텍처를 통해 OEM 기술자가 원격
지에 있는 장치와의 통신을 직접 해결하고 설정할 수가 있

[1] 오 르던켈만[Orr Dunkelman], 네이선켈러[Nathan

습니다. NAT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PN 터널과

Keller], 아디샤미르[Adi Shamir](2010-01-10).

원격 VPN 서버에 대한 절대적인 요구 사항을 제거합니다.

IMT2000 3GPP-3세대 GSM전화에 사용된 A5/3 암호

EtherNet/IP를 통해 통신하는 데 익숙한 장치와 도구가 더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공격의 예.

이상 개인 주소 블록의 제한 내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중
요합니다. 다행히도 IPv6에 필수적인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여러 공급업체의 제품 및 시스템과 연계하여, CIP 네트워크를 지정하는

IPSec 지원입니다. 현재 VPN에 존재하며 인터넷을 통한 통

담당자와 독자는 의도된 사용을 위해 여기에 제시된 아이디어, 의견 및

신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는 모든 인증, 암

권고의 적합성과 적합성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저작권 Ⓒ 2011 ODVA, Inc. 모든 권리는 유보됩니다. 이 자료의 발췌문을

호화 및 메시지 무결 성 메커니즘은 이제 LAN 내 또는 인터

저자의 적절한 귀책과 함께 복제할 수 있는 허가를 원하신다면, ODVA에

넷을 통한 두 장치 사이의 IP 통신에 기본이 될 것입니다.

문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전화와 이메일을 이용하십시오.
TEL +1734-975-8840 FAX +1734-922-0027 EMAIL odva@odva.org
웹 www.odva.org.

제때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CIP, Common Industrial Protocol, CIP Safety, CIP Sync, CompoNet,
CompoNet, 준수 테스트, CompoNet 적합성테스트, ControlNet 적합

•사용자는 외부 사용자가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 장치
배포를 수락할 것.

성테스트, DeviceNet, EtherNet/IP, 합성테스트를 마친 상표입니다.
DeviceNet은 ODVA,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
유자의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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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조현장에서는 HMI 대신 산업용 PC를 찾을까
슈나이더, 옵션 선택가능한 새로운 산업용 PC로 대응해

제조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HMI(휴먼머신인터페이스)

에서 필요로 하는 복잡한 데이터의 관리와 유연성에 대한

는 갈수록 복잡 다양하고 무거운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자동화 작업을 위한 기계

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는 시스템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산업용 PC

이에 최근 산업용 PC라 불리는 산업용 패널컴퓨터는

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고성능 팬리스 CPU 및 SSD 보급 확산과 하드웨어의 생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Markets and Markets)의 통

존성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응해 HMI

계에 따르면, 글로벌 산업용 PC 시장은 44억 달러 규모까

기기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지 성장하고, 2025년에는 57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해, 연

고성능 기능 및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요구하는 현장에

평균 성장률이 5.4%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 산업용 PC를 사용하면 다양한 유연성에 대처하고, 무
엇보다 HMI보다 높은 컴퓨팅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왜 산업용 PC인가

산업용 PC가 일반 오피스용 PC와는 달리, 내구성이나 신
뢰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의

산업용 PC는 이러한 특성을 배경으로 자동차, 석유 가

보드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올인원(All-in-One) 설계

스, 항공 우주 방산 등의 특수 분야, 화학, 에너지 산업에

로 확장과 유지 보수가 쉽고, 충격이나 진동에 의한 피해

서 많이 쓰이고 있다. 자동차 생산 공장의 경우, 차체를 생

를 줄이기 위해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전

산하는 공장은 먼지, 진동 등의 환경에 24시간 노출되어

원공급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디지털화,

있기에 산업용 PC가 필수적이다. 생산 공장은 쉬지 않고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엣지 컴퓨팅의 확대를 가져오고

돌아가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산업용 PC는 24시간 365일

있는 4차 산업혁명 환경에도 부합된다. 다양한 산업 현장

작동된다. 자동화된 생산 라인은 PC의 고장으로 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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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FANLESS) 장비를 선호한다. 산업용 PC 시장이 올해
예견된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을 주시하는 이유이다.
반도체 라인에서 장비단은 HMI가 사용되고 산업용 PC
는 전체 생산라인이나 전체 제어 시스템에서 사용된다. 반
도체는 24시간 가동되는 장비의 연속 작동을 위해서 문제
가 생겼을 때 다른 HDD 가 즉각 사용될 수 있도록 HDD
를 이중화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 컨트롤 수요가 과거 대부분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베이스였던 것이
최근 들어 PC 베이스 및 PLC 베이스가 각각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PC 베이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PLC에서 데이터 분석 및 통계화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
기 때문에, PC 베이스로 수요가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특
히, 화면도 전용 작화 툴이 아닌 윈도 베이스의 작화 툴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임베디드 PC의 경우도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정지되었을 때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밀한 작업이나 제조가 요구되는 반도체 시장의 경우

산업용 PC,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다

도 산업용 PC가 적용되는 주요 시장이다. 반도체는 I/O나
모션 등의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하고,

이에 슈나이더 일렉트릭(한국지사 대표 김경록)이 지

클린룸의 경우는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팬리

난해말 선보인 새로운 산업용 PC, 프로페이스(Pro-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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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6000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제품이

을 벗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글러브 모드’ 를 통해 엔지니

라고 할 수 있다.

어와 운영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

회사 측은 신제품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다양한 소프

초로 HMI를 개발한 ‘프로페이스’의 전문가와 함께 지속가

트웨어 사용, 시스템 구조, 운영 효율, 데이터 전달 등 다

능한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다.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친

양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PC 기반의 아키텍처를

장기간의 가용성을 보장하고, 제품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구축하여 성능, 속도, 가격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장비에

서 슈나이더 일렉트릭 전문 엔지니어를 통한 상시 모니터

최적화된 제품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새로운 경험을 통

링을 지원한다.

해 유연성, 가시성, 신뢰성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기계적인 특징은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특히, 슈나이더의 새로운 산업용 PC는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차별성을 지녔다.

