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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뱅크기법에 기반한 전력신호 플리커 검출 

Power Signal Flicker Detection Based on Filter Bank Technique 

최  훈*․배 현 덕†

(Hun Choi․Hyeon-Deok Bae)

Abstract - In power quality monitoring, voltage fluctuation is one of the power quality problems, which cause light flickers. 

To determine the flicker severity, the flicker meter concept was developed in an IEC 61000-4-15 standard. Generally, voltage 

fluctuations are described as an amplitude modulation(AM). The flicker meter of IEC 61000-4-15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flicker measurement recommends square demodulation method to detect flicker signals from voltage fluctuation signals. 

This paper suggests a new effective method using filter bank to detect and estimate flicker signals, which do not need square 

demodulation. For the accurate detection of flicker signals, the filter bank is designed with a full consideration of the 

spectrum characteristics of voltage fluctuation signals described as AM. The frequency and magnitude of the detected flicker 

signals are estimated using recursive method. Computer simulations were performed on synthesized signals to prov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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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력품질 문제 중 전압변동은 아크로(arc furnace), 용접기, 복

사기, 냉장고 등의 큰 전류를 필요로 하는 부하에 의해 주로 발

생한다[1, 2]. 이러한 전압변동을 방지하고자 대부분 가전제품이

나 전자장비에는 적절한 전압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 미세한 전

압변동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전등 부하의 경우

에는 입력전압의 변화가 곧바로 전등의 깜박임으로 이어지게 되

므로 전압 변동으로 인한 전등의 깜박임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경

우 일반 사용자에게는 전력품질 문제로 인식되게 된다[3, 5].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61000-4-15에

서 정의하는 플리커(flicker)는 ‘특정 부하의 변동에 따른 전압의 

변동이 인근 부하의 전압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발생하는 전등 부

하의 깜박임’[4]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기준의 정의는 백열등에 

대한 것이며 형광등,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전등 부하의 깜박임은 특정 주파수에서만 

발생하는데,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로 0.05Hz에서 

35Hz 사이의 주파수에 의해 발생한다. 

대표적인 플리커 측정 방법의 표준으로는 IEC 61000-4-15에

서 제안하고 있는 플리커미터(flickermeter)가 있다[4]. IEC표준 

플리커미터에서는 진폭변조(AM:Amplitude Modulation)로 표현

되는 전압변동신호에서 변조신호를 복조하는 방법으로 제곱 복조

(square demodulation)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방

법은 작은 크기의 변조신호에 대한 신호 추출성능은 떨어진다. 

또한, 전압변동신호를 제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DC성분과 두 배

-주파수(double-frequency)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별도의 필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1, 2, 5, 6].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변조신호의 복조과정 대신 필터뱅크 시스

템(filter bank system)을 이용한 플리커를 검출하는 기법을 제안

한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QMF(Quadrature Mirror Filter) 특성의 

필터뱅크를 설계하며, 이를 이용하여 플리커가 포함된 진폭변조 

특성의 전력신호를 분해한다. 진폭변조신호의 스펙트럼은 원신호 

스펙트럼의 양옆(side lobe)에 변조신호의 스펙트럼이 위치하는 

특성을 알 수 있다[1-3]. 따라서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필터뱅크

를 이용하여 기본파의 스펙트럼과, 변조신호의 스펙트럼을 각각 

검출한 후, 추출된 신호에 순환기법(recursive method)을 적용해 

플리커신호의 주파수와 크기를 추정하고자 한다[7-9]. 이 기법에

서는 복조과정이 따로 필요 없고, 복조과정에서 발생한 신호를 

제거하기 위한 필터링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안한 기법의 성능 평가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플

리커 주파수를 가지는 전압변동신호와 가중필터(weighting filter)

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2. IEC 플리커미터 표준

2.1 IEC 플리커미터

IEC표준에서 요구하는 플리커미터의 기본구조는 그림 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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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EC 플리커미터의 기능별 다이아그램 

Fig. 1 Functional diagram of IEC flickermeter

다[4]. 그림 1의 블록 1에서 적절히 조정되어 출력된 전압변동신

호는 블록 2의 복조과정을 통해 변조신호만을 추출한다. 이 복조

과정을 IEC에서는 제곱 복조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여기서 변조

신호는 실질적으로 플리커를 유발하는 신호이므로, 여기에서는 

변조신호와 플리커 신호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플리커 신호를 포함하는 전압변동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폭변조로 표현된다. 

