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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압 착자기에서의  사고 방지를 한 

통신 제어시스템의 도입 방안과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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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Analysis of Optical Communication Control System in High 

Voltage Magnet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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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mand for high power motors is rapidly increasing as the 4th industry and convergence technology 
has recently emerged. In order to produce high-strength permanent magnets, the magnets used for 

magnetization have been increased from DC 300V in the 1970s to DC 2.5kV in the 2010s, Up to DC 10kV 
in the 2030s, It is expected that higher voltage will be used to magnetize. However, in the case of a magnetizer 
using an existing electric signal control device, it is necessary to use a control device with a high-voltage 

insulation function in case a high voltage used for magnetization is leaked to the control device. If a short 
circuit accident occurs, the controller must be shut down and serious problems such as excessive repair 
costs arise. In this study, a control system adopting optical communication method instead of electric signal 

control method is proposed to prevent leakage currents in high-voltage magnetizer. We design a transmitter(Tx) 
and a receiver(Rx) device for the optical communication control device and implemented a prototype connecting 
the optical cable. In order to demonstrate the utility of high-voltage magnetizer using the optical communication 

control device, we analyzed the initial cost and the yearly cost for the years to analyze the net present 
value. As a result, In the case of the low-voltage magnetizer, the electric signal control method cost less, 
As the operating voltage of the magnetizer becomes higher. It is confirmed that it takes less cost when 

the optical communication control device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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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  융합기술과 련한 3D 린터, 로 , 

드론, 기자동차(EV) 등에서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부분은 모터이다. 모터는 민생용에서부터 정 기기산

업, 첨단산업, 방 산업, 그리고 우주항공에 이르기까

지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모터의 핵심 부품으로 구자석이 필요한데, 이러한 

구자석은 1930년 에 알니코 자석의 출 으로부터 

실용 자석의 발 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를 계기로 그 

이후에 페라이트 자석, 서머륨코발트 자석, 네오듐 자

석으로 이어지며 우수한 자석들이 출 했다. 이와 같

이 100년도 되지 않은 사이, 자성 재료는 비약 인 발

을 이루며 기 자기기의 소형화  고성능화에 커

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 한 사용되는 부 나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등 선택의 폭이 

차 넓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 기기는 성능 면에

서는 고성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고, 외형 면에서는 

경박단소 해야 하며, 정 제어가 가능해야 하고, 내구

성이 강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을 필요하

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구자석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착

자기는 기존의 기신호방식 제어장치를 이용한 경우

에는 착자에 사용하는 고 압이 제어장치로 될 경

우를 비하여 고 압 연 기능이 추가된 제어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한 착자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

하게 되면 제어장치의 고장으로 이어져 착자기의 가동

을 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리비용이 발생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구자석의 연구 개발과 더불어 착자에 사용되는 

착자기도 꾸 히 연구 개발 되고 있는 추세인데, 본 연

구에서는 착자기의 가장 요한 부분이자 고장율이 높

은 고 압 회로를 상으로 잡고 있으며 이에 하여 

지 까지의 제어방식을 탈피하여 통신제어방법을 

채택하기로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고 압 착자기에서

의  사고를 방지하기 하여 기신호제어방식 

신에 통신방식을 채택한 제어장치를 제안하 다. 

통신 제어장치를 한 압조정회로와 제어 발신  

수신장치를 설계하고, 로토타입을 구 하 다. 통

신 제어장치를 이용한 고 압 착자기의 효용성을 입증

하기 하여 기 비용과 내용 년수 동안의 연도별 비

용을 추정하여 순 가 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DC 2.5kV 이하의 압 착자기의 경우에는 기신

호 제어방식이 더 은 기 제작비용이 들었으나, 잦

은 고장 수리비용으로 인해 총비용은 2배 정도가 소요

되었다. 착자기의 사용 압이 고 압이 될수록 통

신 제어장치를 이용한 경우에 기 제작비용도 더 

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신호 제어장치는 과도한 

수리비용으로 인해 총비용이 최  10배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하 다.

2. 련 연구

착자기 련 연구로는 러시리스 직류 동기의 착자 

련[Lee, 2013], 조립 후 착자를 고려한 비히토류 

스포크형 구자석 동기 착자 련[Han, 2015], 

페라이트 구자석 매입형 동기의 어드(Flared) 

형상 회 자 착자 련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착자기의 설계를 최 화하기 한 방법을 

개발한 연구[Kim et al., 2016]는 진행되어 왔으나 

부분의 연구는 착자기를 이용한 착자 방법에 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착자기의 기술 인 부분에서

는 종  기식 유선통신과 재의 모듈과 이블

을 이용한 통신을 비교하는 것에 착안을 둘 수 있다. 

