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 센터 기반구축

전 주 기 적 산 업 혁 신 지 원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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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  업  명 :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센터 기반구축

사업기간 : 2021. 04 ~ 2025.12

사업예산 : 164.8억원 (국비 84.3억, 민간부담금 20.5억 지자체 60억)

· 국제 주요 시험 표준 안전성, 성능 등

   시험평가지원 인프라구축

· 인증 지원체계 구축 및 인증지원

· 인증 LVDC 핵심기기개발, 성능평가, 

   안전성평가 시험장비 구축

· 공인시험기관(KOLAS) 품목지정

· 대/중/소 상생 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기술교류회

· 인증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저압직류
핵심기기 개발, 

인증지원,
직류 핵심기기 신산업
창출 및 산업활성화

기반구축

시험인증지원 기업지원

시험인증지원 
센터구축

성능 및
품질평가

산업육성네트
워크 강화

대기업
부품
기업

전담
인력

전담
인력

전담
인력

모듈
기업

시스템
기업 건설/

공공

인증기관

단체표준
협회

중/소-대기업 연계

표
준

개
정

/

추
가

영역확대

기술교류, 인력공유

장비연계활용

중
소

기
업

간
 연

계

유관
기관

대학

중소
기업

공동연구,기술상담, 제품정보공유 산학연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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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직류핵심기기인증지원센터구축

04

05

사업추진 방법

지원품목

사업추진 로드맵

안전
장치

측정장치
전력변환
시스템

기타

직류 차단기, 직류 개폐기, 

직류 누전차단기,

직류 아크검출기

직류전력 품질측정장치, 

계전기

직류전원공급 장치, 

분산전원 직류 전력

변환장치

직류 콘센트, 직류 스위치
※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인증지원 품목 확대 예정

기반구축기

2021 20242022 20252023 2025~

기반성장기 성과확산기단계별단계별
중점목표중점목표

최종목표

저압 직류 핵심기기 시험 장비활용/ 연구개발 시험평가지원 실계통 연계를 통한 제품시장진출

개발제품 상용화를 위한
인증 시험 지원

장비활용 및
기업지원

서비스

저압직류 핵심
기기시험인증

매카도약

표준기반 제품인증 기관 신청
(저압직류 핵심기기 성능/신뢰성분야)

표준기반 제품인증
기관선정

KOLAS 인증 품목 추가 지정 6건

저압직류 핵심기기 성능/신뢰성
분야 표준기반 제품인증 시험 수행인증체계

구축
직류기기

인증시험기관

산업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모형 설계 
및 구축

관련 산업 대/중/소 상생협력 기술교류회 및 산업육성 협의체  운영(6회/년)

네트워크
강화

시장활성화 및 
산업육성

센터구축 시설구축완료
센터 건축

건축 전기 도면 설계
내부 마감
공사완료

건축완료
(3기 시험실)

장비구축
전략

수요조사기반
핵심장비구축

저압직류 핵심기기 성능 및 품질 평가 장비
저압직류 핵심기기 성능 및

품질 평가 장비
실계통 연계시험장비

구축장비
리스트

장비가동률
및 장비활용
기관수 확대

저압직류 컨버터 성능/품질 평가장비 직류전원장치 외 14종
환경신뢰성장비

Walk in chamber 외 3종

직류차단기, 계전기 품질 평가장비
자동차단기동작시스템 외 11종

안전및전기신뢰성장비
ESD 시험기외15종

Track record 분석
메모리 하이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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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직류핵심기기인증지원센터구축

기업지원전략 장비활용 기업지원 단계수립

- 지원단계에 적합한 장비 활용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지원 프로세서도입

- 장비 구축의 중복성 및 비용을 고려하여 필요장비 연계활용

- 전자기 적합성 시험(EMC 챔버, LISN 등 KETI 광주지역본부)

   대용량 DC 차단기시험(단락시험, 온도상승시험, KTC호남전력평가센터)

