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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발전기용량 산정식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rithmetic for Emergency Generator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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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the improvement of the arithmetic for emergency generator capacity. This formula 

which calculates emergency generator is dependent on the Korean Design Standard of building electrical equipment 

issu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technical data related to the generator. when 

appling the formula, the capacity of the generator is insufficient at the starting conditions of the load facility. In case of 

emergency, the generator is not operated normally.  of the formula ( ,  , ) applied in determining the capacity 

of the emergency generator is selected by calculating the capacity of the generator based on only  biggest one motor among 

the load equipment and  may not be able to start the generator normally in case of emergency because there is an error 

such that the power factor is applied at the last start of the motor having the maximum capacity of the load. We analyze the 

problem of capacity calculation of emergency generators used for general purposes. As a consequence, the improved formulas 

have been presented for safety of electrical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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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상발전기는 전력시설물에 전력을 공급하는 상용전원 공급설

비의 이상이 발생하거나 소화 활동 등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전력설비에 전원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설한다. 산업현장에서는 

이러한 비상발전기의 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국토교통

부의 ‘국가건설기준 KDS 31 60 20’[1]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

다. 이 설계기준에 의하면 비상발전기의 용량산정 시 적용하고 

있는 공식( ,  , )를 각각 계산하여 그중 가장 큰 발

전기 용량을 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수식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발전기 용량을 산정하는 수식이 ‘국가건설기준 KDS 

31 60 20’뿐 아니라 국내 각종 기관의 기술자료 등에서도 수식

이 각각 다르며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다. 잘못된 수식을 

적용하여 발전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비상발전기의 운전이 정

지되므로 비상시 인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내재한 채 적용해 왔던 비상발전

기 용량산정식을 검토 분석하여 안전성 확보에 적합한 비상발전

기 용량산정식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 본  론

2.1 소방 부하용 비상발전기용량 산정식의 현황(PG 방식)

발전기 용량계산은 PG 방식과 RG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PG 방식은 부하에 사이리스터 부하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적

용한다. PG 방식 계산방법은 정상상태 부하운용에 필요한 용량

(), 부하중 최대 기동 값을 갖는 전동기 기동시 순시 허용 

전압강하 대비용량() 및 발전기를 기동하여 부하에 사용 중 

최대 기동 값을 갖는 전동기를 마지막으로 시동할 때 필요한 용

량()를 계산하여 가장 큰 값을 적용하며 계산 수식은 아래와 

같다[1-2].

(1) 용량 (kVA) 계산

     × cos
×

 kVA                   (1)

 : 부하의 출력 합계 (kW)

 : 부하의 종합 수용률

  : 부하의 종합 효율 (불분명시 0.85 적용) 

cos : 부하의 종합 역률 (불분명시 0.8 적용)

(2)  용량 (kVA) 계산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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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최대 기동 전류를 갖는 전동기 출력(kW)

 : 전동기 기동 계수

  : 기동 방식에 따른 계수


′′ : 발전기 정수  

 : 발전기 허용 전압 강하율(승강기 경우 20%, 기타 25%)

(3) 용량(kVA) 계산 

   


××××cos


 (3)

여기서  : 최대 기동 전류를 갖는 전동기 기동시 역률 

(불분명시 0.4 적용)

그 외 표기는 식 (1), (2)에서와 같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비상발전기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 

지침”[3]과 LH공사의 “주택분야 전기․정보통신 설계지침”[4]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PG 방식의 발전기 용량계산은 상기 

수식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SH공사의 

“전기․정보통신 설계 기준”[5]은 RG 방식과 PG 방식을 적용하

고 있다.

2.2 비상발전기용량 산정식의 문제점 

2.2.1 발전기의 출력과 부하설비 입력간의 관계

종래 산정식에서는 비상발전기가 공급하여야하는 부하설비의 

입력 용량 kVA와 동일하게 비상발전기의 출력용량도 kVA로 표

시하고 있다.

발전기의 출력 용량 kW는 부하설비 용량 이상의 출력을 공급하

여야 안정된 운전을 할 수 있으므로 발전기의 역률이 고려된 경우

(kW/cos )에 비상발전기의 출력용량을 kVA로 표시 하여야 한다

[6-7].

즉, 비상발전기가 공급하여야 하는 부하설비의 입력 용량 1,000

kVA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발전기의 출력용량은 1,000

kW이고 지상역률 0.8을 적용하면 1,250 kVA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하설비의 입력 용량 1,000 kVA×발전기 역률(0.8)로 

계산하여 발전기의 용량을 800 kW로 계산하여 적용하고 있으므

로 비상발전기의 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발전기의 출력 용량과 부하설비의 용량이 똑같을 수 없

으므로 등호(=)의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부하 설비 용량보다는 

최소한 같거나 크게 산출 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부등호(≥) 표현

이 타당하다. 

