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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장 전기품질 관리 현황, 문제점

 국제 측정기준을 따르지 않음

- IEC61000-4-30 Class A

 PQ 감시 포인트 태부족

- 고가 장비 문제

- 한전 인입부만 감시함

- 이벤트, 역률, 고조파 감시 곤란

- 노이즈 측정, 진단 곤란

 주요 차단기, UPS 후단 PQ 감시 부족

 한국전력에 의존적으로 자체 감시 불충분

 전기품질 의식 수준 미흡

 최근 ESS 투자시 새그 대책 고려 않음

 이벤트획득실패

 PQ DB 구축곤란

 정확한해석곤란

 PQ 대책부정확

 MC, 차단기에의한
순간정전발생방임

 고조파, 노이즈에
의한 DVC 다운발생

 과도한투자집행

 ESS 투자비과도



제2장 국제 전기품질 기준 소개

2.1 IEC61000-4-30 Class A Ed.3 개정중
• « Testing & measurement techniques : power quality measurement methods »
• IEC 62586-1 & -2 = Product std (new)
• « power quality measurement in power supply systems: power quality instruments»

IEC61000-4-30
Ed2



2.2 IEC61000-4-30 기준 소개
• Class A
Instruments that meet Class A performance requirements of this standard will,
when connected to the same signals, will produce the same results. Class A
instruments must meet the highest performance and accuracy requirements in the
standard.

•     Class S
Instruments that meet Class S performance requirements are useful for statistical
surveys and contractual applications where there are no disputes. Accuracy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Class S are less stringent than Class A.
( 한전배전고조파 측정기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규정산통부고시에서지정한규격)

 Class B : 무효화됨. 

• 기본측정항목 : 
Power frequency, Magnitude of Supply Voltage, Flicker (see IEC 61000-4-15), 
Unbalance, Harmonics (see IEC 61000-4-7), Interharmonics (see harmonics), 
Mains Signaling, Over-under deviation, Supply Dips/Swells, Voltage Interruptions
Rapid Voltage Change (RVC)

제2장 국제 전기품질 기준 소개



• Event characterized by its time stamp, amplitude and duration

• Urms(1/2) or waveform recordings are useful (but not mandatory)

제2장 국제 전기품질 기준 소개

2.2 IEC61000-4-30 기준 소개



2.2 IEC61000-4-30 기준 소개

제2장 국제 전기품질 기준 소개



에디션3에서 신규 적용항목
New! Under- and over-deviation moved to informative
New! Rapid voltage changes (RVC) now normative
New! Currents measurements now normative
New! 2kHz-150kHz range meas. Informative

Rapid voltage changes (RVC) now normative
Well defined measurement method – based on the identification of 
2 consecutive steady states

Note : an excursion beyond dip/swell thresholds is not an RVC

2.2 IEC61000-4-30 기준 소개
제2장 국제 전기품질 기준 소개



• Measurements in 2kHz-150kHz range informative (not 
mandatory)

• Goal: track “the high frequency” noise on top of the sine wave
• In range 2kHz ~ 9 kHz method of IEC 61000-4-7 Annex B – 200Hz groups

• In range 9kHz ~ 150 kHz integer multiple of 200 Hz,  preferably 200 Hz or 2kHz

• Reporting at 10/12 cycle intervals
• How to report?

2.2 IEC61000-4-30 기준 소개

제2장 국제 전기품질 기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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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Hz 또는 4 MHz 서지 임펄스 기록 파형 이벤트 ( 1㎲ ~ 250ns )

PQDIF 파일분석

제2장 국제 전기품질 기준 소개

2.3 PQ 미터기에 의한 서지 파형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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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노이즈 = 전력전자
스위칭 소자에서 발생

제2장 국제 전기품질 기준 소개

2.3 PQ 미터기에 의한 이벤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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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C 이벤트 화면

2-150kHz 노이즈 측정
및 1일 통계, 트렌드1일 트렌드

제2장 국제 전기품질 기준 소개

2.3 PQ 미터기에 의한 이벤트 캡쳐



13

제2장 국제 전기품질 기준 소개

2.3 PQ 미터기에 의한 이벤트 캡쳐 – 수프라 하모닉



공장전력망에새로운위협등장 :  2-150kHz 전원노이즈일명 “Supra-harmonics”

- 노이즈소스 : 각종인버터, 풍력발전기터빈, 연료전지, 대전류충전기, UPS 
- 영향 : 각종제어시스템, 조명조절기, 반도체제조설비, 순간정전보상장치 작동, 의료
스캐너장비, 보안시스템에캐패시터를태우고, 통신시스템녹아웃, 전력량계량기오류초래

제2장 국제 전기품질 기준 소개

2.3 PQ 미터기에 의한 이벤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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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Q 미터기에 의한 이벤트 캡쳐

제2장 국제 전기품질 기준 소개



실외기누전시
10. 12, 2, 4 kHz 발생

제2장 국제 전기품질 기준 소개

2.3 PQ 미터기에 의한 이벤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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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bus-TCP 실시간 노이즈 감시 화면

제2장 국제 전기품질 기준 소개

2.3 PQ 미터기에 의한 실시간 감시 – 수프라 하모닉



한전배전계통고조파측정관리
기준 소개및 PQube 감시화면

ⓐ일반적으로부하량과부하패턴은주중과주말에
서로상이하기때문에개별고객의고조파전류는
공통접속점에서 IEC 기준 (61000-3-6, 61000-4-7, 
61000-4-30)에의거최소일주일동안측정하기를
권장한다.

ⓑ판정기준은다음과같다.
㉮일주일동안차수별 10분측정값의 95%가유출
제한값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하루동안차수별 3초측정값의 99% 누적확률
최대값이 “유출제한값 × khvs”를초과하지않아
야한다. 여기서, khvs는다음과같이계산한다.
(h는고조파차수를나타냄) – IEC 61000-4-7 
(우측화면참조)

ⓒ측정장비는다음각호에서정한사양이상의휴대
용 PQ meter를활용한다.
㉮정밀도 : IEC 61000-4-30 Class A
㉯샘플링 : 256 Samples/Cycle
㉰고조파측정범위: 25차(최소), 40차(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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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 전기품질 기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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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추이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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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추이
그래프



년 월 일

구 분
최대전력

(kW)

역률

(PF)

전 압 전 류 결

과전압(kV) THD(%) 전류(A) 불평형률(%) THD(%)

[종합의견]

구 분 기 준 판 정

전원품질

분석

전류불평형[%]
30% 이하 적 합

30% 초과 요주의

역 률
90% 이상 적 합

90% 미만 요주의

전 력
설비용량기준 이하 적 합

설비용량기준 초과 요주의

[비고] 전압전류에 함유된 THD는 참고값임

 전기안전관리자직무규정_산업통산자원부고시제2016-16호
[별지 제8호 서식]  전원품질 측정기록표

무엇이다른가 ?
요일? 시간?