연계활용 전략

단계

작업

장비

저압직류 핵심기기
개발제품 기획 및 설계

신규
구축

연계
활용

제품
기획

기초
설계

설계
검증

시제품
제작

성능
시험

에러
디버깅

시제품
제작

신뢰성 
평가

제품
인증

영향
평가

오류
분석수정

양산/
시장진출

 ·적용분야에 따른 사양·기능검토
 ·표준기반 시험항목 공유
 ·장비 수요조사
 ·개발제품 설계 검증 

 ·설계검증 
  - PSIM 시뮬레이터 등 1종

 ·직류 핵심기기 전기적 신뢰성 장비 
  - ESS-S3011A 등 16종
 ·직류 핵심기기 환경 신뢰성 장비 

  - 15H40/15G 등 4종

 ·직류컨버터 성능/품질 시험 
   - Bi-directional Power Supply 등 12종
 ·DC 차단기,계전기,스위치 성능/품질 

   시험 
   - Auto CB Test System 등 12종

 ·DC 차단기 인증 및 안전시험 
   - 단락 시험 시스템 등 3종(KTC)

 ·DC 직류기기 전자기 적합성 
   - LVDC 전자기 방사챔버 등 8종(KETI 광주)

 ·실 계통 영향 평가 장비 
   - MR6000 등 1종

 ·표준 기반 제품 인증 시험 절차서 공유
 ·표준기발 제품 인증 기관 신청 및 취득
 ·인증 시험항목에 따른 추가 장비 수요 

   조사
 ·인증을 위한 전기적·환경 신뢰성 시험
 ·공인인증 시험 성적서 발행
 ·공인인증 시험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Feed-Back

 ·성능 및 품질 시험 절차서 공유
 ·성능 및 품질 시험에 따른 기능별추가 

  장비 수요조사
 ·개발 제품 주요기능에 대한 성능시험 

  및 안전시험
 ·성능 및 품질 시험보고서 작성 및  

  공유
 ·성능 및 품질 시험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Feed-Back

 ·실 계통의 실증사이트 연계 운전 시험  
   절차서 공유
 ·필드 및 인증 시험항목에따른 추가 

   장비 수요조사
 ·저압직류 핵심기기 관련기업 및 유관 

   기관 매칭프로그램
 ·필드 시험 Track record 확보 및 공유

저압직류 핵심기기
개발제품인증

저압직류 핵심기기
개발제품 사업화

저압직류 핵심기기
개발제품 성능 및 품질검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원단계정의 해당단계별 필요장비분류단계별 필요작업 설정 신규구축 및 연계활용장비지원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시험을 위한 기 구축 장비 파악

전자기적합성시험장비(광주KETI)

대용량 차단기 시험 장비
(곡성KTC)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 지원센터
(전용공간 및 장비구축, 나주 KETI)

 · EMI TEST

 ·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평가  · 고압직류 차단기 단락시험설비 · 저압직류핵심기기 성능시험

 · 실 계통 연계 영향평가

 · 저압직류 핵심기기 신뢰성 시험

 · EMS TEST

브로셔_v2.0.indd   6브로셔_v2.0.indd   6 2022-10-21   오후 3:42:052022-10-21   오후 3:42:05



전용공간
확보

세부 사업 내용

 ·전용공간 건축진행중 
 - 저압직류 핵심기기 시험평가 및 인증 

 - 부지면적 : 1,369.93m2 
 - 위      치 : 전남 나주시 혁신산단1길 12-21 (나주혁신산단 지능형 LVDC 실증사이트 부지 내)

 ·에너지공기업, 에너지신기술 연구소 및 에너지밸리 캠퍼스 포진 : 산학연 협력체계

 ·광주·전남 전력 ·에너지 지역산업 연계

 ·임시공간확보 : 지능형 LVDC 실증사이트

LVDC 실증사이트

인증지원센터 구축예정

1차년도
2021년

건축도면설계

2차년도
2022년

건축착공 → 건축완료

3차년도
2023년

내부시험환경구축

수전용량 1MW급이상

공간면적 연면적 1,369.93m2, 지상2층 규모

전용시험실
구성

개발 및 성능평가 시험실

전기적 신뢰성 시험실

환경 신뢰성 시험실

부대공간
제어실, 디버깅Room, 
Meeting Room 등

접지 KS C IEC 60364-5-54 만족

저압직류 핵심기기 품목 및 시험항목별 전용시험실 구축, 
대용량 시험설비를 위한 전원설비 구축

저압직류 핵심기기 전문 시험단지구축

06

07

디버깅ROOM 제어실

성능평가실

환경신뢰성실험실

시료보관실

성능평가실2

전기적신뢰성실험실

무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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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구축
및 활용

