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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전압강하 & 순간정전의 정의

•순간전압강하 (Voltage Sag, Dip)

기준전압의 –10% ~ -90%의 전압이

0.5 ~ 30 Cycle 동안 지속되는 현상

•순간정전 (Interruption, Outage)

기준전압의 –90% 이하의 전압이 1초 이내 동안

지속되는 현상

순간전압강하 & 순간정전의 발생원인

•자연적 요인

낙뢰, 산불, 폭설, 선로고장, 동물,

강풍, 폭우 등

•인위적 요인

전력공급계통 설비의 고장,

전력공급설비 노후,

대용량 부하의 기동 등

한국전력의 입장

•피해 보상 면책 규정

전기사업법 : 제17조, 제19조

전기공급약관 : 제39조 2항

제47조, 제49조

수용가 스스로의 대책 마련

무정전공급장치 설치

순간정전보상장치 설치

전력절감 및 전력품질향상장치



순간전압강하 사고 피해 예방 대책

예) S 반도체 기술 규격(Power Vaccine Line)

: -10% ~ -100% 의 전압강하에 대하여 1,000msec

전원 보상 기준

공장자동화 시스템 Components : 순간전압강하 내성특성

고객의 선택

엔티씨 Solutions

수용가별 기준 설정 및 대책 마련

Dip-FreeTM Nontrip
Dip-Free™ : 250VA ~ 5,000VA

Nontrip (NT-CMxx) : M/C 전용

Nontrip (NT-CP2) : SMPS 전용

DSP : SMPS 전용

DSP

발명특허 제 0505993호 발명특허 제0267075호



단상용 순간정전 보상장치 : Dip-Free™ 특징

순간정전보상 : 순간전압강하, 순간정전 기본 1초 보상 표준사양

S마크, CE, T? V 규격 인증 제품

Dip 보상 횟수 Counter 및 표시창 표시 기능

Dip 보상 시간 조절 기능 (0.1 ~ 5.0sec)

Dip 보상 동작 전압 설정 기능 (AC170~190V, AC85~99V)

Dip 보상 출력 전압 설정 기능 (AC200/210/220/230V, AC100/110/120V)

Off-line 방식 : 정상전원 입력시 Stand by. 사고발생시에만 보상

배터리가 없음 : 유지보수 비용 및 폐기물 처리 불필요, 화학 GAS 발생 없음

Power Capacitor 축전방식 : 최소 10년의 장기 수명

높은 신뢰성 : 1msec 이내의 초고속 절체

안정성 : Off-Line 시스템으로서 열 발생이 적고 안전성 우수

높은 돌입전류에 대한 내성이 강함 : UPS나 CVT와 같은 2~3배의

Oversize가 불필요, 순간과부하 대응

소형, 경량으로 설치가 용이함 : Step-Up 변압기 또는 배터리 불필요

유도성 및 저 역률 부하에 최적

Dip 보상 상태를 알려주는 반도체 릴레이 접점 (Option 사양 : 경보장치로 활용 가능)

Dip-Free™ 보상 파형

특허 제 0505993호



Dip-Free™ 설치 시방서

Dip-Free™ 설치 사례 1



Dip-Free™ 설치 사례 2

Dip-Free™ 설치 사례 3



Dip-Free™ 결선 사례 2 (공기압축기)

Dip-Free™ 결선 사례 1 (냉동기)



Dip-Free™ 결선 사례 4 (공정제어반)

Dip-Free™ 결선 사례 3 (인버터)



Dip-Free™ : AC230V 기준 사양서

Dip-Free™ : AC120V 기준 사양서



Dip-Free™ 모델 선정 방법

무순단 Manual Bypass Switch

1.해당 설비 부하 운전 상태의 실제 전압(Vrms),전류 (Arms)를 측정한다.

