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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순간 전압 강하는 중요한 전력 품질 문제 중의 하나이며,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Sag에 대한 정확한 Risk 분석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순간전압강하 평가는 관심 지역에 예상되는 순간전압 강하 발생 

횟수를 추산하는 것으로 Sag에 대한 Risk 분석에 활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실측 Sag Data를 이용하여 사고를 모델링하고, 전국 154kV 

이상 모선에서 모델링한 사고를 모의 시험하여 순간전압강하 평가를 

수행하였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Super Capacitor를 적용한 off-line UPS를 

사용하여 Sag에 대응하고 있다. 새로운 Sag 대응 방안으로 가장 

대표적인 FACTS 설비인 STATCOM의 Sag 보상 효과를 

PSCAD/EMTDC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STATCOM 설치 위치에 따라 

분석하였다. 인입 계통인 154kV 모선과 배전 계통인 22.9kV 모선을 

설치 위치로 선정하였다. 

STATCOM은 22.9kV 모선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으며, 기흥 

지역에 대한 순간전압강하 평가 결과에 따라 STATCOM이 보상해야 할 

전압의 크기는 0.7pu였다. 이를 위한 STATCOM 설치 용량은 22.9kV 

모선 설치 기준 400MVar이었다. 

 

 

주요어 : 순간전압강하, Sag, 순간전압강하 평가, STATCOM, 전력 품질 

학   번 : 2019-2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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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 내용 

 

오늘날 산업계 생산 설비들이 반도체 소자를 사용하는 등 고도화 

됨에 따라 고품질의 전력 품질을 요구하고 있다. 전력 품질 중 순간 

전압 강하는 컴퓨터 및 전동기에 영향을 주어 제조 공장의 공정을 

정지시킴으로 전 산업 영역에 걸쳐 피해를 발생시킨다. [그림 1] EPRI 

자료에 의하면 순간 전압 강하에 의한 반도체 산업 손실 비용은 약 

6천6백만원/MW이다.[1] 

 

[그림 1] Typical Costs of Voltage Sag Related Shutdowns Per 

Industry 

반도체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기흥 지역의 '16~'19년 Sag Data를 

보면 연평균 6.4회(총 32회) Sag가 발생하였으며, '20년에는 전압 



 2 

강하율이 70.6%(잔류 전압 0.29 pu)인 Deep Sag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이러한 Sag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신규 라인 건설 시 순간 전압 강하를 대비하기 위한 

설비 투자비가 전체 전기 설비 투자비의 약 15%에 달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도체 공장에서 Sag에 대응하기 위해 Super Capacitor가 적용 된 

off-line UPS를 사용해 왔으며, 보상 기준은 전압 강하율 100% Drop을 

1초간 보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간 예상되는 순간 전압 강하 발생 횟수를 추산하는 

순간전압강하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관심 

지역에 대해 순간전압강하 평가를 수행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순간전압강하 평가를 시뮬레이션만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16~'20년 실측 Sag Data를 이용하여 사고 모델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적정 전압 보상 기준을 

수립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FACTS 설비인 STATCOM을 전압강하 보상 설비로 

사용했을 때의 보상 효과를 STATCOM의 설치 위치에 따라 

PSCAD/EMTDC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설치 위치와 순간전압강하 평가를 통해 구한 보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STATCOM 용량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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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논문의 구성 

 

본 석사 학위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연구 내용, 논문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실측 Sag Data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순간전압강하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관심 지역에 대해 순간전압강하 평가를 

수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전압 강하 보상 설비의 종류와 반도체 공장의 Sag 

대응 현황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STATCOM의 Sag 보상 효과를 PSCAD/EMTDC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설치 위치, Sag의 정도, STATCOM 용량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기술하였다. 

  



 4 

제 2 장 순간 전압 강하 평가 

 

제 1 절 순간 전압 강하의 정의 

 순간 전압 강하(Instantaneous Voltage Sag)는 전력 계통 고장, 

전력 공급 지역의 큰 부하 변동, 전기 공급 설비 불량 등에 의해 

발생하는 순간 전압 저하 현상이다. IEEE Std 1159™-2019에서는 

0.5∼30cycle 동안 0.1~0.9pu로 전압이 감소하는 현상을 순간 

Sag(Instantaneous Sag)라고 정의[2]하고 있으며, IEC에서는 Dip이라 

표현하다. [표1]은 IEEE Std.1159와 1250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압 

크기의 품질에 대한 정의를 보여준다. 

 

[그림 2] Instantaneous Sag 

[표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IEEE Std. 1159에서는 지속시간에 

따라 Instantaneous Sag, Momentary Sag, Temporary Sag 3가지로 

정의 하고 있다. 그림 1은 '16~'20년 기흥 지역에서 발생한 순간 전압 

강하 Data를 전압 크기와 지속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6.4회(총 32회)의 Sag가 발생하였으며, 지속시간은 주로 

100ms 이내, 크기는 50%이내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또한, 전압 강하 

최대 크기는 70.6%, 가장 긴 지속 시간은 242ms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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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압 크기의 품질에 대한 정의 

 

 
[그림 3] '16~'20년 기흥 지역 Sag 발생 현황 

  

 

종류 
IEEE Std. 1159 IEEE Std. 1250 

크기[p.u] 지속시간 지속시간 

1. 단시간 변동    

· Instantaneous Sag 0.1 ~ 0.9 0.5~30[cycles] 0.5~30[cycles] 

· Instantaneous Swell 1.1 ~ 1.8 0.5~30[cycles]  

· Momentary Interruption < 0.1 0.5[cycle]~3[sec] 0.5[cycle]~3[sec] 

· Momentary Sag 0.1 ~ 0.9 30[cycle]~3[sec] 30[cycle]~2[sec] 