전압변동신호 :   cos  (1)

변조파(modulation wave) :    (2)

여기서, , 는 각각 반송파(carrier wave, 전압변동이 발생하

지 않았을 때의 전력신호)의 크기와 주파수이고, ,  은 변조

신호(modulation wave)의 크기와 주파수이다. 그림 1의 블록 2 

목적은 식 (1)에서 만을 검출하는 것이다. 

식 (1)을 제곱하면 다음과 같다. 

    

 


   (3)

식 (3)에서 DC성분과 두 배-주파수 성분을 제거하면, 식 (3)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4)

만일, ≪  이면, 식 (4)에서 두 번째 항은 무시할 수 있

고, 따라서 만을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제곱변조 방법은 

DC성분과 두 배-주파수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인 그림 1 블

록 3의 첫 번째 필터를 항상 필요로 한다. 또한, ≪ 의 조

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플리커 신호인 의 정확한 

검출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제곱 복조 방법을 이용하는 플리커 

검출 방법에서는 에 따라 플리커 검출 성능이 저하될 수 있

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2.2 가중치 필터

그림 1에서 블록 3의 두 번째 필터는 가중치 필터(weighting 

filter)이다. 가중치 필터는 램프-눈-뇌 연쇄 기동을 나타낸다[1, 

6]. 또한 IEC 플리커미터 구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가중치 필터의 라플라스 도메인에서의 전달함수는 아래의 식 (5)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5)

IEC 플리커미터에서 식 (5)에 사용될 가중치 필터의 상수는 

램프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120V-60W 백열등의 경우 표 1과 

같다[1]. 

표 1 가중치필터 상수(120V/60Hz lamp system) 

Table 1 Constants of the weighting filer(120V/60Hz lamp 

system)

     

1.6357     

식 (5)의 전달함수 일반식에 표 1의 상수를 대입하고, 쌍선형 

변환(bilinear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전달함수를 s-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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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z-도메인으로 변환하면, 디지털 가중치 필터의 전달함수는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6)

식 (6)의 디지털 가중치 필터의 크기 응답 특성은 아래의 그

림 2와 같다.

그림 2 디지털 가중치 필터의 크기응답

Fig. 2 Magnitude response of digital weighting filter

그림 2에서와 같이 플리커의 영향은 각각 주파수 대역에서 다

르게 나타나며 특히,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플리커 주파수는 

8.8Hz(디지털 주파수 에서 아날로그 주파수는 25Hz)임을 알 수 

있다. 즉 가중치 필터 크기의 최고 값은 8.8Hz 근처에 위치한다. 

그림 1의 블록 4는 두뇌의 기억 효과를 모의하기 위한 1차 저

대역 통과필터와 제곱기로 구성된다. 블록 3의 가중치 필터와 블

록 4를 구성하는 2개의 필터는 반둔 모델(Van Doorn model)이

라고 하며, 이를 통해 전압의 변동 현상을 그에 해당하는 시각적

인 변화로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1의 블록 5는 플리

커의 정도를 평가 할 수 있는 수치적인 지수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3. 필터뱅크를 이용한 플리커 신호 검출

3.1 기본 필터뱅크 설계

플리커가 포함된 전력신호 식 (1)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의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위의 식 (7)에서 첫 번째 항은 반송파(carrier wave)이다. 즉, 

전압변동이 발생하기 전의 전력신호를 나타낸다.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변조신호성분을 나타낸다. 변조신호의 스펙트럼은 

반송파 스펙트럼의 양옆(side lobes)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진폭변조신호의 스펙트럼 성질로 인해 식 (7)의 신호

를 각 대역별로 분해할 수 있는 필터뱅크를 이용하면 플리커 신

호는 검출이 가능하다.

플리커 신호가 포함된 신호(식 (7))의 주파수 대역별 검출을 

위해 그림 3과 같은 필터뱅크를 설계하여 사용한다.

