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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hase RMS Voltage Measurement Method of Virtual 
Frequence using Instantaneous Power Component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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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ew measurement method using virtual power concept to 

measure the effective value of 3-phase voltage with variable frequency. The 

conventional effective value measurement method uses a method of integrating data 

sampled during one or half cycle of the power voltage and averaging it. In this 

method, since the effective voltage is calculated every cycle, a time delay occurs in 

the measured effective voltage and it is s a problem to measure the effective value of 

a device whose frequency varies from time to time, such as a generator. The 

proposed 3-phase voltage rms measurement method has an advantage that it can 

measure accurate voltage RMS value regardless of measurement frequency variation. In 

particular, there is an advantage in that it is possible to measure a 3-phase effective 

voltage rather than an average value of the effective voltage of each phase in a 

3-phase unbalance voltage. In addition,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by using the Psim simulation tool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are analyzed by 

applying the proposed measurement algorithm to the actual three phase synchronous 

generator voltage measurement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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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한 실효치 연산법은 계

측신호의 주기를 검출하여 주기마다 실효치가 연

산됨으로 순시적인 실효치 연산은 불가능하다. 특

히 3상 두 전원의 차동전압에 의한 동기여부를 

판단하거나, 발전기 기동 시에는 주기마다 실효치

가 계산되는 방식은 전압계측의 시지연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시지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새로운 순시 실효전압 계측에 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3상 전압

에서 맥동이 존재 하지 않는 정확한 순시 실효 전

압계측을 위해 전력개념에 착안한 새로운 순시 실

효전압 계측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실효치 계측 

기법은 실효 전압 연산에 주파수 항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원 주파수에 관계없이 실효치를 계측

할 수 있으며, 3상 전압이 불평형인 경우에도 3상 

실효전압을 계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2].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3상 순시 실효 전압 계

측 알고리즘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ism 

Tool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실제 

50[kW]급 3상 동기 발전기의 실효 전압 계측에 

제안한 계측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험을 통해 그 

결과를 분석한다.

2.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실효 전

압 계측 방식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실효 전

압 계측은 식 (1)과 같은 실효치 계산 수식을 알

고리즘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식에서 

은 실효전압을 나타내며 은 샘플링 개수, 

는 샘플링 전압을 나타낸다[3]. 이 식에서 이 

방식은 전원전압의 반주기 혹은 한주기의 샘플링 

데이터에 평균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정 한 전압 

검출과 노이즈에 강한 특성을 가진다[4][5]. 그러

나 이산화 된 데이터 샘플로 전원 전압의 실효치

를 계산하는 경우 샘플링 주파수와 전원 전압 주

파수에 의해 결정되는 한주기당 샘플링의 개수가 

정수배일 경우에만 정확한 실효치를 검출할 수 

있다[6]. 

Fig. 1 AC Voltage sampl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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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한 실효치 계측을 위해 한주기 이상으로 

계산주기를 늘려 상 적으로 많은 전압 데이터를 

확보하여 실효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7][8]. 

이러한 방법은 많은 전압 데이터를 확보한 만큼 

실효치의 오차는 줄어들지만 한주기 이상의 실효

치 검출의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사고 

시 전원 상태를 빠르게 검출하는 것이 어렵고 두 

전원의 전압 차로 동기화 유⋅무를 판단하는 시스

템에 제어 성능 저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

이 있다[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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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상 순시 실효전압 계측 원리

제안하는 순시 실효전압 계측 방식의 원리를 

수식 전개로 나타내었다. 계측한 3상 전압을 식 

(2)과 같이 정의하고 1  부하저항이 연결된다

면 전류는 식 (3)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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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저항을 1 으로 정규화한다면 3상 전압과 

3상전류는 동일한 값이 되어 3상 전압과 전류에 

의한 총 전력 는 식 (4)과 같이 전압에 한 식

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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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에서 반각공식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식 (5)

와 같이 되며, 각 상 전력은 직류 성분 항과 교류 성

분 항으로 분리되면 그 결과는 식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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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 전압 평형인 경우 식 (6)의 교류 성분항의 

순시치는 0이 되고, 불평행인 경우에는 교류 성분 

항 평균치는 0이 된다. 따라서 3상 전력 실효치 

는 식 (7)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7)

평형인 경우 실효치를 계산하기 위한 등가 전

압의 피크치를 라 하면, 그 관계식은 식 (8)과 

같이 정의된다. 

           

 









            (8)

따라서 3상 실효전압은 식 (9)와 같이 주어진다.

              





              (9)

식 (9)은 3상 실효전압의 피크치를 나타내고 있

으며 이로부터 실효치 을 구하면 식 (10)과 같

이 주어진다. 