일일, 주간추이는 ?

?

제2장 국제 전기품질 기준 소개



제3장 최근 전기품질미터기 동향

• 국제기준준수
• 스마트그리드기준호환(IEC61850)
• 환경감시동시수용
• 웹서버
• 대용량데이터저장
• 이메일연동
• 전기품질평가보고서국제기준화(EN50160)

제3장 전기품질 미터기 동향



TCP/IP 이더넷 (POE:Power of 
Ethernet 지원) 

PM1
Plug-in 전원공급기

UPS1
Plug-in 리튬이온 UPS(30분)

MS1
GPS 안테나연결
타장치시각동기포트

GPS 안테나

V, I, f, DC 아날로그,
DI 접점감시주장치

온도, 습도, 기압,
진동, 지진센서등 USB 연결

8GB SD USB 
케이블연결

DC 24~48V 
전원공급단자

 IEC61000-4-30 & IEC62586 & PQube3  

제3장 전기품질 미터기 동향



제4장 전기품질 추이, 분석을 통한

설비 고장 예측진단 기법 및 사례



DC V, A ?

4.1 IEEE 관련 권고안 – 전기설비 고장시 부하단 원인 추적방향

제4장 전기품질 추이, 분석을 통한 설비 고장 예측진단 기법



- 모니터기준값(Threshold) 설정

제4장 전기품질 추이, 분석을 통한 설비 고장 예측진단 기법



- 전기품질모니터연결방법 : 개선장비가있는단상모니터링

제4장 전기품질 추이, 분석을 통한 설비 고장 예측진단 기법



- 전기품질모니터연결방법 : 삼상 Wye 모니터링

제4장 전기품질 추이, 분석을 통한 설비 고장 예측진단 기법



3상 4선식 변압기 측정방법

변압기표면온도,습도, 진동, 지진감시

R, S, T, N, E 상전류와전압감시를위한결선방법

제4장 전기품질 추이, 분석을 통한 설비 고장 예측진단 기법



VCB 판넬내부에설치

Protect relay 

VCB
22.9kV

제4장 전기품질 추이, 분석을 통한 설비 고장 예측진단 기법



제4장 전기품질 추이, 분석을 통한 설비 고장 예측진단 기법

ACB 판넬설치 모습
(380/220V)

PT

CT

PQube3



제4장 전기품질 추이, 분석을 통한 설비 고장 예측진단 기법

22.9kV VCB 판넬 설치 전, 후 사진

[ PQube3 ]



제4장 전기품질 추이, 분석을 통한 설비 고장 예측진단 기법

4.3  전기품질 미터기 – 새그 이벤트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파형 분석
( 2017. 3. 14. 16:53 울산공단 )

송전선로Zone1 보호릴레이
3-5 싸이클



제4장 전기품질 추이, 분석을 통한 설비 고장 예측진단 기법

4.3  전기품질 미터기 – 새그 이벤트 파형 분석
( 2017. 3. 28. 06:03 구미공단 )



추이 / 통계 (Daily)

제4장 전기품질 추이, 분석을 통한 설비 고장 예측진단 기법

THD, 불평형 역률,전력량

4.4  전기품질 미터기 – 설비 고장예측진단을 위한 감시 항목



추이/ 통계 (Weekly)
Voltage Current

Temperature & Humidity (온도/습도)

제4장 전기품질 추이, 분석을 통한 설비 고장 예측진단 기법

4.4  전기품질 미터기 – 설비 고장예측진단을 위한 감시 항목



추이 / 통계 (Weekly)

THD & Unbalance Flicker Power

제4장 전기품질 추이, 분석을 통한 설비 고장 예측진단 기법

4.4  전기품질 미터기 – 설비 고장예측진단을 위한 감시 항목



제5장 SAG 내성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국제 기준 소개



5.1 전기품질관리 체계도

전기공급자

- 한국전력그룹

- 공장 UT부

전기수요자

- 제품생산공장

- 장비운영부

장비제조자

-
생산공정장비
제조

- 일반장비제조

전 기 품 질

관 리 주 체

자연재해

전기품질

내성구매규격서
납품

내성

증명서

내성 구매기준

IEC61000-4-
11,34

SEMI F47 등

측정관리기준

IEC61000-4-30

EN50160

내성제작기준

IEC61000-4-11,34, 

SEMI F47, ITIC, CBEMA등

모두 만족할 수 있는가?
&

한쪽에서 득보면 다른쪽은 손해
본다?

&
大를위한 小의희생 정책인가?

& 
보호계전기를운영하고있는가?

제5장 SAG 내성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국제 기준 소개



5.2 IEC61000-4-11 Dip(Sag) Standard

SEMI F47보다 더욱 엄격함

제5장 SAG 내성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국제 기준 소개



변압기용량

(MVA)

돌입전류파고치(정격전류파고치의배수)

냉간압연강판 열간압연강판

HV측여자 LV측 HV측 LV측

0.1
1.0
5.0
10.0
50.0

11
85
6
5

4.5

15
14
10
10
9

6
5
4
3

2.5

9.5
7

5.5
3

2.5

 돌입전류치(평균)

5-2. IEC61000-4-11 - 여자돌입전류(magnetizing Inrush Current 

언급 부분

ㅇ IEC61000-4-11의정전과돌입전류 언급부분

제5장 SAG 내성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국제 기준 소개



5.3  Sag 관련 대표적인 국제 기준 그래프

제5장 SAG 내성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국제 기준 소개

?

SEMI F47 : 80% : 1 SEC,       70% : 0.5 SEC,      50% : 0.2 SEC 



구 분 SEMI F47-0706

Sag 

내성기준

요구사항 : 80% 1 초, 70%0.5초

50% 0.2초

권고사항 : 80%  10초

0%  1싸이클

적용대상장비 제조공정장비및 부속지원설비모두에적용

UPS 설치여부
모든공정장비내에배터리 UPS 전원불허용

엔지니어의책임하에 House UPS허용

시험상 1 pair Φ마다 (제어전원은단상임)

장비동작상태

내성기준이내는장비다운절대없음 (RF Gen.)