2.2.2 PG2 계산 시 기저부하설비 적용 누락에 의한 발전기 용

량 부족

“는 부하 중 최대의 값을 갖는 전동기 또는 전동기군이 

마지막으로 기동할 때의 허용 전압강하를 고려한다.”고 되어 있

다[1].

그러나 수식 (2)를 보면 마지막 기동 전동기군만 고려되었고 

그외 부하는 수식에서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

은 전열부하이고 ~은 전동기와 같은 기동 시 역률이 존

재하는 부하라고 하면, 전체부하()는  과 

같이 표현된다. 마지막 기동 전동기 또는 전동기군 을 최대전

동기군 이라 하면, 전 부하에 대한 전압강하를 제대로 반영하

기 위해서 부하 중 최대의 값을 갖는 전동기 또는 전동기군()

을 제외한 부하()에 대한 용량 를 식 (4)과 같이 계

산하여 현재의  공식에 가산하여야 한다.

 × cos


                              (4)

기존의  공식은 그림 1의 전동기가 최대 용량의 전동기

()라고 한다면 한 대의 전동기만을 공급하는 비상발전기의 경우

는 현재의 수식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과 같이 여러 종류의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비상발전기의 경우는 식 (4)의 관련된 용량이 부족하게 되어 나

머지 전동기군을 포함한 모든 부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식이 

되어 비상발전기의 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림 1의 기저부하( )를 입력으로 환산한 용량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비상 부하 전체 중 시동 전류가 가장 

큰 전동기 1대의 용량만을 고려한 기존 공식을 적용한다면 식 

(4)에 관련된 용량이 누락되어 매우 부족한 발전기 용량 이 산출

되므로 무의미한 식이 되고 만다.

H1 ∙∙

∙

Hn M1 ∙∙

∙

Mn

PG2

Pm

ΣPL-Pm

그림 1 비상부하 구성 예

Fig. 1 Example of Emergency Load Configuration

2.2.3 PG3 계산 시 최대기동 전류를 갖는 전동기의 기동 시 

역률 적용에 의한 발전기 용량 부족

“는 발전기를 시동하여 부하에 사용 중 최대 기동 전류를 

갖는 전동기를 마지막으로 기동할 때 필요한 용량”으로 부하 설비 

중 용량이 큰 전동기의 기동 특성을 다음에 기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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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벡터도

Fig. 2 Vector diagram

cos : 직입기동 시 역률

cos′ : 보상기동 시 역률

cos : 운전 시 역률

cos′ : 개선 운전 시 역률

 : 전동기의 직입기동 시 입력전력(× )

 ′ : 전동기의 기동보상기 적용 시 입력전력

 : 운전상태의 입력전력

 ′ : 운전상태의 입력전력(역률개선)

 : Start(직입기동)무효전력

 ′ : Start(기동보상기 채택)무효전력

 : Running(운전)무효전력

 ′ : Running(역률개선 운전)무효전력

그림 2는 전동기의 기동특성을 설명한 벡터도이다. 

전압과 전류와의 곱 VI를 겉보기 전력 또는 피상 전력이라 하

고 기호는 Pa로 표현하며 식 (5)과 같다. 

  VA : [전압의 실효값×전류의 실효값]        (5)

부하에서 실제로 소비되는 전력을 유효전력이라 하고 일반적

으로 P라고 표현 하며 전압과 전류와 역률을 고려한 값으로서 

식 (6)와 같다.

  kW                                    (6)

에서는 이 기동특성을 고려하여 부하설비에 공급하여야 

하는 피상 전력  ′또는 값이 발전기의 유효 출력이어야 

한다. 그런데 식 (7)과 같이 기동계수에 cos를 곱하게 되면 부

하출력 값과 같아지게 되어 발전기의 용량이 부족하게 된다.

  ××× cos  kW                      (7)

유도전동기의 기동은 정상 운전시보다 역률이 낮으므로 무효

전력이 급격히 소비되는 상태로 비상발전기의 무효전력도 급격하

게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발전기의 단자 전압도 저하하게 된

다[8].

전동기의 토크와 전압의 관계는 식 (8)과 같은 관계가 있으므

로 발전기 단자전압이 감소하면 전동기의 토크가 급격히 감소하

게 된다[9].

이 때 전동기의 기동 토오크가 부하 토오크 보다 낮게 되면 

전동기는 기동 실패하게 된다.

∝                                            (8)

    : 전동기 토크(Torque)

    : 전동기 단자 전압

그림 (3)은 농형유도전동기의 기동 시 역률[10]을 나타내며 

전동기 용량에 따른 역률을 표 1로 환산하여 기저용량을 제외한 

최대 전동기 기동 시에 필요한 발전기의 출력 용량을 역률을 적

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아래 표 1에서 비교하여 보

았다.

