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전력기술의 세계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전력기술이 주목되는 이유 

현대사회에서 잠깐동안이라도 쉴수 없는 전력. 

전력기술은 전력의 수송.변환.제어.공급 및 전자기기의 전원등에 관련되는 기술분야이다.근년에 에너지를 절

약하여야 한다는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전력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특히 IT관련기기의 급증이 증가에 기

여하고 있다.그런 까닭으로 환경문제 및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요 기술의 하나로 주목되어지고 

있는것이 전력기술이다.전문 기술자가 아니면 그다지 알지 못하는 이 기술세계를 소개한다. 

 

전력을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전자기기의 전원을 Power Supply라고 한다.전원이 없으면 TV도 컴퓨터도 사용

할 수 없고, 에어콘 과 냉장고도 정지되고,휴대전화의 충전도 불가능하다. 현대 전자사회는 거대한 전자기기

로 간주할 수 있다.전력은 단순히 공급만 하면 되는것이 아니다.경제성(省에너지.성자원.고효율화등) 및 편

리성(소형.경량.고기능화 등)을 도모하면서,각종 불안한 요인을 없애고 언제나 양호한 품질을 유지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이것이 전력기술의 영원한 과제이다.  

 

  

 
 
**전력기술의 제1보는 직류,교류의 이해 

전력기술의 세계에서의 제1보는 직류(DC)와 교류(AC)의 차이를 이해하는것이다.직류는 항상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이다 .건전지등의 1차전지,니카드 전지 및 리튬이온전지,카 배터리(Battery)의 연축전지등 충전

이 가능한 2차전지 외 태양전지 및 연로전지에 의한 발전도 직류이다. 

한편  

교류는 일정시간 마다 교대로 방향과 크기가 변화는 전류이다.가정의 콘센트에서 공급되어 지는것은 일본의 

경우는 100V의 교류이고(북미는120V.세계적으로 200~240V가 일반적),그 주파수는 50Hz 혹은 60Hz이다. 

상용교류는 100V라 하더라도 평소 100±10V의 범위에서 변동 할 뿐만 아니라,자주 이상한 전압변동 및  순

정(瞬停:순간적인 정전)이 발생하기도 하고,본래의 싸인파 파형이 노이즈에 의해 찌그러지기도 한다. 

그래서 전력회사에서는 항상 전압변동 및 파형찌그러짐을 억제하면서 배전(配電)하여,전력의 품질을 유지하

고 있다.건전지등의 배터리의 직류도 일정하지 않고 시간과 함께 전압강하한다.휴대전화 및 모바일기기에서

는 전압강화는 오동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동정지하는 기능이 있다.또 전자회로에 흐르는 직류에서는 

교류성분이 혼입되어 있기 때문에,이것이 오동작 및 노이즈 방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완전한 직류,완전한 교류는 이론적 모델로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 

 

 

 

 



 
 **전력공급 시스템과 전력기술 

전력이라는 에너지의 전달.변환에 있어 소위 로스(손실)의 저감과 경제성의 추구는 전력기술에 주어진 사명

이다.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은 고압의 교류로 승압하여 송전선에 흘리는데,송전선의 전기저항에 의해 전력의 상

당부분이 열로 되어 잃어버린다.이 전력손실은 전류의 2승에 비례한다.같은 전력을 전송할 경우 전압이 높

은 편이 전류가 적기 때문에 수10만V~100만V 이상의 높은 고압으로 송전되어 진다.  

저압으로 송전 할수록 굵은 전선이 필요하게 되어 그것을 떠받치는 송전철탑도 보다 견고하여야 한다. 

19세기말에 광역의 송배전망을 구축할 때 직류와 교류 어느쪽이 적합한지 라는 <교직논쟁(交直論爭)>이 돌

연 야기되었다.송전거리가 길어질수록 전압은 강하한다.직류에서는 트랜스포머(변압기)로 전압을 올릴 수도 

없어,교류로 채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그러나  20세기 후반이 되어 직류전송이 재인식되게 되었다.교류

를 직류로 변환 한 후 송전하여 다시 교류로 되돌리기 위한 교직.직교(交直.直交)변환 장치가 필요하지만 교

류 특유의 전력손실이 없기 때문에 장거리 송전에서는 교류보다 직류가 경제적으로 우수하다.직류와 교류에

는 일장일단의 성질이 있어 적절히 구분하여 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전자기기 내부에서의 전력변환  

전자기기에는 거의 대부분 IC가 사용되고 있다.IC는 직류로 구동되기 때문에 상용교류를 이용하는 기기도 

우선 직류로 변환하는 디바이스가 필요하다.이것을 <AC-DC Power Supply>라고 한다(현재는 스위칭 방식이 

주류이기 때문에 <AC-DC스위칭 전원> 혹은 간단히 <스위칭 전원>이라고 부른다. 

배터리 구동의 휴대전화도 간단한 AC-DC Power Supply인 AC아답터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배터리를 

충전한다.또 Note PC는 휴대전화 보다도 전력 소비가 크기 때문에 고정하여 사용할 때는 AC아답터를 사용

한다.  

AC-DC Power Supply 만이 전원은 아니다.전자회로의 구동전압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회로에 적합한 전압

으로 변환 할 필요가 있다.이 디바이스를 <DC-DC Converter>라고 한다.다기능화 전자기기에서는 복수의 

소형 DC-DC Converter가 IC 근처에 분산 배치되어진다.더욱이 액정TV등에는 Back Light의 냉음극관의 점

등용으로 높은 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환한 직류를 다시 교류로 변환하여 트랜스포머로 승압하는 <DC-

AC Inverter>(간단히 Inverter라고 한다)가 탑재되어진다. 

이와 같이 전자기기에서는 회로에 적합한 전력 공급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전원 디바이스가 탑재

되어진다. 

형상도 유니트 Type,복수의 전원회로를 일체화 한 모듈Type,기기에 조립하는 기판형,기판에 마운트 하는 온 

보드형등 여러가지가 있다.전문기술자가 아니면 별로 모르는 내용이지만 전원은 꽤 재미 있는 기술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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