세부 사업 내용

DC 전력변환기 성능평가 시험장비

소용량DC 차단기류 성능평가 시험장비

 ·장비선정근거 
 - 단체표준 시험 요구장비

 ·핵심장비 
 
 
 

 ·주요용도 
  - 전원공급용, PV, ESS 등  DC 전력변환기 성능 및 안전시험

 ·적용가능 규격 
  - KS C IEC 60664－1, KS C IEC 62040－3, KS C IEC 62477－1 등

 ·장비선정근거 
 - 단체표준 시험 요구장비

 ·핵심장비 
 
 

 ·주요용도 
  - DC 차단기, 계전기 전기/기계적 성능시험 

  - DC 플러그, 스위치, 콘센트 전기/ 기계적 성능시험

 ·적용가능 규격 
  - KS C IEC 60947-2, KC 60947-2, IEC 60083등

① DC Power Supply (DC1,500V, ±750kW 이상)

② DC Load [DC 900V, ±500kW 이상]

③ DC Regeneration Load [DC1,500V, ±650kW]

④ 오실로스코프 [8ch, 6.25GHz 이상]

① 자동차단기동작시스템 [C,O,CO,OC,OCO 연속동작]

② 소용량 차단기 시험기 [DMC 6ch, 아날로그 3ch]

③ 직류 계전기 시험기 [전압 정확도 : 0.1%,전류 : 0.05%]

⑤ 고정밀 전력분석기 [정확도 0.02%, 18bit 이상]

⑥ 직류 내전압시험기 [0~7kVdc]

⑦ 절연저항측정기 [0.01mΩ ~ 10TΩ]

⑧ 메모리 하이로거 [15ch, 10ms sampling]

④ 스위치 수명시험기 [왕복스트로크 4mm] 

⑤ 플러그 풀 수명시험기 [속도3.2회/초]

⑥ 플러그 인장력 시험기 [운동스트로크 1-40mm]

1차년도
2021년

심의/검토 → 공급 계약 → 납품 및 설치 완료 → 시운전/검사/최적화 (각 연차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1 7

5 4

8 6 3 2

단체표준 시험방법 : 시험용 DC 전력변환기

직류
전원

직류
부하

심의/검토 → 공급 계약 → 납품 및 설치 완료 → 시운전/검사/최적화 (각 연차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1 2 3 4 5 6

단체표준 시험방법 : 소용량 DC차단기, DC 스위치, DC 콘센트 등

일반적인 성능요구 사항(부하개폐 시험 등) → 직류전원, 부하, 계측 및 안전시험장비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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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전기적 신뢰성 시험장비

직류 핵심기기 환경 신뢰성 시험장비

 ·장비선정근거 
 - 단체표준 시험 요구장비

 ·핵심장비 
 
 

 ·주요용도 
  - 저압직류 핵심기기 안전시험 

  - 저압직류 핵심기기 전기적 신뢰성 시험

 ·적용가능 규격 
  - KS C IEC 60093, IEC 60167, IEC 61000-4-2, IEC 61000-4-4 등

 ·장비선정근거 
 - 단체표준 시험 요구장비

 ·핵심장비 
 

 ·주요용도 
  - 저압직류 핵심기기 환경신뢰성 시험

 ·적용가능 규격 
  - KS C IEC 60068-2-38, KS C IEC 60068-1, KS C 0228:2001 등

① PCS 단락시험용 부하 [1,500V, 1500A/10sec]

② 자동아크 발생장치 [UL1699B 간극, 속도 조절]

③ CMC 356 [(L-N) 4Ch, ±500V, 30A]