(3.7 kW는 직입기동, 7.5~30 kW는 Y-Δ 기동, 37 kW 이상은 리

액터 기동)

그림 3 일반적인 농형유도전동기의 기동 시 역률

Fig. 3 Approximate starting power factor of typical squirrel 

cage induction motors

표 1에서 최대용량 전동기 기동 시 부하에 공급하여야 할 발전기

출력을 전동기 용량 370 kW의 기동 시 역률 0.19이므로

=7.2 C=0.65 적용하여 계산하면, 

① 기동시 역률 적용한 경우

      P=370 × 7.2 × 0.65 × 0.19 = 329 kW

② 기동시 역률 적용하지 않은 경우

 P=370 × 7.2 × 0.65 = 1,732 kW

상기 계산 예 ②에서와 같이 370 kW 전동기 1대의 기동특성만을 

고려한 발전기 용량은 1,732 kW이고 기동특성과 기동시 역률을 적

용한 발전기 용량은 계산 예 ①과 같이 발전기 용량 329 kW로서 

전동기 용량 370 kW보다 적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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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동기 기동 특성을 고려한 전동기 역률 적용에 따른 

발전기 출력용량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generator output capacity with motor 

power factor application 

전동기 
용량
(㎾)

기동시 
역률

×
발전기 출력 용량(㎾)

전동기
역률적용

전동기 역률 
미적용

3.7 0.62 7.2×1 16.5 26.7

7.5 0.55 7.2×0.67 19.9 36.2

11.0 0.50 7.2×0.67 26.5 53

15.0 0.47 7.2×0.67 34.0 72.3

22.0 0.43 7.2×0.67 45.36 106

30.0 0.40 7.2×0.67 57.8 144.6

37.0 0.38 7.2×0.65 65.9 173.2

55.0 0.34 7.2×0.65 87.5 257.4

75.0 0.31 7.2×0.65 108.8 351

110.0 0.28 7.2×0.65 114.1 514.8

150.0 0.26 7.2×0.65 192.5 702

220.0 0.22 7.2×0.65 226.5 1,030

370.0 0.19 7.2×0.65 329 1,732

525.0 0.17 7.2×0.65 417.7 2,457

750.0 0.15 7.2×0.65 542.2 3,615

표.   2 비상발전기 용량계산 실태 조사

Table 2 Survey on emergency generator capacity   calculation

설치장소
비상부하
설비 합

(kW)

최대전동기 
용량
(kW)

비상부하
입력용량

(PG3) (kVA)

발전기
선정용량

(kW)

00복합시설 702 75 1,068 925

00문화센터 1,150 75 1,026 1,000

00병원 296 75 478 400

00터미널 1,366 45 1,896 1,000*2

00연수원 541 55 797 750

00산업센터 237 75 330 300

00상업시설 1,065 110 1,231 1,270

00사옥 242 22 361 300

00오피스텔 293 110 532 450

00배구단 167 45 237 200

00주민센터 360 97 605 500

00허브 275 75 447 400

00병원신관 2,656 150 3,679 3,000

대전00지구 607 75 876 750

00아파트 1,590 75 2,190 1,750

이와 같이 대용량의 전동기 기동 시 역률을 고려하여 발전기

의 용량을 산정하게 되면 최대용량의 전동기를 맨 마지막 기동할 

경우 발전기의 용량 부족으로 전동기의 기동 실패가 일어나게 되

고 비상발전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표 2는 국내 전기설계 사무소에서 작성된 비상발전기의 용량 

계산서를 검토 분석한 내용으로서 는 적용된 사례가 없으므

로  kVA로 적용한 15곳을 표본 조사한 내용이다. 

상기 표 2에서 비상발전기 출력에 필요한 용량계산서를 살펴보면

() 최대전동기의 기동 시 역률은 전동기 용량에 상관없이 0.4를 

적용하였으며, 발전기의 역률은 0.8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모든 계산서가 계산된 총 부하입력 kVA를 발전기 출력 kW로 

표시하여야 하지만 발전기 출력 kVA로 적용하였으며, 이 출력 

값 kVA×발전기 역률(0.8)을 발전기 출력 kW로 산정하므로 비상

발전기의 용량이 부족하게 된다.

최대 전동기의 용량이 소용량인 경우에는 발전기용량 차이가 

적어 문제점이 없지만 전동기가 대용량으로 갈수록 기동 시 역률

이 낮으므로 발전기의 용량계산 값이 적어지게 되므로 심각한 문

제점이 발생한다.