HMI 디자인 커스터마이징 ▲디스플레이 터치 모드 변경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송연옥 매니저는 최근 온라

가능 ▲프로페이스의 글로벌 지원 등이다. 우선 커스터마

인 미디어톡에서 프로페이스 PS6000이 제공하는 3가

이징 측면에서 4가지 타입의 CPU와 7가지의 디스플레이

지 새로운 경험에 대해 ①자동화 엔지니어를 위한 새로

가 있어 고객이 작업 환경에 따라 구성품을 선택할 수 있

운 경험, ②운영자 및 생산 관리자를 위한 새로운 경험,

으며 HDD, SSD, 메모리 등의 용량도 자유롭게 선택해 장

③유지 보수 전문가를 위한 새로운 경험이라고 소개했

착할 수 있다. UHD(4K)를 지원하여 뛰어난 성능과 향상된

다. 송 매니저는 이에 대해 “개방형 솔루션, 확장된 다양

처리속도를 통해 반도체 라인의 현장 작업자들이 보다 직

한 사양 및 옵션 선택을 통한 커스터마이즈를 제공하며

관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통합된 소프트웨어를 통한 동급 최고의 시각화 및 데이

또한 작업장마다 상황이 다르듯이 작업자의 상황을 고

터 관리를 지원하며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HMI 리

려해 디스플레이 터치를 ‘기본 모드’, 장갑을 벗지 않고 사

더인 프로페이스 신뢰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슈나이

용이 가능한 ‘글로브 모드’와 ‘워터 모드’ 등으로 상황에

더는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과 식음료 시장을 공략

맞춰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 특히 클린룸 안에서 장갑

할 예정이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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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 산업용 PC,

프로페이스 PS6000 Q&A
만, 슈나이더 브랜드인 하모니 IPC에는 Rack-PC가 있다.
슈나이더 산업용 PC는 프로페이스와 하모니 두개의 브랜드
가 있다. 두 브랜드에 따라서 라인업이 다른 부분이 있다.
Q. PS6000은 최근 IPC가 수행하는 엣지 컴퓨팅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A. 소프트웨어에 따라 상위 IT와 하위 OT를 연결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AOA(AR)의 데
이터 수집/관리를 위한 서버의 역할도 가능하다.
Q.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주요 제조 산업 현장의 수요
증가세, 최근 공급사례가 궁금하다.
Q. 반도체장비 업계에서도 커스터마이징 요청이 많아

A. 식음료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기존 제품에서

지고 있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공급

10인치, 22인치 제품이 추가되어 옵션도 다양해졌다. 작년

업체의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 슈나이더는 BTO에

12월 출시했고, 국내 전자제품 및 반도체 분야 2곳에 적

어떻게 대응하는가.

용되었다. 그 외에도 기존 HMI 사용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A. 프로페이스 홈페이지의 PS6000 제품 선택을 통해

때, SD 카드 또는 USB로 관리하는 추세였다면 보안/유지

서 고객이 원하는 사양(디스플레이 사이즈, CPU Type, 전

보수의 문제 때문에 점차 엔드유저(End-User)는 데이터

원 타입, 메모리 사양, FAN 사용여부 등등)을 직접 선택하

를 가공하여 상위로 바로 올릴 수 있는 PC형 HMI로 변경

실 수 있다. 직관적인 선택 툴로 사용방법이 간단하고, 제

하길 원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바꾸고 있다.

품 선택하면서 제품의 상세 사양도 확인이 가능하다. 고객
이 원하는 사양을 선택하고 오더가 가능하며, 세계 곳곳의

Q. PS6000 시리즈 보증기간은. 또한 PS5000과 호

플렉스 센터(flex center)를 통해서 제품 조립, 테스트, 검

환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 시리즈(PS4000,

수 후에 납품된다.

PE4000B 등)와는 호환성은.
A. PS6000 시리즈는 기존의 보증기간에서 연장된 24

Q. 2차 전지 업계에서는 서버급 PC 수요가 많은데, 2

개월이다. 프로페이스 제품의 장점 중의 하나가 기존 제품

차 전지 시장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 프로페이스 입

과의 호환성이다. 신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기존 제품과

장에서 서버급 PC에 대한 계획은.

의 호환성을 검토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고

A. 프로페이스 브랜드에는 서버급 PC는 라인업에 없지

객이 안심하고 신제품으로 교환하실 수 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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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 고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21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21. 1.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장 총 칙

탁받은 사무의 처리, 융자금의 대출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

제2장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등

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1. “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관련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 회계운용부서”라 함은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회계관계직원) ①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국가재
정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은 “별표 1”
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임명은 당해 관서장
에게 위임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련기관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등) 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집행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임무) ① 회계관계 직원은 국가재정법 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특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기록 및 자료의 제출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다른 고시, 공

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 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는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2. 연
 구개발 관련 출연금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근
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산업기
술혁신촉진법」에 따른「산업기술혁신 공통 운영요령」

제3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②각
 사업 담당부서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에 관련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련사업자가 특별회계 예산의 지

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 운용부서와 사

원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

③ 법 및 영에 따라 회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융자대상기관

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

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접보조사업자가 위

업기간 등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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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는 세입금 영수내역서에 기재필임을 표시하고, 이를 수납

에도 또한 같다.

액 합계표에 첨부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

② 관련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 ① 회계운용부서는 매
년 3월 31일까지 시달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사업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담당부서는 이를 관련사업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③ 분임수입징수관은 월별 세입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임수입
징수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입징수관은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세입징수보
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환급금의 지급) ① 부과금의 환급은 특별회계의 세입계
정에서 지급하며, 환급금 지급명령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 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② 환급금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2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

매년 4월 20일까지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도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예산의 배정) ① 예산이 성립되면 각 사업담당부서는 사
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 요구서를 4분기별로 구분작성하여
즉시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출절차) ① 지출 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출연금 등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관련 사업자는 당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

해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아야 한다. 단, 사업 계획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립함을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원칙으로 하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담당부서에

한다.

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

③ 관련 사업자는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하

무관별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

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 담당부서에 변경내

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
관과 기획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련 사업자가 회계연도를 넘겨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전에 사업 담당부서로부터 이월 계획을 승
인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 담당부서는 특별회계 운용부서

제4장 수입 및 지출

에 승인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련 사업자는 사업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사업 담당부서에

제9조(월별징수계획서 제출 등) ① 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각 사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

업담당부서는 소관세입의 월별징수계획서 및 세출예산사업

산 보고에 따른 사업비 잔액과 발생 이자를 사업 담당부서를

별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운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통해 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한다.

제5장 융 자

②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
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출한도
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지시하
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3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소관부처의 장관과 융
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융자약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
정서에 의한다.

제10조(수납절차) ① 분임수입징수관은 소관세 입금에 대한 징

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

수결정 관계서류를 징수결정명세서에 첨부하여 징수결정일

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영수증을 제

부터 5일이내로 주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출하여야 한다.

②분
 임수입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를 마친 영수필 통지서 또

제14조(융자금의 계리 및 관리) ①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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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대출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⑤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
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회계처리에 관

⑥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대출 후 이를 회수한 경우 또는

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회계 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만기일 전에 융자금이 상환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융

항 제1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자금의 대출이 2개월 이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회

④ 융자대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외부회계 감사에

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동 사유 발생일로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 경우, 융자금과 대출금을 차감하

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지 및 상환해야 한다. 다만, 융자대

여 표시(융자대상기관이 대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

상기관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는 경우에 한함)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세 내역을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기관이 선택한 회계처리 및 관련 근거
2. 융자금의 성격 및 융자대상기관의 역할
3. 융자금 상세 내역

⑦ 석유개발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
다.
⑧ 융자대상기관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소

4. 대출자 및 대출금 상세내역

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

5. 기타 필요한 상세 정보

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기간 등) ① 융자기간은 융자금 지급일자로부터 기
산한다.
②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회계를 통하여 대출받은 자가 대
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하여 대출금의 상
환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에 약정이자
율과 융자된 다음날부터 상환되는 날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8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융자기간 등
은 “별표 2”와 같다.