 

그림 3 플리커 신호 검출을 위한 필터뱅크 구조

Fig. 3 Filter bank structure for detecting flicker 

그림 3은 저역통과필터(low-pass filter) 와 고역통과필

터(high-pass filter) 로 구성된 QMF뱅크와 대역통과필터

(band-pass filter) 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설계된 QMF뱅

크는 비중첩(non overlapping) 필터뱅크이다. 그림 3에서 윗부분

에 해당하는 비중첩 QMF뱅크는 전압변동에서 기본파신호를 제

거할 수 있다. 기본파신호의 제거는 기본파신호에 의해 발생하는 

스펙트럼 누설(spectrum leakage)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플리

커 검출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본파 신호는 그림 3에서 아래 부분의 대역통과필터 

를 사용하여 검출 할 수 있으며, 검출된 기본파신호는 기본파의 

크기와 주파수 를 검출하는 데 이용된다. 

플리커 신호를 효과적으로 검출하기 위해서는 필터뱅크의 

각 필터에 대한 설계사양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산량

(computational amount)과 지연(delay)에 유리한 디지털 

IIR(infinite impulse response) 타원(elliptic)필터로 각 필터를 

설계한다. 설계하고자 하는 각 IIR 타원 필터의 사양을 표 2

에 나타내었다. 

표 2 IIR 타원 필터의 설계 사양

Table 2 Design specifications of IIR elliptic filters

   
Filter 

order

LPF 0.01dB 70dB 0.45 0.5

13
HPF 0.01dB 70dB 0.55 0.5

BPF 0.01dB 70dB
=0.47

=0.53

=0.45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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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 , , 는 각각 통과대역 리플, 저지대역 감

쇠, 통과대역 경계 주파수, 저지대역 경계 주파수이다. 표 2의 설

계 사양으로 설계된 LPF, HPF, BFF의 주파수 응답특성은 각각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설계된 IIR필터의 주파수 응답

Fig. 4 Frequency responses of designed IIR filters

식 (7)에서 주파수 의 구성요소는 저역통과필터를 통해 검출

이 가능 하고, 주파수 의 구성요소는 고역통과필터를 통해 검

출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역통과필터는 식 (7) 전압변조신호로부

터 기본파신호 검출을 가능하게 한다.

3.2 필터뱅크를 이용한 플리커 신호 검출

진폭변조신호 특성의 플리커 포함 전압변동신호가 필터뱅크를 

통과하면, 식 (7)에서 알 수 있듯이 저역통과필터 출력  에서

는    의 주파수, 고역통과필터 출력  에서는 

   의 주파수성분을 갖는 신호가 검출되고, 각각의 크

기는   

이다. 그리고 대역통과필터 출력  에서

는 기본파가 검출되며 그 크기는 이다.

따라서, 필터뱅크를 이용 분해된 신호로부터 플리커신호의 주

파수와 크기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8)

여기서 은 플리커 신호의 주파수, 은 플리커 신호의 진폭

이다. 이와 같이 검출되는 플리커 신호의 주파수 위치를 QMF필

터뱅크의 주파수특성과 같이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3의 필터뱅크를 이용하여 검출된 신호들의 크기와 주파

수는 순환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7-9]. 순환기법은 신호의 연

속된 3개의 샘플을 사용하여 신호의 크기와 주파수를 추정하므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신호의 크기와 주파수의 정확한 추정도 가능

하다. 순환기법으로 추정된 각 대역 신호의 크기와 주파수로부터 

식 (8)을 이용 플리커의 크기와 주파수 추정이 가능하다. 

4. 컴퓨터 모의실험

제안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식 (1)의 전압변동신호를 

합성하여 제안 기법의 플리커 검출 성능을 제곱 변조 방법과 비

교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그림 5 QMF 뱅크의 주파수 응답 특성과 플리커 신호 스펙트라 

위치

Fig. 5 Frequency response characteristics of QMF bank, and 

location of flicker signal spectra

일반적으로 플리커를 유발하는 주파수 대역은 0에서 25Hz 사

이이다[1, 6]. 본 논문에서 시뮬레이션은 주파수 6Hz, 8Hz, 

10Hz, 15Hz, 20Hz, 25Hz의 전압변동크기 3%와 10%인 플리커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각각의 전압변동크기에 대한 

플리커 신호의 진폭은 표 3과 같다. 

표 3의 전압변동크기는 IEC표준에 의한 것이다[4]. 

표 3 퍼센트 비 대비 규준화된 크기

Table 3 Normalized magnitude for the percent ratio

Percentage(%) 3 10

Magnitude 0.015 0.05

시뮬레이션에서는 IEC표준에서 권장하는 방법인 제곱 변조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의 플리커 검출 성능을 비교한

다. 그리고 제곱 변조 방법에 의해 검출된 플리커와 본 논문에

서 제안한 기법에서 검출된 플리커에 가중치 필터를 적용한 플

리커 검출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결과를 각각 비교

한다. 