④ ESD 시험기 [전압 : ±30kV]

⑤ Spectrum Analyzer[100kHz ~ 3GHz]

⑥ Surge 시험기 [±15kV, CDN : DC400V,15A]

⑦ EFT 시험기 [±5kV, CDN : DC400V,15A]

⑧ Impulse Noise [[±2kV, Rise time : <3ns]

⑨ 반무향실 [3,000 * 3,000 * 2,500]

① Hot-Cold-Humidity Test Chamber [Size : 1,000 x 1,000 x 1,000, -75℃ ~ +180℃]

② Solid Walk-in Chamber [Size : 1,900 x 2,100 x 2,000, -40℃ ~ +180℃]

③ Solid Walk-in Chamber [Size : 2,500 x 2,500 x 2,400, -40℃ ~ +180℃]

④ 메모리 하이코더 [고속 200MS/s, 아날로그 Max 32ch]

심의/검토 → 공급 계약 → 납품 및 설치 완료 → 시운전/검사/최적화 

1 2 43

실증사이트 연계시험 [제품의 시스템 연계시험검증]

5차년도
2025년

심의/검토 → 공급 계약 → 납품 및 설치 완료 → 시운전/검사/최적화 

1
4 7

2

5 8

3
6 9

안전시험장비 전기적 신뢰성 시험장비저압직류 핵심기기 개발품

4차년도
2024년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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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차단기류 Type Test 전항목 대응 신규 장비 구축
 ·전류트립 특성평가 

  - 과전류트립특성시험기, 순시트립특성 시험기

 ·내구성평가 
  - 기계적 개폐내구 시험장치, 무부하 개폐시험장치

 ·절연특성평가 
  - 임펄스시험기, 5kV내전압시험기, 누설전류측정기

 ·특성/성능평가 
  - 주회로저항측정기, 차단기동작 분석기

 ·외함 보호등급(IP) 평가 
  - 분진시험기, 수직방수시험기 

 ·대형 난연성 검증 
  - 수직트레이난연시험기, 화재확산 평가가열로

기계적 개폐내구 시험장치, 

무부하

개폐시험장치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전류트립 특성평가 장비/장치

절연특성평가  및  특성/성능평가 장비/장치

외함 보호등급 평가 장비/장치

대형 난연성 검증 장비/장치

내구성평가 장비/장치

과전류트립특성시험기, 

순시트립특성 시험기

임펄스시험기, 5kV내전압시험기, 누설전류측정기, 

주회로저항측정기, 차단기동작 분석기

분진시험기, 수직방수시험기 ,

방수시험 분무노즐

수직트레이난연시험기, 

화재확산 평가가열로

250MVA 직류단락차단시험시스템

단락/차단시험용량 적용제품

AC/DC 온도상승시험설비 AC/DC 부하개폐시험설비

· 주요사양 
  - 용량 : 250MVA , 발전기 타입 
  - DC시험 : 3,600V, 110kA 
  - AC시험 : 2,700V, 100kA 

· 적용시험 항목 
  - short-circuit breaking capacity 
  - ultimate short-circuit breaking capacity 
  - current for test duty s 
  - 단락 회로 저항 강도의 검증  
  - 보호 회로의 효율성 검증

· 주요사양 
  - DC시험 : 6,500A 
  - AC시험 :  8,500A 

· 적용시험 항목 
  - Durability 
  - Making and breaking capacities 
  - Operational performance test 
  - Electrical endurance test 
  - Overload performance 
  - Searching for critical currents and performing test

· 주요사양 
  - DC시험 : 2,000V, 4,000A 
  - AC시험 : 1,480V, 4000ª 

· 적용시험 항목 
  - Temperature-rise 
  - Verification of temperature-rise 
  - 온도 상승 범위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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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원 
체계구축

세부 사업 내용

· LVDC 실증사이트 사용환경 분석

· LVDC 실증사이트 연계시험 체계 구축

10

11

2021 20242022 20252023

국제 표준화 위원회(TC/SC) 참여 및 자격 유지

시험평가법 및 절차서 개발
(수요조사, WG 구성 및 운영, 산학연 의견수렴, 전문가 위원회 검증)

