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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전압강하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방법

(Development of a Method to Analyze Voltage Sag Monitoring Data)

박창현*

(Chang-Hyun Park)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to analyze the voltage sag data obtained from monitoring systems. In

order to establish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voltage sag problems, an assessment of the

system performance with respect to voltage sags is needed. Generally, the average annual sag

frequency can be estimated by using the recorded voltage sag events for several years. However, the

simple average value can not give the information about the errors of estimation. Such an average

estimation is not useful for establishing effective solutions for voltage sag problem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n effective method based on the Interval Estimation method. The estimation of voltage

sag frequency is performed by using the average frequency and Poisson probability model. The

proposed method can give the expected annual sag frequency and upper one-sided bound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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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력품질문제에대한관심의증가와함께효율적인

관리및대책수립을위해전용의모니터링장치의설

치와 운용이 늘어나고 있다[1-4]. 일반적으로 전력품

질 모니터링 장치들은 신호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다

양한품질현상들의검출과기록을핵심기능으로하

고있다[5]. 그러나모니터링데이터로부터유용한정

보를 추출하거나 분석하는 기능은 부족한 실정이다.

가장중요한전력품질문제인순간전압강하의경우에

도모니터링위치에서측정된이벤트의발생시각, 전

압강하의크기및지속시간을데이터베이스화하는기

능이전부라할수있다. 따라서순간전압강하모니터

링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고 효과적인

활용을위해다양한분석기술의개발과적용이필요

하다. 축적된 모니터링 데이터로부터 순간전압강하

발생 경향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정보의 도출에서부

터과거발생이력을바탕으로순간전압강하평가및

예측과같은유용한통계적분석기술의개발이필요

하다. 데이터 분석을통한순간전압강하평가결과는

측정지점에서의적절한보상기기의선정및관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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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수립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5-6]. 오랜

기간동안취득된모니터링데이터의분석을통해예

상되는 순간전압강하의 발생 횟수 추산과 더불어 경

제적 손실 평가가 가능하게 되며 적용가능 보상기기

와의소요비용비교를통해가장경제적인대책수립

에도활용할수있다[7]. 본논문에서는효율적인순간

전압강하 관리 및 대책수립을 위한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2. 순간전압강하 모니터링 

2.1 모니터링 데이터의 표현

전력품질모니터링장치에의한순간전압강하이벤

트 측정은 일반적으로 설정한 실효치 기준전압 이하

의전압이발생할경우그때의발생시각과전압강하

의 크기 및 지속시간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기

록된이벤트들은자체메모리에저장되거나네트워크

를 통해 전용의 서버에 데이터베이스화된다.

기록된순간전압강하이벤트는다양한형태로표현

된다. 순간전압강하밀도테이블(Sag Density Table),

순간전압강하 누적 테이블(Sag Cumulative Table),

산점도 (Scatter Diagram) 등의형태로결과를표현한

다[8]. 순간전압강하 밀도 테이블은 기록된 이벤트들

의 전압강하 크기와 지속시간을 특정 구간별로 정리

해서 나타내는 표이다. 표 1은 밀도테이블의 예이다.

표를통해전압크기 80～90%, 지속시간 0～200ms 사

이의순간전압강하가 18회발생했음을알수있다. 이

러한밀도테이블은모니터링지점에서어느전압범

위, 어느 지속시간범위의순간전압강하가많이발생

했는지적게발생했는지용이하게파악할수있는장

점이 있다.