얻어야 한다. 다만, 하계저탄 및 연탄공장 시설자금은 대한

②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자율과 대

석탄공사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경

이 경우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상기관이 직접 대출받는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

한다.

하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제2항에 의한

제19조(제재) ① 소관부처의 장관은 융자대상기관 또는 대출받

대출금의 상환 연기와 동시에 융자금상환도 연기할 수 있

은 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운용한

다.

때에는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당해 자금이 대여된 다음날

제16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일시상환 조

부터 회수일까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

건부 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4회 균등분할하여 상환한

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다.

지체 없이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로

② 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귀책사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기간 만료후 최초로

유로 인하여 원리금의 상환을 연기한 사례가 있는 관련사

도래하는 상환일로 한다.

업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③ <삭제>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

제6장 결산 및 보고

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
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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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정부결산지침에 의거 매회계년도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융자대상기관 및 간접
보조사업자, 기타 특별회계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은 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
보고서 등을 반영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

관, 단체는 매월의 예산집행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
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0.00.00)

제21조(보고) ① 영 제8조 제1항 제4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관리상황에 대
하여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융자는 시행일

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회 계 관 계 직 원(제4조 관련)
•수입징수관

회 계 직 명

- 분임수입징수관

•환급금지급명령관

- 분임환급금지급명령관

•재무관
•지출관

•재산관리관
- 분임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 분임채권관리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
-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계약관
- 분임계약관

관 직 명
한국에너지공단 경영전략이사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
한국에너지공단 경영전략이사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
한국에너지공단 회계운영실장
한국에너지공단 에특회계팀장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정부출자담당사무관
한국에너지공단 경영전략이사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한국에너지공단 경영전략이사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
한국에너지공단 에특회계팀장
한국에너지공단 에특회계팀장
한국에너지공단 회계운영실장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한국에너지공단 에특회계팀장
대한석탄공사 고객지원팀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소관)과장

담 당 업 무
수입총괄
석유부과금 및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광해방지부담금징수
환급금총괄
석유부과금환급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지출원인행위총괄
지출총괄
출자금관련 지출총괄

국유재산총괄관리
석탄비축관리
채권관리
석유부과금관련 채권관리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유가증권관리
세입세출외현금관리
물품총괄관리
석탄비축관리
물품출납
〃
계약관리 총괄
계약체결 및 관리

[별표 2]
융 자 조 건(제18조 관련)
1. 대출이자율
가. 대
 표대출금리는 매 분기초 직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0.25%P 단위로 조정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출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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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수익률(3년유통물)

대표 대출금리

국고채수익률(3년유통물)

대표 대출금리

3.125이상~3.375미만

3.25

6.875이상~7.125미만

7.00

3.125미만

3.375이상~3.625미만
3.625이상~3.875미만
3.875이상~4.125미만
4.125이상~4.375미만
4.375이상~4.625미만
4.625이상~4.875미만
4.875이상~5.125미만
5.125이상~5.375미만
5.375이상~5.625미만
5.625이상~5.875미만
5.875이상~6.125미만
6.125이상~6.375미만

6.375이상~6.625미만

3.00

6.625이상~6.875미만

3.50

7.125이상~7.375미만

3.75

7.375이상~7.625미만

4.00

7.625이상~7.875미만

4.25

7.875이상~8.125미만

4.50

8.125이상~8.375미만

4.75

8.375이상~8.625미만

5.00

8.625이상~8.875미만

5.25

8.875이상~9.125미만

5.50

9.125이상~9.375미만

5.75

9.375이상~9.625미만

6.00

9.625이상~9.875미만

6.25

9.875이상

6.50

6.75
7.25
7.50
7.75
8.00
8.25
8.50
8.75
9.00
9.25
9.50
9.75

10.00

나. 각 사업별 대출금리는 아래표에서 정하는 군별 사업분류에 따라 가목에 의한 분기별 대표대출금리에 연동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된다. 다만,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사업 중 사용자시설설치비 및 가스안전관리사업 중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의 대출금리
는 1.5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대출금리 등 관련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과 해당사업 지침에 따라 운용한다.
(1) A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로 한다.
(2) B
 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25%P를 뺀 값으로 한다. 다만,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자금 중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에 대한 대출금리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50%P를 뺀 값으로 하고, 에너지절약전
문기업 투자사업은 대출받은 자와 대출은행이 합의하는 경우 1.75%의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삭 제>
군별
A군

집단에너지공급, 송유관이설사업융자

C군

<삭 제>

B군

사

업

명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국내석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
대체산업창업지원, 가스안전관리사업,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공급배관망건설), 해외석유개발사업,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 투자위험보증사업,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2. 융자취급수수료
가. 집단에너지공급(융자대상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융자취급수수료는 0.5%로 한다.
나.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중 공급배관망건설융자의 융자취급수수료는 0.7%로 한다.
다.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사업 중 사용자시설설치비, 신ㆍ재생에너지보급, 대체산업창업지원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에너
지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사업의 융자취급수수료는 1.5%로 한다.
라. <삭제>
마.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및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1.0%로 한다. 다만, 특별융자사업 중 감면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면 원금의 1.0%를 융자취급수수료로 한다.
3. 융자이자율
융자이자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사업별 대출이자율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융자취급수수료를 뺀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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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융자기간

사업명(구 분)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에너지절약시설설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ㆍ전기부문
ㆍ열부문
ㆍ열부문(창호ㆍ단열 개보수)
•가스안전관리
-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
•해외자원개발융자
- 국내외석유개발
- 해외광물자원개발
- 조사(탐사)사업(특별융자)
- 투자위험보증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
- 바이오 및 폐기물 부문
- 운전자금
- 주민참여 자금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 공급배관망건설융자
- 사용자시설설치비융자
•대체산업창업지원
- 시설자금
- 운전자금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에너지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
•송유관이설사업융자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

융자기간
8년거치 7년 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10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15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5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3년거치 5년분할상환
1년거치 2년분할상환
20년거치 일시상환

5년거치10년 분할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중 택1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해외자원개발융자의 국내외 석유개발 관련 주사(탐사)사업의 거치기간은 상업적생산이 개시되어 사업수익금을 최초로 받는 날의 직
전일까지로 하고, 해외광물자원개발 관련 조사(탐사)사업의 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5. 융자비율

사업명(구분)
•해외자원개발융자(석유개발, 광물자원개발)
- 석유개발사업 융자
- 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
- 투자위험보증사업
•집단에너지공급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 사용자시설설치
•대체산업창업지원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전기대체 냉방시설(단, 가스를 사용하는 냉방기기에 한함)
•가스안전관리
-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에너지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
•송규관이설사업융자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