· Momentary Swell 1.1 ~ 1.4 30[cycle]~3[sec]  

· Temporary Interruption < 0.1 3[sec]~1[min] 3[sec]~1[min] 

· Temporary Sag 0.1 < 0.9 3[sec]~1[min] 3[sec]~1[min] 

· Temporary Swell 1.1 ~ 1.4 3[sec]~1[min]  

2. 장시간 변동    

· Sustained Interruption 0 > 1[min] > 2[min] 

· Undervoltage 0.8 ~ 0.9 > 1[min]  

· Overvoltage 1.1 ~ 1.2 > 1[min]  

· Voltage Imbalance 0.5 ~ 2.0 Stead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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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순간 전압 강하 평가 

순간전압강하 평가는 특정 관심 수용가에서 예상되는 순간전압 강하 

발생 횟수를 추산 하는 것으로[3, 4], 일반적으로 두가지 방법으로 계산 

가능하다. 첫번째는 관심 수용가에서 전압 모니터링을 하여 취득한 Sag 

Data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Sag의 크기에 대한 신뢰도는 

높으나 오랜 시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 

방법은 계통 내 사고 이력 데이터(사고율)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압강하 취약지역 AOV(area of severity)를 계산하여 

순간전압강하 연평균 예상 발생 횟수를 추산하는 방법으로 계획 단계 및 

다양한 계통 상황에 대해 모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고 이력 

데이터 및 상정 고장에 따라 신뢰도가 많이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5년간 취득한 Sag Data를 기반으로 계통내 

사고를 상정하고, Python과 PSSE를 이용하여 상정한 사고를 전국 

154kV 이상 모선 1,464개에서 발생시키고 관심 지역의 전압을 

모니터링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관심 지역의 순간 전압 강하 

32,208회 Data를 수집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순간전압강하 발생 

확률표를 도출하였으며, '16~'19년 송·변전 설비 고장 현황 Data를 

이용하여 순간전압강하 연평균 예상 발생 횟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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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16~'20년 실측 Sag Data를 활용한 사고 상정 
 

전력 계통 내 고장이 발생하여 고장 전류가 흐르고, 전압 강하가 

발생할 때 전압 강하의 정도는 고장의 정도, 즉 고장 임피던스에 따라 

달라진다. 고장 임피던스가 작은 고장(완전 지락 또는 완전 단락)에서는 

고장 전류가 커지고, 전압강하율도 커진다. PSSE 계통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면 3상 단락 고장 동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고장 

어드미턴스 조정을 통해 고장의 정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16~'20년 기흥 지역에서 발생한 Sag Data 32건에 

대해 기흥 지역(농서변전소)에 동일 Sag를 발생 시키는 사고 

어드미턴스를 산출하였다. [표2]에서 상정한 고장 Bus는 발생원인에 

가장 근접한 Bus로 선정하였고, 고장 어드미턴스를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측 Sag Data의 변동률과 가장 

유사한 고장 어드미턴스를 도출하였다. 이때 이용한 계통은 KEPCO 

2022년 예상 Peak 계통을 이용하였다. 총32건의 Sag Data 중 원인이 

불명확하여 고장 Bus 선정이 어려운 것과 고장 어드피턴스가 중복 되는 

것을 제외하고 [표2]와 같이 22건의 고장 어드미턴스를 갖는 고장을 

상정 사고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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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측 Sag Data 기반 고장 상정 

  

No 일자 Site 변동률 ms 발생원인 고장 Bus Bus Number 고장 어드미턴스

1 2016-01-10 기흥 7.6% 49 345kV 아산-화성#2 송전선로 정지 아산3 6950 1.1*10^4 7.7%

2 2016-07-05 기흥 6.7% 41 345kV 신가평-포천LNGCC#1,2 T/L 자동투입 성공 신가평3 1200 1.13*10^4 6.7%

3 2016-07-29 기흥 18.0% 72 345kV 신안성-신성남 #2T/L 송전선로 낙뢰 신안성3 4100 0.73*10^4 18.2%

4 2016-09-02 기흥 22.5% 50 345kV 신안성-신용인 #1 T/L 송전선로 낙뢰 신안성3 4100 0.88*10^4 22.4%

5 2017-06-27 기흥 42.8% 73 신수원 S/S 내 신수원-동수원 #1 T/L 지중선로 고장 동수원 4675 0.64*10^4 43.0%

6 2017-07-02 기흥 11.2% 75 345kV 신용인-동서울 #2 T/L 정지 신용인3 4700 0.35*10^4 11.6%

7 2017-07-14 기흥 30.4% 73 345kV 신용인-동서울 #1 T/L 정지 신용인3 4700 0.9*10^4 30.6%

8 2017-07-16 기흥 19.5% 66 345kV 신용인-동서울 #1 T/L 정지 신용인3 4700 0.56*10^4 19.3%

9 2017-08-24 기흥 16.5% 67 345kV 신안성-신성남#2T/L 정지(재폐로정지선로) 신안성3 4100 0.68*10^4 17.0%

10 2017-09-19 기흥 13.3% 59 신안성 S/S 765kV 신안성~신성남 #1 T/L 낙뢰 신안성7 4010 0.79*10^4 13.4%

11 2017-11-25 기흥 18.2% 66 동서울S/S 345kV 신용인-동서울 #1 T/L 정지 동서울3 2500 5.5*10^4 18.4%

