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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ower frequency is one of important operational
parameters evaluating reliability, stability, and measuring efficiency of
power. Therefore, an accurate and fast estimate of the power
frequency is required. The magnitude gains of cosine and sine filters
become different when the power frequency is deviated from the
nominal value. The proposed algorithm estimates the power frequency
based on this. To demonstr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RTDS and DSP are used.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algorithm has not only a high level of robustness but also
high measurement accuracy over a wide range of frequency changes.
In addition, the algorithm was immune to harmonics and noise.

1. 서    론

산업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전력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
대됨에 따라 전력 공급의 신뢰성 및 안정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력 계통에서 발전량과 부하량 사이의 동적인 균형을 반영하는
주파수는 전력 시스템의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
다. 주파수를 감시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정전 사
고 사례를 분석해보면 주파수의 변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고장 발생 지
역을 검출하고 이를 계통으로부터 차단함으로써 대규모 정전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1]. 따라서 전력 계통 보호에 있
어서 정확한 주파수 측정은 필수적이며, 이와 함께 빠른 수렴성과 잡음
에 대한 강인성을 가지는 주파수 측정이 요구된다[2].
본 논문에서는 전력 계통의 주파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인과 코사인

필터의 이득차를 이용한 주파수 측정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TMS320F28335 Kit와 RTDS를 이용한 실시간 모의 수행을 통해 이를
검증한다.

2. 주파수 측정 알고리즘

이산 신호는 코사인과 사인의 임펄스 응답을 가지는 두 개의
FIR(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를 이용하여 두 개의 직교하는 성분
으로 분해할 수 있다. 사실상 이는 이산 푸리에 변환과 동일한 방법이나
코사인 필터와 사인 필터에 의한 직교화 기법으로 간주하는 것이 편리
하다. 코사인 필터의 임펄스 응답 계수는 식(1)과 같고 사인 필터의 임
펄스 응답 계수는 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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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은 기본 주파수 한 주기의 샘플링 개수를 의미한다. 디지털

컨벌루션에 의해 의 코사인 필터와 사인 필터의 출력신호 
와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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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식 (1)의 코사인 필터의 크기 응답은 식 (5)와 같고 위상 응답은

식 (6)과 같다. 또 식 (2)의 사인 필터의 크기 응답은 식 (7)과 같고 위

상 응답은 식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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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각각 기본 주파수와 샘플링 주파수를 나타내고, 

는 구하고자 하는 주파수가 된다. 식 (5)와 식 (7)을 비교해 보면   

일 때 코사인 필터와 사인 필터의 이득 값이 동일하나 그 외의 경우에
는 이득값이 차이를 보인다 [3]. 즉 코사인 필터와 사인 필터의 출력 신
호의 크기는 현재의 주파수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본 논문에서
는 이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주파수를 측정하고자 한다.

정현파 형태의 이산신호 을 가정하고 크기  , 주파수  그리고
위상 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식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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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이산신호의 샘플링 주파수이다. 에 식 (5)와 식 (6)

을 적용하여 코사인필터의 출력신호 를 구하고, 에 식 (7)과

식 (8)을 적용하여 사인필터의 출력신호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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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이며

따라서 의 크기인 와 의 크기인 의 비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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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주파수 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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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3)에 나타나듯이 주파수 를 구하기 위해서는 와 의 비를 구

해야 한다. 와 의 비를 구하기 위해 과  를 각각 입력

신호로서 각각 코사인 필터와 사인 필터를 적용하여 출력하면 과

 이고  ,  을 입력신호로서 각각 코사인 필터와 사인

필터를 적용하여 출력한 후 여기에 식 (5)와 식 (7)을 적용하여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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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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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4), 식 (15), 식 (16), 식 (17)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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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2)를 식 (18)에 적용하면 아래 식 (19)와 같이 와 의 비를 구

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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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3)에 식 (19)를 적용하면 식 (20)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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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SP를 이용한 계통주파수 측정