순간전압강하누적테이블은일반적으로가장많이

사용하는결과표현방법이다. 전압레벨및지속시간

에대한누적값을표로써나타내는방법이다. 표 2는

누적테이블의예이다. 표를통해전압크기70%이하이

면서지속시간 200ms 이상인순간전압강하가5.5회발

생했음을알수있다. 특정전압및지속시간의누적된

순간전압강하 발생 경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표 1. 순간전압강하 밀도 테이블(연평균 전압강하 횟수)
Table 1. Voltage sag density table

크기

%

지속시간 ms

0～200 200～400 400～600 600～800 > 800

80～90 18.0 2.8 1.2 0.5 2.1

70～80 7.7 0.7 0.4 0.2 0.5

60～70 3.9 0.6 0.2 0.1 0.2

50～60 2.3 0.4 0.1 0.1 0.1

40～50 1.4 0.2 0.1 0.1 0.1

30～40 1.0 0.2 0.1 0.0 0.1

20～30 0.4 0.1 0.1 0.0 0.0

10～20 0.4 0.1 0.1 0.0 0.1

0～10 1.0 0.3 0.1 0.0 2.1

표 2. 순간전압강하 누적 테이블(연평균 전압강하 횟수)
Table 2. Voltage sag cumulative table

크기

%

지속시간 ms

0 200 400 600 800

90 49.9 13.9 8.4 6.1 5.2

80 25.4 7.4 4.7 3.6 3.1

70 15.8 5.5 3.6 2.9 2.6

60 10.9 4.5 3.1 2.6 2.4

50 3.0 3.8 2.9 2.6 2.3

40 6.2 3.4 2.7 2.3 2.3

30 4.9 3.1 2.6 2.3 2.2

20 4.2 2.8 2.4 2.2 2.2

10 3.5 2.5 2.2 2.1 2.1

산점도표현방법은그림 1과같이전압강하크기와

지속시간의 2차평면상에점의형태로이벤트를표현

하는 방법이다. 모니터링 지점에서의 이벤트들에 대

한경향및분포를한눈에파악할수있다. 뿐만아니

라특정부하의전압민감도곡선과함께표현함으로

써 해당 부하에 피해를 입히는 순간전압강하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상기 기술한 데이터 표현 방법들은 단순히 기록된

이벤트들의 서로 다른 형식적인 측면의 표현 방법들

이다. 기록된 이벤트데이터를이용한어떠한분석이

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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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순간전압강하 산점도
Fig. 1. Voltage sag scatter diagram

2.2 모니터링 기간과 평가의 정확도

순간전압강하모니터링데이터로부터발생경향파

악 등의 유용한 정보의 도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오랜기간동안축적된데이터의확보가필요하다. 모

니터링 기간이 짧거나 충분한 데이터의 확보가 이루

어지지않으면신뢰성있는분석결과의도출이어렵

다. 가장간단한분석으로모니터링기간동안측정된

데이터로부터연평균의발생횟수를추산하는것이다.

예로서특정위치에서 3년동안의모니터링을통해기

록된 순간전압강하 이벤트가 30회라고 할 경우 단순

히그평균으로써해당위치에서는연평균 10회순간

전압강하가발생할것으로추산된다는형태의분석이

다. 이러한단순평균으로써연평균횟수를추산할경

우는그결과의신뢰도가어떨지에대한고려가필요

하다. 확률이론에따라연평균 μ 횟수로발생하는이

벤트의경우오차율 ε의결과를얻기위한최소모니

터링기간n은식 (1)을통해근사적으로계산할수있

다[8].




(1)

식 (1)을 바탕으로 순간전압강하 횟수 추산의 정확

도와 소요 모니터링 기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에따르면하루에약 1회정도의빈도로발생

하는이벤트의경우오차율 10% 이내의결과를얻기

위해서는적어도 1년동안의모니터링이필요함을나

타낸다. 표 3은 포아송 확률분포를 고려한 이론상의

계산결과이다. 실용상으로우리나라는연중계절변

화가있으며계절별사고발생률이차이가나는만큼

최소 1년 이상의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하겠다.

표 3. 순간전압강하 평가의 정확도와 모니터링 기간[9]
Table 3. Monitoring interval required to obtain a

given accuracy[9]

이벤트 횟수
오차율

50% 10% 2%

1 per day 2 weeks 1 year 25 years

1 per week 4 months 7 years 200 years

1 per month 1 year 30 years 800 years

1 per year 16 years 400 years 10,000 years

3.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방법

3.1 통계적 분석 방법

측정된 순간전압강하 이벤트들은 일반적으로 앞서

기술한 순간전압강하 누적 테이블, 전압외란 산점도

등을이용하여표현된다. 이러한 분석은기록된결과

에대한단순한현황파악만가능할뿐이다. 순간전압

강하를 고려한 효과적인 계통 운용을 위해서는 발생

현황파악뿐아니라과거이벤트발생현황을바탕으

로통계적분석을통해향후순간전압강하발생경향

추정과 같은 분석이 필요하다.