4.1 필터뱅크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필터뱅크를 이용하는 제안 기법의 플리커 검출 성능 평가를 

위해, 주파수 20Hz, 크기 10%의 플리커신호를 포함하는 전압변

동신호를 그림 3의 필터뱅크의 입력으로 한 경우 필터뱅크의 대

역별 신호 검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의 전압변동신호 스펙트럼으로부터 QMF뱅크로 분해된 

신호로부터 플리커 신호의 검출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필터뱅

크에서 검출된 각 대역의 신호를 이용, 플리커의 주파수와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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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안 방법을 이용한 플리커 검출결과 (위에서부터 : 크기 10%, 주파수 20Hz의 전압변동, 전압변동 신호의 스펙트럼, 필터뱅크를 

이 용하여 검출된 플리커 신호 스펙트럼)

Fig. 6 Flicker detection results using the proposed method (Top to bottom : voltage fluctuation with 10%, 20Hz; spectrum of 

voltage fluctuation signal ; spectrum of detected flicker signal using filter bank)

그림 7 제안 방법을 이용 10%, 20Hz 전압변동에서 플리커 추정결과 (위에서부터 : 크기 추정결과, 주파수 추정결과, 원 플리커 신호

(청색 점선), 추정된 플리커 신호(적색)

Fig. 7 Flicker estimation results on voltage fluctuation with 10%, 20Hz by the proposed method (Top to bottom: magnitude 

estimation result, frequency estimation result, original flicker signal(blue dot line), estimated flicker signal(red line))

를 구하기 위해 순환기법을 이용한다.

주파수 20Hz, 10% 플리커를 포함하는 전압변동신호로부터 순

환기법을 적용한 플리커 크기와 주파수 추정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제안한 기법은 과도상태가 지

난 약 2초 후부터 정확하게 플리커 주파수와 크기를 추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다양한 주파수의 플리커 검

출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전압변동이 3%, 10%이고 주파수 6Hz, 8Hz, 10Hz, 15Hz, 

20Hz, 25Hz인 플리커에 적용한 시뮬레이션결과는 그림 8-11에 

나타내었다. 

그림 8은 제안한 기법인 필터뱅크를 이용하여 입력신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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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안기법에 의한 3% 전압변동신호의 주파수와 크기 추정결과 (위로부터 각각 플리커 주파수 6Hz, 8Hz, 10Hz, 15Hz, 20Hz, 

25Hz에 대한 결과. 왼쪽 : 주파수 추정결과, 오른쪽 크기 추정결과)

Fig. 8 Frequency and magnitude estimation results on voltage fluctuation with 3% by the proposed method. (Top to bottom :

results in case of flicker frequency 6Hz, 8Hz, 10Hz, 15Hz, 20Hz, 25Hz respectively. Left side: frequency estimation 

results, right side: magnitude estimation results)

파수 6Hz, 8Hz, 10Hz, 15Hz, 20Hz, 25Hz와 각각 IEC기준에 따

른 3% 플리커를 포함하는 전압변동신호로부터 플리커의 주파수

와 크기 추정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8의 왼쪽 위 그림부터 6Hz, 8Hz, 10Hz, 15Hz, 20Hz, 

25Hz의 주파수 추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8의 오른쪽은 

위에서 부터 크기 추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주파수와 크기 추

정에서 추정을 시작한 지 2초 후에는 정확한 값이 추정됨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위에서 부터 6Hz, 8Hz, 10Hz, 15Hz, 20Hz, 25Hz의 

주파수와 3% 플리커 신호를 추정한 결과이다. 그림 9로 부터 시

뮬레이션에서 사용한 플리커 신호()에 대한 플리커 신호의 

추정 결과 또한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에서 파란색 점선은 원래의 플리커 신호이며 빨간색 실

선은 추정한 플리커 신호이다. 