과거 기식 유선통신에 있어서는 DC 48V 압에 

실린 신호가 가입자 단말기에서 동선(Copper wire)

으로 연결되어 통신실을 거쳐 상 방 단말기까지 달

된다. 이 과정에 선로의 기 항으로 인하여 감쇄도 

생기고, UTP 이블(Unshielded Twisted Pair 

cable)간 자유도로 인하여 혼선(Crosstalk)도 생

기고, (Leakage current)으로 인하여 잡음(Noise)

도 생기며, 고 압 낙뢰(Thunderstroke)로 인하여 

단말기가 고장 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재 통신 방

식에 있어서는 모듈과 이블을 통하여 빛으로 신

호가 달되기 때문에 유선통신방식에 비하면 감쇄

(Attenuation)도 고, 혼선도 없으며, 잡음도 없

고, 부도체(Non-conducting)이기 때문에 고 압 

낙뢰에 의한 고장도 없다. 이러한 장 으로 인해 통

신 제어 방식은 난방기기 제어[Kim et al., 2001], 

로켓발사 제어 시스템[Kim, 2001], 이송 로  제어

[Um et al., 2011], 심해 로  팔 제어[Oh et al., 

2016] 등 다양한 분야에 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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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s
Magnetizing Voltage 

(V)

Capacitor Capacity 

(uF)

Magnetizing Current 

(A)

Magnetizing Energy 

(ws)

1970s   300 30000  3000   1350

1980s   450 20000  5000   2025

1990s   900 12000 10000   4860

2000s  1350 10000 15000   9112

2010s  2500  4000 30000  12500

2020s  5000  3000 40000  37500

2030s 10000  2000 50000 100000

<Table 1> Change of Magnetizer Performance by Ages (※ 2020s, 2030s are forecast)

 

<Figure 1> Magnetizing Voltage by Ages

이러한 장 을 고 압 착자기 제어에 용하기 하여 

통신 제어방식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

서는 기존 사용해 오던 기신호 제어방식을 체할 수 

있는 통신 제어방식의 모형의 제작  실험을 통하여 

가능성을 검증하고 두 종류의 제어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총비용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임펄스 착자기에 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연구[Kim et al., 1997]도 있으

나, 통신 제어 방식에 한 추정은 없어 기신호 제어

방식과의 비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착자기의 구조와 제어시스템의 발  

3.1 연 별 변화 

착자기는 창기 제어장치로 식 마그넷스 치를 

사용해 오다가,  아크 발생에 의한 에 지 손실과 

기계  수명이 문제가 되어 1960년 에 제어 정류 진공

인 이그나이트론(Ignitron)을 사용한 AC 220V 반

 상제어 방식을 사용해 왔으며, 1970년 에 반도체

소자인 사이리스터(SCR)를 사용한 캐 시터 디스차지 

펄스 타입(Capacitor Discharge Pulse Type)의 

DC 300V, 1980년 에 DC 450V, 1990년 에 DC 

900V, 2000년 에 DC 1.35kV, 2010년 에는 DC 

2.5kV의 고 압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2030년

에는 DC 10kV를 넘을 것으로 측된다. 착자기의 제어

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신호제어방식은 수십 년 부

터 이어 내려오는 방식으로서 그동안 이 방식 외에 특별한 

기술 개발이 되지 아니하여 DC 2.5kV까지는 제작비가 

높아지더라도 그 로 유지해 왔으나, 착자기가 차 고

압화 됨으로써 만약의 경우 연 불량에 의한 이라

든가 내 압 괴에 의하여 자제어회로기 (PCB)으

로 고압 류가 흐르게 될 경우 착자기는 사용 불능의 고장

을 일으키게 되어 공장 생산라인(Production Line)이 

가동 지 된다면 일일 생산량 미달성에 의한 손해액은 

수억 원이 되며, 제조업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향까지 

생각한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된다. 

<Table 1>은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며, <Figure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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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agnetizer, 220V Switch Type

이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구자석 착자에 사용되는 착자기는 고

압, 류, 용량이어서 작업자의 험요소도 발

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발추세

에 맞추어 우선 으로 구자석재료를 이해하고, 착자

원장치  착자요크를 해석하고, 착자 시 고 압에 

의한 작업자의 안 과 감 사고 방지를 한 방법으로 

구자석 착자기에 기존 선을 이용한 제어방식에서 

통신제어시스템으로 환하며 이의 설계  구축 효

과에 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3.2 구자석

본 구자석은 외부에서 력공  없이 자계를 만들 

수 있고, 그 성질을 이용하여 기  에 지를 기계  

에 지로 변환한다든가 반 로 기계  에 지를 기

 에 지로 변환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성체의 흡착. 