기본적인통계적평가는연평균발생횟수를계산하

여그결과로부터향후발생경향을제시하는것이라

할수있다. 이와같은평가를통계학에서점추정이라

한다. 점추정은추정결과가하나의수치로나타나며

오차의개념이포함되지않는단점이있다. 점추정결

과가실제모수의참값에얼마나벗어나있는지, 얼마

나가까운지에대한개념이전혀나타나지않는다. 실

제점추정결과가향후실제순간전압강하발생횟수

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수있다. 활용

면에있어효과적인추정방법이라할수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측정된 순간전압강하 이벤트에 대한

구간추정기반의평가방법을제안한다[10]. 구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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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어진신뢰수준에대해모집단의값이어느범

위에있는지그범위는추정하는작업이라할수있다.

순간전압강하모니터링데이터에대한구간추정은평

균값을 바탕으로 최대 발생 횟수를 계산하여 알려줌

으로서 순간전압강하 발생 경향 파악에 매우 효과적

이다. 전력계통에서의사고는순간전압강하의대표적

인원인으로다른원인에비해전압강하폭이크며파

급범위도넓다. 계통에서의사고발생은무작위적인

특성이강하며일반적으로포아송의분포를따른다고

알려져있다. 포아송확률분포는이산확률분포중의

하나로단위시간이나단위공간에서어떤이벤트의발

생횟수가갖는분포를나타낼때적합한모델이다. 일

반적으로포아송분포모델을따르는확률변수의예로

는하루동안어떤공장에서생산된제품의불량품개

수라던지 어느 지역에서 1년 동안 발생할 화재 횟수

와 같은 것들을들 수 있다. 순간전압강하 발생에 대

한 시간과 이벤트 발생과의 관계를 지수적인 관계로

가정할 경우 포아송의 분포에 따른 순간전압강하 발

생 확률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10].

    



(2)

여기서 x는확률변수이며주어진시간간격 t 동안

에평균적으로발생하는결과의수는  가된다.

순간전압강하모니터링이벤트에대한연평균횟수

는식 (3)과같이추산할수있다. 연평균이벤트횟수

는 연간 순간전압강하 발생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이

는 오랜 기간 모니터링된 이벤트 데이터로부터의 산

술 평균이다.

  


(3)

여기서

n : 모니터링 기간

k : n년 동안 실제 취득된 이벤트 횟수

예로써연평균 4회 정도발생하는이벤트가포아송

의확률분포를따른다고할경우일년동안 6회의이

벤트가 발생할 확률 P는 다음과 같다.

    





3.2 구간추정에 따른 평가

전력계통에서의순간전압강하발생이포아송의분

포를따른다고 할경우평균값과 식 (2)를 통해 확률

밀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확률 밀도함수로부터 신

뢰한계 95%에대한신뢰구간을계산할수있다. 일반

적으로 통계학에서는 95% 신뢰한계의 상한 및 하한

구간을 제시한다. 그러나 순간전압강하 발생에 있어

하한 한계는 결과의 활용상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상한한계를평균과함께제시하는것이보다효과적

이라할 수 있다. 예로서 연평균 20회 정도 발생하는

이벤트의 경우 식 (2)의포아송확률밀도 함수는그

림 2와같다. 해당확률밀도함수에서 x축전체에대한

적분값은 1과 같다. 따라서 95%의 단측 신뢰한계는

식 (4)와같이 x=0에서부터의누적확률이 0.95이상이

되는 때의 x(max)값과 같다. 즉 그림 3의 누적확률
그래프에서 누적확률 0.95일 때의 x값이 된다.