융자비율

총사업비의 30% 이내
총사업비의 30% 이내
총사업비의 100% 이내
총사업비의 80% 이내
총사업비의 80% 이내
총사업비의 100% 이내
총사업비의 80% 이내
총사업비의 100% 이내
총사업비의 100% 이내
총사업비의 90% 이내
총사업비의 100% 이내
총사업비의 90% 이내
총사업비의 20% 이내
총사업비의 100% 이내
총사업비의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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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를 이용한 전기에너지 생산 ①
제1편. 연료전지 열병합 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제1장.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타당성 조사

(1) 용융탄산염 연료전지(MCFC)
용융탄산염 연료전지는 천연가스 및 석탄가스를 작동

1-1. 입지조건

연료로 사용하여 복합열병합발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1. 연료공급 방식과 에너지생산 소비 및 환경 특성에 따

다. 연료전지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650℃ 이상의 고온 확

른 연료전지 선정

보가 필요하며, 이때 발전 효율은 45~60% 정도이다.
<표 1-1>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특성

구분

용융탄산염 연료전지(Molten Carbonate Fuel Cell)

전해질

용융탄산염(Li2CO3-K2CO3)

작동온도

650℃ 이상

사용촉매

니켈/니켈화합물

발전 효율 45~60% 전력생산

발전 방식 복합발전 / 열병합발전

(가) 사용연료에 따른 입지조건
LNG가 작동연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 보편적으
[그림 1-1] 연료전지 도심 열병합발전시스템 구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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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심지의 분산형 열병합발전에 사용이 적합한 시스템

이다. 그러나 도심지의 탄소 배출 규제나 친환경 문제에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 건축물 내부 적용이나 주거단지와
인접해 사용하기에는 탄소배출이 소량이지만 Nox, Sox
등의 유해 물질 배출과 시스템 가동시 소음 및 진동도 발
생하기 때문에 범용적인 활용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따
라서 도심 외곽에 중대형 분산형발전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용이하다. 도시가스법 적용을 받는다.
(1)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활용에 이상적인 입지조건
일반적 LNG 수급이 용이한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용

<표 1-2>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특성

구분

전해질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이온전도(H+) 전도성 고분자막

사용 촉매 백금

작동 온도 80 ~ 100℃
발전 효율

40 ~ 53% 전력생산(개질방식 40% 미만,
수소 직공급 방식 53% )

발전 방식 건물용 소규모 분사발전 / 열병합발전소 / 차량용

이하다. 특히 대용량 발전에 필요한 연료 수급을 위해서
는 LNG 생산 및 운송이 용이한 경기, 인천 등 인접지역에

(가) 사용연료에 따른 입지조건

용융탄산염 열병합발전시스템 구축이 용이하다. MCFC는

LNG와 수소를 모두 작동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건물

LNG 이외에 합성가스, LFG,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연료

용이나 중소규모의 발전시스템 구축에 적용하기 적합

를 사용하여 발전하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지역적 제

한 시스템이다. 또한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약 없이 다양한 환경에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연료전지

도심지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단지에 적용이 가능하다.

발전설비 구축이 가능하다. 아래 [그림 1-2]는 서울고덕에

그러나 수소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수소

계획된 20MW급 MCFC 분산발전 프로젝트 개념도이다.

생산방식에 따라 부생수소, 도시가스 개질, 재생에너지
를 활용한 수소생산의 3가지 방식에 따라 연료전지 발
전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특히 부생수소나 재생에너
지 기반 수소생산이 가능한 경우, PEMFC는 탄소배출
이 전혀 없는 무 탄소청정 발전시스템 구현이 가능하고
소음 및 진동 문제 또한 발생되지 않아 친환경적 건물단
위나 중소규모의 공동주택단지 등의 발전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메탄을 개질하는 방식의 경우 도시가스가 공
급되는 지역 즉, MCFC가 사용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도

[그림 1-2] 용융탄산염 연료전료전지 발전소 개념도

PEMFC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질 방식의 경우
탄소배출이 유발되어 친환경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

(2)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

우에는 타 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개질기 방식의 탄소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는 천연가스 및 수소를 작동 연

배출량 상쇄가 필요하다.

료로 사용하여 복합열병합발전 및 건축물에 중소 단위 발

아래 [그림 1-3]은 국내 연료전지 발전소의 위치를 표

전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다. 연료전지를 구동하기 위해

시한 것으로 서울, 경기, 울산, 여수, 대구, 포항, 대산, 당

서는 80~100℃의 온도 유지가 필요하며 이때 발전 효율

진 등 수소가 생산되거나 메탄가스(LNG) 공급이 용이한

은 40~53% 정도이다.

지역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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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제철 부생수소 생산 시스템 구성도-2

2) 개질방식의 수소생산 활용 PEMFC
[그림 1-3] 국내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위치

개질방식의 수소생산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에서 활용
이 가능한 발전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개질은 메탄가스

1) 부생수소를 활용한 PEMFC

와 물을 고온에서 개질하여 수소와 탄소로 분리하여 수소

울산, 포항, 여수, 대산, 당진 등의 지역에서는 제철이나

를 생산 스택에 공급하 여 발전을 하는 방식이다. 현재 건

화학단지가 인접하고 있어 부생으로 수소가 많이 생산되

물용 연료전지가 대부분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 연료전지 연료로 사용 가능하다. 이 경우 사용 가능한

지역적 구분 없이 모든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발전시스템

연료전지는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가 가장 유리

으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가스 관리법기준을 적

하다. 고압 수소 사용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

용을 받는다.

받고 있으나 저압 수소 공급의 경우 아직 관련 규정이나
기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6]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구성 개념도
[그림 1-4] 제철 부생수소 생산 시스템 구성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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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생산 활용 PEMFC

(가) 사용연료에 따른 입지조건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소생산 방식은 연료전지와 함께

인산형 연료전지는 20년 이상 검증된 시스템으로 수소

사용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초기설치비용 은 발생하지만

농도 70% 이상의 연료 공급이 필요한 시스템이다. 또한

시스템 구축 후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비용 발생이 없어

전해질로 사용되는 인산은 내구 수명이 있는 물질로 효

에너지자립 발전시스템으 로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율 및 내구성에서 유사한 PEMFC 보다 효율성이 낮아 제

따라서 재생에너지기반의 수소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는

한적으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시스템이다. 사용처로는 휴대

도서지 역이나 강원산간 등 오지에 적용이 용이한 연료전

용, 자동 차용, 고정용 분산전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발전시스템이다.
특히, 연료 구입이 어려운 지역과 유지관리비용에 부담
이 되는 지역에서 [그림 1-7]과 같이 소규모의 독립분산형
발전시스템으로 구축 활용에 용이하다.

[그림 1-8] 인산형 연료전지 구성도

인산형 연료전지는 지역난방과 연계한 열에너지 활용
[그림 1-7]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생산 플랜트 개념도

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여 도심지 건축물에 전기
와 열원 공급이 가능하다. 아래 [그림 1-9]는 부산 해운대

(3) 인산형 연료전지(PAFC)

에 구축예정인 PAFC 연료전지 발전소 개념도이다.