반발력을 필요로 하는 기계 등에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3.3 착자기의 구성

자석은 애 에 자력을 가지지 않는 단순한 속화합

물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제작한 자석에 자력을 넣어

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 완 한 자석이 되기 

해서는 착자 원장치에서 높은 압을 만들어 캐 시

터에 충 해 두었다가 코일이 감겨있는 착자요크에 강한 

류를 통 시켜 그때 방출되는 강력한 자력을 자석에 

집어넣는 것을 착자라고 한다. 착자는 기 에 지를 

이용하여 자석이 보유하고 있는 보자력의 3～5배의 자

장을 자석에 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비로소 자력을 보유한 자석이 완성된다. 따라서 착자를 

하기 한 착자기는 <Figure 2>와 같이 착자 원장치

(MP)와 착자요크(MC)로 구성된다. 

작업자가 착자기를 작동시키기 해 제어기(CP)에

서 PB 버튼(Button)을 르면 류가 동선(구리선)

을 통하여 스 치(S)를 폐회로로 만들어 그 순간 착자

요크(MC)코일에 착자 류(I)가 흘러 들어가 강한 자

력을 발생하게 한다. 즉, 제어기 신호는 동선(구리선)

을 통하여 제어기로 달되는 것이다. 

3.3.1 착자 원장치 

착자 원장치는 교류 원을 받아 출력 압에 맞게 

압을 조정한 후 직류로 바꾸어 용량 캐 시터에 

충 해 두었다가 1ms(0.001 ) 이내의 짧은 시간에 

착자요크로 한꺼번에 쏟아 부어 방 시키는 장치로써 

이와 같은 장치를 캐 시터 방 형 착자 원장치라고 

한다. 이 장치는 장치, 압제어장치, 변압기, 정

류소자, 캐 시터 뱅크, 방 부, 출력부로 구성된다. 

 이 장치는 고유의 최  정 용량과 최 압이 정

해져 있으며 이 장치의 캐 시터 뱅크에서 출력 가능

한 최 방  에 지는 식 (1)과 같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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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450V Magnetizer, Wiring Type

3.3.2 착자요크

착자요크는 착자 원장치로부터 한꺼번에 쏟아 들

어오는 류를 공 받아 코일에 강한 자력을 발생시키

는 장치이다. 착자요크에서 발생하는 자계는 착자요크

의 권선수와 착자 류의 곱과 같다. 포화 착자를 한 

요크권선수와 착자 류산정은 식 (2)와 같다.

                (2)

3.4 년 별 착자기 회로분석

3.4.1 1980년대 

<Figure 3>은 1980년  캐 시터 방 형 착자기 

회로의 블록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으로써, 당시 개발 

후 지 까지 에 지가 은 소형모터 등의 자석 착자

에 꾸 히 사용되어오고 있다. 착자기 압이 비교  

낮으므로 험성이 없어 범 한 분야에서 리 사용

되고 있다. 입력 압 AC 220V, 출력 압 최  DC 

450V이며, 콘덴서 용량은 20000uF로써 기에 지 

용량은 2025ws이다. 동작원리는 LINE에서 들어오

는 AC 220V 교류 원을 트랜스(T)에서 승압 후 정

류소자(R)에서 정류하여 DC 450V로 만든 뒤 캐

시터(C)에 충 해 둔다. 그리고 피착자물을 착자요크

(MC)에 장진 후 작업자가 착자를 해 PB 버튼

(Button)을 르면 류가 동선(구리선)을 통하여 

자회로기 (PCB)를 거처 기제어방식으로 사이

리스터(SCR) 게이트에 방 신호를 보내 통 시켜 착

자요크(MC)에 강한 자력을 발생시켜 피착자물이 착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역시, 제어기 신호는 동선(구

리선)을 통하여 제어기로 달된다. 

3.4.2 2010년대 

<Figure 4>는 2010년  캐 시터 방 형 착자기 

회로의 블록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으로써, 지 까지 

고에 지 형모터 등의 자석 착자에 사용되어오고 있다. 

착자 시 압이 매우 높으므로 험성이 있어 작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입력 압 AC 220V, 출력 압 최  

DC 2.5kV이며, 콘덴서 용량은 4000uF로써 기에

지 용량은 12500ws이다. 동작원리는 LINE에서 들어

오는 AC 220V 교류 원을 트라이액(Th)에서 평균

압을 조정하여 트랜스(T)에 보내어 승압 후 정류소자

(R)에서 정류하여 DC 2.5kV로 만든 뒤 캐 시터(C)

에 충 해 둔다. 그리고 피착자물을 착자요크(MC)에 

장진 후 사이리스터(SCR) 게이트에 통 신호를 넣고 

방 시켜 착자요크(MC)에 강한 자력을 발생토록 하여 

피착자물이 착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작업자가 착자기를 

작동시키기 해 PB 버튼(Button)을 르면 류가 

역시 동선(구리선)을 통하여 SCR(Thyristor SW)의 

게이트에 신호가 달된다. 