2.해당 적용 대상 설비의 실제 부하 역률 (pf)을 측정한다. (통상 0.8 적용)

3.측정된 부하용량 (VA) = 전압 (Vrms) x 전류 (Arms) x 여유율(1.5) 

4.산출된 희망 보상 용량을 초과하는 정격 보상용량의 Dip-Free™ 모델을

제품 사양 목록에서 선택한다

Ex) 1) 실제 측정 전압 = AC217Vrms , 측정전류 = 1.6Arms

2) 실제 측정 부하 역률 (pf) = 0.7

3) 희망 보상 용량 = 실제 측정 부하용량 (217 x 1.6) x 여유율(1.5) = 520.8

4) AC230V Series Dip-Free™ 제품 목록가운데 DVC-0600-N2 모델 선정

5) 메뉴얼 바이패스 스위치는 DVCBPSW-25 (25A 정격)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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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능 : 절체시 무순단으로 부하에 전원 공급 기능

2.용도 : 보상장치의 점검, 보상장치 유지보수시 무정전 상태 유지

3.사양 : 25A용, 40A용

4.모델 : DVCBPSW-25, DVCBPSW-40(DVC-5000-N2, DVC-2500-N1 전용)



M/C, Relay 전용 보상장치 : Nontrip 특징

Nontrip 은 순 간 적 인 전 원 장 애 즉 , 순 간 정 전 및

순 시 전 압 강 하 (Voltage-Sag, Dip) 로 인 한 Magnetic 

Contactor 의 Trip 을 방지 하 는 경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배터리가 없으므로 별도의 유지 및 보수가

필요치 않습니다.

- SMU (Super Magnetic Unit) 내장에 따른

AC전용 및 AC/DC겸용 M/C 적용 가능

- 국내.외 M/C 모델 일체 적용 가능

- 소형, 경량으로 설치공간의 최소화

- Socket Type으로 설치 및 유지보수 용이

- 순간정전에 대해 1초보상

- 자체 작동 시험 및 동작횟수 표시기능

- 경제성이 뛰어남.

- 국내 특허 제품(특허 제0267075호)

- S안전마크 및 CE 국제 규격 인증 제품 발명특허 제0267075호

Nontrip 상세 사양



Nontrip 상세 기능

Nontrip 상태 표시 기능

•PW(Green) : 전원인가 시 점등

•CH(Red) : Dip Control용 콘덴서의 에너지 충전표시

•OP(Yellow) : Dip이 발생되어 보상 동작시 점등

•RESET : Counter의 Voltage Dip 발생 횟수 표시를 “0”으로 Reset 시킴.

•TEST : Unit의 정상 동작상태를 알 수 있다. Magnet Contactor Coil을

구동 중이라도 Test 가능함.(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음)

•COUNTER : Voltage Dip 발생 횟수를 0~9까지 표시하며,

전원인가 시 “0”을 표시

※ Voltage Dip 발생 시, Unit가 보유하고 있는 콘덴서의 에너지를

설정시간(1초) 동안 부하에 공급하고, 설정시간 이내라도 전압이

정상으로 복귀되면 대기 모드로 전환됨.

※ 주전원은 보상과는 관계없이 연속 공급되는 원리임.



Nontrip 설치 순서

Nontrip 외형도

1) Nontrip 정격 전압 사양 확인.

2) Nontrip SOCKET 설치 위치 고정.

3) SOCKET Cable 결선.

4) 적용설비 전원 OFF 확인 후 Nontrip을 SOCKET에 고정

5) 설비 전원 투입 후 설치 정상 동작 확인.

6) 입력 측 전원 스위치를 OFF & ON시켜 Nontrip 보상 확인. 

