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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the novel real-time embeded 
Dynamic System Monitor(KDSM) for dynamic device modeling and 
disturbace monitoring. The KDSM uses the variable resampling 
technique together with DFT algorithm so that it overcomes the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DFT algorithm at the big deviation of 
network frequency. The suggested algorithm is implemented by using 
the NI-PXI system, and verified by applying to the generator testing.  

1. 서    론

  력계통에서 력설비의 동  모델링과 외란감시를 해서 페이져 
측정장치가 80년  이후로 도입되었고[1], 최근에는 역정 방지를 
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페이져 측정장치는 기존의 Fault recorder와 
그 용 목 이 다르다. Fault recorder는 아주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과
도특성, 즉 스 칭이나 기자기  상을 측정하기 해서 샘 링 주
수를 6 kHz이상 높게 하여 수 간 측정한다. 반면, 페이져 측정장치는 
5 Hz  정도의 다이나믹 상을 측정하여 압안정도, 미소신호안정도, 
주 수 안정도 등을 감시하는데 당한다. 페이져 측정장치도 목 에 따
라 더 세분화 할 수 있다. PMU와 같이 역감시를 해서 사용되는 페
이져 측정 장치는 5 Hz 정도의 주 수 역 와 압, 주 수, 출력, 무
효 력 등을 측정한다. 반면 설비 동  모델링 등에 사용되는 Dynamic 
System Moinotor(DSM) 페이져 측정장비는 해석 주 수 범 가 30 Hz 
이상까지 필요하고, 측정 데이터도 1000 V 직류 계자 압, 100 mV 이
하의 계자 류, 부하각 데이터, 직류제어 신호 등 여러신호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DSM 장비와 새롭게 개발한 페
이져 알고리즘과 KDSM 장비에 해서 기술한다. 본 논문이 제안한 알
고리즘은 가변 재샘 링 기법과 DFT 기법을 이용하여 계통주 수가 기
본주 에서 크게 벗어나더라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NI사의 PXI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 하고 원자력 발
기 특성시험에 용하여 검증한다.   

2. 본    론

  2.1 기존 DSM 장비  
  발 시스템 모델링, 부하모델링, FACT 모델링 등의 동  데이터를 
도출하기 해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기존 상용 DSM 장비는 미국 
PTI-DSM 장비와 캐나다의 Powertech사의 Tabular System 등이 있다. 

  2.1.1 PTI-DSM 장비 
  PTI-DSM 장비[2]는 국내에 도입되어 발 기 특성시험 등에 사용되
어 오고 있으나, 최근 PTI-DSM 장비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장비 유지보수 등에 어려움이 있다. PTI-DSM 장비의 장 은 장시간 
측정하더라도 신뢰성 있고 안 하며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고 
별치형의 Anlge meter가 있다는 것이다. 단 은 장비가 무거워 이동하
기 어렵고 실시간으로 측정된 형을 볼 수 없다는 이다. 특히 PSS 
튜닝 등을 할 때 실시간으로 시험된 형을 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어
렵다. 용된 알고리즘은 하드웨어 으로 주 수를 정확히 측정하여, 1 
싸이클에 4개의 형을 측정하고 DFT 알고리즘을 용하여 상과 크
기를 계산한다.     

  2.1.2 Powertech-Tabular System  
  국내에 최근에 도입된 캐나다의 tabular system은 PSS 튜닝 시험등
에 사용되고 있다. 이동하기 편리하게 크기가 아주 작고 노트북에서 측
정하는 시스템이다. 즉, 최신의 고성능 하드웨어와 NI Labview를 이용
하여 개발된 시스템이다. 따라서 장 은 이동성과 실시간으로 형을 
찰할 수 있는 이다. 단 은 장시간 사람없이 측정하도록 이 시스템을 

두는 것이 어렵고 별도의 Angle meter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PSS 
튜닝과 같이 짧은 시간에 측정하고 분석하는 시험에는 맞으나, 발 기 
특성시험처럼 Angle meter가 필요하고 사람없이 장비를 오래 두는 경우
에는 부 당 할 수 있다. 한 GPS를 이용한 시각동기화 기능이 없다. 
     

