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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발전기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

A Development of Real-time Monitoring Techniques for 
Synchronous Electric Generato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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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 Cheol Cho)

Abstract - Synchronous generators have been significantly applied in large-scale power plants and its monitoring 

systems are additionally established to sequentially observe states and outputs. We develop a computer based monitoring 

device for three-phase synchronous power generators in this paper. First, a test-bed of such generator system is created 

and then a interface board is constructed to transfer electric signals including the output voltage and the current from 

generators into a computer system via a data acquisition device. Its RMS(root-mean-square) values are continuously 

shown on a screen of computer systems and its time-histories graphs are additionally illustrated under a graphic user 

interface(GUI) mode. Lastly, we carry out real-time experiments using the generator system with the monitoring device 

to demonstrate its reliability and superiority by comparing results of a generic power analyzer which is well-used in 

measuring various power systems prac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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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동기 발 기 시스템은 규모 력을 생산하기 한 주요 

발  장치로 사용되고 있으며, 선박용 발  장치에도 매우 

요하게 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의 주요 구성 장치는 

기를 직  생산하는 발 기와 발 기의 출력 압을 조 하

는 여자기(exciter) 그리고 발 기의 동기 속도 는 동기 

주 수를 조 하는 조속기(governor)를 들 수 있다. 일반

으로, 여자기와 조속기 시스템은 발 기의 출력 특성에 직

인 연 이 있으므로, 모두 완벽한 자동제어 장치기술에 의

해 그 동작들이 이루어지고 있다[1].

이러한 제어 시스템과 함께, 발 기의 모니터링 시스템 

한 동기 발 기의 효율 인 구동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주

요 구성 장치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발 기의 모니터링 

장치는 발 기의 출력이나 상태를 련 기술자나 운 자 등

이 비교  손쉽게 실시간으로 측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발 기 시스템에 기  는 기계  이상과 같은 물리 인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스템 오동작을 빨리 검출할 수 

있게 한다. 최근에는 신재생 에 지[2], 마이크로그리드[3] 

등과 같은 새로운 발 시스템의 토폴로지(topology)를 구성

하는데 있어 이러한 동기 발 기 장치가 다양하게 용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발 기의 모니터링 기술 한 폭넓게 개

발되고 있다.

Ghahremani 등은 UKF(unscented Kalman filter)와 

PMU(phase measurement unit) 이론을 이용하여, 동기 발

기의 출력 상태를 측하는 온라인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4]. 이 연구에서 개발한 기술은 동기 발 기의 측정 오

차와 측정 노이즈로부터 강인한 제어 특성을 구 하는 것으

로서 발 기의 속도 제어 성능을 제고하기 한 것이다. 유

사하게, Nadarajan 등 한 칼만 필터 이론을 용하여 

러시리스(brushless)의 권선형 동기 발 기의 조건

(condition) 모니터링을 한 연구를 실시하 다[5]. 이 논문

에서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발 기의 동  모델을 수립하

으며, 고정자 권선에 이상 유무를 검출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술을 제안하 다. Kovacic 등은 동기 발 기에서 정류자 

 여자기의 단자 압과 류, 회 자의 회  각도, 권선의 

진동, 자속 도와 주  온도 등을 검출하기 한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 으며, 247 MVA  3000 rpm 의 형 동

기 발 기 시스템에 실시간 용하 다[6]. Rouhani 등은 그

리드(grid) 방식의 동기 발 기 시스템의 주요 라미터를 

자동 으로 모니터링 하여 그 결과를 그리드의 안정화를 

한 제어 시스템 구축에 용하 다[7]. 이러한 기술  용

을 통해 동기 발 기의 회 자 각도의 안정화와 여자 회로

에서 설 자속의 감소 등과 같은 특성을 주로 개선한 것으

로 보고되어 있다. Salah 등 한 러시리스 여자기 시스템

의 고장 유무를 단하기 한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 으

며, 주로 여자기 내부에 구성되는 다이오드 소자의 스 칭 

오동작에 따른 발 기의 특성을 검출하기 한 목 으로 이

용되었다[8]. Esipovich 등은 러시리스 회  방식의 여자

기를 장착한 동기 발 기의 모니터링 방법론을 제안하 으

며, 특히 회 자의 출력 압과 류를 검출하고 최  허용

치를 제한하기 한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9]. 