 

 





≥ (4)

그림 2. 평균 20에 대한 포아송 확률 밀도 함수
Fig. 2. Poisso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for

averag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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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결과 95% 신뢰한계에 있어 상한 신뢰 구간은

약 28회가된다. 이 결과는다음과같이해석된다. 순

간전압강하가 포아송의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연평균 20회의빈도발생할경우최대 28회까지발생

할수있음을 95% 신뢰할수있다는의미이다. 즉같

은환경하에서 100번측정을하면 95번은 28회이하의

순간전압강하가 발생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 누적 확률 분포 함수
Fig. 3.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표 4. 개선된 순간전압강하 누적 테이블
Table 4. Proposed voltage sag cumulative table

크기

%

0ms 200ms 400ms 600ms 800ms

평균 상한 평균 상한 평균 상한 평균 상한 평균 상한

90 49.9 62.0 13.9 20.0 8.4 13.0 6.1 10.0 5.2 9.0

80 25.4 34.0 7.4 12.0 4.7 9.0 3.6 7.0 3.1 6.0

70 15.8 23.0 5.5 10.0 3.6 7.0 2.9 6.0 2.6 5.0

60 10.9 17.0 4.5 8.0 3.1 6.0 2.6 5.0 2.4 5.0

50 3.0 6.0 3.8 7.0 2.9 6.0 2.6 5.0 2.3 5.0

40 6.2 11.0 3.4 7.0 2.7 6.0 2.3 5.0 2.3 5.0

30 4.9 9.0 3.1 6.0 2.6 5.0 2.3 5.0 2.2 5.0

20 4.2 8.0 2.8 6.0 2.4 5.0 2.2 5.0 2.2 5.0

10 4.2 8.0 2.8 6.0 2.4 5.0 2.2 5.0 2.2 5.0

오랜기간동안기록된이벤트데이터로부터장기적

인 관점의 연평균 순간전압강하 발생 정도를 추정하

여다양한대책수립및관리방안등의수립에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추정결과의활용면에서앞서기술

한데로 점추정 형태의 결과 보다는 포아송 확률분포

를고려한구간추정의결과가보다효과적이라할수

있다. 순간전압강하 평가의 추정 결과는 일반적으로

전압강하크기 10%또는 0.1p.u.단위, 지속시간 100ms

또는 200ms단위로구분하여순간전압강하밀도테이

블 또는 누적 테이블로표현할수 있다. 먼저기록된

순간전압강하 데이터를 크기 10%, 지속시간 100ms

단위로 구분한다. 각 단위 구분 데이터들에 대해 식

(3)을통해연평균값을계산한다. 이평균값으로부터

식 (2)의포아송확률분포함수를도출한다. 확률분포

모델로부터 상한 한계를 계산하여 평균값과 함께 제

시한다. 최종적으로표 4와같은개선된순간전압강하

누적 테이블을 제시할 수 있다.

4. 모니터링 데이터를 이용한 순간전

압강하 평가

오랜기간취득된실제순간전압강하모니터링데이

터로부터 연평균의 발생 경향을 평가하였다. 순간전

압강하에민감한부하들을포함하고있는국내모산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분석하였

다. 표 5는모니터링장비로부터기록된순간전압강하

이벤트의데이터베이스일부이다. 2001년부터 2007년

까지약 6년간의데이터를분석하였다. 해당산업체는

154kV이상의 대수용가이며 기록된 순간전압강하 이

벤트는 송전계통에서의 사고가 주요 원인이다. 배전

수용가에비해상대적으로발생횟수는적다. 순간전

압강하발생횟수, 전압강하크기및지속시간은계통

에서의모니터링위치, 기간등에따라다르게나타난

다. 기록된데이터에대해순간전압강하크기및지속

시간별 연평균 발생 횟수를 평가하면 표 6과 같다.

