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전기이중층 Capacitor는 대전력을 쉽게 충방전할 수 있는 전

력저장장치로 순간전압강하 보상장치, 정전대책장치, 회생전력

흡수장치 등 적용하는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전기이중층 Capacitor의 산업용 응용분야로서 제어회로 전원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ATX 전원의 Backup소자로서 전기이중층

Capacitor를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ATX 전원에 전기이

중층 Capacitor M CAP을 응용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서론

산업용 제어회로는 FA용도, 제조장치 내장 Controller, 금융,

의료 각종 단말기기에 응용되고 있다.

그림 1은 산업용 제어회로에 적용하는 사례를 나타내고 있

다.

산업용 제어회로는 회사 인프라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높

은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다. 높은 신뢰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순간전압강하, 순간정전, 등에 의한 시스템의 정지, 데이터 손

실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으로 UPS의 설치, 산업용 제어회로 자

신의 전원을 NSP(Nonstop Power)화로 대책을 하고 있다.

UPS, NSP를 실현하는 전기저장매체로, 장시간 Backup 용도로

서는 연축전지, 니켈수소전지를, 단시간 Backup에는 전해콘덴

서가 사용되고 있다.

전지는

1) 싸이클 수명이 짧고

2) 화학반응에 의한 열화로 2~5년 단위로 정기적인 교환이

필요

3) 충전시간이 길고, 단시간에 정전회수가 많아지면 보호가

불가

4) 저온에서 Backup 특성이 나쁘다

5) 중금속을 함유하여 회수시 환경규제를 받는다.

전해콘덴서 Backup 시간이 짧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전기저

장매체로 EDLC(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 M CAP을

응용하였다. EDLC(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 M CAP은

전해콘덴서와 2차전지의 특성을 보완해주는 전기저장장치로 산

업용 제어회로에 최적의 백업매체로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산업용 제어회로의 전기이중층 케폐시터의

응용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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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산업용 Controller 응용사례

2. 전기이중층Capacitor의 개요

전기이중층 케폐시터는 높은 비표면적을 갖는 활성탄과 전

해액, separator로 구성되어 있다. 유기계 전해액을 이용한

capacitor unit 셀의 사용전압은 2.0~2.7V 정도이지만, 에너지저

장매체로서 사용하는 경우 unit 셀을 직렬로 접속하여 사용전

압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전기이중층 케폐시터 M CAP는 접

속공간을 절약하여 소형화와 고전압화 실현이 가능한 바이폴라

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동일용량을 원통형 unit 셀의 구성과 비교하여 체적

비를 33% 감소하였다. 케폐시터는 물리현상에 의한 전기에너

지 저장장치로서 장점은 장수명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여 다른

저장매체에 없는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금번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산업용 제어회로 전원으로서

도 이러한 우수한 특징을 살려 개발했다. 표 1에 개발한 캐폐

시터의 사양을, 그림 2는 외관을 나타낸다.

표-1  캐폐시터 사양

정격전압 85V DC

정전용량 2.0F

내부저항 2.0Ω(at 20℃)

Dimension W158×H176×D24mm

중량 1.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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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전기이중층 캐폐시터 M-CAP

사양에 표시한 내부저항은 캐폐시터가 20℃일 때의 특성으

로 저온시에는 전해액의 전도도 저하에 수반하여 내부저항은

증가한다. 0℃에서는 20℃와 비교하여 캐폐시터 내부저항은 약

2배로 되고, 일정전력에서 방전하는 경우 그 영향으로 방전시

간이 단축된다.

그림 3은 150W 일정전력에서 방전시의 캐폐시터의 전압변

화를 나타낸다.

만충전 85V에서 50% 전압인 42.5V까지 도달시간은 20℃에

서는 29초, 0℃에서는 23초로 약 20% 짧아진다.

그림-3 150W 정전력 방전곡선

케폐시터를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접속한 대수분의 정전용

량은 증가하고, 내부저항 감소한다.