내성기준을벗어나면자동재기동, 복구 (RF Gen.)

One-Button에의한재기동기능요구

시험방법

SEMI F42가아닌 IEC61000-4-34

구체적방법없는장비: PASS/FAIL시험

시험결선모습사진촬영, 시험후 보고서작성

제품품질
내성기준이내는품질불확실 (RF Gen 출력변동가능하나자동재기동)

내성기준벗어나면제품불량허용

인증서발행
동일모델장비샘플시험후 인증서발행및 재 인증필요없음

(회로및 프로그램변경시 재 인증요망)

제5장 SAG 내성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국제 기준 소개



5.4 SEMI F47 기준의 특징

구분 유리한점 불리한점

전기공급부서측
(한국전력측)

- 큰새그발생시대형모터및대형장비다운
허용하여 공장전체정전을방지할수있음
-154KV급에서는거의다운없음(수년에 1번)
- UPS 설치최소화가능
- 공장건설비를절감하여경제적임. 

-장비다운되어일부생산차질
불가피함

장비제조자측
(메이커)

- 명확한기준으로장비제조사와마찰없음, 
- -50% Sag시채터링(접점떨림)현상없음.
- 큰새그발생시장비다운되어수명연장에
도움이됨.(돌입전류피해예방)

- 시험비용발생(1모델 1건시
험)
- 장비제조가부분상승

장비운영자측
(제품생산부서)

- 대부분의새그에대응가능함. (154KV공장
에서는수년에 1건정도)

- 큰새그발생시가끔씩다운
됨.
- 큰새그발생시제조품질불
량
발생가능

종합평가 - 한국전력 154kV 이상공급전기채택시유리
- 공장전체정전을방지할수있음.

제품생산차질에대해서 최고
책임자의이해필요함. (대정전
방지한것은칭찬)

제5장 SAG 내성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국제 기준 소개



구분 순간전압강하대책 순간정전대책

기준
규격

SEMI F47, IEC61000-4-11,34
(80%1초, 70%0.5초, 50%0.2초)

1 ~ 수초 정전대책

장점

O 154kV이상 수전공장의 공장건설단가를 낮출 수있음.
o 반도체 공장 내 공간을 적게 차지함.
o -50%부근의 새그발생시 채터링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음. 
o 온라인회로 방식으로 장비내 돌입전류 발생없음.
o 공장내부 지락사고로 큰 새그 발생시에는 대형장비가
다운되어 공장 전체 정전은 절대 발생하지 않음. 
o 장비 발주시에 전세계 장비구매에 적용 가능함.
o 154kV 공장에서는 기준값 이하로 내려갈 경우가 거의
없어 적절한 대책임.

o 개별장비에서 0볼트 1초에서 수 초 순간정전 동안에도 장비
를 계속 운전할 수 있음
o 공장 외부(한전 측)의 약한 순간전압 강하에는 공장 내 생산
장비가 거의 다운되지 않음
o 공장 생상장비 이용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음. 

o 오프라인 회로방식으로 시험방법이 매우 간단하여 시험비용
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스위치 온-오프방식으로 시험 가능함.)

단점

o 국제규격의 새그발생기를 사용하여 시험하여야 함으
로써 시험비용이 발생함

o 공장 내부 및 외부(한전측)의 순간전압강하가 설계 규
정값 이하로 발생 시 장비가 다운될 수 있음. (1초정전
보상저장장치시에는제외)
o 공장 내 설치되는 모든 장비 구매 규격서에 Sag 내성
규격과 시험방법 제도화 필요.
(발주부서의 계획적인 정책과 책임이 필요)
o 유틸리티 부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
요함.
o 공정 전체 정전은 완전 예방가능하나 대형 장비의 다
운을 허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산담당 경영진의 이해
가 필요함.

o UPS 대책수준의 비용이 많이 들어 공장 건설단가가 상승함..
o 자체 고장시에 장비다운 발생하여 외부 비상절체 S/W필요
O 새그 보상후 돌입전류 발생함.
o 50% 부근에서의 새그 발생시 각종 릴레이, MC등의 채터링
현상 발생할 수 있음.
o 내부지락 고장으로 큰 순간전압 강하 사고가 발생시에는 공
장전체의 계통이 무너질 우려가 있음.(단, 대책장비를 다량 설
치했을 경우에 한하며, 적은 수량 설치시에는 큰 문제가 없음.)
o 순간정전 대책으로 콘덴서 방식의 순간정전보상장치를 공장
에 매우 과다하게 설치하고, 모터제어 전원을 무정전 전원으로
과다하게 공급했을 경우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주 배전반 스위치에 돌입전류 집중으로 공장단위 정전을 유
발할 수가 있음.
- 공장 내 관련 장비를 설치하면 할수록 전체 전원 계통을 협
조보호하기가 더욱 어려워 짐.
- 콘덴서, 기판열화로인한과열, 화재의위험이있음.
o 배전반 스위치 용량을 과다하게 증가시 내부 대형사고시 부
스바 및 케이블 손상 가능

5.5 순간전압강하 대책과 순간정전 대책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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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KEPCO  송전선로 계통보호체계 순간정전 발생 ?

AΦ BΦ CΦ

AΦ BΦ CΦCB

CB

자동재폐로작동

변압기

154kV
초고압공장

KEPCO
#1 T/L

재폐로시순간정전발생
⇒ 공장전체정전유발

154 kV T분기 Single T/L의 위험성 => 모선 분기로 변경

○한전송전선의단락보호, 지락보호에적용된

3단계한시거리계전방식의 재폐로차단시간

- Zone-1 : 85% 구간, 순시( 0.05 ~ 0.09 Sec)
- Zone-2 : 120～150% 구간, 0.3Sec～0.4 Sec 지연동작
- Zone-3 : 225% 구간, 1.67Sec ~ 2.0 Sec 지연동작

☞ 해설 :  자기 고장구간은순시 정전 발생하지만

타 구간은 순간전압강하가발생함.

☞ Why ? : 1초 대책 근거 ? 