본 논문은 3상 동기 발 기를 한 PC 기반 모니터링 시

스템을 개발한다. 우선, 랩 기반의 동기 발 기 시스템의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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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기발 기 시스템의 테스트베드 구성도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the synchronous generator 

test-bed

스트베드를 제작하 으며, 주요 구성 장치로는 발 기와 인

터페이스 보드 그리고 모니터링 장치를 포함한다. 발 기는 

유도 동기를 원동기로 하여 회  토크가 발생되며 동기

의 인버터(inverter) 장치를 통해 회  속도가 조 된다. 발

기의 출력은 항성 로드 뱅크(load bank)에 기 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부하의 크기는 1[kW] 단 로 부하의 

크기가 조정되어 진다. 인터페이스 보드는 발 기의 출력 신

호를 PC로 달하기 하여, PT(Potential Transformer)와 

CT(Current Transformer) 센서를 통해 한 기 신호로 

변환한 후 NI 사의 데이터 획득 장치를 통해 PC에 인가하

게 된다. 발 기의 출력 신호는 랩뷰(Labview) 소 트웨어

를 통해 수학  연산 처리 과정을 거쳐 컴퓨터 화면에 디스

이 되며, 그 시간추이 값들이 형으로 도시된다. 개발

한 동기 발 기 시스템의 모니터링 장치에 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하여, 기존에 리 사용되는 력 분석기의 측정

값과 개발한 모니터링 장치를 통해 측정한 결과를 서로 비

교 분석하 다.  

2. 동기발 기 테스트베드

본 논문에서 제작한 동기발 기 시스템의 테스트베드의 

주요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여기서, 발 기를 회 시키기 

한 원동기는 동기를 이용하 으며, 동기의 속도 제어

를 하여 인버터(inverter)와 릴 이(relay) 시 스 제어 장

치를 구성하 다. 이 발 기에서 생성되는 기 에 지를 소

비하기 하여 로드 뱅크를 기 으로 직  연결하 으며, 

발 기의 출력 압, 부하 류, 출력 주 수를 측정하여 그 

실효값(RMS)을 계기 패 (panel)을 통해 표시하도록 하

다. 그리고 이러한 발 기의 출력 값은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해 신호가 변환되어 PC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달

되어진다. 모니터링 로그램은 랩뷰(LabView) 소 트웨어

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발 기에서 발생하는 출력 값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학  연산기능을 통해 필요한 

값으로 변환된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작한 발 기 테스트베드의 실제 

외형을 보여 다. 여기서, 발 기와 원동기( 동기)는 기계

으로 서로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동기는 3상 유도

동기로서 용량이 7.5[kW], 4극, 60[Hz], 1750[rpm]의 정격속

도를 가지며, 동기발 기의 경우, 용량이 5[kW]이며 60[Hz]

의 동기 주 수 그리고 220[V]의 정격 압을 가지며, 여자기 

장치가 발 기 임의 내부에 놓여있다. 발 기의 로드뱅

크의 체 용량은 발 기의 과부하 실험을 고려하여 체 

7[kW]로 하 으며, 부하의 크기를 1[kW]씩 선택할 수 있도

록 선택용 스 치가 임의 외부에 각각 부착되어 있다.

그림 2 동기발 기기 테스트베드 시스템의 외형

Fig. 2 Appearance of the synchronous generator test-bed

3. 모니터링 시스템

본 논문은 발 기의 출력 상태를 계측하고 감지하기 한 

PC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발 기의 출력 상태를 인터페이스 장치를 거쳐 컴퓨

터에 인가한 후, 모니터링 로그램을 통해 출력 값들을 실

시간으로 계측하고 표시되게 한다. 그림 3은 이러한 모니터

링 시스템의 체 구성도를 보여 다. 발 기의 출력은 단자 

압, 부하 류, 여자기 압으로 하 다. 발 기의 단자 

압과 여자기 압은 데이터 취득 보드에 바로 인가하기에는 

높은 압이므로 강압용(step-down) 변압기를 거쳐 한 

압으로 낮추었다. 발 기 류는 CT(current transformer) 

장치를 출력 류를 압으로 변환한 후 압 분배 회로를 

거쳐 한 압 신호로 생성하여 데이터 취득 보드에 인

가하 다. 이 게 변환된 3가지 출력 신호는 동시에 데이터 

취득 보드에 인가되어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달된다. 