그림 4는 케폐시터를 2병렬로 접속한 경우 150W 방전시의

전압변화를 표시한다.

그림-4 케폐시터 2병렬 접곡시 방전곡선

2병렬로 접속하면 용량증가와 저항감소효과로 방전시간은 2

배 이상 증가되어, 20℃에서 67초, 0℃에서도 60초의 방전시간

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케폐시터는 사용하는 환경온도, 부하의 방전 전력등을 고려

하여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3. Nonstop 전원과 충전/승압기

3..1 Nonstop 전원

UPS 기능이 내장된 ATX 전원을 Nonstop 전원이라고 한

다. 종래의 UPS에 사용한 백업시스템과 비교하여

1) UPS 기능을 ATX 전원에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UPS설

치가 불필요하게 되어 시스템의 소형화가 가능

2) 병렬 콘버터방식으로 신뢰성이 높다.

3) 전력변환의 횟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로서는

효율이 높다.

3..2 Nonstop 전원의 동작원리

본 Nonstop 전원의 회로방식은 1개의 전원에 AC/DC 2개의

입력과 2개의 콘버터를 가지고 있다. 1개의 고주파 변압기에

AC/DC 2개의 입력권선을 가지고 있는 회로방식이다.

그림 5에 2게이트(AC/DC 2입력), 2엔진(2콘버터)방식의

Nonstop 전원의 간략한 회로도이다.

그림-5 Nonstop 전원의 간이 회로도

그림-6 Nonstop 전원의 물의 흐름에 비교한 동작원리

평상시에는 AC측에서 전력이 공급되고, AC 입력이 저하(순

간전압강하, 순간정전)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보완하여 DC측에

서 전력이 공급된다. 이것을 그림 6의 물의 흐름으로 예를 든

다면, AC 탱크, DC 탱크가 있다. 항상 압력이 높은 탱크에서

물이 공급됨으로써 2차 측에는 항상 일정한 수위를 유지되고



있는 원리이다. 따라서 2차측 출력은 무정전, 무순단 환경이 제

공되어 컴퓨터시스템에는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 계속적인 사

용이 가능하다.

3..3 전기이중층 케폐시터 M-CAP의 Nonstop 전원에

응용

장시간 백업용도의 전력저장장치로서 연축전지, 니켈수소전

지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지는 수명이 짧고 충전시간이

긴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전력저

장매체인 전기이중층 케폐시터 M CAP에 주목하고 있다. 구체

적인 응용사례로 그림 7에 Nonstop 전원과 전기이중층 케폐시

터 M CAP의 접속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7 Nonstop 전원과 M-CAP의 접속

M CAP은 정격 85V 2F 2개를 사용하고, Nonstop 전원과

전기이중층 케폐시터 M CAP 간에는 새로 개발한 승강압

Unit를 접속하였다. 그림 7의 회로 동작을 설명하면 AC 입력

이 정상인 경우 Nonstop 전원 충전기출력(=30V)은 승강압

Unit 내부의 승압회로에 의해 최대 80V까지 상승하고 M CAP

을 충전한다.

정전이 발생하면 승강압 Unit 내부의 강압회로를 통하여

M CAP이 방전하고, 백업운전을 수행한다. 강압회로는

M CAP의 전압을 Nonstop 전원 DC 정격입력전압이 되는

24V로 변환하고 있다. M CAP의 전압이 24V 이하로 되면 강

압회로는 M CAP 전압을 그대로 출력한다. M CAP의 전압(강

압회로의 출력전압)이 17V까지 저하하면 Nonstop 전원의 과방

전방지회로에 의해 자동적으로 백업운전을 정지한다. 따라서

M CAP의 방전전압범위는 17~80V로 된다.

승강압 Unit를 무시하고 Nonstop 전원과 M CAP을 직접

접속하는 경우도 백업동작은 가능하다. 단, Nonstop 전원의

충전전압은 30V이므로 방전전압범위는 17~30V로 된다.