제5장 SAG 내성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국제 기준 소개



제6장 최적투자로 순간정전 및 Sag대책과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실제적

생산설비 보호 기술 사례들



6.1 순간정전과 Sag의 확실한 정의 및 특징

Sag(순간전압강하) 란?Interruption(순간정전)

≠

순간정전특징 순간전압강하특징

ㅇ발생시전자통신제어장비에는재기동현상이
생길수있음.

ㅇ재현시전원스위치온-오프로가능하나
순간완전단락정전시험은매우위험하여곤란.

ㅇ발생시전자통신제어장비에는 Hault 현상이
생길수있음.

ㅇ재현방법은반드시새그발생기로시험함.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Greeting, apology for speaking English Here to explain a different way of solving power quality problems



6.2 MC 채터링에 의한 순간정전 및 돌입전류 발생 –
Chiller (모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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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터링 1회 발생으로
순간정전 발생

채터링 방지로
순간전압강하 유지

순간전압강하발생

http://www.youtube.com/watch?v=fC71PRLlh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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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콘덴서형 순간정전 보상장치에 의한 돌입전류의 발생

☞ 돌입전류 발생 : 150A  x 100대 = 15kA / 1msec    

Cursor:  200.6ms  82.07 Amps                           www.PowerStandar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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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대비
7배발생

돌입전류제한
회로가 필요함.

DVC 회로 : 
오프라인 회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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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장비 다운 허용
사유 : 신뢰성 확보,

투자비 과다

개선 목표

〮

〮
〮
〮
〮〮〮〮
〮 〮2010년

목표#1 목표#2
20 40 60

목표#3

Which #?
Money ? 

과전류(3배), 0.1~1초이내
한전과협조보호방식운용보호계전기동작영역

송전계통보호계전기작동영역

보호계전기동작영역

〮 목표#4

목표#5

확장 가능 # ?

•

•

•
•

10%0.9초: Live ? 70%1.5초: Down? 

•



반도체장비에대한새그 발생시장비다운순위

1위 : EMO 릴레이, MC - 47% 

2위 : AC 단상 DC 전원공급장치 (SMPS) – 19%

3위 : 3상전원공급장치 (RF Gen, 고전압발생기) – 12%

4위 : 진공펌프 ( MC로구동 ) – 12% 

5위 : 고속터보펌프 ( 2초이상지속정전보상필요 ) – 7%

6위 :  AC 인버터 – 2%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6.5  순간 전압강하 발생시 공장 다운 개념
ㅇ 가장 약한 새그 내성을 가진 부품에 의해서 결정됨 – 직렬 동작개념

“리비히의 나무물통의 법칙” 

1초정전 or F47 or 4-34

리비히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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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순간전압강하 데이터 평균을 조사 후 변압기
탭으로 2차 전압 상승 조정 (L공장)

 순간전압강하시 고장데이터 평균을 조사 후 변압기
2차 탭 조정으로 전압 상승 : 공장 피해 최소화 달성



6.7  SMPS의 Sag 대책 방법 – Free Volt 선택

콘덴서타입 AC Sag 보상장치는

SEMI F47의 R1-5 에서는권고하지않음

- 사유: 돌입전류유발가능성

산업용 PC의 SMPS

Good !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산업용 PC 파워공급기



6.8 전기품질 릴레이와 PQube 활용예 – 반도체 장비

주의!
3상 전원 소요 장비에서
PQ Sensor(Relay) 
3개를 설치하는 것을
PQube-02-0100 
모델1개로 설치 가능함

대체 가능함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지속 운전 또는 자동 재기동 ? 



6.9 PQube 이용 방법 – KONE 엘리베이터

접점 출력 새그 레벨

.-30% 30싸이클

.-50% 6싸이클

.-60% 3싸이클 외 자유롭게세팅 가능

리셋버턴

접점 출력

Cursor:  -5.2ms  -506.11 Volts                           www.PowerStandar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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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M/C (또는 릴레이)의 Sag 대책장비 비교

전류보상방식
온라인

전압보상 에너지 축적
방식 오프라인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순간전압강하대책전용 콘덴서방식순간정전 및 순간전압강하대책겸용

접점 제어방식
오프라인

정전후 재기동전용

채터링 ?   Arc ?   Capacitor ?  수명 ?  운전상황과 감시접점 일치성 ? 

지연석방
유닛



6.10  M/C의 Sag 대책시 돌입전류 제한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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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MCC 제어반의 M/C에 대한 Sag 대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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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 로봇의 Sag 및 돌입전류 대책 = 코일록 대책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구분 일반 M/C UPS 방식 논트립장치
(SMPS 내장형)

지연동작한시재기동
릴레이방식

(SDDR)
COIL-LOCK 

특징

ㅇ모터기동/정지시
ON/OFF 스위칭
ㅇ 70-80% SAG시
M/C접점자동
Dropout (트립)
ㅇON 스위치로재기
동시킴

ㅇ M/C를 UPS전원을사
용하여공급함으로써
SAG와전혀무관하게
작동함으로써 M/C를인
위적으로 OFF하지않는
이상계속 ON상태유지
함

ㅇ약 1초이내의순간정전
또는 0% SAG에도 M/C를
유지시켜줌

ㅇ 70-80% SAG시에
자동으로 Dropout된
M/C를자동으로재기
동시켜줌.

ㅇ 25% SAG 3초까지 M/C를유지
시켜주고 25%이하가될경우에는
모터보호를위해서자동으로비
상정지함.
ㅇ DC전압, 전류제어회로방식
ㅇ모터코일보호가능함.

장점

ㅇ일정전압저하에
따라자동으로
Dropout됨으로써모
터의코일등에과전
류등의악영향을주
지않아모터수명이
길어짐.
ㅇ공장전체정전방
지에유리함.

ㅇ생산공정설비의중
단없이계속운전함으로
써모터운영율이극대
화됨.

ㅇ저비용으로 M/C 보호
가능함

ㅇ 1.5초이내의어떤종류
의순간정전에도생산설비
의중단없이계속운전이
가능토록함.