인산형 연료전지는 천연가스와 메탄올을 작동 연료로
사용하여 복합열병합발전 및 분산전원 발전시스템을 구
축할 수 있다. 연료전지 구동을 위한 가동온도는 200℃
이상의 온도 유지가 필요하며 이때 발전 효율은 40 ~
50% 정도이다.
<표 1-3> 인산형 연료전지 특성

구분

인산형 연료전지(Phosphoric Acid Fuel Cell)

전해질

인산(H3PO4)

작동 온도

200℃이상

사용 촉매
발전 효율
발전 방식

백금

40 ~ 50% 미만

분산전원 발전시스템

[그림 1-9] 인산형 연료전지 발전소 구성도(부산 해운대 30.8MW)

(4)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연료전지 가운데 가장 효율이
높은 친환경 발전기술을 구현할 수 있으나 흑연과 백금
촉매를 주로 사용하는 저온형 연료전지와는 달리 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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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과 고온용 금속소재로 구성되어 있어서 핵심 구성요

1)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활용에 이상적 입지조건

소 기술 구현이 아직 상용화를 위한 어려운 문제를 가지

SOFC는 작동에 고온이 필요하지만 연료의 다변화를

고 있었다. 그러나 SOFC는 MCFC에 비해 전력밀도가 높

가져올 수 있어 입지조건의 제약은 크게 없다. 특히 LNG,

아 공간 효율성이 필요한 선박용 보조엔진, 디젤트럭용 등

석탄가스, 바이오가스 등 연료 생산이 적합한 곳에서 모두

에 활용이 적합하고 건물용, 분산형발전용, 대형발전용,

적용이 가능함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IGFC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단 작동온도가 800℃이

활용이 유용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아

상 고온이고 일부 탄소와 유해가스가 배출되는 문제점을

래 [그림 1-11]은 SOFC 220kW급 세계최초로 구성된 발

갖고 있다. SOFC의 특성은 아래 <표 1-4>와 같다.

전 시스템이다(캘리포니아, 2000).

<표 1-4>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특성

구분

고체산화물 연료전지(Molten Carbonate Fuel Cell)

전해질

고체산화물(`Yttria-stabilized zirconia)

작동온도

800~1000℃

사용촉매

니켈 Zirconia cermet

발전 효율 50 ~ 60% 전력생산

발전 방식 복합발전 / 열병합발전

(가) 사용연료에 따른 입지조건
1000℃에서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전기화학적 산화반
[그림 1-11] SOFC 발전소 장비

응이 발생 촉매 없이 연료가 개질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
라서 연료로는 천연가스, 석탄가스, 바이오가스 등이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이 비싼 개질기를 제외할 수
있어 원가절감과 분산형 발전에 필요한 대지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SOFC는 소형과 대형
의 고정형(Stationary) 발전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2. 입지조건의 선정
가. 설치 장소에 따른 연료전지 타입을 결정한다.
1) 건물내부 또는 중소규모 분산발전소 구축에 따른
방식을 선정
•건물 적용 : PEMFC
•중소규모 분산발전용 : MCFC, SOFC, PAFC
나. 건물내부 등 설치장소에 적용 가능한 발전방식을
선정.
1) 연료 타입에 따라 개질방식 및 수소 직접공급 방식
을 선정.
2) 건물 용도에 맞는 연료전지 타입을 결정.

[그림 1-10] 고체화합물 연료전지 발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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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산발전용 연료전지 선정.

1) 사용연료인 도시가스, 바이오가스, 수소, 석탄가스

PEMFC는 연료공급 조달 방식에 따라 수소 직접 공급

등 주변지역에서 수습 활용이 용이한 연료에 따라

방식과 개질기(Reformer)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연료전지 타입을 결정.

수소 직접 공급의 경우는 울산, 여수, 포항, 대산, 당진 등

2) 도시단위 및 건물 피크부하와 기저부하에 대응이
용이한 연료전지 타입을 결정.

제철 및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생수소
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대량으로 수소를 생산하여 파이프
라인이나 탱크롤리를 통해 PEMFC 발전시스템에 연료를

라. 입수 Data를 활용한 적합 연료전지 및 발전방식을
도출.
1) 수급 연료에 따른 연료전지 타입을 선정.

공급할 수 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도시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공급할 수 있어 도시가스 배관망이 공급되는 지역
에서 개질방식의 PEMFC에 연료 공급이 가능하다.

2) 건
 축물 용도나 지역별 환경을 분석하여 적합한 연
료전지 타입을 선정.
3) 지역 용도별 적합 연료전지 타입 및 발전 방식을
결정.

2. 연료전지 열병합 발전에 필요한 연료 조사
(1) 수소 연료
수소연료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첫
째 화학단지나 제철소에서 화학공정이나 철을 만드는데

1-2. 발전연료의 원료공급 조달

고온의 용광로에서 발생되는 농도가 높은 수소를 정제하
여 별도로 포집 정제하여 만드는 부생수소가 있다. 둘째

1. 연료전지 특성에 맞는 원료 공급

는 메탄 성분이 있는 도시가스를 이용하여 개질하여 수소

연료전지 열병합 발전설비 구축을 위해서는 연료전지

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특성에 맞는 용이한 연료 수급 방식이 원료공급 방식이

는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풍력을 통하여 수전해나

선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원료의 지리적 특성이나 생산 용

열분해를 통해 수소 연료를 만들 수 있다. 생산된 수소는

이성에 따라서 분류·선택할 수 있다. 특히 수소의 경우

고압가스, 액체수소, 금속수소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울산, 당진, 여수, 포항 등의 지역에 그리고 LNG원료의 경

가능하다. 현재 수소는 주로 기체 상태로 저장하고 있으

우 인천, 평택, 송도, 삼척 등의 지역에 수급이 용이한 항

나 단위 부피 당 수소 저장밀도가 너무 낮아 경제성과 안

구가 인접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원료 공급 방식의 계

정성이 부족하여 액체 및 고체로 저장하기 위한 기술개발

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진행되고 있다.
<표 1-5> 수소(Hydrogen) 연료 생산

방식
부생수소

정유, 석유화학, 제철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생수소를 정제 공정을 거처 순도 높은
수소를 생산

수전해

전기 수전해 방식, 열 가수 분해를 통해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

개질기

[그림 1-12]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인천 LNG생산기지

수소 연료 생산

CH4 + H2O를 통해 수소생산

발전 효율 50 ~ 53% 전력생산 및 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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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소연료 직접 공급

냉각하여 액화한 것으로 석유계 연료와는 달리 아황산가

수소가 대량 생산되는 지역인 울산, 여수, 당진, 대산,

스의 공해가 적어 최근 각종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포항의 경우 정유, 석유화학단지, 제철 공정에서 발생되는

액화천연가스(液化天然, Liquefied Natural Gas, LNG)

수소를 대량 생산 공장에서 고순도의 수소로 정제하여 배

는 가스 상태에서의 천연가스의 1/600 가량의 부피를 가

관망이나 고압의 저장 탱크를 활용한 탱크롤리를 통해 연

진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대기압[최대 전송 압력설정은

료전지 발전에 공급·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2013년 울산

25kPa(4 psi)]에 가깝게 하여 약 -162℃로 냉각하여 액체

수소타운의 경우 수소배관망을 통해 직접 수소를 건물에

로 응축하여 먼 거리를 수송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효과가

공급·사용한 사례이다. 또한 “친환경 전지 융합 실증화

있다. 특별히 설계된 극저온 해상 운송선 LNG 캐리어 또

단지 구축”사업 프로젝트에서도 수소 배관망을 통한 연료

는 극저온 유조선으로 수송을 한다. LNG 수송과 공급은

전지발전 실증연구를 진행 중이다.

