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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전기품질 측정 국제규격의 

개정 현황과 측정 신기술

최근 신재생 에너지원의 배전계통 연계에 따라 전기

품질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고객의 민원 발생시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전기품질 관리의 필요

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

기 위한 측정 시스템이 다양하게 개발, 보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신 전기품질 측정 기준의 개정 현황과 신

기술, 신제품에 대해서 알아본다.

금년부터는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2016-16호로 전

기안전관리자 직무 규정을 개정하면서 전기품질 측정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전기품질 측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최근 들어 태양광, 풍력

발전, ESS 시스템 등과 같은 스마트그리드의 분산전원

이 배전계통 곳곳에 연계됨에 따라 전기품질 관련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새로운 문제로 

스마트그리드 신경망에 해당하는 통신망 연결에 어려

움이 발생하여 통신, 제어시스템에 문제를 야기하고, 

심지어 계량 계측값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품질 측정

의 새로운 추가 항목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문제를 예측하여 새로운 국제규격의 개정 작

업을 완료하여 새로운 개정판을 발표하였다. 즉, IEC 

61000-4-30 Class A Ed.3(제3판) 버전을 2015년 2월

에 확정하여 발표하고, 전기품질 측정장치에 새로운 규

격을 채택하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Ed.3에 대한 개정 내용과 이

에 따른 실제 측정한 값들을 소개하고, 최신 제품을 이

용한 전기품질 이벤트 사례들을 소개한다.

먼저 IEC61000-4-30 Class A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KS 그대로 규격화된 KS C IEC61000-4-30 Class 

A 규격의 적용 범위(Scope)를 살펴보면, 2003년에 제

1판으로 발행된 IEC 61000-4-30,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 Part4-30 : Testing and measure 

ment techiniques - Power quality measurement 

methods 국제규격을 번역해서 기술적 내용 및 규격의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규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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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격은 50/60Hz 교류 전력 공급 시스템에서 전기 

품질 파라미터 결과의 측정과 해석 방법을 정의한다.

측정 방법은 사용하는 기기의 적합성에 관계없이, 

그리고 환경 조건에 관계없이 신뢰성 있고 반복 가능하

며, 비교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각 관련 파라미터에 대해 설명된다. 이 규격은 현장(In 

situ) 측정값에 대한 측정 방법을 취급한다. 이 규격에

서 취급하는 파라미터의 측정은 전력 시스템에서 이루

어질 수 있는 현상으로 제한된다. 여기에는 전압과 전

류 파라미터가 포함된다.

이 규격에서 고려하는 전기 품질 파라미터는 상용 주

파수, 전원전압의 크기, 플리커(Flicker), 순간전압 강

하 및 상승, 전압 정전, 과도 전압, 전원전압 불평형, 

전압과 전류 고조파 및 중간고조파, 전원전압에 대한 

전원 신호 및 급격한 전압 변화이다. 측정의 목적에 따

라, 목록에 있는 현상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규격은 설계 규격이 아닌 성능 규격이다. 이 규격

의 영향력의 범위에서 불확도 시험은 성능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이 규격은 측정방법을 제공하지만, 한계치를 설정하

지 않는다.

전력 시스템과 계기 사이에 삽입되는 트랜스듀서의 

영향이 알려져 있지만, 이 규격에서는 상세하게 다루지 

않는다. 다만, 통전 회로에 모니터를 설치하는 방법은 

다루고 있다.

A급 성능

A급 성능 등급은 정밀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

어 규격에 대한 준수를 검증하고 분쟁 등을 해결하는 

계약적 용도의 경우에 사용한다. 동일 신호를 측정할 

때 A급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두 가지 계기로 실시한 

파라미터 측정은 규정된 불확도 내에서 일치하는 결과

를 낳는다. 일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A급 성능 계기는 각 파라미터의 규정 불확도에 

충분한 대역폭 특성과 샘플링 속도가 필요하다.