ㅇ M/C를자동으로재
기동시켜줌으로써모
터의보호와설비의완
전정지를방지해줌
ㅇ원격지 A/S 비용절
감에유리
ㅇ M/C를소량으로운
영할경우에효과적임
ㅇ저가격

ㅇ보호계전기동작과적합
ㅇ -50% 부근에서채터링현상전
혀없음.
ㅇ25%이하 SAG시에는모터손상
방지하기위해모터를비상정지
시켜서돌입전류가생기지않도록
함.(공장내부지락사고시공장전
체정전방지가능)
ㅇ장수명형 (최소 10년이상)
ㅇ설치간편,공사비저렴함

단점

ㅇ -40% 부근에서채
터링현상발생
ㅇ연속공정에서는
SAG시 Dropout에
의해생산공정에차
질이생겨경제적인
손해가생길우려가
있음.

ㅇ비용이많이듬
ㅇ단상결상정도의
SAG등어떤경우에도
모터를계속가동함으로
써정전후복귀시전체
모터돌입전류로인해
메인차단기트립우려

ㅇUPS 고장시피해가
막대함. 

ㅇ -50% 새그시에서채터
링현상있음.
ㅇ 1초동안단상결상정도
의 SAG에도모터를계속
가동함으로써돌입전류를
유발시킴.
O 콘덴서용량값변동에
따라성능변동 (6년주기
교체필요)
ㅇ고가격

ㅇ -50% 새그시에서채
터링현상있음.
ㅇ M/C를여러대운영
할경우순차적으로재
기동시각을지정해주
어야함으로써 M/C 고
유저항특성및
Dropout 포인트를알아
야함으로운영이까다
로움. 

ㅇ 25% 이하순간정전시에는모
터보호를위해모터를정지함으
로써생산에차질이생길수있음.
(154KV이상수용가에서는거의
발생하지않음)

ㅇ고가격

6.12 M/C Sag 보상장치 비교표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6.13 정밀제어용 모터 인버터의 새그 보상방법 비교

외부 AC 입력보상방식 내부 DC-Link 회로보상방식

ㅇ새그내성인증품외부설치보상방식
작업용이, 공장라인공간차지

ㅇ고가의새그보상장치설치필요

ㅇ인버터전단의시퀀셜용 M/C에대한새그대책필수

ㅇ인버터내부 DC 링크회로 병렬보상방식
ㅇ저가의보상모듈(CE인증필요)장착, 국제규격
새그발생기로내성인증시험필요

기 설치된인버터정격입력규격 : -15% ~ +10% (옵션:-25%)   

온라인새그보상장치

Cursor:  201.7ms  243.28 Volts                           www.PowerStandards.com

-500

-300

-100

100

300

500

Vo
lts

L3-L1 load      - milliseconds -    2007-02-15 오후  3:57:21
 -40  -8  24  56  88  120  152  184  216  248  280

Cursor:  202.7ms  14.22 Amps                           www.PowerStandards.com

-20

-12

-4

4

12

20

A
m

ps

L1 Ld (±100A)      - milliseconds - 2007-01-16 ?? 4:37:18
-40 -8 24 56 88 120 152 184 216 248 280

M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6.14  3상 인버터 새그 보상방법 : 모터 정속도 유지 불필요

- 1단계 : 시퀀셜 제어용 M/C 새그 대책 ( H공장)

고조파 다량 발생

Which ? 

S/W 수정방법
설정값수정 : 새그내성강해짐

고조파과다 발생 : DVC 설치시 다운발생



TR 출력

Sag보상출력

단상, 
500W,
1kW

바이패스
SW

6.14  제어 캐비넷 새그 대책 방법
- 집합형 M/C 및 AC 릴레이 대책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6.15  DVR (온라인 병렬보상회로 방식) 의 돌입전류 영향

Sag 전용보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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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돌입전류 없음!

저비용

★ DVR의 정의 : 입력 전류에너지를 이용하여 입력부 새그 발생시 병렬보상회로에 의해서 승압
변압기를 통하여 보상된 전압을 출력으로 보내는 장치임. ( 입력 전압이 오픈, 즉 순간정전 되면 출력은
제로가 되며, 입력과출력사이에전자적스위치가존재하지않는특징이있음)

Cursor:  -1ms  -47.39 Volts                           www.PowerStandar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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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DVR(새그보상) 대 DVC(순간정전) 회로 비교

구분

특 징

- 입출력사이에어떠한 전력전자스위치도존재하지
않아보상회로고장시에도출력전압은입력전압이그대
로 나와장비다운을근본적으로방지함.

-기준내연속새그에도상시보상가능한구조

- 저장장치에따라서정전보상가능, 돌입전류적음

- SCR 등전력전자스위치존재하여고장시출력전압이
“0”볼트로다운되어정전을유발할수 있음

- 고조파, 노이즈발생장소에서보상회로작동확률

- 연속새그보상 불가능, 내부회로수명에따라다운유발

-저장장치에따라서 1초~ 수초정전보상가능

시험방법 새그발생기시험필수적임, 스위치온-오프시험불가 새그발생기필요, 정전시험은스위치온-오프시험가능

제품명
(메이커)

OSC(재신정보), AVC(오키), SET  DVR (ZiGOR), 

Sag Fighter( UST사), AVC2 ( ABB) 방식

VSP(어드밴스드웨이브), TSP(웨스코),  DVC( 오키),  
DySC(softswitching) , AVC RTS (ABB) , Dip-Free  (NTC), 

국산대부분순간정전보상장치군 제품

오프라인직렬보상회로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온라인병렬보상회로

보수용스위치

보수용스위치

SCR 고속스위치



6.17 고조파, 노이즈발생시 DVR 대 DVC 동작결과 비교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DVR 회로(병렬보상회로)

ㅇ -50%까지고조파로인한 연속적새그
발생에도보상회로가연속동작하여
부하장비정상운전가능함. (콘덴서없음)

ㅇ -50% 미만에서는보상하지않고
통과시켜서내성이약한장비가다운됨

 DVC(1초순간정전보상장치)
ㅇ -50%까지특정고조파, 노이즈에도
콘덴서보상회로가 연속적으로 방전하여
부하장비가다운되는현상 발생함.

ㅇ정전시에는 1초간방전하여 장비
정상운전토록함. ( 발생빈도희박함)

UPS 후단 발생 가능함 !