표 5. 순간전압강하 모니터링 데이터의 일부
Table 5. Voltage sag monitor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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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실제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한 연평균 누적
테이블

Table 6. Average annual cumulative table for real
monitoring data

크기 %
지속시간 ms

0 100 200

90 10.5 3.0 0.7

80 1.9 0.4 0.2

70 1.0 0.2 0.2

60 0.4 0.2 0.0

50 0.9 0.4 0.2

40 0.5 0.0 0.0

표 7. 실제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한 개선된
순간전압강하 누적 테이블

Table 7. Voltage sag cumulative table for the real
monitoring data

크기

%

0ms 100ms 200ms

평균 상한 평균 상한 평균 상한

90 10.5 16.0 3.0 6.0 0.7 2.0

80 1.9 4.0 0.4 2.0 0.2 1.0

70 1.0 3.0 0.2 1.0 0.2 1.0

60 0.4 2.0 0.2 1.0 0.0 0.0

50 0.9 3.0 0.4 2.0 0.2 1.0

40 0.5 2.0 0.0 0.0 0.0 0.0

표 6은모니터링기간에대한평균값으로서의발생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압크기 90% 이하이면서지

속시간 100ms를넘는순간전압강하가해당지점에서

연평균 3.0회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결과는오차의개념이포함되지않은값이다. 향후

실제발생하는순간전압강하횟수와정확히일치하는

것을보장할수없고수년동안일치하는경우가없을

수도있다. 평균의개념으로분석을하기때문이다. 따

라서 평균값과 함께 포아송의 확률분포를 고려한 최

대발생횟수를함께제시하는구간추정이보다적합

한분석이라할수있다. 표 6의연평균결과로부터포

아송확률분포모델을수립하고 95% 수준의상한신

뢰한계를계산할수있다. 표 7은제안하는방법을통

해 추정된 순간전압강하 누적 테이블이다. 그림 4는

전압크기 90%이하이면서지속시간 0ms를넘는순간

전압강하에 대한 포아송 확률분포 곡선을 나타내며,

그림 5는 누적확률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4. 전압크기 90% 이하에 대한 포아송 확률 밀도 함수
Fig. 4. Poisso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for

voltage magnitude below 90%

그림 5. 전압크기 90% 이하에 대한 누적 확률 분포 함수
Fig. 5.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for voltage

magnitude below 90%

표 7과 그림 5는 전압크기 90% 이하의순간전압강

하에대한연평균발생횟수는 10.5회이며순간전압강

하의발생이포아송확률분포를따른다고할때 95%

신뢰수준에서최대 16회까지발생할것으로추산된다

는결과를제시한다. 단순한 평균으로서의점추정분

석보다는 제안하는 구간 추정의 결과가 활용상 효과

적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대책을 수립할 때민감부

하지점에서의순간전압강하예측을평균값의단일치

를기준으로하는것은오차를알수없기때문에애

매모호할수있다. 반면평균과확률분포에근거한상

한을 제시할 경우는 대책 수준을 상한값을 기준으로

수립하거나 평균과 상한의 적정 수준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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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논문은순간전압강하모니터링데이터에대한개

선된 분석 방법을 소개하였다. 순간전압강하 모니터

링장치는전압강하발생이벤트에대한정보를기록

하고 출력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한다. 오랜 기간

기록된데이터로부터유용한정보를도출하여활용하

게되는데기본적으로연평균의발생횟수를추산하여

향후의 발생정도를 추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분

석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니터링 기간 동안

기록된 이벤트 횟수로부터 연평균 횟수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평균값으로나타내는결과는순

간전압강하대책및관리계획수립등에활용하기에

는효용성이떨어진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평균값

과포아송확률분포모델에따른상한값을함께제시

하는평가방법을소개하였다. 평균과최대값이제시

될경우대책수립의범위와정도를결정하는데매우

효과적이다. 물론 본 논문에서는 순간전압강하 발생

형태가 포아송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실

제 기록된 순간전압강하의 양상이 다른 확률분포를

따른다면 해당 확률 분포 모델로 모델링하여 유사한

절차로최대값을제시하면된다. 단순히이벤트를기

록만하는모니터링시스템은활용성이떨어진다. 제

안하는평가방법을포함해다양한분석기능의개발

과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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