저압직류 기기 국제표준 조사 및
분석 (IEC, KS, UL 등)

저압 직류
핵심 기기

시험 평가법 및
절차서 개발

인력확보 및 조직 구성 (시험자, 기술책임자 등)

주요항목에 대한 측정 소급성 확보 및 유지
( 시험기관 간 비교숙련도 참가 및 평가, 핵심장비 및 항목 측정불확도 산출)

KOLAS 품목지정 추가 신청 및 등록
(6건)

KOLAS 품목
지정 추가

실증사이트 내 핵심기기 동특성 및 
Reference 모델 분석

저압직류 사용환경 분석 및
연계방안 구축

실증 전/후 시험평가 및 고장분석

실증사이트
연계 시험
체계 구축

단체표준 인증 기관 요건 및
규정 분석

인증위원회 구성 및 단체표준 인증 기관 신청 
인증 기관 등록 및 단체표준 인증
업무 수행 (단체표준인증서 2건)

단체표준 제품 인증을 위한 기반 조성
(전담인력, 인증마크, 규정제정 등)

단체표준 제품 인증서
활용방안 도출

LVDC
인증지원

저압직류 핵심기기 표준안 기준 시험 평가법 개발

LVDC 실증 사이트 연계 시험 체계 구축

체계적인 시험평가 지원수행

·  DC 개발 및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 기술 분석

·  장비활용 지원 체계 기반 맞춤형 시험 지원 서비스 수행

·  효율적인 장비 운영을 위한 사용일지 및 장비 대장 관리

·  높은 질적 수준의 시험 서비스를 통한 장비활용 극대화

·  연계 장비(대용량 차단기, EMC 등)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국내/외 시험 규격 및 표준 시험 방법 매칭 분석

· 국내/외 표준안 기반 시험 평가법 및 운영 절차서 개발

· 국제 표준 제정 위원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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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표준 인증 기관 신청 및 등록  

· 단체 표준 인증 마크 선정

 ·단체 표준 제품 인증서 활용방안 도출 

  - 조달 입찰 자격 또는 가산점 등 도입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 공공기관 및 지자체 제품 구매 시방서 포함 전략

· 품질 시스템, 측정 소급성 및 기관/시험자 숙련도 확보  ·KOLAS 품목 지정 추가 항목 도출 

  - 저압직류 기기의 국내/외 및 단체 표준 시험 항목 도출 

  - KOLAS 품목 지정 추가를 위한 절차 및 프로세서 분석  

  - KOLAS 품목 지정 추가 심사신청/ 심사/ 보완/ 지정

LVDC 단체표준 제품인증 마크 예시

설계 및 성능평가 시험 분석 예시 신뢰성 시험 데이터 분석 예시

구축장비를 이용한 전주기적 장비활용지원체계구축

저압직류 핵심기기 시험 Fail 분석지원

공인시험기관(KOLAS) 품목 지정 추가

LVDC 인증제도 선제적 도입

저압직류 핵심기기
설계

 · 설계지원
 · 설계검증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

 · 신뢰성평가
 · 인증지원

저압직류 핵심기기
사업화

 · 시스템연계 
   지원  평가

저압직류 핵심기기
성능 검증

 · 시제품제작
 · 성능시험
 · 디버깅지원

측정값

보정

계통효과

계통오차

측정오차

우연오차

우연효과

측정불확도

모르는계통오차

정확도

소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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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DC산업
생태계조성

세부 사업 내용

· 저압직류 핵심기기의 수요/공급 네트워크 설계

·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기관의 네트워킹 역할 확대

· 전후방 산업 연계를 위한 기술 교류회 운영 

· 핵심기기 Supply Chain 별 meeting group 활성화

· 저압직류 핵심기기 산업육성을 위한 협의체 운영

공동연구,기술상담, 제품정보공유 산학연 네트워킹

대기업부품
기업

전담
인력

전담
인력

전담
인력

모듈
기업

시스템
기업 건설/

공공

인증기관

단체표준
협회

중/소-대기업 연계

표
준

개
정

/

추
가

영역확대

기술교류, 인력공유

장비연계활용

중
소

기
업

간
 연

계

유관
기관

대학

중소
기업

다양한협력에맞춤형패키지지원

연구개발
시험평가/

인증
정책/제도

마련
생태계조성

국내수요
확대

(수요기업)