새그 발생 +
위상차 발생



일반적인 DVR 의
동작원리

6.18 AC 중고압 중대형 DVR 장치 – 병렬보상회로방식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Energy
Storage가
없음

입력 부하

DVR에서 발생된 파형

DVR Dynamic Voltage Restorer
(순간전압자동보상장치)

Energy from 
Power Line

병렬보상회로

E=I² x R

전자스위치 존재 유무



6.19 AC 중고압 중대형 DVR 장치 - 규격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40% 이하시에는 바이패스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6.20  AC 중고압 중대형 DVR 장치 – 보상체계 도표
50% SET DVR

85%

60%

100% 100%100%

100%

35%
지락발생

154kV /
22.9kV 

/
380V

병렬보상방식

60% 12cycle at 380V 보상시
50% SET DVR

87%

45%

100% 100%98%

96%

26%
지락발생

154kV /
22.9kV /

380V

병렬보상방식

45% 12cycle at 380V 보상

40% 
이하는
무보상



6.21 DVC 회로 방식 - AC 중대형 정전 보상장치

오프라인 직렬보상 회로방식
1초 미만 돌입전류 회피 목적
입출력 사이 전자적 스위치 존재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6.22 UPS는 출력은 ?, 왜 출력 PQ 감시해야 하는가? 

• 현상 : 
- 장구간케이블로다량의부하에전원을공급
할경우, 작업자의실수, 장비고장시, SMPS에
의한고조파발생으로운영중인장비가 새그
영향으로 한전선로와상관없이 공장
생산설비가다운되는현상발생함.

• 대책 :
1. UPS는 정전에서도 안전하게 운전해야만 할

설비, 즉, 컴퓨터, 데이터서버, 네트워크설비
등에 한하여 최소로 사용하여야 하고
생산설비, 특히 M/C에 UPS 전원을 공급하는
것을지양해야함.

2. 생산설비내성을위해 SEMI F47이필수적임.
(콘덴서보상장치추가시더큰문제발생함)

3. UPS 후단도전기품질미터기로감시필요함.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UPS 출력
PQ 감시

UPS
입력

공장
UPS

SEMI F47 통과
장비로 생산함



UPS / ESS
그룹 중대형 3상
Sag전용보상기

소형 단상
Sag 보상기

SEMI F47규격
구매방식

구입비 매우비싸다 비싸다 싸다 매우싸다

설치공사비 매우비싸다 비싸다
비싸다

(회로개조포함)
-

공사기간 중간 짧다 길다 -

장비고장시
피해정도

매우크다 약하다 매우약하다 매우약하다

유지비 매우크다 적다 매우적다 매우적다

A/S 어려움 중간 쉬움 쉬움

6.23  새그 보상장치별 종합 비교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6.24  새그 발생기 시험 필요성

• 생산라인제어장비의새그영향원인파악및최적대책수립시필요 (메디컬MRI 기능과비슷함)

• 순간전압강하시 돌입전류의크기를 측정

• 순간전압강하 보상장치또는 순간정전보상장치개발시필수시험장비 (위상시험)

• 신규반도체도입장비의 SAG/SWELL에대한내성적합 검사시

No!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KS C IEC61000-4-11 기준중
피크 돌입 구동 전류 용량을 검증해야 한다면, 직류 쪽에서 값이 1,700 ㎌인 대전되지 않은 커패시터
가 있는 정류기로 구성된 부하를 구동할 때, 발생기의 전체 출력을 0%에서 100%로 전환해야 한다. 이
시험은 90°와 270°의 위상각 모두에서 실시해야 한다. 

전압 강하의 경우, 전원 전압의 변화는 전압의 부호 변환점에서 그리고 제품 위원회나 개별 제품

규격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 각 상에대해 45°, 90°, 135°, 180°, 225°, 270°, 315°에서선택한
추가각도에서실시해야한다.

No!



3Φ AC 
208V

IPC (순간전압강하종합시험기

: 새그발생기 )

시험대상장비 (반도체장비 + AC 
전원공급기, 인버터등 )

6.25  새그 발생기(IPC) 의 국제 규격품 구별 방법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70% 70% 
70% 

(A) (B) (C) 

6.26  새그 발생기(IPC) 의 국제 규격품 구별 방법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새그발생시반드시위상이 Shift 되어야함.

 3상동시새그시험은요구되지않음.




(A)





70%





70%





70%





(C)





(B)










새그 발생기의 rise time과 fall time에 대한 IEC  규격

6.27 국제 규격 새그 발생기 파형 조건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무부하에서의 출력 전압 표 1에서 요구한 것과 같은,잔여 전압값의 ±5%

부하가 발생기 출력에 있을 때 전압 변화
100%,출력,0A~16A
80%,출력,0A~20A
70%,출력,0A~23A
40%, 출력,0A~40A

UT의 5%미만
UT의 5%미만
UT의 5%미만
UT의 5%미만

출력 전류 용량

정격전압에서 위상 당 16A 실효치 . 발생기는 5초의
지속시간 동안 정격값의 80%에서 20A를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3초의 지속시간 동안 정격전압의
70%에서 23A를 그리고 정격전압의 40%에서 40A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EUT 정격
정상상태 전원전류에 따라 감소될수있다.A.3 참조).

피크 돌입 전류 용량 (전압 변동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
없음)

발생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단, 발생기의 최대 피크
용량은 250V ~600V전원의 경우 1,000A, , 200V~240V
전원의 경우 500A, 100V~120V 전원의 경우 250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00Ω 저항성 부하가 인가된 발생기에서,실제 전압의
순시 피크 오버 슈트 /언더슈트 UT의 5%미만

100Ω 저항성 부하가 인가된 발생기에서,급격한 변화
동안 전압상승 시간 및 하강 시간(tr과 tf), 그림 1b)와 2
참조

1㎲와 5㎲ 사이
(High Impedance에서는 100 ㎲ 이내)

위상 이동, 콘덴서 보상장치 시험시 필수 시험 0°~ 360°

전압 강하 및 정전과 전원 주파수와의 위상 관계 ±10° 미만

발생기의 부호 변환점 제어 ±10°



6.28 국제 규격의 새그발생기 파형 발생 조건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Cursor:  -1ms  -79.14 Volts                           www.PowerStandards.com

-500

-300

-100

100

300

500

V
o
lts

L3-L1 load      - milliseconds -    2011-03-18 오후  3:20:31
 -40  -8  24  56  88  120  152  184  216  248  280

스위칭 : 1 ㎲ ~ 5 ㎲
장비 Halt 시험 가능
High임피던스시험시

100 ㎲까지 스위칭가능

발생기의 rise time과 fall time 기간에 따라 장비 Halt 시험 가능여부 결정

온라인, 오프라인 보상회로 모두 시험 가능함

24 ㎲
발생기



6.29 비표준 Sag 발생기의 파형 분석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5mS동안 순간정전 발생
- 장비 Halt 시험 불가능

- 장비 재기동 시험은 가능

- 온라인보상장치(DVR) 시험시 다운됨
( 전류값이 0이 되기 때문임)
- 코일록 시험시 트립됨
- 순간정전 + 순간저전압 발생기임.