3.4.3 2020년대 

<Figure 5>는 2020년  이후의 캐 시터 방 형 

착자기 회로의 블록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으로써,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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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2.5kV Magnetizer, Wiring Type

<Figure 5> 5kV Magnetizer, Wiring Type

모터 등의 큰 에 지를 필요로 하는 자석의 착자에 필

수 으로 사용될 것이다. 착자 시 압이 상당히 높으

므로 험성이 있어 작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입력

압 AC 220V, 출력 압 최  DC 5kV이며, 콘덴서 

용량은 3000uF로써 기에 지 용량은 37500ws 이

다. 동작 원리는 LINE에서 들어오는 AC 220V 교류

원을 트라이액(Th)에서 평균 압을 조정하여 트랜

스(T)에 보내어 승압 후 정류소자(R)에서 정류하여 

DC 5kV로 만든 뒤 캐 시터(C)에 충 해 둔다. 그

리고 피착자물을 착자요크(MC)에 장착 후 PB 스

치를 러 사이리스터(SCR) 게이트에 방 신호를 넣

고 방 시켜 착자요크(MC)에 강한 자력을 발생시켜 

피착자물이 착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출력 압이 DC 

5kV로서 상당히 높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충 된 5kV의 고압이 착자시 동선(구리선)을 타고 회

로 기 (PCB)로 넘어 올 경우 작업자에게 험도 따

르고 착자기 PCB가 고장이 날 수도 있다. 

3.4.4 한계점 

착자 시 작업자는 2.5kV 고 압 이상에서는 연

괴가 된다든가 에 의한 불안정이 나타난다. 이

와 같은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착자기 기 (PCB) 부

품에 손상을 주어 착자기를 완  동작 불능 상태로 만

들 수 있다. 이 경우 공장의 생산라인이 가동 단되어 

생산차질로 인한 경제  손실은 일 만 로 크게되고, 

A/S 비용의 증가, 착자기 제조업체의 신용도 하락, 생

산업체의 손실 발생 등 문제 이 많아 통신 제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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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5kV Magnetizer, Optical Type

  

<Figure 7> Architecture and Function of Tx Transmitter 

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4. 통신 제어시스템의 도입 방안 

4.1 통신 제어시스템을 용한 착자기의 구조 

앞의 요지에서 언 했듯이 안 을 한 방법으로 착

자기의 고 압 연상태를 확실히 하는 방법, 착자기 2

차 측 지를 확실히 하는 방법, 착자기를 작업자로부

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하는 방법, 통신 제어시스템을 

용한 방법을 들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 압 

SCR 게이트 제어 회로에 기존 선을 연결하지 아니

하고 통신으로 제어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용한다. 

<Figure 6>에서 작업자가 착자기를 작동시키기 

해 PB 버튼(Button)을 르면 류가 송신(Tx) 모듈

에서 신호로 바 게 된다. 이 신호는 기 으로 

완 연된 섬유 이블(Optical Fiber Cable)을 

거처 수신(Rx) 모듈로 달되고, 여기에서 다시 기신

호로 바 게 된다. 이 기신호는 보조 원을 가진 기

(PCB)에서 게이트 신호로 바 게 되어 SCR을 스 칭

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착자기 주회로의 압이 

5kV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 (PCB)에는 고 압

이 달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4.2 모듈과 이블 

4.2.1 Tx 모듈 

<Figure 7>은 Tx 모듈(Tx Transmitter)로써 

기신호를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4.2.2 Rx 모듈 

<Figure 8>은 Rx 모듈(Rx Receiver)로써 신

호를 기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110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Figure 8> Architecture and Function of Rx Receiver

<Figure 9> Optical Cable 

4.2.3 광케이블 

<Figure 9>은 이블(Optical Cable)로써 

Tx와 Rx간에 연결되며, Tx의 신호를 Rx까지 고

속으로 완벽하게 달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를 들

어 모듈 간 거리 1M(100cm)로 가정할 경우 이미 

기 으로 100kV 이상 내 압에도 충분히 견딜 만큼 

충분한 연이 되어있으므로 착자 압인 10kV  

압은 제어 PCB에 로 넘어갈 수 없다. 

본 연구와 련해 앞의 <Figure 9>와 같은 구조의 

통신 모듈과 통신 이블을 사용할 경우 원격제어

가 가능할 수 있다는 연구이다. 이블은 재 통

신용으로 상용화되어 있고, 인장강도나 내구성도 일반 

선보다 우수하고, 데이터 송출 속도도 빠르며, 유도

장애를 받지 아니하여 고압을 다루는 착자기 제어신호

에 효과 일 수 있다. 