<그림 1> PTI-DSM 장비 

  

<그림 2> Powertech-Tabular system 

2.2 K-DSM 성능과 알고리즘 
   KDSM 장비는 NI사의 가장 성능이 좋은 PXI 시스템을 기본시스템
으로 하고 Embeded real-time OS를 사용한다. 제어기는 2.5 GHz 펜티
엄 4-M CPU를 사용하는 PXI-8187이며, 입력 모듈은 연된 아날로그 
신호 입력 모듈, SCXI-1120D, 1125 등의 신호조정 모듈을 이용한다. 
압을 다운하는 터미  블락은 SCXI-1327, 1316, 1305 등을 사용하여 1 
mv ~ 최  1000 Vdc 까지 측정할 수 있다. DAQ 카드는 16 비트, 최  
1 MS/s 샘 링할 수 있는 PXI-6151 모듈을 사용한다. GPS 시각 동기
화를 해서 80Mhz 원주 수를 제공할 수 있는 system timing 카드인 
PXI-6608 카드를 사용한다. 주 수 측정을 해서 주 수- 압 변환을 
하는 SCXI-1126 모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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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M 알고리즘은 Real-Time Labview 언어로 자체 개발한 코드가 
탑재된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가변 리샘 링 기법과 DFT 알고리즘이 
결합된 기법을 사용한다. 기존 PTI-DSM장비는 하드웨어 으로 계통 
주 수를 측정해서 정확하게 1싸이크에 4개의 측정 을 가변 샘 링을 
하고, 측정된 4개의 데이터는 DFT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페이져 값을 
계산한다. 개발된 방법은 고정된 높은 샘 링 속도로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부 으로 다시 샘 링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1싸이클 동안 
내부 으로 1.44kHz로 채 당 24개의 데이터를 재샘 링한다. 재샘 링
된 24개 데이터는 DF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확한 상과 크기를 계
산한다. 기존 DFT 알고리즘은 기본주 수가 60 Hz에서 0.1 Hz정도 벗
어나면서부터 에 띄게  계산된 크기 값이 부정확해지기 시작한다. 
KDSM 실행  설정은 호스트 컴퓨터인 노트북에서 한번 설정해주고 
운 되면 노트북과 분리되더라도 독자 으로 측정하여 자동 으로 데이
터를 연속 장한다. 약 120일정도 연속 측정해서 장할 수 있다. 실시
간 형분석은 노트북을 통해서 찰할 수 있고 PSS 튜닝 등을 할 때 
매우 요하게 사용된다. 부하각 측정은 독립 으로 계산되는 
PXI-FPGA 모듈을 이용하여 측정가능 하다. 이와 같이 KDSM 장비는 
독립 으로 동작되는 3개의 CPU에 의해서 측정되고 모니터할 수 있어 
성능을 극 화 할 수 있다.        

<그림 3> KERI-DSM 장비 

  2.2.1 현장 테스트 결과
    Proto-KDSM 장비는 2009년 3월 울진원자력 4호기 특성시험 때 기
존 DSM 장비와 병렬로 측정 을 연결해서 측정 비교하 다. 그림 4는 
800 MW에서 AVR 스텝시험 때 측정된 발 기 출력을 보여 다. 그림 
5는 이때 측정된 발 기 단자 압을 보여 다. 2개의 측정된 결과가 서
로 잘 일치하고 있다. 기타 다른 계자 압, 계자 류, 주 수 등도 기존 
DSM 장비와 측정된 결과가 잘 일치하 다. KDSM 장비 사양은 기존 
DSM 장비 사양보다 더 높기 때문에, 개발된 KDSM 장비는 보다 더 정
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림 4> KDSM과 DSM 장비 측정결과 비교: Pe (MW) 

<그림 5> KDSM과 DSM 장비 측정결과 비교 : Vt (kV) 

3. 결    론

       본 논문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DSM 장비와 새롭게 
개발한 KDSM 측정 장비에 해서 기술하 다. 본 논문이 제안한 페이
져 계산 알고리즘은 가변 재샘 링 기법과 DFT 기법을 사용하여 계통 
주 수가 크게 변동하더라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NI사의 PXI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 하여 이동성과 신뢰성
을 확보하 다. 개발된 KDSM 장비는 울진원자력 4호기 발 기 특성시
험에 기존 DSM 장비와 병렬로 측정하여 측정된 결과를 비교 검증하
다. 향후 연구는 PXI -FPGA 모듈을 이용한 Angle Meter 알고리즘을 
구 하는 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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