온라인 병렬보상회로
시험 불가능함



시험

장치

IPC480V-200A
Power Corruptor

슬라이닥스 Dip Simulator

온라인, 오프라인 보상회로 내성측정시험모두가능함 온라인병렬보상회로시험불가능함

외형

시험

출력

파형

시험

결과

사유

ㅇ사유 : 온라인회로보상방식인코일록의정상동작시험가능함.
-IPC480V-200A는스위칭 time이 24㎲이므로국제기준 100㎲이하
를만족함.

-슬라이닥스는스위칭 time이 zero이므로시험이가능하나정상새
그파형이아니어서충격성파형에대한동작시험확인은불가능함.

ㅇ사유 : 5,000㎲ 순간정전을 먼저 발생
시킨 후 전압강하가 발생하여 온라인 회
로 보상방식인 코일록이 트립되어 정상
시험이불가능함

6.30  MC에 대한 새그 내성 시험 장치 비교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6.31 새그 보상장치 제작시 필수 시험통과 항목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3Φ AC 

순간전압강하발생기
(국제규격 준수)

시험통과대상장비

(새그및순간정전보상장치 )

필수시험항목
: 45°, 90°, 135°,    

180°, 225°, 
270°, 315°

위상보상시험

24㎲ 스위칭 장비



6.32  Sag 보상장비 필수 시험 통과 항목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File Phase Ampli-
tude Duration Angle Result Comments

70%12C_L1-L2 L1-L2 70.00% 12.0 cyc 0 deg PASS

60%12C_L2-L3 L2-L3 60.00% 12.0 cyc 0 deg PASS 3상100%보상

50%12C_L3-L1 L3-L1 50.00% 12.0 cyc 0 deg PASS

50%12C_L2-L3 L2-L3 50.00% 12.0 cyc 0 deg PASS
1상 95%보상
1상 97%보상
1상100%보상

50%12C_L2-L3 L2-L3 45.00% 12.0 cyc 0 deg FAIL L1전류로 IPC다운

50%12C_L1-L2 L1-L2 50.00% 12.0 cyc 0 deg PASS L3 과전류로 IPC DOWN

50%12C_L1-L2 L1-L2 50.00% 12.0 cyc 0 deg PASS LAMP 7A

45%12C_L1-L2 L1-L2 45.00% 12.0 cyc 0 deg PASS LAMP 7A 
L3전류 트립

45%12C_L2-L3 L2-L3 45.00% 12.0 cyc 0 deg PASS
LAMP 7A
1상 96%
1상 98%
1상 100%

70%30C_L3-L1 L3-L1 70.00% 30.0 cyc 0 deg PASS LAMP 7A
3상 100%보상

70%30C_L3-L1 L3-L1 70.00% 30.0 cyc 90 deg PASS LAMP 7A
3상 100%보상

70%30C_L3-L1 L3-L1 70.00% 30.0 cyc 45 deg PASS LAMP 7A
3상 100%보상

80%5S_L1-L2 L1-L2 80.00% 5.0 sec 0 deg PASS LAMP 7A
3상 100%보상

47.5%12C_L2-L3 L2-L3 47.50% 12.0 cyc 0 deg PASS
LAMP 7A
1상 94%
2상 100%

45%12C_L2-L3 L2-L3 45.00% 12.0 cyc 0 deg PASS
LAMP 7A
1상 94%
2상 100%

42.5%12C_L2-L3 L2-L3 42.50% 12.0 cyc 0 deg PASS
NO LOAD
1상 93%
2상 100%

40%12C_L2-L3 L2-L3 40.00% 12.0 cyc 0 deg PASS
NO LOAD
1상40%, 

1상 88%, 1상100%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 내성기준(SEMI F47, IEC61000-4-11, -34) 내에서출력전압은
± 3% 이내에서전압보상을하여야함. ( 그이하의새그발생시에는
장비다운허용하며,  시험보고서를 모델별로첨부필수)

• 각 상에대해 45°, 90°, 135°, 180°, 225°, 270°, 315° 각도에서도
보상가능한지시험해야함.

• 보상장치내부고장시에도부하장비는다운되지않아야함.
• 보상장치고장시에는자체고장경보발생및접점을제공해야함.
• 보상장치를 수리하기위해서장치를철거또는예비장비로 교체시
에도부하장비가다운되지않는바이패스 스위치를구비하여야
함.

• 장비다운허용케이스 : 장비고장상태또는장비수리를위해서
철거한상태에서새그가 발생할경우.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문제점 수집
1. 장비 오동작
2. 전력 불안정

데이터 수집 및 측정 실시
1. 내부 시스템의 사이트 조사
2. 전기품질측정과 모니터 실시

전기품질 관련성 증명
1. 접지
2. 순간 전기 품질
3. 고조파 왜곡
4. 기타

모의 재현시험 실시

1. 순간전압변동, 고조파

평가 결과

1. 문제점 야기 원인 증명

해결책 및 권고안
1. 전력 안정화 장비 부착
2. 구내 배선 수정
3. 장비 설계 변경
4. 기타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6.35 종합1 : Sag 및 전기품질 감시, 대책수행 절차도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6.36 종합2 : Sag 및 전기품질 감시 구성 체계

팬모터 M/C,
펌프 M/C,

모터용인버터

생산설비

M/C 스위치

컴퓨터, 
네트워크

PLC

DVR,  DVC
코일록

코일록,

정속도인버터 :
DC새그보상장치

DC충전기
Online UPS

154kV
22.9kV

440V
380V

220V
208V
120V

220V
208V
120V

회로별역률, 고조파감시체계필수

충전기전단, 
UPS 후단

수명예측가능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6.37 종합3 : 전기품질 감시 시스템 화면 예제

ALTS,  ATS, CTTS= ?