12 2018-03-13 기흥 45.0% 68 신수원 변전소 내부 고장으로 추정 신수원1S 4661 0.63*10^4 45.3%

13 2018-11-12 기흥 8.2% 58 한전 신가평 765kV 변전소 계통 이상 신가평7 1020 1.02*10^4 8.2%

14 2018-12-11 기흥 8.6% 73 성동변전소 345kV 선로 고장 성동3 1600 1.9*10^4 8.7%

15 2018-12-18 기흥 9.3% 52 경기 북부 미금-성동 345kV 구간 선로 고장 성동3 1600 2*10^4 9.2%

16 2019-03-18 기흥 25.5% 67 한전 신용인 변전소 Shunt Reactor 조상 설비 동작 신용인3 4700 0.75*10^4 25.8%

17 2019-04-06 기흥 16.2% 67 한전 765kV 신태백-신가평 #1,2 T/L 낙뢰로 인한 재폐로 동작 신태백7 5010 4.5*10^4 17.0%

18 2019-06-25 기흥 13.5% 58 한전 345kV 미금 ~ 성동 변전소 송전선로 #1 차단기 고장 미금3 1700 2.6*10^4 13.4%

19 2019-11-15 기흥 13.6% 193 신용인 ~용인 남사변전소 구간 낙뢰 신용인3 4700 0.4*10^4 13.5%

20 2020-05-18 기흥 14.2% 65 신가평~신태백 낙뢰로 인한 선로고장 신가평7 1020 1.6*10^4 14.5%

21 2020-07-03 기흥 70.6% 83 동백 변전소내 케이블 단락사고 동백 4715 3.1*10^4 70.3%

22 2020-05-18 기흥 17.8% 67 한전 신성남 변전소 낙뢰로 인한 송전선로 고장 신성남23 2750 0.83*10^4 17.8%

실측 Sag Data 고장 상정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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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순간 전압 강하 시뮬레이션 

 

2.2.1에서 선정한 22건의 상정 사고를 전국 154kV 이상 모선 

1,464개에서 발생 시키면서 관심 지역의 전압 강하를 모니터링하는 

시뮬레이션을 Python과 PSSE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그림 4]는 

이러한 상정 사고 시뮬레이션의 순서도이다. 

 

[그림 4] 상정 사고 시뮬레이션 순서도 

이 상정 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총 32,208회 모의 사고 실험을 

수행한 결과 [표 3]과 같이 3곳의 관심지역에서 Sag Data를 수집하였다. 

이를 이용해 전압 강하율별 발생 확률을 구하면 [표 4]와 같다. [표 

4]는 국내 154kV 이상 송·배전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각 관심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Sag의 확률을 의미한다. 

 

Python

PSSE

시작

상정 고장 어드미턴스설정

고장 전 조류 계산

고장 Bus 선택

고장 Dynamic Simulation

관심 모선 전압기록

종료

추가 고장 Bus 有?
아니오

예

추가 상정 고장有?
아니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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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순간 전압 강하 시뮬레이션 결과 

 

[표  4] 154kV이상 모선 사고 시 발생 가능 Sag 확률표 

 

  

전압 크기 농서 고덕1 신수원3

0.9 ~ 1 29,796 30,418 28,981

0.8 ~ 0.9 1,422 1,262 2,247

0.7 ~ 0.8 429 263 681

0.6 ~ 0.7 151 117 191

0.5 ~ 0.6 175 79 62

0.4 ~ 0.5 104 31 26

0.3 ~ 0.4 63 22 15

0.2 ~ 0.3 55 12 5

0.1 ~ 0.2 13 4 0

0 ~ 0.1 0 0 0

합계 32,208 32,208 32,208

전압 크기 농서 고덕1 신수원3

0.9 ~ 1 92.5% 94.4% 90.0%

0.8 ~ 0.9 4.4% 3.9% 7.0%

0.7 ~ 0.8 1.3% 0.8% 2.1%

0.6 ~ 0.7 0.5% 0.4% 0.6%

0.5 ~ 0.6 0.5% 0.2% 0.2%

0.4 ~ 0.5 0.3% 0.1% 0.1%

0.3 ~ 0.4 0.2% 0.1% 0.0%

0.2 ~ 0.3 0.2% 0.0% 0.0%

0.1 ~ 0.2 0.0% 0.0% 0.0%

0 ~ 0.1 0.0% 0.0% 0.0%

합계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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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순간 전압 강하 평가 결과 
 

[표 5] '16~'19년 송·변전 설비 고장 건수를 보면 송변전 

계통에서 연평균 145회의 고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5] 

식(2.1)와 같이  [표 4] 154kV이상 모선 사고 시 발생 가능 Sag 

확률표에 연평균 고장 발생 건수를 적용하면 [표 6] 순간 전압 강하 

평가 테이블을 구할 수 있다. 

순간전압강하평가 = 전압강하율별 발생 확률*연평균 고장 건수 (2.1) 

 

[표  5] '16~'19년 송·변전 설비 고장 건수 

 

[표  6] 순간 전압 강하 평가 테이블 

 

연도 송전설비 변전설비 합계

2019 83 57 140

2018 99 50 149

2017 77 48 125

2016 102 63 165

평균 90 55 145

전압 크기 농서 고덕1 신수원3

0.9 ~ 1 133.91 136.71 130.25

0.8 ~ 0.9 6.39 5.67 10.10

0.7 ~ 0.8 1.93 1.18 3.06

0.6 ~ 0.7 0.68 0.53 0.86

0.5 ~ 0.6 0.79 0.36 0.28

0.4 ~ 0.5 0.47 0.14 0.12

0.3 ~ 0.4 0.28 0.10 0.07

0.2 ~ 0.3 0.25 0.05 0.02

0.1 ~ 0.2 0.06 0.02 0.00

0 ~ 0.1 0.00 0.00 0.00

보상 필요 Sag 크기 0.7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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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를 보면, 관심 지역에 따라 순간 전압 강하 발생 경향이 

