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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 전력계통에 전력파형을 검출하기 위해 주파수 계전기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기존에 사용되었

던 전자기계식 주파수 계전기는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이후 연구 개발된 전자식 계전기는 노이즈와

왜곡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 개발된 Microprocessor 계전기는 50ms에서 수초정도의

주파수 측정 시간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계전기의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개선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

며, Matlab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검출하기 위해 임의의 전압파형을

Matlab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수행함으로서 정확하고 신속한(약 30ms)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입증하였

다.

1. 서론

주파수는 전원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매개

변수이다. 모든 부하와 손실의 합이 시스템에서의 전체

발생량과 같게 되면 전원 시스템에서의 주파수는 일정

하게 유지된다. 반면에 전체 발생량이 부하와 손실의

합계보다 더 적으면, 주파수는 감소하게 된다. 이와 반

대로, 전체 발생량이 부하와 손실의 합계보다는 더 많

으면, 주파수는 증가하게 된다. 주파수가 변동하게 되

어 동기를 잃게 되면 탈조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시스

템에서 허용할 수 있는 주파수의 변화는 시스템에서

회전하는 장비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터빈 회

전날개가 손상될 수 있는 공진 스피드에서 회전한다

면 터빈 회전날개는 파손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저주파

수 계전기와 과주파수 계전기를 발전소에 설치한다. 저

주파수 계전기는 저주파수를 파악하여 주파수를 복구

하기 위해 부하를 재분배하거나 발전량을 높일 때 사

용되며, 과주파수 계전기는 과주파수 상태를 발견하고

이때 발전량을 줄여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한다.

초기에 사용되었던 전자기계식 주파수 계전기는 설정

된 주파수에서 ± 0.1 ～ ± 0.2Hz 의 오차 범위가 있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 이후 사용되어진 전자식

계전기는 zero crossing [1] 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파

수를 측정하였다. 이 계전기는 노이즈와 외형파에 영향

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다. 고로, 최근에 사용된

Microprocessor 계전기는 샘플링을 통한 전압값을 디

지틀 값으로 변환하여 주파수 값을 측정한다

[2,3,4,5,6]. 이 계전기는 주파수를 측정하는데 50ms에서

수 초 정도의 시간이 걸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

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계전기의 개선

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또한, Matlab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검출하기 위

해 임의의 전압파형을 Matlab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수

행함으로서 개선된 정확하고 신속한 (약 30ms) 알고리

즘의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2. 제시한 알고리즘

이 기술은 미리 지정한 샘플율에서 전압을 디지털

화한 값을 사용한다.  Hz 의 기본 주파수와 Vp의

첨두값을 가지는 사인파 전압 신호를 가정한다. 신호

의 기본주파수 실수부와 허수부를 추출하기 위한 LES

filter 설계 과정을 논문 [7]을 참조하여 설계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변수를 지정하여 실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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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Hz 한 주기의 window 길이

*시간 참조와 window의 중간은 일치

*신호는 기본 주파수만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

*샘플링율은 720Hz

샘플링율은 용도에 의해 수정된다. 신호의 분해과정은

전압파형의 사전 지식에 기초한다고 가정한다. data

window 크기와 시간기준을 선택하는 지침은 참고문

헌 [7]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정한 변수값으로 정

의하고 정현(sine)과 여현(cosine)필터의 계수를 얻을

수 있다.

필터 계수는 data window 내에서 전압신호에 대응하

는 샘플에 의해 곱하여지고 그 결과는 합산된다. 졍현

(sine)필터 계수를 사용한 적과 합산과정은 신호의 기

본주파수 성분의 허수부분을 제공한다. 유사하게, 여현

(cosine)필터 계수를 사용한 증가와 축적은 신호의 기

본주파수 성분의 실수부분을 제공한다. n번째 data

window에 대응하는 샘플을 사용해서 구해지는 실수와

허수부분은 n번째 window에 대응하는 기본주파수의

페이저의 위상각 Ɵn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다. 다음 샘

플로 넘어가면 data window는 한 샘플간격만큼 이동한

다. (n+1)번째 data window에 대응하는 기본주파수 페이

저의 위상각 Ɵn+1 은 (n+1)번째 window의 data와 정현,

여현 필터의 계수를 사용해서 구해진다.

위상차, (Ɵn+1-Ɵn)는 한 샘플링 간격 내에서 페이저의 회

전을 의미한다. 이 위상차는 추정주파수,를 얻기 위해

식(1)을 이용한다.

=(Ɵn+1-Ɵ)/(2π/fs) ……………(1)

단 : fs는 샘플링 율

이러한 반복된 절차를 통해서 추정주파수를 구할 수 있

었다.

2.1 프로그램의 순서도

제시한 프로그램의 순서도는 그림1. 과 같다.

<그림1. 프로그램 순서도>
① 변수 입력

샘플링율, 시간 범위 등 프로그램에 필요한 변수를

입력한다.

②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 입력

기본 주파수가 58Hz 인 기본파와 3 고조파, 3
고조파가 합성된 파형으로 그림 2와 같다.

<그림2. 고조파가 포함된 입력파형>
③ 필터계수 계산

LES 필터를 사용해서 신호의 기본주파수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추출한다.

④페이져 추정

필터계수 계산을 통한 실수부와 허수부를 이용하여
위상차의 위상각을 계산한다.

⑤주파수 측정

페이저의 위상차 및 식(1)를 이용하여 추정주파수를

구한다.

⑥ 주파수 그래프 출력

저장된 추정 주파수를 그래프 상에 표현하면
그림3과 같이 추정 주파수가 25ms 이내에 58Hz로
수렴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최종 출력 파형>

2.2 Testing

입력 전압 주파수를 다르게 하여 주파수가 수렴

하는 응답 시간을 시험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1 과

같이 30ms 안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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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Hz]
응답시간[sec]

57 0.0305

58 0.0290

59 0.0285

61 0.0245

62 0.0275

63 0.0295

<표 1. 입력 주파수에 따른 응답시간>

또한, 시험파형에 대한 파형중에 기본주파수가 57,

59, 62Hz에 대한 주파수 추정과정 수렴 곡선은 그

림. 4와 같다.

<그림 4. 시험 파형에 따른 추정 주파수 파형>

3. 결 론

최근에 전력계통의 전력 평형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주파수 계전기의 측정을 신속하고 빠

르게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Matlab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그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LES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주파수를 신속, 정

확하게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② 작성한 알고리즘으로 Matlab 프로그램을 작성

하였다.

③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시험한 입력 데이타들은

수렴속도가 30ms 이내로 신속하게 수렴하였고,

오차 또한 아주 적어 제안한 알고리즘의 효용성

을 충분하게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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