A급 성능의 경우 파라미터 크기(공급 전압, 고조파, 

중간고조파, 불평형)에 대한 기본적인 측정 시간 간격은 

50Hz 전력 시스템의 경우 10 사이클 시간 간격, 60Hz 

전력 시스템의 경우 12 사이클 시간 간격이어야 한다.

2015년 2월에 본 IEC61000-4-30 Class A 규격의 

Ed.3(제3판)이 발표되었다.

기존 IEC61000-4-30 Class A Edition2 규격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Power frequency

 Magnitude of Supply Voltage

 Flicker

 Supply Dips/Swells

 Voltage Interruptions

 Unbalance

 Harmonics

 Interharmonics (중간고조파)

 Mains Signaling

 Under- and over-deviation 

Edition 3에 추가된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 항목

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측정 사례들을 살펴보자.

 Rapid voltage Changes (급속 전압 변동)

 Flicker Class F1 

  Measurements in the 2kHz-150kHz frequency 

band

 Magnitude of the Current

 Current unbalance

 Current harmonics

  Current Interharmonics Recording of current 

along with voltage during events이다.



2016. 9  121

최신 전기품질 측정 국제규격의 개정 현황과 측정 신기술

즉 Edition3에 추가된 새로운 항목은 2008년에 공표

된 Edition2를 취소하고 대체한다.

Edition3은 급속 전압 변동(RVC)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정의한다. 또 전류에 대한 크기, 고조파, 중간

고조파, 이벤트 발생 동안의 전류 기록 방법, 전류 불

평형과 2kHhz-150kHz 주파수 밴드의 측정 방법을 

비공식적으로 정의하였다.

1. RVC(Rapid Voltage Change)에 대해서

RVC는 위의 [그림 1]을 보다시피 보통 Sag, Swell 

레벨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10% 부근부터 주

로 관리하는데, RVC는 10% 이내 영역의 전압 레벨을 

측정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RVC는 Sag, 

Swell과는 다르게 구분해야 한다.

전기품질 미터기인 PQube3에서는 [그림 2]와 같이 기

록된 것을 볼 수가 있다.10% 미만의 전압 변동율을 볼 

수 있으며, 지속 시간도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RVC 발생 빈도는 최근에 풍력발전기 가동, 정지 시

에 인버터 출력단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며, 일반 

사무실, 공장에서도 10% 미만의 전압 변동은 주위 부

하 조건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

2.  2kHz-150kHz 주파수 밴드 측정에 대하여

본 주파수 대역은 40차수 고조파 이후의 주파수 대

역인 2kHz에서 시작하여 150kHz 대역까지 접지와 도

체 사이에서 방사되는 도체와 접지 간 방사 노이즈로서 

Supra-harmonics(수프라 하모닉스)라고도 부른다. 

150kHz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은 EMI 영역으로 관리

ΔUss   ΔUmax 

[그림 1]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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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본 측정은 Ed.3에서는 정식 규정화되지 않고, 비공식

적인 조항으로 공표되었다. 본 항목을 추가한 이유는 

첫째, 다수 태양광 인버터, ESS PCS, 연료 전지등 신

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관련 설비 등에서 발생하

는 노이즈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가변 주파수 

모터 드라이버, 고주파용 전원 공급기와 고효율 변압

기, 고주파수 대역필터 등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측정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노이즈 레벨이 과다하게 높을 

경우에는 통신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쳐서 통신 개통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수프라 하모닉스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은 도체 방사 

노이즈의 위험으로부터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

측 양을 측정하는데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대책을 세우

는데 이용하고 있다.

위의 [그림 3]은 오전 6시 일출 때 노이즈가 나타나

고, 오후 6시 일몰 때 노이즈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태양광 인버터에 의한 노이즈라고 예측할 수가 있다.