다름을 알 수 있으며, 각 관심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Sag의 깊이도 

산출 가능하다. 또한,  

[표 7]은 '16~'20년 실측 Sag Data를 가지고 구한 순간 전압 강하 

평가 테이블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구한 평가 테이블[표 

6]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한 방법으로 구한 [표 

6]의 신수원3 Sag 평가 테이블에는 0.3~0.5 전압 크기의 Sag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측 Data로 구한 테이블 [표 

7]에서는 해당 구간 발생 확률이 0으로 나온다. 이는 실측 Data 

모니터링 기간이 짧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신수원3 모선에 연결된 

수용가에서는 0.3~0.5 전압 크기의 Sag에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표  7] '16~'20년 실측 Sag Data 순간전압강하 평가 테이블 

  

[그림 5]는 농선 변전소의 전압 강하 Level별 순간전압강하 

취약지역(AOV : Area of Vulnerability)를 구한 것이다. AOV는 특정 

전압 크기 농서 신수원3

0.9 ~ 1 1.2 0.6

0.8 ~ 0.9 3.6 3.2

0.7 ~ 0.8 0.6 2.2

0.6 ~ 0.7 0.2 0.2

0.5 ~ 0.6 0.4 0.0

0.4 ~ 0.5 0.0 0.0

0.3 ~ 0.4 0.0 0.0

0.2 ~ 0.3 0.2 0.0

0.1 ~ 0.2 0.0 0.0

0 ~ 0.1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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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특정 전압 이상의 전압 강하를 일으키는 지역의 범위를 나타낸다. 

이러한 AOV를 이용하면 Sag를 유발하는 고장이 발생할 지역에 대해 

점검 강화 등과 같은 방법으로 Sag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다. 

 

 

[그림 5] 농서변전소 순간전압강하 취약지역(AOV : Area of 

Vulnerability) 

 

  

A

B

C

D

E↓

등급 전압강하 기준

A급 61% 이상

B급 41~60%

C급 31~40%

D급 16~30%

E급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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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전압 강하 보상 방법 

 

제 1 절 보상 설비의 종류 

3.1.1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인 UPS는 주로 Battery를 에너지원으로 

가지고 있으며, 입력 전원에 Sag, 정전 등과 같이 이상 전원이 들어왔을 

때 Battery를 통해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UPS 출력측 전압은 이상이 

없도록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이다. UPS는 off-line UPS, line-

interactive UPS, on-line(또는 double conversion) UPS 3가지 Type이 

있으며, [그림 6 ~ 8]은 이 3가지 Type에 대한 간단한 Diagram이다.[6] 

UPS를 순간 전압 강하 보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Battery 대신 

Super-capacitor를 사용하여 보상 시간을 1~5초가 되도록 Capacitor 

용량을 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UPS를 사용하면 부하에 전압의 크기, 주파수가 일정하며, 고조파도 

없는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비용이 

매우 비싸며, 계통 시스템이 복잡해 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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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Off-line UPS Diagram 

 

[그림 7] Line-interactive UPS Diagram 

 

[그림 8] On-line(또는 double conversion) 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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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DVR(Dynamic Voltage Restorer) 
 

DVR은 일반적으로 컨버터, Injection transformer, DC Link, 필터, 

배터리 등으로 구성된 직렬 전압 보상 장치이다. [그림 9]는 DVR의 

일반적인 구성도이다. DVR은 응답 속도가 빨라 짧은 시간(수 

ms)이내에 전압을 보상할 수 있고 UPS와 달리 일부 전압 생성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버터, Battery 용량을 상대적으로 작게 

설치할 수 있어 경제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DVR은 정상상태 

기준 50% 수준의 Sag까지만 보상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7], 

장기간 무효 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림 9] DVR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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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STATCOM(Static Synchronous Compensator) 
 

STATCOM은 전력전자 소자를 이용한 병렬 연결 FACTS(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s)설비로 무효전력 제어와 전력 품질 개선 

목적으로 많이 활용된다. [그림 10]은 STATCOM의 기본 구조도를 

보여준다. STATCOM은 VSC(Voltage Source Converters)에 의해 

계통의 전압이 높을 때는 무효 전력을 흡수하고, 계통의 전압이 낮을 

때는 무효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 또한, 

대용량의 전력 콘덴서나 에너지 저장장치를 추가함으로써 단시간 동안 

유효 전력도 공급할 수 있다. 

STATCOM은 주로 송전단에 설치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배전 시스템에 설치하여 전력 품질을 개선하는 D-STATCOM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10] STATCOM Diagram 

  

Coupling
Transformer

V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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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반도체 공장의 Sag 대응 현황 

 

반도체 공정은 주요 8대 공정들이 반도체 제품에 따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하나의 공정에서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웨이퍼에 

손상을 입게 되어 피해가 크게 발생하다. 따라서 전압 강하에 대한 

피해도 크고, 전압 강하를 보상하기 위해 전체 전기 설비 투자비의 약 

15%정도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순간 전압 강하 대응을 위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고, 그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은 10~20분의 정전에도 Back-Up이 가능하도록 

Battery 용량을 적용한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1초 

이내의 순간 전압 강하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Super-Capacitor를 

적용한 off-line UPS인 VDP(Voltage Drop Protector)와 특별한 보상 

설비를 거치지 않은 일반 전원의 3가지 전원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그림 11]은 이러한 전원 공급 현황를 보여 준다.[8] 

 

[그림 11] 반도체 생산설비의 전원 공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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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장비에 3가지 전원이 공급 되면, 생산 장비는 이를 이용하여 

1초 동안 100% 전압 강하(전원 0 pu) 상황에서도 공정에 영향이 

없도록 설비를 만들어 납품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UPS, VDP 

전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UPS, VDP 공급 기준은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일반 전원을 사용하는 Main Tool, 부대 

설비(Pump, Chiller, Scrubber)등은 관성 및 잠열을 이용하므로, Sag에 

의해 Spec 이탈을 하지 않는다. 다만, Sag로 인해 전원부가 Off 되지 

않도록 전장 설계를 해서 Sag에 대응한다. 이러한 반도체  설비의 내성 

기준이 반영되어 [그림 12]과 같이 삼성 “Power Vaccine”으로 

규정되어 있다[9]. 