가스 비즈니스 측면에서 중요하다. 즉 천연가스 비축은 보
통은 소비자 시장과는 일반적으로 매우 떨어져 있다.

1) 수소 배광망 구축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는 LNG로 액화하여 먼 거리를 LNG 선

수소연료를 직접 연료전지에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박을 사용하여 운송하고, 인근 저장시설에 저장할 수 있

배관망을 통한 공급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연료를

다. 특히 저장은 대도시 인근 LNG 수송선이 접근 가능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배관망의 경우 고압이 아

항구가 근접한 지역에 대규모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닌 저압 미만으로 연료전지에 공급이 가능하여 고압으로

지역으로는 인천, 군산, 평택, 삼척 등에 대규모 저장시설

인한 안전성 문제에도 대응이 용이하다. 도시가스 배관과

을 구축 활용하거나 구축 중에 있다. 따라서 연료전지 중

같이 수소배관 매입을 통해 공급함으로서 수소가스 누기

소규모 발전시스템 구축은 이러한 지역의 인접한 곳에 적

감지와 안전성 시공을 통하여 수소안전성을 확보한 시공

용이 용이하다.

을 통하여 도시 건축물이나 분산형발전소 연료전지에 연
료를 공급할 수 있다.

(가) LNG 공급
LNG는 거의 모든 도시에 배관망이 구축되어 도시가스
로 건물이나 도시 발전 인프라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 분산형 발전이나 단일 건물 적용에 사용되는 연료전
지에 연료로 공급하는 데 쉽게 활용이 가능하다. 상용가
능 연료전지로는 MCFC나 PEMFC 개질방식이 있다. LNG
연료 는 안정성 측면에서도 현재 기반이 구축되어 별도
의 추가 공사에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그림
1-14]는 LNG의 생산과 소비를 위한 단계를 분서한 개념
이다. 그리고 LNG의 안전성은 액체 상태에서 LNG는 폭

[그림 1-13] 일본 키타큐슈 수소스테이션 배광 망 구축 예

발하지 않고 연소할 수도 없다. 발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비율로 공기와 혼합되고(점화 범위는 5%~15%), 누설이

(2) LNG 연료

될 경우에만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천연가스가 주성분으로 메탄의 끓는 점(-162℃) 이하로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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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심지 분산발전 연료 사용
도시가스의 경우 LNG 저장소에서 액체나 기체 상태로
건물이나 충전소에 보급되어 소비자의 사용이 이루어진
다. 아래 [그림 1-16]은 한국도시가스공사 배관망의 시공
모습이다. 특히 도시단위 배관망이 전국에 걸쳐 구축되어
공동주택, 업무용, 상업용 건물에 대부분 공급이 되고 있
어 현재 PEMFC의 개질기 타입이나 MCFC의 경우 바로
[그림 1-14] LNG 생산 및 소비 단계 분석

1) LNG 연료의 저장 방법
LNG 저장 방법은 크게 지상식, 반지하식, 지하공동식
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지상식의 경우 콘크리트와 내조시
스템으로 평택, 인천 통영 등지 기지에 구축되어 있다. 테
러나 지진 해일 등의 재해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반지하
식은 콘크리트내구성 및 바닥이나 측벽에 히팅시스템을

적용 가능하여 건물에너지 부하인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을 도시단위 또는 타운단위 구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LNG 연료는 시공설치나 설계가 편리하여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단 경제성 측면에서는 도시가스 가격의 비용이 수입
에 의존하며 비용 변동이 커 실질적인 경제성 확보 측면
에서는 유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적용하여 해일에 견딜수 있어 지상식보다는 큰 규모로 시
공되어진다. 인천기지에 적용된 시스템으로 지진이나 테
러에는 그래도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지하저장식의
경우는 대규모로 지하 암반을 굴착하여 저장하는 방식으
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부 사용되기는 하지만 아직 보편
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장점으로는 지진, 테러, 해일 등에
피해를 방지하고 지상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
이다. [그림 1-15]는 싱가포르 주롱섬 LNG 터미널의 조감
도이다. LNG액화 설비와 저장시스템이 구축 될 예정이다.
[그림 1-16] 한국도시가스공사 LNG 가스 배관망 설치 모습

3. 연료공급 선정
가. 연료 공급이 용이한 지역특성에 따른 연료전지를
선정.
- 지역적 특성에 따른 연료 생산 방법을 파악하
고 선정.
•수소 : PEMFC
[그림 1-15] LNG Terminal Project in Singapore 싱가포르

•LNG : MCFC, PEMFC

주롱섬 LNG 터미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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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료 특성을 분석 및 파악.
- 수소의 특성 등 적절한 연료공급 시스템을 선정.
- 건물 용도에 맞는 연료전지 타입을 결정.
다. 연료공급이 가능한 발전시스템을 선정.
-사
 용연료 중 도심에 사용이 가능한 도시가스, 수
소 연료를 사용하여 분산발전이나 건물에 적합
한 발전시스템을 결정.
- 연료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적합한 시스템을 선정
한다.
[그림 1-17] 전력 송·배전망 이미지

1-3 전력망
1. 전력망 현황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송
배전할 수 있는 주변 전력망을 검토하고 경제적인 구축
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전력망과 연계하기 위해
서는 전력을 송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전력손
실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특고압
(154~765KV)으로 승압해야 하고, 건물이나 소비처에서
는 22.9KV로 강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전

[그림 1-18] 전력 산업의 구조

력계통이 고립되어 있는데 생산은 남부지방, 소비는 수도
권지역에 편중되어 장거리 수송이 필수적이어서 송배전망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소음발생 및 유해물질 배출에

이 잘 구축되어 있다. [그림 1-17]은 전력을 도심이나 소비

효과적이어서 도심지나 인접한 지역에서 중소형 분산발

처에 공급하는 송전 선로망을 나타낸 것이다.