그림 10은 주파수 6Hz, 8Hz, 10Hz, 15Hz, 20Hz, 25Hz와 IEC

기준에 따른 10% 플리커를 포함하는 전압변동신호로부터 플리커

의 주파수와 크기 추정결과이다. 그림 10의 왼쪽 위의 그림부터 

6Hz, 8Hz, 10Hz, 15Hz, 20Hz, 25Hz의 주파수 추정 결과를 나타

낸 것이며, 그림 10의 오른쪽 위의 그림부터는 크기 추정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제안 기법은 10% 플리커를 포함하는 전압변

동신호로부터 도 플리커의 주파수와 크기를 약 2초 후에 정확

하게 추정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위로부터 6Hz, 8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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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제안방법에 의한 3% 전압변동신호에서 플리커 추정 결과 (위로부터 각각 플리커 주파수 6Hz, 8Hz, 10Hz, 15Hz, 20Hz, 25Hz 

에 대 한 결과. 청색 점선 : 원 플리커신호, 적색 : 추정된 플리커 신호)

Fig. 9 Flicker signal estimation results on voltage fluctuation with 3% by the proposed method (Top to bottom: results in 

case of flicker frequency 6Hz, 8Hz, 10Hz, 15Hz, 20Hz, 25Hz respectively. Blue dot line : original flicker signal, red line :

estimated flicker signal)

10Hz, 15Hz, 20Hz, 25Hz의 주파수와 10% 플리커를 포함하는 신

호를 추정한 결과이며,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다양한 주파수 플

리커 신호의 추정 결과 또한 정확하다는 것을 수 있다. 그림 11

에서 파란색 점선은 원래의 플리커 신호이며 빨간색 실선은 추정

한 플리커 신호이다. 

그림 8-11의 다양한 플리커 주파수와 크기에 대한 추정결과로 



기학회논문지 65권 1호 2016년 1월

186

그림 10 제안기법에 의한 10% 전압변동신호의 주파수와 크기 추정결과 (위로부터 각각 플리커 주파수 6Hz, 8Hz, 10Hz, 15Hz, 20Hz, 

25Hz 에 대한 결과. 왼쪽 : 주파수 추정결과, 오른쪽 크기 추정결과)

Fig. 10 Frequency and magnitude estimation results on voltage fluctuation with 10% by the proposed method.(Top to bottom: 

results in case of flicker frequency 6Hz, 8Hz, 10Hz, 15Hz, 20Hz, 25Hz respectively. Left side : Frequency estimation 

results, right side: magnitude estimation results)

부터, 제안 기법은 플리커 주파수와 크기뿐만 아니라 플리커신호 

추정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4.2 제곱 복조 방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IEC표준에서 권장하는 제곱 복조 방법에 대하여 앞에서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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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제안방법에 의한 10% 전압변동신호에서 플리커 추정 결과 (위로부터 각각 플리커 주파수 6Hz, 8Hz, 10Hz, 15Hz, 20Hz, 25Hz 

에 대한 결과. 청색 점선 : 원 플리커 신호, 적색 : 추정된 플리커 신호)

Fig. 11 Flicker signal estimation results on voltage fluctuation with 10% by the proposed method (Top to bottom : results in 

case of flicker frequency 6Hz; 8Hz; 10Hz; 15Hz; 20Hz; 25Hz respectively. Blue dot line: original flicker signal, red 

line : estimated flicker signal)

일한 실험환경을 활용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그림 12는 IEC표준에서 권장하는 제곱 복조 방법을 이용한 시

뮬레이션 결과 이며, 입력신호는 주파수 6Hz, 8Hz, 10Hz, 15Hz, 

20Hz, 25Hz와 각각 IEC기준에 따른 3% 플리커를 포함하는 전압

변동신호로부터 플리커신호 추정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12에서는 제안한 기법을 사용한 그림 9의 추정결과와 달

리 4초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원래의 플리커신호와 비슷하게 

추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와 그림 12를 통해서 제곱 복

조 방법은 DC성분과 두 배-주파수 성분이 명확하게 제거되지 않

을 수 있으므로 플리커 신호 추정이 제안한 기법에 비해 성능이 



기학회논문지 65권 1호 2016년 1월

188

그림 12 제곱복조방법에 의한 3% 전압변동신호에서 플리커 추정 결과 (위로부터 각각 플리커 주파수 6Hz, 8Hz, 10Hz, 15Hz, 20Hz, 

25Hz에 대한 결과. 청색 점선 : 원 플리커 신호, 적색 : 추정된 플리커 신호)

Fig. 12 Flicker signal estimation results on voltage fluctuation with 3% by the square demodulation method. (Top to bottom :

results in case of flicker frequency 6Hz; 8Hz; 10Hz; 15Hz; 20Hz; 25Hz respectively. Blue dot line: original flicker 

signal, red line: estimated flicker signal)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에서 파란색 점선은 원래의 플리커 신호이며 빨간색 

실선은 추정한 플리커 신호이다.