6.38 종합3 : Sag 및 전기품질 감시, 대책기술 제안

 1단계 : 주요장소의전기품질을한전배전계통기준으로상시감시하고, 반도체
장비,  모터설비,  네트워크, 제어설비, PLC 다운시전기품질 크기를파악하여
고장재현시에활용하고신속한복구로고장복구시간단축필요

 2단계 : 문제가있는장비는국제규격의 Sag Generator를이용하여 새그에
대한내성시험과동시에돌입전류의크기를측정하고, 명확한 원인규명과

돌입전류 제한회로를추가하여재발방지대책수립

 3단계 : 장비정기보수기간중에주기적으로주요제어, 전원장비의 Sag 
내성을시험하여비정상작동여부와채터링유무를확인함
(콘덴서용량변화때문임.) 

 4단계 : 장비발주시에 순간정전대책이아닌 Sag 내성기준인 IEC61000-4-11, 
-34 또는 SEMI F47 기준으로구매시방서를작성.
(이유 : 돌입전류량을 평상운전대비 150% 이하(?)로제한가능하여배전반
스위치차단전류를저감시키는데도움이됨. )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결 론 : 산업수용가공장에는정전과순간전압강하만존재함.
(단, 장비의 M/C에채터링을발생시키지않는전제조건임)



6.40 종합4 : 생산설비의 구체적 새그 방지대책 예

(1) 전기품질센서설치; 장비 다운 방지용 또는 자동 재기동으로 활용 중

(2) 명확한원인파악;

(3) 저속릴레이로변경;

(4) 결상감시릴레이로순간정전방지대책금지:

(5) Trip셋팅변경;

(6) 전원공급장치셋팅;

(7) phase-phase연결;

(8) 저부하로가동;

(9) 전원공급기의용량증설;

(10) 전원공급선로상스위치수량최소화;

(11) 상기가 불가능할 시에 마지막으로 순간정전 또는 순간전압 강하보상

장치를추가로설치함.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6.41 공장 순간정전 및 Sag 대책 Flow Chart

순간정전대책
0.1초 : Good

순간전압강하
대책

Yes Yes

No No

1.수전선로이중화 (2T/L)
2. M/C 채터링방지장치
3. 대형 DVC, UPS,ESS 설치
4. 0.1초순간정전대책
5. PLC, Network, 서버장비

1. 대용량새그보상장치
2. 대형모터 – SVC 대책
3. 인버터 DC Ride-Through
4. 소용량새그보상장치
5. 제어회로부 새그방지장치
6. M/C 새그방지장치

KEPCO

1. 1T/L 재폐로시공장정전
2. 보호계전기에의한구역정전허용
3.    M/C 채터링허용에의한 장비측

순간정전발생

1. 대형모터기동시새그발생
2. 새그발생시장비수시다운
3. 공장생산성저하

공장
생산성
극대화

공장 내부사고시 보호계전기에 의한
0.1초 ~ 1초 사고구역 정전 실시

제6장 Sag 대책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 기술 제안



제7장 향후 Hybrid ESS 융합기술을

이용한 새그 및 순간정전 대책 기술

( 공장 전력량 피크 절감에도 기여 )



7.1 Hybrid  ESS 란 ? 
Hybrid ESS 란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기능과피크전력관리 (Peak Power 
Management) 기능을동시에수행할수있는에너지저장장치 (ESS, Energy Storage System) 

Hybrid ESS 는평소에는계통에너지또는신재생에너지를저장하였다가부하에피크가발생하면
피크전력소비로인한추가전력수요를계통전력을사용하지않고 ESS 에저장된에너지를사용하여
공급.

또한계통전력의정전, 순간정전, Sag 등이발생을하여도부하에무중단으로고품질의전력을공급.

Hybrid ESS의핵심기술
■ ESS 기술 *
1) 셀밸런싱 (1회충전에 ESS 전체셀밸런싱) 배터리성능향상및수명연장
2) 만충전 (100% 충전), 별도의셀밸런싱절차없이급속충전배터리사용효율증대
3) 불량셀만을교체하여사용할수있고불량셀을교환하는즉시시스템을정상운영하는시스템
저렴한유지보수 비용과시스템운영효율증대

4) 새그, 순간정전대책을동시에진행함에따른 ROI 기간단축가능

■계통연계기술**
1) 부하측소비전력을감지하여 PCS 의출력을제어하여역송전을방지하는기술  Hybrid ESS 

구현핵심기술
2) 기존의 ESS나 UPS는부하전류를감지하여 PCS 출력을제어하는기능이없음으로 Hybrid ESS의

기능수행에문제가있음.

제7장 Hybrid ESS를 이용한 새그 및 순간정전, 정전 대책기술



7.2 양방향 PCS 를 사용한 Hybrid ESS의 동작 설명

제7장 Hybrid ESS를 이용한 새그 및 순간정전, 정전 대책기술

 기 능 : 

ㅇ 정전시 전원측으로 역 송전 방지 ( UPS와 차별화 )

ㅇ 병렬 보상회로 방식으로서새그 및 순간정전, 정전등 복합 보상 기능 (ROI 단축)

ㅇ ESS 배터리는 리튬 이온으로 3년 무상 A/S 및 10년 수명 보장 가능한 BMS장착

ㅇ 부하측에는전기품질 미터기로전기품질 이벤트 상시 감시

ㅇ 대용량 배터리 증설시 최대피크 부하담당용 ESS 기능 추가 가능(ESCO 사업가능)

새그, 순간정전, 정전보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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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전세계 전기품질 평가 순위 – KPMG 발표

독일
미국



8.2 벨기에 유럽 광가속기 센터



UK, ARK Continuity – Modular Data Centre Tier III

– 500 kVA * 3 system, 800 kVA * 2 system, 2009년설치

0.1초정전보상용온라인새그보상장치 ( DVR 회로와유사함 )

8.3 영국 IDC 센터

No electronic
switch !



8.4 해외사 DVR 및 DVC 설치 싸이트

DVR

스페인 공장 - 에어리퀴드



DVR 설치 싸이트 - ZiGOR



DVC 설치 싸이트 - ZiGOR



DVC 설치 싸이트



DVR  설치 싸이트



DVR  설치 싸이트



DC 버스 Ride ThruDVR  설치 싸이트



DVC  설치 싸이트



대한민국 제품 – 거의 대부분 DVC 생산

8.5 국내사 DVR 및 DVC 설치 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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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품질 세계1등 국가인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

어느 길이 생산원가 경쟁력 우위를 점유할 것인가 ?

DVR 인가 DVC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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