승강압 Unit가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M CAP의 이용율이

떨어진다. 즉, 승강압 Unit를 사용하는 것은 M CAP의 고전압

대용량성을 활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본 장치의 성능은

전원출력 100W의 경우 약 70초의 백업시간을 얻을 수 있다.

3.3.1 컴펙트 Nonstop 전원

M CAP을 Nonstop 전원의 1차측에 접속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본 방식의 회로도는 그림 8, 외형도는 그림 9이다.

M CAP와 승강압 Unit를 AC측 인버터의 전단에 접속한다.

이와 같이 1차측에 접속하여 DC측의 인버터 및 충전기가

불필요하게 되어 Nonstop 전원의 Cost Down이 가능하다.

그림 7과 그림 8의 승강압 Unit의 차이는 M CAP에 대해서

승강압의 변환이 반대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림 7의

방식에서는 충전시에 충전기의 출력을 승압하고 있지만,

그림 8의 방식에서는 M CAP의 정격전압보다 AC측 인버터

동작전압이 더 높기 때문에 강압하여 충전할 필요가 있다.

그림 8의 회로도를 설명하면, 우선 AC 입력이 정상일 경우

강압회로에 의해서 M CAP을 충전한다. 충전완료시의 전압은

80V가 된다. 정전이 발생하면 M CAP에 의해서 승압회로를

통하여 방전이 된다. 승압회로는 M CAP의 전압을 250V로

상승하여 AC측 인버터에 전력을 공급한다. 이 장치의 성능은

전원출력 100W의 경우 약 50초의 백업시간을 얻을 수 있다.

충전시간은 강압회로의 용량을 증가하여 충전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8 컴펙트  Nonstop 전원

그림-9 Nonstop 전원과 충전기회로

4. 산업용 제어회로 응용사례

산업용 제어회로 μPIBOC(明電舍 산업용 controller)시리즈

에 AT 전원과 충전/승압기를 장착하고, M CAP를 내장하였다.

이것을 표시한 것이 그림 10이다. 백업시간 특성시험결과를 그

림 11에 나타내고 있다. 산업용 제어회로에서 요구하는 백업시

간은 데이터손실이 없고, Shut down이 되는 시간으로 제어회



로에 적용되는 OS에 따라 다르지만 10 ~ 60초가 필요하다. 산

업용제어회로의 부하는 100~200W 정도이다. 금회 시스템은 2

개의 M CAP으로 부하 100W를 접속한 경우 Shut down 시간

은 50초이다. 부하증설 및 백업시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M CAP을 3병렬, 4병렬로 가능하다. 병렬접속의 경우, 내부저

항의 영향이 감소하므로 백업시간의 연장에는 유리하게 작용한

다. 전기이중층 케폐시터의 충전시간도 5분 정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종래의 12~20시간을 감안하면 시스템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된다. 저온에서의 방전특성도 상온과 비교하면 떨어지지만,

실용상 문제없이 충분히 견디는 성능을 발휘했다. 전기이중층

케폐시터의 수명은 10년 정도로 연축전지 2년, 니켈수소전지 5

년과 비교하여 장수명으로 산업용 제어회로의 수명 10년과 비

슷하여 보수 부품이 불필요하다.

그림-10 제어회로 적용사례

그림-11 백업시간 특성시험결과

5. 결론

전기이중층 케폐시터의 산업용 제어회로에 응용은 시작

단계이다. 전기이중층 케폐시터와 승압/강압 콘버터를 조합하

여 저장에너지를 효율이 좋게 사용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

하게 되었다. 유지보수의 편리성에 따른 TCO 절감에도 큰 효

과가 예상된다. 또한 양산화가 진행되어 단가가 내려가면 시장

은 크게 변할 수 있다. 산업용 제어회로에 그치지 않고 제조장

비 전반적으로 백업장치로서도 활용이 가능하여 향후 시장 확

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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