 

 

[그림 12] 전자장비의 Sag에 대한 내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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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STATCOM의 Sag 보상 효과 분석 

 

제 1 절 모델링 

전국 '22년 예상 Peak 계통 정보를 이용하여 PSSE로 농서 

변전소의 테브난 등가 임피던스를 구하였으며, PSCAD/EMTDC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STATCOM은 Averaged Model을 

사용하였고, 제어기는 d-q축 변환 PI 전류 제어기를 이용하였다. 

 

4.1.1 계통 모델링 
 

시뮬레이션 계통으로 농서변전소 154kV 모선을 선정하였으며, 

[그림 13]과 같이 테브난 임피던스는 R = 0.001[Ω], X = 7.2 [Ω]을 

적용하였다. 

 

[그림 13] 농서 변전소 154kV 모선 모델링 

 

[그림 13] 계통에서 전력 방석식은 식 (4.1), (4.2)와 같이 

주어지며[10], 정상상태에서 δ≒0 이므로 STATCOM 출력 전압 V2는 

V1 V2∠δ

jX Q

KEPCO

'22년 예상 Peak  계통 기준
농서 변전소 154kV 모선 X =  7.2 [Ω], R = 0.001 [Ω]

R

154kV

ST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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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4.1) 

 (4.2) 

    (4.3) 

[그림 13] 계통에서 V1이 1/2로 떨어졌을 때 STATCOM의 

무효전력 공급량에 따른 출력 전압 V2의 그래프는 [그림 14]와 같다. Q 

공급량 100MVar당 기대할 수 있는 전압 보상 효과는 약 4.3%이다.  

 

 

[그림 14] STATCOM 무효전력(Q) 보상량에 따른 전압 보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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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STATCOM 모델링 
 

[그림 15]와 같이 STATCOM은 154kV 모선에 Coupling 

Transformer와 연결된 Average Value MMC Model(AVM) 

STATCOM을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그림 15] STATCOM 154kV 연결 모델링 

 

AVM STATCOM의 AC측 전압식은 식(4.4)와 같다. 여기서 j = a, 

b, c상, mj는 Modulating index를 의미한다[11]. 

𝑣𝑢𝑗 = −𝑒𝑗 +
𝑉𝑑𝑐

2
    (4.4) 

𝑣𝑙𝑗 = 𝑒𝑗 +
𝑉𝑑𝑐

2
     (4.5) 

𝑒𝑗 =
𝑣𝑙𝑗−𝑣𝑢𝑗

2
      (4.6) 

𝑚𝑗 = 2
𝑒𝑗

𝑉𝑑𝑐
      (4.7) 

 [그림 16]은 식 (4.4) ~ (4.7)을 PSCAD/EMTDC 시뮬레이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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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한 것이다. 

 

[그림 16] AVM STATCOM 전압식 PSCAD Modeilng 

 

4.1.3 컨버터 제어기 : d-q축 변환 PI 전류 제어 
 

컨버터 제어는 AC 계통의 3상 시스템을 분석하고 제어하는데 있어 

큰 장점을 갖는 d-q 제어를 통해 제어한다. d-q 제어는 제어 플랜트를 

기존의 abc 3상에서 dq 2상으로 줄일 수 있고, PQ decoupled 제어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림 9]는 abc 3상 좌표를 dq 2상 

좌표로 변환시키는 예시를 나타낸 그림이며, 수식 (4.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7] abc –dq 좌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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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𝑓𝑑(𝑡)
𝑓𝑞(𝑡)

] =
2

3
[
cos[𝜃(𝑡)] cos[𝜃(𝑡) −

2𝜋

3
] cos[𝜃(𝑡) −

4𝜋

3
]

sin[𝜃(𝑡)] sin[𝜃(𝑡)𝑡 −
2𝜋

3
] sin[𝜃(𝑡) −

4𝜋

3
]

] [

𝑓𝑎(𝑡)
𝑓𝑏(𝑡)

𝑓𝑐(𝑡)
] (4.8) 

 

수식 (4.8)을 활용하여 [그림 8]의 AC 계통의 전류 및 전력과 

관련된 수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L
𝑑𝑖𝑑

𝑑𝑡
= 𝐿𝜔0𝑖𝑞 − (𝑅 + 𝑟𝑜𝑛)𝑖𝑑 + 𝑉𝑡𝑑 − 𝑉𝑠𝑑  (4.9) 

L
𝑑𝑖𝑞

𝑑𝑡
= −𝐿𝜔0𝑖𝑑 − (𝑅 + 𝑟𝑜𝑛)𝑖𝑞 + 𝑉𝑡𝑞 − Vsq  (4.10) 

𝑃𝑠(𝑡) =
3

2
[𝑉𝑠𝑑(𝑡)𝑖𝑑(𝑡) + 𝑉𝑠𝑞(𝑡)𝑖𝑞(𝑡)]  (4.11) 

𝑄𝑠(𝑡) =
3

2
[−𝑉𝑠𝑑(𝑡)𝑖𝑞(𝑡) + 𝑉𝑠𝑞(𝑡)𝑖𝑑(𝑡)]  (4.12) 

 

이 때, PLL(Phase Looked Loop) 회로를 이용하여 정상 상태에서 

dq 좌표계의 기준 축이 AC 계통 시스템과 같은 주파수로 동기화 되면 

V_sq=0이 되고, V_sd는 상수 값이 되기 때문에 수식 (4.11 ~ 4.12)에 

해당 정보를 반영하여 다음의 수식 (4.13 ~ 4.14) 형태로 간략하게 

표현될 수 있다. 