  3.1 DSP를 이용한 3-레벨 DFT 기반 계통주파수 측정 방법 구현
시험의 목적은 임의의 이벤트에 대해 실계통의 변화를 정확히 모의하
고 사례연구로 적용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주파수 측정 알고리
즘의 실질적인 성능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계통 모의는 전력 계통의 과
도현상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비인 RTDS(Real Time Digital
Simulator)를 사용하였다. 32bit 소수 연산이 가능한 마이크로프로세서
TMS320F28335가 탑재된 TR28335 트레이닝 키트를 사용하여 주파수
측정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3.2 RTDS의 DDAC카드를 이용한 아날로그 신호 생성
DSP를 이용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증명하는데 있어 필요한 아날
로그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RTDS를 사용하였다. 계통 모델링 기능을
가진 GUI 소프트웨어인 RSCAD와 연계하여 동작 및 제어가 가능하다.
RSCAD를 이용하여 구현한 시스템 모델로부터 관찰하고자 하는 전압
파형을 추출하고, 이를 RSCAD내 DDAC모델을 이용하여 RTDS에 탑재
된 DDAC카드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하였고, 이 아날로그 신호를
DSP에 입력하게 된다.

  3.3 DSP를 이용한 주파수 측정 알고리즘 구현
실험에 사용된 TR28335 트레이닝 키트는 32bit 소수 연산이 가능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인 TMS320F28335 칩이 탑재되어있으며, 이 DSP칩을
중심으로 메모리, A/D 변환기, 다양한 통신 기능을 위한 소자 그리고
통신 포트 및 각종 입출력 포트로 구성되어있다.
DSP는 RTDS로부터 입력신호를 전달받는데 이 과정에서 Aliasing 현
상 방지와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아날로그 RC 저역 통과 필터
를 사용하였다.  저항과 의 커패시터를 사용하여 설계하였고,
이 때 필터의 차단주파수는 약 로 최대응답치의   지점을
대역폭으로 가지며  신호에 대한 이득은 약 0.2이다.[4]

TR28335 트레이닝 키트의 입력포트로 전달된 신호는 A/D 변환기를
거쳐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후 DSP칩에서 주파수 측정 알고리즘에 의
해 처리된다. 샘플링 간격은 약 로  계통의 한 주기를 32
샘플링 하여 연산하였다. 주파수 측정 연산 결과 데이터는 TR28335 트
레이닝 키트 구동 소프트웨어인 CCS(Code Composer Studio) v3.3을 이
용해 프로그램 내의 배열에 저장해 두었다가 데이터를 추출했다..

  3.4 모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샘플링 주파수 를 1920 Hz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60

Hz 시스템에서 주기 당 32개의 샘플링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 일정시간
(5s) 이후에 기존 부하에 병렬로 연결 되어있던 투입 부하 스위치를 닫
아 기존 부하의 약 80%에 해당하는 부하를 투입하였다. 이 때, 전압 파
형에 대해 제안한 주파수 측정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그림 1에 나타내
었으며 이를 통해 제안한 방법이 계통주파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부하 증가의 경우 DSP를 이용한 주파수 측정 결과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력 계통의 주파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인, 코사인 필
터의 이득차를 이용한 주파수 측정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사인, 코사
인 필터는 기본 주파수에서 동일한 이득 값을 가지지만 기본 주파수 이
외의 주파수에서는 이득 값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 출력 신호의 크
기는 현재의 주파수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주파
수를 측정하였다.
보다 실질적인 연구를 위해 DSP를 사용하여 주파수 측정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실제 시스템 계통의 변화에 대한 모의를 하기 위해 RSCAD를
이용하여 간단한 계통을 모델링 하였다. 부하 변동의 경우를 모의해 얻
은 전압 파형을 RTDS를 이용해 아날로그 신호로 생성하고 이를 DSP
의 입력신호로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주파수를 측정한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주파수를 정확하게 측정함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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