전이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 도심과 연계한 지역에

[그림 1-18]은 국가 전력산업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국가

서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이 대부분 차지할 것으로 예상

의 전력산업은 한전이 단일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국가가

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그리드와 연계한

이를 감시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생산된 전력을 한전이 발전

전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전력망을 지능화고도화

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업자에게서 거래를 통하여 전력을 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

입하고 이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이다. 스마

전력 거래는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트그리드 구축 효과는 크게 에너지효율 최적화, 설비 투
자 절감, 신재생에너지 확대, 자발적 에너지 절약 유도,

2.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전력망

전력품질 및 신뢰도 향상, 전기차 및 전력망 구축으로 환

(1) 도심지역에서 스마트그리드와 연계한 전력망

경 및 경제성 향상이다. 따라서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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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능형 송전망, 지능형 배전망 등 전력설비의 지능화
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해져 고품질의 전기
를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최적 부하제
어를 통한 설비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어 운영비용을 절
감할 수 있다. 한전의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전력 피크
(Peak) 감축 및 부하 평준화, 송배전손실 감소, 신재생에
너지 확산 대응, 정전시간 감소 등 4개의 중점 추진방향
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림 1-19]는 미래 국가 스마트그
리드 전력망 개념도이다.
[그림 1-20] AC / DC 파장 비교

므로 주기가 없고 일정한 방향으로 +와 -가 흐르는 것이
특징이다.
(가) DC(직류) 전력망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초기 DC전력이 생산되고 이를
인버터를 통해 DC를 AC로 변환하여 배선을 통하여 전기
부하에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료전지 대형 발전소
[그림 1-19] 스마트그리드 미래도시 전력망 컨셉

를 구축하는 경우 변환에 따른 효율 저하가 발생되고 이
를 한전망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전력압이 필요하고 건물

(2) AC / DC부하 전력 형태에 따른 전력망 구축

이나 부하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압 강하가 필요하게 된

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생산 전력은 건물에너지 부하

다. 이러한 변환 없이 생산된 전력을 바로 사용하기 위해

에 AC와 DC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AC와 DC 전

서는 바로 DC 배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 경우 전력

력 송배전 특성은 [그림 1-20]과 같이 파형이 다른 특징

케이블이나 배전망 구축에 초기 투입비용이 적게 소용되

을 가지고 있다. 직류는 일정한 부하 값을 기본으로 하

는 장점이 있다.

고 있으나, 교류는 일정 주기를 가진 파형으로 공급된
다. 따라서 DC는 축전지설비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

<다음호로 이어짐>

할 수 있고 교류(DC)는 국가 전력망에 계통연계로 연결
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AC(Alternating Current)는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
이 변화하는 전압이다. 따라서 +극과 -극이 수시로 바뀌
는 특성이 있다. DC(Direct Current)는 시간이 경과하여
도 전압 또는 전류 값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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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송배전 전력 변환 서브모듈
전력변환단 설계 ④

4장. 게이트앰프 설계

2. 게이트 드라이브 제작
IGBT의 정특성과 스위칭 특성은 게이트 전압과 저
항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 시트와 응

4-1. 게이트앰프 회로구조 도출

용 노트를 보고 최적의 게이트 드라이브 회로로 설계
해야 한다.

1. 게이트 드라이브 유닛(게이트 드라이브 Unit)
반도체 스위치용 게이트 드라이브 유닛(GDU: 게이트
드라이브 Unit)은 사용하는 반도체 스위치 사양에 따라 그
적용 사양이 달라지며, 과거에는 컨버터 제조회사에서 직
접 설계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전문 게
이트 드라이버 업체의 상용품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또한 반도체 스위치 제조사에서 제품 공급 시 그에 가
장 알맞은 게이트 드라이브 유닛을 추천 또는 함께 공급
하는 경우도 많다.

58

• 게이트 On 전압에 의존하는 특성
→ Vce(sat), 턴 온 Loss, SCSOA, 역회복 전압(FRD)
및 dv/dt

• 게이트 Off 전압에 의존하는 특성
→ Turn off Loss, Turn off Surge 전압 및 dv/dt,
Noise 내량

• 게이트 저항에 의존하는 특성
→ Switching Time(턴 온 / Turn off), SCSOA, SWSOA

(1) 게이트 전압의 결정

로 표준치를 추천하지만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

게이트 on 전압이 낮은 경우, Vce(sat)이 증가하여

로 Qg와 Vge특성의 관계 그래프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턴 온 시 전력 손실이 증가한다. 반면 게이트 on 전압

계산할 수 있다.

이 높은 경우, 단락회로 안전 동작 영역(단락 회로 safe
operating area, SCSOA) 시에 단락 전류가 증가하여 보
호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게이트 전압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게이트 off 전압은 주로 3가지 특
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턴 오프시의 dv/dt 전류를 억제함
• 노이즈에 대한 내량을 높임
• 턴 오프 손실을 줄임

• 턴 온 저항

Rg(On) =

• 턴 오프 저항

Rg(Off) =

Vge✽Ton
Qg

Vge✽Toff
Qg

* 게이트 드라이브 회로정수 결정 시 고려사항
•게이트 전압 결정 : Vce(sat) 포화전압, SCSOA
•게이트 저항 결정 : Switching 특성/손실, Surge 전
압, SCSOA, SWSOA
•Drive 전류 : 게이트 저항의 전류 용량
•Drive 전력 : Drive 전원 용량

[그림 4-1] dv/dt에 따른 게이트 Surge 전압 발생

(2) 게이트 저항의 결정
게이트 저항은 반도체 스위치의 드라이버 회로설계

[그림 4-2] 회로 배선의 예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저항 Rg는 스위칭 시간과 스
위칭 손실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저항 Rg가 작을수록

(3) 게이트 드라이브 회로 배선

스위칭 시간과 스위칭 손실이 적게 되지만, dv/dt가 높

게이트-에미터 간에 발생하는 서지 전압의 억제와 외

게 되어 서지 전압이 커지고 장치의 내압을 초과하게

부의 유도 노이즈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브 회로의

될 수도 있다.

임피던스를 가능한 낮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이

따라서 스위칭 손실과 서지 전압을 고려하여 최적의
저항 Rg값 선정이 필요하다. 저항 Rg의 선정은 일반적으

트-에미터 간의 배선을 꼬임(Twist pair)선, 차폐(Shield)선
을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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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를 방지하기 위해 공통(Common) 측도 각 소
자에 절연되는 구동 전압을 사용한다.
(5) 게이트 드라이브 회로의 설계
(가) T
 TL에 의한 게이트 드라이브 회로
Open Collector인 TTL 로직으로 직접 구동이 가능하
[그림 4-3] 회로 배선의 예

지만 로직 IC의 드라이브 전류 능력이 적기 때문에
충분한 게이트 드라이브가 안되어 스위칭 속도가 느

(4) 브리지 회로에서의 IGBT 드라이브

린 결점이 있다.