2.3 비상발전기용량 산정식의 연구결과 식

2.3.1 개선된 비상발전기용량 산정식 도출 

정상상태 부하운용에 필요한 비상발전기의 용량()은 식 

(9)과 같이 계산하고 발전기 출력의 단위는 kW로 하며, 발전기 

역률을 고려한 경우에는 식 (10)과 같이 계산하여 발전기 용량을 

kVA로 나타낸다[6-7]. 

  ≥× cos
×

  kW                      (9)

 
′ ≥× cos

×
×cos


  kVA            (10)

부하 중 최대의 값을 갖는 전동기 또는 전동기군이 마지막으로 

시동할 때의 허용 전압강하를 고려한 비상발전기의 용량()는 

현행계산 식 (2)에 전동기 기동전 기저부하용량인 식 (4)를 가산하

여 식 (11)와 같이 계산하고 발전기 출력의 단위는 kW로 하며, 발전

기 역률을 고려한 경우에는 식 (12)과 같이 계산하여 발전기 용량을 

kVA로 나타낸다. 

   ≥ ×cos
 

  ×××″×


 kW (11)

  
′ ≥cos

 
 kVA                           (12)

발전기를 기동하여 부하에 사용 중 최대 기동 전류를 갖는 전

동기를 마지막으로 기동할 때 필요한 용량()은 현행계산 식 

(3)에서 최대 기동 전류를 갖는 전동기 기동시 역률()을 삭

제한 식 (13)과 같이 계산하고 발전기 출력의 단위는 kW로 하

며, 발전기 역률을 고려한 경우에는 식 (14)와 같이 계산하여 발

전기 용량을 kVA로 나타낸다.       

≥× cos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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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A                     (14)

여기서 각종 정수와 상수에 대한 설명은 ‘국가건설기준 KDS 

31 60 20’[[1]과 동일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생략한다.

 

2.3.2 비상발전기용량계산 사례 비교

표 2에서 조사한 00문화 센터를 예를 들어 비상부하설비의 합 

1,150 kW, 최대 전동기 용량 75 kW, 부하의 종합 효율 0.9, 역률 

0.9일 때 아래 조건에 적합하게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기 용량을 

현행 PG계수법을 적용한 것과 개선된 계산식을 적용하여 발전기 

용량을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 

(단, 리액터 기동방식(TAP 65 %)으로 

    기동계수(×C): 7.2×0.65

    전동기 기동 시 역률: 0.31, 

    발전기 정수 
′′ = 0.25 

     : 발전기 허용전압 강하율 20 % 발전기 역률: 0.8 

적용한다.)

를 적용한 비상발전기 용량에 있어서 현행 계산식 (2)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351 kVA

개선된 계산식 (11)과 (12)를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다.

 ≥1,678 kW

 
′ ≥1,678/0.8= 2,098 kVA

를 적용한 비상발전기 용량에 있어서, 현행 계산식 (3)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1,449 kVA

개선된 계산식 (13)과 (14)를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다. 

 ≥1,678 kW

 
′ ≥1,678/0.8=2,098 kVA

상기 계산 예에서와 같이 현행 를 적용하여 계산한 발전

기의 용량은 최대 전동기 부하를 제외한 기저 부하의 용량을 고

려하지 않고 최대전동기용량의 전동기 기동시의 전압강하만을 고

려하여 계산하므로 적용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계산식이 되었다.

현행 를 적용하여 계산한 발전기의 용량은 최대용량 전동

기를 기동 시 전동기 입력에 필요한 용량에 역률을 곱하게 되어 

발전기용량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개선된 계산식으로 를 계산할 때 발전기 정수 
′′ =

0.25와 발전기 허용 전압 강하율( )을 20 %로 적용하면 

와 는 같게 됨을 알 수 있으며, 동일한 조건으로 발전기 허

용 전압 강하율을 20% 미만으로 적용하게 되면 ＞가 

되어 에 의하여 계산된 발전기 용량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종래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식(PG방식)을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된 용량 산정식을 제시하였다. 

 계산 시 기저부하용량 미적용 및  계산 시 최대용량 

전동기 기동 역률 적용으로 발전기 용량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개선된 용량 산정식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

라 비상발전기의 용량은 비상부하의 종류에 따른 기동특성과 허

용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즉 계통사고에 기인된 

정전 시 비상부하설비에 안정된 전력을 공급해야 하므로 비상발

전기의 용량산정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설계사 자료, 국가건설기준, 전기설비 관련 전문 기

술서적 등에 비상발전기 용량산정식의 오류 공식이 수정되지 않

고 있어 고가의 비상발전기 설비가 재 교체되는 사례가 빈번하

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국토교통부의 국가건설

기준을 준용하여 설계 시 비상발전기의 용량을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선된 연구 식으로 국가

건설기준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함은 물론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장 

실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비상시에 안정된 비상전

력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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