4.3 로토타입의 설계  구  

실제 장에서 사용되는 2.5kV 착자기의 경우 외

형이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W800mm×D1000mm 

×H1800mm에, 량 약 800kg 정도 되므로 이를 약 

30분의 1로 축소된 모델로 설계에 돌입했다. 입력 압 

AC 220V, 충 압 DC 0V∼300V, 캐 시터 용량 

450uF, 방  SCR 5kA, 신호 발신장치(Tx), 

신호 수신장치(Rx), 이블, 입출력 단자, 착자코

일 8회(8 Turn)로 하고, 투명아크릴  T15mm x 

W880mm×D580mm에 착자기 부품을 설치 후 배선

을 하는 것으로 설계하 다.

설계를 마친 후 부품을 구입하여 실재로 <Figure 

10>과 같이 실험장치를 제작하 다. 본 장치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기신호제어방식의 부품을 부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이블과 Tx PCB, Rx PCB, 이블을 

연결하여 주제어소자인 SCR을 호(Trigger)시키는 

것으로 로토타입을 구 하 다. 그리고 로토타입에

는 각각 부품 명칭을 부여하 다. 

4.4 로토타입의 검증 

4.4.1 착자 검증 

실험장치에서 착자  착자물은 애  무착자(Non-

magnetized) 상태이므로 자력을 갖지 아니하 으나, 

착자 후에는 자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착자된 착자물을 

철  등에 갖다 면 착착 달라붙는다. 착자 모양을 보기 

하여 마그넷시트(Magnet Sheet)를 착자물에 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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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Prototype of Magnetizer 

면 착자된 형상이 나타난다. 실험장치의 입력 원단

자에 AC 220V 라인을 연결하고, 장치의 출력단자에 

착자요크를 연결한다. 비된 무착자의 착자물을 착자

요크에 고정시킨 후 입력 원스 치를 투입한다, 다음 

충 스 치를 르면 교류(AC) 원이 직류(DC) 

원으로 변환 후 캐 시터에 서서히 충 되며, 충 되고 

있는 압은 실시간으로 직류 압계(DC Voltmeter)

에 표시된다. 이로써 충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충 된 상태에서 방 스 치를 르면 캐 시

터에 충 되어있던 기에 지가 방 이 시작된다. 방

류는 착자코일로 흐르게 된다. 비된 무착자의 착

자물을 착자요크에 고정시킨 후 충 스 치를 러 충

을 시작한다. 이 때 충 압계는 서서히 상승하게 되는

데, 원하는 압까지 올린 후 스 치를 차단하면 그 지

에서 압이 정지한다. 이 상태에서 방  스 치를 르

면 콘덴서에 장되어있던 기에 지가 순간 으로 착

자요크에 흐르며 강한 자력을 발생하여 착자물을 완  

포화착자시킨다. 착자된 착자물을 꺼내어 철 에 붙이

면 착착 붙게 된다. 

4.4.2 탈자 검증 

착자된 착자물을 탈자를 할 수 있다. 탈자방법은 착

자방향의 반 방향으로 착자물을 투입하고, 착자시 주

어진 기에 지의 약 20%~30%를 넣어주면 탈자가 

이루어진다. 

4.4.3 광통신제어방식 검증 

이 장치에서 확인되듯이 기존 기신호제어방식에

서 통신제어방식으로 구축할 경우 고 압에 의한 

험성과 고장율을 폭 축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착자

기의 고장으로 인한 생산 장라인의 정지로 인한 생산

량 감소를 일 수 있어, 산업체는 경제  이익을 도모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 통신 제어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5.1 기 비용의 추정 

본 연구에서 도입한 통신 제어시스템이 기존의 

기신호 제어시스템에 비해 얼마나 우수한지를 확인

하기 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 다. 두 제어시스

템의 경제성을 비교하기 하여 착자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어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 비용과 내

용 연수 기간 동안의 수리비용으로 나 어 추정하

다. 먼 , 기비용은 아래 <Table 2>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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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art Name
Price (Unit: won)

300V 450V 900V 1.35kV 2.5kV 5kV 10kV

1 Pulse trans 20,000 30,000 50,000 80,000 100,000 200,000 300,000

2 Diodes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3 Resistors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4 Condensers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5 I/O Terminals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6 Others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7 Insulators 10,000 20,000 40,000 80,000 150,000 250,000 500,000

8 PCB Make 22,000 25,000 30,000 35,000  40,000  60,000 100,000

9 PCB A’ssy 30,000 40,000 50,000 70,000  90,000 150,000 250,000

- Manufacturing Cost 93,500 126,500 181,500 276,500 391,500 671,500 1,161,500

<Table 2> Manufacturing Cost of Electrical Sinal Type

기 비용에 있어서 기존의 기신호 제어시스템은 

펄스트랜스 방식을 사용함으로 압인 DC 300V 

에서는 에 의한 사고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어 일반 

시 품을 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사용해도 가능하다. 