그림 3 발 기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도

Fig. 3 A schematic diagram of the monitoring system for 

the generator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작한 발 기 시스템의 인터페이

스 보드의 외형을 보여 다. 이 장치는 발 기 단자 압 측

정, 발 기의 부하 류 측정, 여자기의 압 측정을 한 

기 장치로 구분된다. 발 기의 단자 압과 여자기 압의 

경우, 3상  단상 차단기(circuit breaker)를 통과한 후 강압

용 변압기를 거친 후에 데이터 취득 장치로 인가된다. 하지

만 발 기의 부하 류의 경우는 압 분배기를 거쳐 바로 

데이터 취득 장치로 인가되도록 구성하 으며, 데이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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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발 기 시스템의 모니터링 장비

Fig. 5 A monitoring system for the generator

그림 7 력분석기 화면

Fig. 7 A screen display of a power analyzer

장치는 NI 사의 NI USA-6008 장치를 이용하 다. 이 인터페

이스 장치에 사용된 주요 구성품과 그 기능은 표 1과 같다.

그림 4 인터페이스 장치의 외형

Fig. 4 Appearance of the interface system

표  1 인터페이스 장치의 주요 구성품

Table 1 Fundamental components of the interface system

Items Functions

MCCB
∙Breaking the circuit in case of 

abnormality

CT transduce ∙Sensing the load current

Step-down 

transformer

∙Stepping down the output voltage to 

±10[V]

Voltage division 

circuit

∙Dividing the DC output by a 

resistance circuit

Data acquisition 

equipment

∙Transmitting the sensing data to a 

PC

다음으로, 본 논문은 한 발 기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장치로부터 출력되는 각각의 기 신호들을 PC로 달하여 

발 기의 출력 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모니터링 시스

템을 개발하 다. 그림 5는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외형

을 보여 다. 발 기의 인터페이스 장치와 PC는 USB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며, 실시간으로 달되는 발 기 출

력 신호는 그 형과 실효값으로 표시된다. 모니터링 시스템

의 로그램은 잘 알려진 랩뷰 소 트웨어를 이용하 으며, 

그림 6은 이 모니터링 시스템의 화면을 보여주며, 발 기 출

력 상태를 화면을 통해 표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자 압 : R, S, T 상의 순시 형  실효값

부하 류 : R-S, R-T, S-T 상간 형  실효값

여자기 압 : 순시 형  실효값

기 부하의 소비 력

발 기의 출력 주 수

그림 6 모니터링 시스템 화면

Fig. 6 A screen display of the monitoring system

4. 실시간 실험

본 논문에서 개발한 동기 발 기 시스템의 모니터링 시스

템에 한 실시간 실험을 실시하여 기술  타당성을 검증하

으며, 기존의 력분석기 계측 장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신뢰성 한 입증하 다. 력분석기는 일본 HIOKI 사의 

3390 모델을 이용하 다. 실험 방법은 발 기의 로드뱅크의 

부하 크기를 1[kW]에서 7[kW]까지 1[kW]씩 진 으로 증

가시키면서, 발 기의 단자 압, 부하 류, 출력 주 수를 각

각 측정하 다. 우선, 력 분석기 장비를 이용하여 발 기

의 출력을 측정하 으며, 이 측정 형과 측청 값은 본 논문

의 모니터링 장비를 통해 얻은 측정값과 비교 분석하기 

한 기 (reference) 값으로 여긴다. 그림 7은 1kW 부하에 

한 발 기의 출력 형을 력분석기 장비로 측정한 화면

을 캡쳐한 모습이다. 보이는 바와 같이, 각각의 그림에는 총 

4개의 화면이 있으며, 각 화면에 나타내는 형의 내용으로

는, 1번째 화면은 R상의 단자 압과 부하 류, 2번째 화면은 

S상의 단자 압과 부하 류, 3번째 화면은 T상의 단자 압

과 부하 류를 보여주며 그리고 4번째 화면은 여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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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력분석기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발 기의 