 

[그림 4]는 오전 8시 부근과 오후 6시 부근에 가동한 세

탁기로 인해서 노이즈가 발생했다고 예측할 수가 있다.

[그림 5]는 전기자동차 충전시간에 노이즈가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림 6]은 노이즈에 대한 주파수별 전압레벨과 크

기를 스펙트럼 분석 그래프로 나타내 준다.

 

본 Ed.3에서는 Class B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대신에 

Class S급을 지정하였다. 즉, Class A 만큼 정확성은 

[그림 4]

Permanent emission 
signatures 

Daylight emission 
PV inverter signature  
: starts at sunrise

Daylight emission 
PV inverter signature  
: ends at sunset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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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통계 조사값을 취득하기를 원하고, 논쟁이 발생

할 소지가 있는 장소에서 계약조항 위반 사항의 검증 

기기로 사용 가능한 측정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다.

또한 전기품질 보고서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는데, 

EN 56060 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그림 7]에 보면 EN50160 전기품질보고서 샘플이 보

이는데, Class A 계측기를 제작하는 대부분의 제조사

[그림 5]
[그림 6]

[그림 7]

Maximum Values 
L1-E 2kHz-9kHz 
L2-E 2kHz-9kHz 
L3-E 2kHz-9kHz

2kHz-9kHz

0.10V

0.08V 

0.06V

0.04V 

0.02V 

0.00V
1.8kHz 2.8kHz 3.8kHz 4.8kHz 5.8kHz 6.8kHz 7.8kHz 8.8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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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기본적으로 EN50160 보고서 자동 작성 소프트

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편이다.

향후에 전기품질 측정 후 결과 보고서도 EN50160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고

조파 등을 측정할 경우에는 측정 시간과 측정 기간이 

매우 중요한데, 임의의 시간에 한번 측정하는 방법은 

올바른 측정 방법이 아니다.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하루 

측정값, 일주일 측정값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최소

값, 평균값, 최대값으로 관리하고 있다.

부가적인 최신 기능들인 [그림 8]을 보면, 4MHz 서지 

파형까지 이벤트를 캡처하는 기능까지 내장되어 있다.

본 이벤트를 이용해서 구역 내 설치 장소에서 서지 

발생의 시각과 크기를 파악할 수가 있다.

전기품질 분석기의 응용 부분을 보면, 누전차단기 트

립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기품질분석기를 이용해서 

전기 블랙박스 기능을 하는 사례가 [그림 8]에 있다. [그

림 9]의 녹색 그래프 전류(아래에서 3번째)가 바로 누설

전류를 나타내고, 누설전류에 의해서 누전차단기가 트

립된 것을 알 수가 있다. 누전차단기 뿐만 아니라 일반 

차단기의 트립전류 조사와 차단기의 규격들을 확인하는

데도 똑같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림 8]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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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IDC센터에서는 UPS의 입력단 전압, 출력단 

전압  전류, 축전지의 DC 전압, DC 충  방전 전류를 동

시에 감시하여 입력 전원에서의 문제인지, UPS 출력

의 문제인지, 축전지 측의 문제인지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그림 10]과 같이 감시하고 있는 곳이 있다. 또

한 트렌드를 계속 누적관리하면 UPS의 예방보수 정비 

작업에도 귀중한 자료를 취득할 수가 있다.

[그림 11]은 측정 전원 부분의 실시간 측정값과 위상 

그래프를 제공한다.

[그림 10]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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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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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Downstream)

Mains
(Upstream)

 EnviroSensor 
eg. UPS Battery Temp. 

Note : Potential Transformers(PTs) 
or voltage dividers required for 
downstream voltage inputs 

Relay Output eg. Alarm notification
Analog input eg. UPS 24Vdc battery voltage 

PQube 3 power (if powered from 24Vdc) 
Analog input eg. UPS DC current Digital input. Eg. UPS alarm sensing

Network
(PoE enabled) 

EnviroSensor 
eg. Ambinet T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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