𝑃𝑠(𝑡) =
3

2
𝑉𝑠𝑑(𝑡)𝑖𝑑(𝑡)   (4.13) 

𝑄𝑠(𝑡) = −
3

2
𝑉𝑠𝑑(𝑡)𝑖𝑞(𝑡)   (4.14) 

위에서 살펴본 수식들을 통해 VSC의 전류를 제어 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 P,Q 를 통해 전류 지령 값을 설정하고 이를 PI 

제어를 통해 출력 전압의 제어 신호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류 제어는 

전류 지령 값에 제한을 걸어 과전류를 방지할 수 있고 파라미터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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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하며 동특성이 우수하고 제어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을 갖는다. 만약 

제어기가 지령 값에 대해 빠른 속도로 반응한다고 가정하면 𝑖𝑑 ≈

𝑖𝑑𝑟𝑒𝑓, 𝑖𝑞 ≈ 𝑖𝑞𝑟𝑒𝑓 , 𝑃𝑠 ≈ 𝑃𝑠𝑟𝑒𝑓그리고 𝑄𝑠 ≈ 𝑄𝑠𝑟𝑒𝑓로 근사할 수 있고, 이를 

수식 (4.13 ~ 4.14)에 반영하여 식을 정리하면 수식 (4.15 ~ 4.16)으로 

표현할 수 있다. 

𝑖𝑑𝑟𝑒𝑓(𝑡) =
2

3𝑉𝑠𝑑(𝑡)
𝑃𝑠𝑟𝑒𝑓(𝑡)        (4.15) 

𝑖𝑞𝑟𝑒𝑓(𝑡) = −
2

3𝑉𝑠𝑑(𝑡)
𝑄𝑠𝑟𝑒𝑓(𝑡) (4.16) 

[그림 18]은 이 수식들을 반영하여 PSCAD/EMTDC로 모델링한 

제어기이다. 

 

 

[그림 18] STATCOM d-q축 변환 PI 제어기 

  

d축 제어
(P제어)

q축 제어
(Q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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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154kV 모선에 설치 시뮬레이션 

 

[그림 19]와 같이 STATCOM을 농서 변전소 154kV 모선에 

Coupling TR를 이용하여 연결하였으며, Coupling TR의 %X는 11%로 

모델링하였다.  

 

 

[그림 19] 농서 변전소 154kV 모선에 STATCOM 연결 모델링 

 

입력 전압이 0.75, 0.5, 0.25 [pu]로 순간 전압 강하가 발생하였을 

때 STATCOM 용량 100, 300, 500 [MVar] 일 때 보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00MVar 당 보상 효과는 2.4~5.8%였으며, 

평균은 3.5%였다. 154kV 모선에 C-TR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C-

TR이 Sag 보상 시 무효전력을 흡수하여, STATCOM에서 공급 된 

무효전력이 온 전하게 계통에 전달 되지 않아 보상 효과가 감소하였으며, 

용량이 클수록 전압 강하가 심할수록 C-TR이 흡수하는 무효 전력은 

커졌으며, 보상 효과는 그만큼 감소하였다. 

2.2.3 순간 전압 강하 평가 결과에 의한 농서 변전소에 10년에 1회 

STATCOM
V1 V2∠δ

jX Q

KEPCO

'22년 예상 Peak  계통 기준
농서 변전소 154kV 모선 X =  7.2 [Ω], R = 0.001 [Ω]

Coupling TR %X = 0.11 [PU]

R
C-TR

154/22.9kV
154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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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생 가능한 Sag를 보상하여 전압이 0.9[pu] 이상이 되도록 하는 

보상 필요 전압 크기 0.7 [pu]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평균 보상량 

3.5%를 적용하면 2,000MVar의 STATCOM 용량이 필요하며, 75% 

Drop 500MVar의 Case 100MVar 당 보상 효과 3.1%를 적용하면 

2,258MVar의 용량이 필요하다. 

각 Case별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4.2.1 Case1) 입력 전압 25% Drop 
 

[그림 20]은 입력 전압이 25% Drop 되었을 때 STATCOM 용량이 

100, 300, 500MVar일 때 Coupling 변압기 154kV 측(1차측) 전압의 

RMS 값을 측정한 것이며, [표 8]은 효과 분석 결과 테이블이다. 

보상 효과는 100MVar당 2.4 ~ 3.3% 였으며, 용량이 작을수록 

단위 용량당 보상 효과가 컸다. 이는 보상 효과는 전력 공급 Q에 따른 

보상 효과는 √𝑋𝑄에 비례하는데, 무리의 함수의 특성에 따라 변수 Q가 

증가할수록 함수 값인 보상 전압 크기의 증가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용량이 커질수록 C-TR에서 흡수하는 무효 전력이 증가하여 보상 

효과를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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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154kV 모선에 연결, 25% Sag 시 Q에 따른 보상 효과 

 

 

[표  8] 154kV 모선에 연결, 25% Sag 시 보상 효과 결과 테이블 

 

4.2.2 Case2) 입력 전압 50% Drop 
 

[그림 21]은 입력 전압이 50% Drop 되었을 때 STATCOM 용량이 

100, 300, 500MVar일 때 Coupling 변압기 154kV 측(1차측) 전압의 

RMS 값을 측정한 것이며, [표 9]은 효과 분석 결과 테이블이다. 