따라서 기 비용은 렴하다. 그러나 DC 2.5kV 으

로 올라갈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즉,  사고 험

이 있어서 일반 시 품으로는 불가하고 고압에 견딜 수 

있는 고가 부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비용이 

고가로 올라간다.  부품을 수입해 사용하더라도 수입 

당시 롯드(Lot) 는 메이커에 따라 성능이 다소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그 부품에 맞는 보정회로를 재구성해 

주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고 압의 경우에도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다이오

드, 항, 콘덴서, 입출력단자 등은 일반 시 품을 하

나의 기 (PCB)에 동일한 숫자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비용이 일정하다. 

특히, 기신호제어 방식은 사용 압의 2배 내 압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다. 따라서 이 제품은 압에 따라 

수작업으로 제작된다. 압이 높으면 PCB도 커진다. 

착자기 DC 300V 에서부터 DC 10kV 까지 각각 

다른 부품을 사용한다. 압에 따라 부품을 따로 구입해

서 따로 리해야 하므로 비효율, 비경제 이다. 

새롭게 제안한 통신 제어시스템의 Tx, Rx, Optic 

Cable은 사용 압 DC 300V에서 DC 10kV까지 공

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DC 10kV  동일규격으로 

제작된다. 이유는 이블은 어차피 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이므로 Tx, Optical Cable, Rx에 이르

는 거리에서 기본 으로 견디어낼 수 있는 압이 이

미 10kV 이상이 됨으로 압용을 만들어야 할 필요

성이  없다. 설명과 같이 이 제품은 DC 10KV

으로 하여 기본으로 제작되므로, 착자기 DC 300V

에서부터 DC 10kV 까지 동일 제품을 사용할 수 있

다. 특별히 DC 300V  압용을 제작하려면 새로

운 제조공정을 만들어야 하고,  부품을 따로 구매해 

별도 리해야 하므로 오히려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

으니 비효율 이고 비경제 이라 할 수 있다. 

아래 <Table 3>과 같이 통신 방식의 경우는 발신

(Tx)장치 203,000원, 수신(Rx)장치 162.500원, 

이블(Optic cable) 20,000원으로 합계는 385.500

원이 된다.

5.2 연도별 수리비용의 추정 

수리비용을 추정하기 하여 착자기 분야의 문가들

을 조사 상으로 선정하 다. 조사 상으로 선정된 

문가들은 착자기 업계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종사해 

온 사람들로서 착자기 제조업체 표자 2명, 착자기 제

조업체 임원(박사 ) 1명, 착자기 사용업체 연구소장

(박사 ) 2명, 자석 제조업체 임원(이사 ) 1명, 착자기 

부품 수출입업체 매니  1명 등의 착자기 련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들 7명을 선택하 다. 그  착자기 제조

업체 표자 2명은 30년 이상 착자기 련 사업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통하여 착자기의 평균 내용연수인 

10년 동안 매년 발생할 것으로 상되는 고장 횟수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 다. 최종 으로 선정된 7명의 문

가로부터 조사된 연도별 상 고장 발생 횟수를 평균하여 

아래의 <Table 4>를 완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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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art Name
Price (Unit: won)

300V 450V 900V 1.35kV 2.5kV 5kV 10kV

1 Tx Modules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 Tx Diodes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 Tx IC & Sockets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4 Tx TRs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5 Tx Resistors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6 Tx Condensors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7 Tx I/O TMNLs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8 Tx Others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9 Tx PCB Make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10 Tx PCB A’ssy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1 Rx Modules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2 Rx Diodes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3 Rx TRs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4 Rx Resistors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 Rx Condensors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16 Rx I/O TMNLs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7 Rx Others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8 Rx PCB Make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9 Rx PCB A’ssy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0 Optic Cables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 Manufacturing Cost 385,500 385,500 385,500 385,500 385,500 385,500 385,500

<Table 3> Manufacturing Cost of Optical Sinal Type

Electrical Voltage 300V 450V 900V 1.35kV 2.5kV 5kV 10kV

-

1stYear 0.43 0.71 0.71 1 1.26 3.26 5.86

2ndYear 1 1 1 1 1.26 4.14 6

3rdYear 1 1 1.14 1.26 1.86 4.29 6.29

4thYear 0.71 1 1 1.14 2.14 5 7.14

5thYear 1 0.71 1.14 1.71 2.86 5 8.43

6thYear 1 1 1.29 2 3 6 9

7thYear 0.71 1.14 1.57 2 3 6.57 9

8thYear 1 1.29 1.86 2 4 7 9.43

9thYear 1 1.86 2 2.71 4 8 10.86

10thYear 1.29 2 2.71 2.71 5 8 11

<Table 4> Average Number of Breakdowns in Electrical Signal Type Magnetizer Per Year