       


 


        (10)

그림 2은 3상 전원과 정규화 된 저항 1 이 

연결된 회로에서 전력계측 원리를 나타내고 있으

며, 그림 3은 그림 2의 회로의 결과 파형이다. 그

림에서 보듯이 3상 전력은 전원전압의 주파수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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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mulation circuit

Fig. 3 3-phase voltage, current & Power

4.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그림 4는 제안한 3상 순시실효전압 계측 방식

의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회로이다. 시뮬레이션 

회로는 크게 가변되는 전압 및 주파수를 발생할 

수 있는 DLL 파일, 3상 전압 소스 및 부하, 3상 

전압 계측 센서, 3상 전압 실효 전압 계산 블록으

로 구성하였으며, 편의상 시뮬레이션 결과에 실효

치를 표시하지 않고 3상 전압 실효치의 피크치를 

표시하였다.

Fig. 4 Proposed simulation circuit

그림 5는 3상 전압의 피크치가 0[V]에서 100[V]

로 가변하면서 전원 주파수는 0[Hz]에서 60[Hz]로 

가변 하는 3상 평형전압이 발생하는 경우의 시뮬레

이션 결과이다. 시뮬레이션 결과파형과 같이 3상 전

압 제곱의 합은 주파수에 관계없이 전압의 크기에 

비례하여 일정한 값이 됨을 알 수 있으며, 3상 실효

치 전압의 피크치도 일정한 값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상 전압 피크치가 0[V]에서 시작하

여 100[V]로 가변되고, 상 전압 피크치는 0[V]

에서 125[V]로, 상 전압의 피크치가 0[V]에서 

150[V]으로 가변하면서 주파수는 0[Hz]에서 60[Hz] 

로 선형적으로 가변 하는 3상 불 평형전압이 발생

하는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시뮬레이션 결

과와 같이 3상 실효치 전압의 피크치는 전원 주파

수의 3배에 해당되는 리플이 존재하나 LPF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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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그 출력이 126[V]로 3상 실효전압과 일치함

을 알 수 있다.

5.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시지연이 없는 순시 실

효 전압 계측 알고리즘을 50[kW]급 3상 동기발전

기에 실효 전압 계측에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7과 그림 8은 3상 전압 피크치가 0[V]에

서 311[V]로 가변하면서 전원 주파수는 0[Hz]에서 

60[Hz]로 가변 하는 3상 평형전압이 발생하는 경

우의 실험 결과이다. 실험 결과로 확인 할 수 있

듯이 3상 전압 제곱의 합은 가변되는 전원 주파

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압의 크기에 비례하여 

일정한 값을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3

Fig. 5 simulation results at voltage balance Fig. 6 simulation results at voltage unbalance

Fig. 7 Experiment results at voltage balance 1 Fig. 8 Experiment results at voltage balan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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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실효치 전압의 피크치도 일정한 값이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9와 그림 10은 상 전압 피크치가 0[V]

에서 시작하여 311[V]로 가변되고, 상의 전압 

피크치는 0[V]에서 280[V]로, 상 전압의 피크

치가 0[V]에서 200[V]으로 가변하면서 전원 주파

수는 0[Hz]에서 60[Hz]로 선형적으로 가변 하는 

3상 불평형 전압이 발생하는 경우의 실험 결과이

다. 실험 결과를 보는 바와 같이 3상 실효치 전압

의 피크치는 전원 주파수의 3배에 해당되는 리플

이 발생한다. 이 리플 성분을 갖는 피크치 신호를 

10[Hz]에 차단 주파수를 가지는 저역 통과 필터를 

통과 시키면 그 출력이 그림 11의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281[V]로 3상 실효전압과 일

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순시 실효전압 계측 알고

리즘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험 결과 통하여 3상 

평형전압 계측에서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실효전압

을 순시적으로 얻을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3상 불평형인 전압 계측에서는 불평형 정도에 

비례하는 실효전압 리플이 존재 하지만 전원전압 

보다 3배의 리플 주파수를 갖지 않으므로 저역통

과 필터를 사용한 간단한 기법으로 해결할 수 있

었다. 제안된 계측 방법은 발전기 같이 주파수가 

가변되는 시스템이나 한전 계통에 비해 상 적으

로 주파수 변화가 큰 소형 마이크로그리드에 3상 

전압 계측기법으로 적합 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9 Experiment results at voltage 

unbalance 1 

Fig. 10 Experiment results at voltage 

unbalance 2 

Fig. 11 Experiment results at voltage 

unbalance 3 (L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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