대중소상생모델 등

기업간 협력모델

공급품질
개선

(공급기업)

12

13

기대효과

산업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모형 설계

대/중/소 상생협력 및 산업육성 협의체 운영

저압직류 관련기술의

시장 우위 선점

 · R&D 및 시험평가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 표준기반의 시험인증 
   대응력 확보

LVDC 제품

인증 부담경감

 · DC 제품 인증의 비용적,  
  시간적기업 부담 경감 
 
 · 국제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능

전력에너지 

산업 활성화 기여

 ·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 

 ·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개척

1 2 3

협의회
회장

경제성
분과

제도
분과

로드맵
분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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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직류핵심기기인증지원센터구축

1단계 저압직류 핵심기기 개발 및 성능평가 시험 장비 구축 (회생부하 등 27종)

분류 번호 장비명 모델명 주요사양

1차년도

1 회생 부하 IT6648C-1500-1440 DC 1,500V, 1,440A, DC 648kW

2 오실로스코프 SO585-BW-500 12비트ADC, 8ch, 6.25Ghz

3 고정밀 전력분석기 PW6001-06 정확도 0.02%, 0~1500V, 분해능 18bit

4 직류전압시험기 TOS9303LC 0~5kVac,100mA/0~7.2kVdc, 13.9mA

5 절연저항측정기 MIT525 0 to 5KVdc, 0.01MΩ~10TΩ

6 메모리 하이로거 LR8450-01 15ch, 샘플링 10ms

7 PSIM 시뮬레이터 Ver2021(Option Module) 컨버터 설계 검증, 제어기 특성 분석

8 임펄스내전압시험기 INS-1250 1.2/50 µs up to 30kV

9 주회로저항측정기 MKOLNER600 999.9mΩ, DC 600A/600V

10 과전류트립특성시험기 개발장비 AC/DC 20V, 500/3000 A

11 누설전류측정기 MCL-4000F 누설 : 200mA, 상전류 : 800A

분류 번호 장비명 모델명 주요사양

2차년도

1 AC 계통모의전원장치 IT79105-350-630
AC 입력 : 3 x 190 ~ 528V Vac 

AC 출력 : 0 ~ 350V (L-N), 0 ~ 606V (L-L), 0 ~ 700V (Reverse) 
DC출력 : -495 ~ 495Vdc/-990 ~ 990Vdc (reverse)

2 저항부하 개발장비 380V,750V/ 300kW,100W제어, 자동시퀀스 기능

3 자동차단기동작시스템 ABT-1SP 0~300V, 50A/0~300V, 20A(2ch)

4 차단기 시험기 TM1800
트리거 입력 : 0 to 250Vac/dc, 

DMC모듈 : 6ch, 아날  로그모듈 : 3ch

5 직류 계전기 시험기 Sverker900
전압4ch, 전류 4ch, 전압 300V, 전류 60A, 

정확도  0.1%

6 직류누전차단기시험기 개발장비 감도류 정확도 : ±1%, 트립시간 정확도 : ±1%

7 잔류전류시험기 개발장비
정격전압 : DC 500V~1,500V, 

IR1 : 10mA ∼ 6A, 10mA ∼ 1A, - IC : 10mA ∼ 6A

8 수직트레이난연시험기 개발장비 화염인가 40분, 유효길이 3m

9 순시전류트립특성  시험기 개발장비 1 kA/10분, 10kA/30초, 20kA/30초

장비구축 로드맵

브로셔_v2.0.indd   14브로셔_v2.0.indd   14 2022-10-21   오후 3:42:212022-10-21   오후 3:42:21