보상 효과는 100MVar당 2.7 ~ 4.3% 이었으며, Case1) 입력 전압 

STACOM 용량[Mvar] No STATCOM 100 300 500

최소 전압 74.8% 78.2% 82.9% 86.6%

보상 효과 - 3.3% 8.1% 11.8%

보상 효과/100MVar - 3.3% 2.7% 2.4%

C-TR 흡수 Q [Mvar] - 13.2 76.7 162.4

유효 Q 값 [Mvar] - 86.8 223.3 337.6

이론값 유효 보상 - 3.4% 8.2% 11.9%

입력 전압 25% Drop (115kV)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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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rop의 보상 효과 2.4 ~ 3.3%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의 

차이도 무리의 함수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
𝑣1

2
)
2
+ 𝑋𝑄에서 (

𝑣1

2
)
2
 항이 

작아질수록 그래프가 Q축의 음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효과가 있어서 

단위 용량 Q에 대한 함수값의 변화량은 증가한다. 

 

 

[그림 21] 154kV 모선에 연결, 50% Sag 시 Q에 따른 보상 효과 

 

 
[표  9] 154kV 모선에 연결, 50% Sag 시 보상 효과 결과 테이블 

 

 

STACOM 용량[Mvar] No STATCOM 100 300 500

최소 전압 50.4% 54.7% 60.0% 63.9%

보상 효과 - 4.3% 9.6% 13.5%

보상 효과/100MVar - 4.3% 3.2% 2.7%

C-TR 흡수 Q [Mvar] - 20.1 97.8 198.5

유효 Q 값 [Mvar] - 79.9 202.2 301.5

이론값 유효 보상 - 4.4% 10.2% 14.2%

입력 전압 50% Drop (77kV)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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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Case3) 입력 전압 75% Drop 
 

[그림 22]는 입력 전압이 75% Drop 되었을 때 STATCOM 용량이 

100, 300, 500MVar일 때 Coupling 변압기 154kV 측(1차측) 전압의 

RMS 값을 측정한 것이며, [표 10]은 효과 분석 결과 테이블이다. 

보상 효과는 100MVar당 3.1 ~ 5.8% 이었으며, Case1), 2)에 

비해서 전압강하가 커서 단위 용량당 보상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 154kV 모선에 연결, 75% Sag 시 Q에 따른 보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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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154kV 모선에 연결, 75% Sag 시 보상 효과 결과 테이블 

 

[표 10]을 보면 전압 강하 보상 시 Coupling TR에서 무효 전력을 

흡수하여 실제 STATCOM에서 공급된 무효 전력 Q가 계통에 전부 

전달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C-TR에서 흡수하는 무효 전력은 

STATCOM 용량이 클수록, 전압 강하가 클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입력 

전압 75% Drop 시 STATCOM 용량이 500MVar일 때는 약 

290MVar를 C-TR에서 흡수에 계통에 공급되는 무효전력 보다 C-

TR에서 흡수되는 무효 전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STACOM 용량[Mvar] No STATCOM 100 300 500

최소 전압 25.3% 31.1% 36.9% 40.9%

보상 효과 - 5.8% 11.6% 15.6%

보상 효과/100MVar - 5.8% 3.9% 3.1%

C-TR 흡수 Q [Mvar] - 28.2 121.0 290.2

유효 Q 값 [Mvar] - 71.8 179.0 209.8

이론값 유효 보상 - 6.8% 13.9% 18.4%

입력 전압 75% Drop (38kV)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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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22.9kV 모선에 설치 시뮬레이션 

 

4.1.1의 V2에 관한 식(4.3)에서 알 수 있듯이 STATCOM의 무효 

전력 공급 Q에 따른 보상 효과는 √𝑋𝑄에 비례한다. 따라서 송전 전압과 

보상하고자 하는 모선 전압 사이에 큰 리액턴스가 있으면 STATCOM이  

공급하는 Q에 따른 보상 효과가 커진다. 또한 4.2 154kV 모선에 설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Coupling TR이 흡수하는 무효 전력도 상당히 

크다. 따라서 [그림 23]과 같이 보상 하고자 하는 모선을 22.9kV 

모선으로 하고 STATCOM을 모선에 직접 연결하면 보상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다. 

 

 

[그림 23] 22.9kV 모선에 STATCOM 연결 모델링 

 

여기서 TR의 %리액턴스는 154kV 모선 연결 시와 동일하게 

11%로 하였으며, 22.9kV 선로 케이블은 도체 Size 400mm2, 선로 길이 

1km로 하여, 22.9kV CN-CV-W 선로 정수 R=0.0624 [Ω/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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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0.132 [Ω/km]를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10MVar당 평균은 2.3%였으며, 2.2.3 순간 전압 

강하 평가 결과에 의한 농서 변전소 보상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약 

400MVar로 154kV 모선에 설치할 경우이 2~2.5GVar의 1/5 

수준이었다. 

각 Case별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4.3.1 Case1) 입력 전압 25% Drop 
 

STATCOM 용량을 30, 60, 100, 150MVar로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22.9kV 모선 전압이 [그림 24]과 같이 

나타났으며, STATCOM 용량에 따른 보상 효과 및 (식 4.3)에 따른 

기대 보상 효과는 [표 11]와 같다. 

 

[그림 24] 22.9kV 모선에 연결, 25% Sag 시 Q에 따른 보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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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2.9kV 모선에 연결, 25% Sag 시 보상 효과 결과 테이블 

 

10MVar 당 보상 효과는 1.5~2.0%로 나타났으며 용량이 클수록 

단위 용량당 보상 효과는 감소하였다. 10MVar 당 보상 효과 평균은 

1.8%이다 . 160MVar 용량의 무효 전력을  공급할 경우 25% Drop을 

모두 보상할 수 있었으며, Coupling TR이 없어 식(4.3)에 의해 구한 

기대 보상 효과에 부합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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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Case2) 입력 전압 50% Drop 
 

STATCOM 용량을 30, 60, 100, 200, 300MVar로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22.9kV 모선 전압이 [그림 25]과 같이 

나타났으며, STATCOM 용량에 따른 보상 효과 및 (식 4.3)에 따른 

기대 보상 효과는 [표 12]과 같다. 