한편, 동일한 문가들로부터 통신 방식 제어장

치에 한 상 고장 발생 횟수도 조사하여 <Table 

5>를 완성하 다. 연도별 평균 상 고장 발생 횟수를 

보면 <Table 5>의 통신 방식은 <Table 4>의 기

신호 방식에 비해 고장 횟수가 하게 어드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통신 방식 제어장치에서 사용하

는 주요 부품들의 보장 수명이 기본 으로 10년 이상

이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착자기의 횟수당 수리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정하 다. 

수리비용 = 인건비+경비+부품비     (3)

기신호 방식 착자기의 경우 국 기  횟수 당 평균

수리비용은 인건비 40만 원, 경비 15만 원, 부품비 30만 

원이 들어 합계 85만 원이 소요 된다. 부품비는 고장에 

따라 다르지만 항(R), 컨덴서(C), 트랜지스터(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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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Voltage 300V 450V 900V 1.35kV 2.5kV 5kV 10kV

-

1stYear 0 0 0 0 0 0 0

2ndYear 0 0 0 0 1 1 1

3rdYear 1 1 1 1 0 0 0.86

4thYear 0 0 0.71 0.43 1 1 1

5thYear 0.71 0.71 0.57 0.86 0.43 0 0.43

6thYear 1 0.86 0.86 0.57 1 1 1

7thYear 0 0.14 0.86 0.86 0.14 0.57 0.86

8thYear 0.86 0 0.71 0.71 0.86 0.86 1

9thYear 1 1 1.29 1.29 1.14 1.29 1.14

10thYear 1.43 1.86 1.86 1.86 1.71 1.71 1.71

<Table 5> Average Number of Breakdowns in Optical Signal Type Magnetizer Per Year

Electrical Voltage 300V 450V 900V 1.35kV 2.5kV 5kV 10kV

85

1stYear 36.55 60.35 60.35 85 107.1 277.1 498.1

2ndYear 85 85 85 85 107.1 351.9 510

3rdYear 85 85 96.9 107.1 158.1 364.65 534.65

4thYear 60.35 85 85 96.9 181.9 425 606.9

5thYear 85 60.35 96.9 145.35 243.1 425 716.55

6thYear 85 85 109.65 170 255 510 765

7thYear 60.35 96.9 133.45 170 255 558.45 765

8thYear 85 109.65 158.1 170 340 595 801.55

9thYear 85 158.1 170 230.35 340 680 923.1

10thYear 109.65 170 230.35 230.35 425 680 935

<Table 6> Yearly Average Repair Cost of Electrical Signal Type Magnetizer (Unit: x10,000won)

등 PCB부품이 고장 날 확률은 10%인데 비용은 3만원, 

스 치(SW), AC 220V 릴 이(Ry), AC 220V 타이

머(Timer) 등 시이 스(Sequence)회로 부품이 고장 

날 확률은 20%인데 비용은 5만 원, 펄스트랜스(Pulse 

Trans)가 고장 날 경우는 10%인데 비용은 10만 원, 

메인 사이리스터(Main Thyristor)가 고장 날 경우는 

1% 미만인데 만약의 경우 고장이 났다면 용량에 따라 

다르나 평균가격이 300만 원이니 3만 원, 부품 검  

내부청소비 기본 5만 원, 기타의 경우가 10%인데 평균 

4∼5만 원의 부품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체 평균 으로 30만 원이 소요 된다.  고장 수

를 받고 장에 도착해 보니 착자기 고장이 아니고 피착

자물 소재 불량, 작업자 조작 불량, 착자기 내부 청소 

불량 등으로 확인되어 교육 후 바로 철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국 기  고장 발생 횟수 

당 평균수리비용은 85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액

을 기 으로 착자기의 고장 횟수를 곱하면 수리비용은 

<Table 6>과 같이 된다. 