(가) 반도체 스위치의 Turn off 시에는 노이즈에 의한 오
동작 방지를 위해 역 바이어스를 인가한다. 브리지
회로의 IGBT 구동회로의 절연은 주회로의 동작속
도 범위에서 회로의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
려한다.
① 1차 측 제어회로와 2차 측 전원 회로의 부유용
량과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상호 토크(Torque)
가 되도록 작게 배선설계를 한다. 감소가 불가
능할 경우에는 차폐를 하고 모두 접지(GND)와
결합을 시킨다.
② 커플러(Photo coupler) 절연방식일 경우 사용

[그림 4-4] TTL Logic으로 구성된 게이트 드라이브

하는 포토 커플러(Photo coupler)의 입, 출력
간 결합 용량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dv/dt는

TTL 로직 IC 구동 전압이 5V로 제한되기 때문에 로

15kV 이상)

직 IC 내부의 전압 강하분 0.5 ~ 1V 정도를 감안한

(나) 유 도 노이즈처럼 제어전원 전압의 변동을 방지

다면 IGBT의 게이트 전압 Vth 전압정도로 되기 때

하기 위해 제어 IC에 가능한 가까운 곳에 커플링

문에 On 상태의 손실이 증가하는 결점이 있다.

(Coupling) 전원 모듈을 삽입한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Full-up 저항과

① 인버터 회로의 암(Arm) 단락방지를 위해 구동신

off time 보상회로를 추가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호의 시퀀스에 부동시간(Dead time)(예, 약 5us)

기대할 수 있다. 일부 반도체 스위치는 15V 전원을

을 만든다.

직접 구동이 가능은 하지만 출력 드라이브 전류 능

② 과 전류 보호 기능은 통상 동작의 재기 전류
(Recovery Current)에 반응하지 않게 약 5us 정

력이 작기 때문에 출력 단에 버퍼를 추가로 사용하
여 운전해야 한다.

도의 지연회로를 만든다.
③ 대전류 (100A 이상) 에서는 공통(Common) 측
의 구동 에미터 전선 환원 전류에 의한 장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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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펄스 변압기에 의한 게이트 드라이브 회로
펄스 변압기 1차 측에 전달된 드라이브 신호를 가

지고 2차 측에 절연된 게이트 드라이브가 가능하

드라이브 PCB 설계 시 주의 사항

고 다음에 설명할 포토 커플러(Photo coupler)에
의한 방식에 필요한 절연된 2차 드라이브 전압이
생략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Off 전압의 조절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포토 커플러(Photo Coupler)의 1차 및 2차 측은 완전히
분리하여 상호 간섭이 없도록 한다.
•드라이브 회로의 출력에서 IGBT 게이트까지는 최대한 짧게
하고, 꼬임선(Twist Pair)선이나 차폐(Shield) 선을 사용한다.
•가능하면 배선을 줄이는 것이 좋으며, PCB 기판 상에
집적해서 사용하는 것과 폐회로의 면적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 게이트 드라이브 회로의 손실
반도체 스위치는 전력 변환 시 손실이 발생한다. 손실
은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On 손실과 Off 손실의
[그림 4-5] Pulse Trans로 구성된 게이트 드라이브

합인 정상 손실(Normal Loss)와 턴 온 손실과 턴 오프 손
실의 합인 스위칭 손실이다. 게이트 드라이브의 게이트 오

(다) 포토 커플러(Photo Coupler)에 의한 게이트 드라
이브 회로

프 전압의 설정과 게이트 저항의 설정에 따라서 손실이
달라진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포토 커
플러(Photo Coupler)에 의해 제어 회로와 IGBT 드
라이브 회로는 완전히 절연되어 있다. 포토 커플러
(Photo Coupler)에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전달속도
및 동위상 신호전달이 중요한다.
포토 커플러(Photo Coupler)는 응답 속도가 빠
르고 높은 동위상 제어 능력을 갖춘 제품을 사용
하며 인가되는 전원은 평활용 전해 전원 모듈에
병렬로 고주파 특성이 좋은 필름 전원 모듈을 사
용한다.

[그림 4-7] 반도체 스위치의 손실

(가) 게이트 오프 전압별 스위칭 손실 비교
[그림 4-6] Photo Coupler로 구성된 게이트 드라이브

일반적으로 IGBT 게이트 드라이브는 (-) 전압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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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로는 스위칭 손
실의 증가와 노이즈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
함으로 그 값이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으나 (-5V
~ -15V), 게이트 (-) 전압 크기에 따른 스위칭 손
실을 비교함으로서 개략적인 값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게이트 오프
전압에 따른 턴 오프 에너지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일정 전압(-10V 이상)에서는 포화상태가 되므로
노이즈에 의한 오동작을 고려하여 –10V ~ -15V
정도를 추천 값으로 한다.

(나) 게이트 드라이브 저항별 스위칭 에너지 비교

<표 4-1> 게이트 Off 전압별 턴 오프 에너지 비교(SM6G50US60)

게이트 (-) 전압
턴 오프 에너지

-15V

1.3mJ

[그림 4-10] 측정파형(조건: Vge = 15V ~ -5V)

-10V

1.45mJ

-5V

1.5mJ

게 이트 드라이브 저항은 게이트 드라이브 제조
회사에서 추천 값을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제공
하고 있다.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게이트 저항
이 작을수록 턴 오프 에너지는 감소하나 이는 브
리지 구조, 유도성 부하에서 턴 온시에 환류 다
이오드(Free Wheeling Diode)의 trr(역회복 시간,
Reverse Recovery Time)과 연계된 동작 시 한계
가 존재하므로 최소 값은 제한을 받게 된다. 아래
의 데이터는 게이트 저항 별 스위칭 에너지 손실을
나타낸다.
아래 표와 파형에서 알 수 있듯이 게이트 저항이
작으면 턴 온 시 피크 전류 레벨이 높아지고 턴 오

[그림 4-8] 측정파형(조건: Vge = 15V ~ -15V)

프 속도가 빨라지므로 배선 상 존재하는 표유 인덕
턴스(Stray Inductance)에 의해 콜렉터에 높은 전
압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 게이트 드라이브 저항별 Switching Energy 비교(SM6G50US60)

[그림 4-9] 측정파형(조건: Vge = 15V ~ -1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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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Resistance(Ω)

12

20

51

100

Turn On Loss(mJ)

0.3

0.7

1.0

1.4

Turn Off Loss(mJ)

1.3

1.5

1.8

2.3

[그림 4-11] Rg = 12Ω 측정파형, Eon (조건 : Vce = 100V/Div, Ic =

[그림 4-14] Rg = 30Ω 측정파형, Eoff (조건 : Vce = 100V/Div, Ic =

10A/Div, Switching Energy = 1mJ/Div)

10A/Div, Switching Energy = 1mJ/Div)

[그림 4-12] Rg = 12Ω 측정파형, Eoff (조건 : Vce = 100V/Div, Ic =
10A/Div, Switching Energy = 1mJ/Div)

[그림 4-15] 100Ω 측정파형, Eon (조건 : Vce = 100V/Div, Ic =
10A/Div, Switching Energy = 1mJ/Div)

[그림 4-13] Rg = 30Ω 측정파형, Eon (조건 : Vce = 100V/Div, Ic =
10A/Div, Switching Energy = 1mJ/Div)

[그림 4-16] 100Ω 측정파형, Eoff (조건 : Vce = 100V/Div, Ic =
10A/Div, Switching Energy = 1mJ/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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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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