저압직류핵심기기인증지원센터구축

2단계 저압직류 핵심기기 사업화를 위한 신뢰성 시험장비 구축 (단락 시험용 부하 등 22종)

분류 번호 장비명 모델명 주요사양

1차년도

1 단락 시험용 부하 개발장비 최대전압 : 1,500V, 최대전류 : 15,000A/10초

2 CMC356 CMC356 DC(L-N) 4ch ±300 V

3 자동아크발생장치 ARCGEN_AUTO_V1.0 UL1699B, 간극거리 및 속도 자동조절

4 아크 에너지 측정장치 ARCGEN_AUTO_V2.0 UL1699B, 아크 에너지 정밀 측정

5 아크발생 manager ARC_Manager 아크데이터 수집, PC 원격프로그램

6 ESD 시험기 ESS-S3011A iec61000-4-2 규격준거, Output Voltage : +/- 30KV

7 EFT 시험기 FNS-AX4 Output Voltage : +/- 5KV, CDN : DC 400V/15A Max.

8 SURGE 시험기 LSS-F03 Output Voltage : +/- 15KV, CDN : DC 400V/15A Max.

9 IMPULSE NOISE 시험기 INS-S220 Output Voltage : +/- 2KV, Rise Time : ＜3ns

10 DC전원전압변동시험기 62100H-450 전압변동구간( 0V ~ 400V)

11
space-electric field  
Visualization System

EPS-02Ev3 Frequency Range : 100KHz ~ 3GHz

12 반무향실 - 3,000*3,000*2,500 암소음, 25dB 이하

13 NVH Analyzer NVH Analyzer 16ch, 샘플링 51.2kHz

14 화재 확산평가 가열로 개발장비 유효면적 3×3m, ISO 834-1

15 분진시험기 ST2000U 1,995리터, Payload: 100kg

16 수직방수시험기 개발장비 유량제어: (1~3)mm/min

분류 번호 장비명 모델명 주요사양

2차년도

1 메모리하이코더 MR6000 고속 200MS/s  아날로그 Max 32ch, 320GB HDD

2 Solid Walk-in Chamber 15H40/15G
내부사이즈 : 2,500 x 2.500 x 2,400, 

-40℃ ~ +180℃"

3
Hot-Cold-Humidity  Test 

Chamber
Excal² 10024-HE

내부사이즈 : 1,000 x 1,000 x 1,000, 
-75℃ ~ +180℃"

4 Solid Walk-in Chamber WINCAL 8001-HE
내부사이즈 : 1,900 x 2,100 x 2,000, 

-40℃ ~ +180℃"

5 화재 확산평가 가열로 개발장비 유효면적 3×3m, ISO 834-1

6 5kV내전압시험기 TOS9200 5kV,(0~200 mA)

분류 번호 장비명 모델명 주요사양

3차년도

1 양방향 전원 공급기 G5.BT.54.1500.108.S 756kW, 0 ~ 1500V, 0 ~ ± 1512A

2 직류 전류 발생기 개발장비 트립전류 : ~10kA

3 스위치수명시험기 NWT1402V20 왕복스트로크 4mm, 감지 스트로크 7mm

4 플러그풀수명시험기 NWT-1501 스트로크 55mm, 속도 3.2회/초

5 플러그 인장력 시험기 NWT-3201 운동스트로크 1-40mm

6 회로동작 시험기 SPI225 입력 240V, 8A, 출력 3.5V, 0~300A, 300%, 30sec

7 차단기동작분석기 TM1800 DC 30 V, (10~40) mA,(1~2) kΩ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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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1길 12-21, 저압직류핵심기기 인증지원센터
(제작년월 2022. 10.)

담당자 : 최정식 팀장(061-338-4001)
              조선재 주임(061-338-4011)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능형
LVDC 실증

사업단

지능형
LVDC

실증사이트
[KETI]

한국
전기전자

시험연구원
[곡성]

에너지
신기술연구소

[KEPCO]

DC 
전기전자

산업육성센터
[KETI]

전력설비
시험소

[KOEMA] 한국
전기연구원

[광주]

DC 관련 기업 경쟁력 향상과

전력·신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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