통신 방식 착자기의 경우 평균수리비용은 인건비 

40만 원, 경비 15만 원, 부품비 10만 원이 들어 합계 

65만 원으로써 기신호방식 착자기에 비하여 수리비용

이 게 든다. 이유는 모듈에 자기진단 기능이 들어있어

서 쉽게 고장 부분을 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모듈이 기본 10kV 으로 단일화 되어 있어서 리비 측면

에서도 가격 다운에 도움을 다. 통신 방식은 이블로 

연이 되어있어서 메인 사이리스터(Main Thyristor)

로 고 압이 로 넘어 오지 아니함으로 고장률도 당연

히 다. 굳이 가정한다면 항(R), 컨덴서(C), 트랜지

스터(Tr) 등 PCB부품이 고장 날 확률은 1%인데 비용

은 3천 원, 시이 스(Sequence)회로 부품은 DC 12V 

는 Solid State이므로 고장 날 확률은 1%인데 비용

은 1만 원, Tx, Rx, 이블(Optical Cable)이 고장 

날 경우는 거의 없으나 1% 미만으로 보더라도 3천 원, 

기타의 경우가 5%인데 평균 1만 원의 부품 비용이 들어

가고, 청소 등 교육을 한다고 해도 5∼6만 원이 든다면 

체 평균 으로 10만 원이 소요 된다. 따라서 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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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Voltage 300V 450V 900V 1.35kV 2.5kV 5kV 10kV

65

1stYear 0 0 0 0 0 0 0

2ndYear 0 0 0 0 65 65 65

3rdYear 65 65 65 65 0 0 55.9

4thYear 0 0 46.15 27.95 65 65 65

5thYear 46.15 46.15 37.05 55.9 27.95 0 27.95

6thYear 65 55.9 55.9 37.05 65 65 65

7thYear 0 9.1 55.9 55.9 9.1 37.05 55.9

8thYear 55.9 0 46.15 46.15 55.9 55.9 65

9thYear 65 65 83.85 83.85 74.1 83.85 74.1

10thYear 92.95 120.9 120.9 120.9 111.15 111.15 111.15

<Table 7> Yearly Average Repair Cost of Optical Signal Type Magnetizer

(Unit: x10,000won)

Voltage 300V 450V 900V 1.35kV 2.5kV 5kV 10kV

Electrical 596.89 750.65 916.95 1,124.46 1,796.90 3,683.85 5,401.79

Optical 316.16 295.16 402.65 388.38 381.69 385.94 469.40

<Table 8> NPV of Total Cost for Each Type Magnetizer

(Unit: x10,000won)

<Figure 11> Changes in NPV of Total Costs by Voltage 

고장 발생당 평균수리비용은 65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액을 기 으로 착자기의 고장 횟수를 곱하면 수리비

용은 <Table 7>과 같이 된다. 

5.3 순 가(NPV) 분석 

고 압 착자기에서 사용할 통신 방식 제어장치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하여 앞 에서 추정한 기비용과 

내용연수 동안의 연도별 수리비용을 이용하여 순 가 

분석을 수행하 다. 미래의 수리비용을 순 재가치

(NPV)로 할인하는데 용한 이자율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율인 5%를 사용하 다. 기신호 방식의 경우

와 통신 방식의 경우에 하여 사용 압에 따라 추정한 

순 가는 다음의 <Table 8>과 같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신호 방식의 경우에는 사

용 압이 높아짐에 따라 소요비용의 순 가가 격하

게 증가하는데 반해, 통신 방식의 경우에는 사용 

압이 높아지더라도 <Figure 11>과 같이 소요비용의 



116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순 가가 완만하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재 주로 사용되는 2.5kV 이하의 압에서는 통신 

방식의 경우보다 기신호 방식이 더 낮은 기 제작

비용을 보이지만 잦은 고장 수리비용으로 인해 총비용

이 2배 정도에 이르고, 향후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상되는 고 압에서는 통신 방식이 기신호 방식에 

비해 최  10배 이상의 낮은 비용을 보이고 있어 통

신 방식의 경제성이 훨씬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구자석 착자기의 제어시스템에 

통신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원거리 제어를 사용하여 고

압 류 용량의 착자 시에 착자에 사용하는 고

압이 제어시스템으로 되어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통신 방식 제어시스템을 제

안하 다. 통신 제어방식의 경제성을 입증하기 하

여 순 가분석을 수행한 결과, 재 주로 사용되는 

2.5kV 이하의 압에서는 통신 방식의 경우보다 

기신호 방식이 더 낮은 기 제작비용을 보이지만 

잦은 고장 수리비용으로 인해 총비용이 2배 정도에 이

르고, 향후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상되는 고 압에

서는 통신 방식이 기신호 방식에 비해 최  10배 

이상의 낮은 비용을 보이고 있어 통신 방식의 경제

성이 훨씬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 방식의 제어시스템은 비용 으로 뛰어날 뿐

만 아니라 작업자가 기 , 기계 , 자기  험으로

부터 벗어나 안 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그동안 어려웠던 형 고출력 고에 지 직류모터의 착

자와 자동화된 량생산체제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어 향후 4차 산업  스마트공장 도입에 더 큰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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