그림 13은 IEC표준에서 권장하는 제곱 복조 방법에 대한 시뮬

레이션 결과로서, 입력신호는 주파수 6Hz, 8Hz, 10Hz, 15Hz, 

20Hz, 25Hz와 각각 IEC기준에 따른 10% 플리커를 포함하는 전

압변동신호로부터 플리커신호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3과 

그림 11의 결과를 비교하면 그림 12와 그림 9의 결과비교와 유

사한 성능평가가 가능하다. 그림 8에서부터 그림 13까지의 결과

로부터, 제안한 기법에서는 2초가 지난 정상상태 이후부터 정확

하게 주파수와 크기가 추정됨을 알 수 있고, 전압변동이 큰(10%) 

신호에 대하여 더 좋은 추정 성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곱 복조 방법보다 제안한 기법이 다양한 주파수에 대

해서도 플리커신호를 보다 정확하게 검출하고 추정할 수 있음을 

보인다. 

4.3 가중치 필터링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IEC플리커미터 표준에서 블록 3에 해당하는 가중치 필터는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제곱 복조 방법을 이용한 플리커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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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제곱복조방법에 의한 10% 전압변동신호에서 플리커 추정 결과 (위로부터 각각 플리커 주파수 6Hz, 8Hz, 10Hz, 15Hz, 20Hz, 

25Hz 에 대한 결과. 청색 점선 : 원 플리커신호, 적색 : 추정된 플리커신호)

Fig. 13 Flicker signal estimation results on voltage fluctuation with 10% by the square demodulation method. (Top to 

bottom: results in case of flicker frequency 6Hz; 8Hz; 10Hz; 15Hz; 20Hz; 25Hz respectively. Blue dot line: original 

flicker signal, red line : estimated flicker signal)

설계에서는 가중치 필터를 필요로 한다. 

플리커 신호 검출에서 가중치 필터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제안 기법과 제곱복조 방법에서 검출된 신호에 그림 2의 특성을 

가지는 가중치 필터를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그림 14와 그림 15는 3%의 플리커를 포함하는 전압변동 신호로 

부터 제안한 기법인 필터뱅크를 이용한 방법에서 추정된 플리커 신

호(그림 9)에 그림 2의 가중치 필터를 적용한 플리커 신호 추정 결

과이다. 

그림 14의 왼쪽 위부터 주파수 6Hz, 8Hz, 10Hz의 신호에 대

한 원래의 플리커 신호와 가중된 플리커 신호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14의 오른쪽 위부터는 제안한 기법인 필터뱅크를 이용한 

플리커 신호 추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5는 주파수 15Hz, 20Hz, 25Hz의 3% 플리커 신호에 대

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추정결과에 대한 그림의 배열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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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제안방법에 의한 3% 전압변동신호에서 추정된 플리커 신호의 가중치 필터링 결과 (위로부터 각각 플리커 주파수 6Hz, 8Hz, 

10Hz에 대한 결과. 왼쪽 : 원 플리커 신호에 대한 결과(청색 점선 : 원 플리커 m(t), 적색 : 가중치 필터링 결과), 오른쪽 : 제 

안 방법에 의해 추정된 플리커 신호에 대한 가중치 필터링 결과)

Fig. 14 Weighting filtering results on flicker signal estimated by the proposed method with 3% voltage fluctuation. (Top to 

bottom: results in case of flicker frequency 6Hz, 8Hz, 10Hz respectively. Left side : results for original flicker signal 

(blue dot line : original m(t), red line : weighted m(t)), right side : results for flicker signal estimated by proposed 

method)

그림 15 제안방법에 의한 3% 전압변동신호에서 추정된 플리커 신호의 가중치 필터링 결과 (위로부터 각각 플리커 주파수 15Hz, 20Hz, 

25Hz에 대한 결과. 왼쪽 : 원 플리커 신호에 대한 결과(청색 점선 : 원 플리커 m(t), 적색 : 가중치 필터링 결과), 오른쪽 : 제안 

방법에 의해 추정된 플리커 신호에 대한 가중치 필터링 결과)