※ 설치시 주변기기와 10mm 이상 간격유지

⑥ ⑤ ④ ③

⑦ ⑧ ① ②



NT-CMxx 결선도 2 (AC/DC 겸용 M/C)

NT-CMxx 결선도 1 (AC전용 M/C)



NT-CP2 결선도 2 (두개이상 병렬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NT-CP2 결선도 1 (하나만 사용할 경우)



DSP 상세 사양

SMPS 전용 보상장치 : DSP 특징

DSP 는 SMPS(Switching Module Power Supply) 의

순간정전 Trip 예방 전용 보상장치로서 순간적인 전원 장애

즉, 순간정전 및 순간전압강하(Voltage-Sag, Dip)로 인한

SMPS의 Trip을 방지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배터리가

없으므로 별도의 유지보수가 필요치 않습니다

•SMPS(Switching Module Power Supply) 전용

•19inch Rack Type

•순간정전에 대해 1초 보상

•자체 작동시험 및 동작횟수 표시 기능

•경제성이 뛰어남

•CE, TÜV 국제 규격 인증 제품

•모 델 명 : CP3000 / CP1800

•보상용량 : 3,000VA / 1,800VA

•입력전압 : 1ø 200Vac ~ 230Vac, 50/60Hz

•출력전압 : 200Vdc ~ 230Vdc

•동작전압 : 185Vac ± 3V

•보상시간 : 1,000msec

•적용부하 : SMPS 전용

CP3000

CP1800



DSP 결선도

DSP 상태 표시 기능

•PW(Green) : 전원인가 시 점등

•CH(Red) : Dip Control용 콘덴서의 에너지 충전표시

•OP(Yellow) : Dip이 발생되어 보상 동작시 점등

•RESET : Counter의 Voltage Dip 발생 횟수 표시를 “0”으로 Reset 시킴.

•TEST : Unit의 정상 동작상태를 알 수 있다.(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음)

•COUNTER : Voltage Dip 발생 횟수를 0~9까지 표시하며,

전원인가 시 “0”을 표시

※ Voltage Dip 발생 시, Unit가 보유하고 있는 콘덴서의 에너지를

설정시간(1초) 동안 부하에 공급하고, 설정시간 이내라도 전압이

정상으로 복귀되면 대기 모드로 전환됨.

※ 주전원은 보상과는 관계없이 연속 공급되는 원리임.

H N G + - G

INPUT OUTPUT

H
N
G

H
N
G

220Vac
Input

220Vdc
Output



DSP 설치 순서

DSP 외형도

1.DSP 및 적용 부하의 정격 전압 사양 확인 (200Vac ~ 230Vac Only)

2.DSP 설치 위치 고정

3.주전원 차단 및 DSP Rack S/W Off 확인 후 입출력 케이블 결선

4.주전원 투입 후 DSP 전원 스위치 On

5.적용 부하 정상 동작 확인

6.주전원 스위치 Off → On : 보상동작 확인

단위 : mm

높이 : 용량에 따라 다름.

- CP3000 (3KVA)    : 4U

- CP1800 (1.8KVA) : 2U



VDS 상세 사양

Voltage Dip Simulator : VDS 특징

VDS는 순간전압강하(Voltage Dip, Sag) 시험장치로서

인위적으로 부하측에 순간전압강하를 발생시켜 부하가

가지고 있는 순간전압강하에 대한 내성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순간전압강하 전용 시헙장치 입니다.

•전아강하 범위를 –100%까지 시헙 가능

•사용자가 임의의 전압강하 설정 가능

•사용자가 임의의 시간 설정가능

•임의의 위상 설정가능

•설정 및 시험 횟수 LCD 표시창으로 확인

•연속적인 반복 횟수 설정 가능

•모 델 명 : VDS-2000 / VDS-3000

•부하용량 : 2,000VA / 3,000VA

•입력전압 : 1ø 200Vac ~ 230Vac, 50/60Hz

•출력전압 : 1ø 0Vac ~ 230Vac, 50/60Hz

•위상범위 : 0° ~ 360° (10° 단위 변경 가능)

•시간범위 : 1msec ~ 9,999msec

•연속반복 횟수 범위 : 1 ~ 100회

•적용부하 : 단상 부하로서 허용 용량 범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