 

 

[그림 25] 22.9kV 모선에 연결, 50% Sag 시 Q에 따른 보상 효과 

 

 

[표  12] 22.9kV 모선에 연결, 50% Sag 시 보상 효과 결과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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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Var 당 보상 효과는 1.6~2.8%로 나타났으며 10MVar 당 

보상 효과 평균은 2.2%로 Case1) 25% Drop의 경우 보다 크게 

나타났다. 300MVar 용량의 무효 전력을  공급할 경우 50% Drop을 

모두 보상할 수 있었으며, 식(4.3)에 의해 구한 기대 보상 효과에 거의 

부합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으나, 용량이 커질수록 기대 보상 효과와 실제 

보상 효과의 차이가 커지고 있었다. 이는 제어기 튜닝의 문제로 무효 

전력 공급하는데 Delay가 발생하여 최대 전압강하 순간과 최대 무효 

전력 공급 순간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어기 정밀 

설계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제어기 정밀 설계는 본 

논문의 연구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가로 진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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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Case3) 입력 전압 75% Drop 
 

STATCOM 용량을 30, 60, 100, 200, 300, 400, 450MVar로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22.9kV 모선 전압이 [그림 

26]과 같이 나타났으며, STATCOM 용량에 따른 보상 효과 및 (식 

4.3)에 따른 기대 보상 효과는 [표 13]과 같다. 

 

 

[그림 26] 22.9kV 모선에 연결, 75% Sag 시 Q에 따른 보상 효과 

 



 38 

 

[표  13] 22.9kV 모선에 연결, 75% Sag 시 보상 효과 결과 테이블 

 

10MVar 당 보상 효과는 1.6~4.3%로 나타났으며 10MVar 당 

보상 효과 평균은 2.6%로 Case1), Case2)의 경우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식(4.3)에서 제곱근 항 √(
𝑉1

2
)
2
+ 𝑋𝑄 에서 (

𝑉1

2
)
2
이 

작아져서 상대적으로 XQ항의 효과가 커지게 된 것이다. 450MVar 

용량의 무효 전력을  공급할 경우 75% Drop을 모두 보상할 수 

있었으며, 기대 보상 효과 보다는 약 2% 적게 나타났다. 이는 

Case2)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제어기 설계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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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제조 설비들은 점점 더 고품질의 전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설비들이 순간 전압 강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제조 공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 공장에서는 순간 전압 

강하 대응을 위해 Super Capacitor를 사용하는 UPS를 적용하고 있으며, 

순간 전압 강하 대응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전기 설비 

투자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순간전압강하의 Risk를 분석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실측 Sag Data와 Python/PSSE를 이용한 순간전압강하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STATCOM의 설치 위치에 따른 Sag 보상 효과를 

PSCAD/EMTDC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함으로써 순간전압강하 평가에서 

도출한 Sag 보상 요구 수준을 만족하기 위한 STATCOM의 용량과 

설치 위치를 도출하였다. 

실측 Sag Data 기반으로 사고를 22개 Case로 Modeling 하고, 

전국 154kV 이상 모선 1,464개의 모선에 대해 각 Case의 사고를 모의 

시험함으로써 관심 지역당 32,208회의 Sag Data를 취득하여 

순간전압강하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였다. 순간전압강하 

평가를 통해 관심 지역의 발생 가능한 Sag의 크기 및 빈도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요구되는 Sag 보상 수준을 결정하였다. 

대표적인 FACTS 설비인 STATCOM의 Sag 보상 효과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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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따라 PSCAD/EMDTC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STATCOM이 154kV 인입 계통 보다는 22.9kV 배전 계통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순간전압강하 평가를 통해 구한 요구 

Sag 보상 수준을 만족하기 위한 STATCOM 용량을 산출하였다. 

향후, STATCOM 설치 비용과 기존 UPS 보상을 위한 투자비 

비교를 통한 경제성 분석과 Sag 발생 시 계통에 직렬 리액터를 

추가함으써 STATCOM의 보상 효과를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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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oltage Sag Assessment based on 

measured data and Investigation of 

compensation capability using STATCOM 

Youngtae Kim 

Dep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stantaneous voltage Sag is one of the important power 

quality problems, and a lot of money is being paid to prevent the 

damage. For effective investment, it is necessary to perform an 

accurate risk analysis for Sag and prepare corresponding 

countermeasures. 

The instantaneous voltage Sag assessment is used to analyze the 

risk of sag by estimating the number of expected instantaneous 

voltage drop occurrences in the region of interest. In this paper, 

faults were modeled using actual Sag data, and an instantaneous 

voltage Sag assessment was performed by simulating an faults 

modeled on a bus over 154kV nationwide. 

Semiconductor factories are responding to Sag by using off-line 

UPS with Super Capacitor applied. As a new Sag countermeasure, the 

Sag compensation effect of STATCOM, the most representative 

FACTS facility,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STATCOM installation 

location using a PSCAD/EMTDC simulator. The 154kV bus, whi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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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coming system, and the 22.9kV bus, the distribution system 

were selected as the installation locations. 

It was efficient to install STATCOM on a 22.9kV bus, a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instantaneous voltage Sag assessment 

for the Giheung area, the amount of voltage that STATCOM had to 

compensate was 0.7pu. The installed capacity of STATCOM for this 

was 400MVar. 

 

Keywords : instantaneous voltage Sag, Sag, voltage Sag assessment, 

STATCOM, Power Qu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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