Fig. 15 Weighting filtering results on flicker signal estimated by the proposed method with 3% voltage fluctuation. (Top to 

bottom : results in case of flicker frequency 15Hz, 20Hz, 25Hz respectively. Left side: results for original flicker signal 

(blue dot line : original m(t), red line : weighted m(t)), right side : results for flicker signal estimated by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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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제안방법에 의한 10% 전압변동신호에서 추정된 플리커 신호의 가중치 필터링 결과 (위로부터 각각 플리커 주파수 16Hz, 8Hz, 

10Hz, 15Hz, 20Hz, 25Hz에 대한 결과. 왼쪽 : 원 플리커 신호에 대한 결과(청색 점선 : 원 플리커 m(t), 적색 : 가중치 필터링 

결과), 오른쪽 : 제안 방법에 의해 추정된 플리커 신호에 대한 가중치 필터링 결과)

Fig. 16 Weighting filtering results on flicker signal estimated by the proposed method with 10% voltage fluctuation. (Top to 

bottom : results in case of flicker frequency 6Hz, 8Hz, 10Hz, 15Hz, 20Hz, 25Hz respectively, left side : results for 

original flicker signal (blue dot line : original m(t), red line : weighted m(t)), right side : results for flicker signal 

estimated by proposed method)

14와 동일하다. 

그림 16은 10%의 플리커를 포함하는 전압변동신호에 대하여 

제안한 기법에서 추정된 신호(그림 11)에 대한 가중치 필터를 적

용한 결과이다. 

그림 16의 왼쪽 위부터 6Hz, 8Hz, 10Hz, 15Hz, 20Hz, 25Hz에 

대한 원래의 플리커 신호와 가중된 플리커 신호를 나타낸 것이

며, 그림 16의 오른쪽 위부터는 제안 기법인 필터뱅크를 이용한 

플리커 신호 추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9, 그림 14, 그림 15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그림 11, 그림 

16의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를 통해서, 제안된 기법에서는 가중치 

필터는 간단한 실수 값 곱셈(가중치 값)을 통해서 대신할 수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가중치 필터를 따로 설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7은 3%와 10%의 플리커를 포함하는 전압변동 신호로 

부터 IEC표준에서 권장하는 제곱 복조 방법에 대한 가중치 필터

를 적용한 플리커 신호 추정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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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제곱 복조방법에 의해 검출된 플리커 신호에 대한 가중치 필터링 결과 (위로부터 각각 플리커 주파수 6Hz, 8Hz, 10Hz, 15Hz, 

20Hz, 25Hz에 대한 결과. 왼쪽 : 전압 변동 3% 경우에 대한 결과, 오른쪽 : 전압변동 10% 경우에 대한 결과) 

Fig. 17 Weighting filtering results on flicker signal detected by the square demodulation method. (Top to bottom : results in 

case of flicker frequency 6Hz; 8Hz; 10Hz; 15Hz; 20Hz; 25Hz respectively. Left side : results for 3% voltage 

fluctuation, right side : results for 10% voltage fluctuation)

그림 12, 그림 13과 그림 17을 비교하면, DC와 두 배 주파수 

성분이 가중치 필터에 의해 제거되었기 때문에 가중치 필터에 의

해 필터링 된 후의 추정된 플리커 신호는 가중치 필터에 의해 

필터링 되기 전보다 더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중치 필

터는 제곱 복조 방법을 사용할 때 꼭 필요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플리커 현상을 일으키는 전압변동신호는 진폭변조 특성을 가

지므로 플리커 검출 에서는 IEC 표준에서와 같이 제곱복조과정이 

필요하다. 본 본문에서는 진폭변조특성의 전압변동신호 스펙트럼

을 대역별로 분리하여 플리커 신호를 검출하는 기법을 제안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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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QMF특성의 필터뱅크를 이용하여 전압변동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였으며, 분리된 대역별 신호의 크기와 주파수는 순환기법

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 추정된 값으로부터 플리커 신호를 

검출 추정하였다. 합성된 전압변동신호를 사용하여 제안기법의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 실험결과를 통해 제안 

기법의 플리커 검출 성능이 IEC표준에서 권장하는 제곱 복조기법

에 비해 우수함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제안 기법은 플리커 검출

에 있어 IEC 표준인 제곱복조기법에서 필요로 하는 가중치 필터 

없이도 플리커 검출이 가능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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