단자 압의 비교

Table 2 A comparison of the terminal voltages of a 

generator by a power analyzer and the monitoring 

systems

Load

[kW]

Average terminal voltage(RMS) [V]

Power analyzer Monitoring system

R S T R S T

1 219.2 221.5 219.9 215.8 220.4 217.6

2 219.5 221.7 220.3 216.4 223.9 220.1

3 219.3 221.4 220.1 217.1 220.8 221.0

4 219.1 221.1 219.9 218.5 222.5 221.2

5 219.0 221.0 219.8 220.8 222.8 222.4

6 219.3 221.2 220.1 219.1 223.8 222.4

7 219.1 221.0 219.9 220.3 224.3 223.3

그림 9 력분석기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발 기의 단

자 압의 오차율 비교

Fig. 9 A comparison of error rates for the terminal 

voltages of a generator by a power analyzer and 

the monitoring systems

표   3 력분석기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발 기의 

부하 류의 비교

Table 3 A comparison of the load currents of a generator 

by a power analyzer and the monitoring systems

Load 

[kW]

Average load current(RMS) [A]

Power analyzer Monitoring system

R-S R-T S-T R-S R-T S-T

1 2.69 2.71 2.71 2.92 2.72 2.72

2 5.38 5.42 5.44 5.33 5.22 5.33

3 7.97 8.02 8.04 7.73 7.94 7.73

4 10.63 10.69 10.73 10.45 10.14 10.34

5 13.12 13.19 13.23 12.75 12.33 12.75

6 15.80 15.88 15.93 15.36 14.84 15.15

7 18.46 18.55 18.62 17.87 18.50 17.77

압 형을 각각 보여 다. 한 이 형들의 오른편에는 해

당 형에 하여 최 값과 최소값 그리고 실효값을 실시간

으로 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력 분석기를 이용한 실시한 실험과 마찬가지

의 동일한 실험 환경에서, 본 과제에서 개발한 모니터링 시

스템을 이용하여 발 기 출력을 측정하 다. 동일하게, 발

기 부하의 크기를 1[kW]에서 7[kW]까지 1[kW]씩 증가하여 

측정 실험을 실시하 으며, 그림 8은 1kW 부하에 한 모

니터링 화면의 캡쳐 사진을 보여 다. 

그림 8 1[kW] 부하에 한 모니터링 화면

Fig. 8 A screen display of the monitoring system with an 

electric load of 1[kW]

앞서 실시한 력분석기 장비와 모니터링 시스템의 두 실험 

결과를 비교 검토하기 하여, 두 측정값의 오차율을 산출하

으며 오차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 (1)

여기서 는 오차율, 와 는 력분석기  랩뷰 기반 모

니터링 시스템으로 측정한 값을 각각 나타낸다. 이 오차율이 

작다는 것은 두 장비로 측정한 값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 로 오차율이 큰 경우 측정한 값들이 서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력

분석기로 측정한 값을 기  값으로 정의하 으므로, 만약 오

차율을 통해 개발한 랩뷰 기반 모니터링 장비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척도가 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오차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모니터링 장비의 신뢰성이 그 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는 력분석기 장비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

해 측정한 단자 압의 평균값을 부하별로 나타내었으며, 

한 각 상에 한 오차율을 산출하여 그림 9에 그래 로 도

시하 다. 그림 9의 오차 그래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체

으로 오차율이 1.6% 미만인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비교  낮은 부하와 높은 부하에서 오차율이 상승하 으나, 

반 로 3 ~ 4[kW] 정도의 부하에서는 상 으로 낮은 오

차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두 실험을 통해 부하 류의 평균 측정값을 표 

3에 정리하 으며, 마찬가지로 오차율을 그래 로 도시하

으며 그림 10과 같다. 이 오차 그래 를 통해, 1[kW] 부하

일 때 R-S 간의 부하 류의 오차가 약 8.5%로서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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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를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5 ~ 6[kW] 부하에

서도 6% 이상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부하 구간

에서는 약 5% 이하의 낮은 오차율이 측된다.

그림 10 력분석기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발 기의 부

하 류의 오차율 비교

Fig. 10 A comparison of error rates for the load currents of 

a generator by a power analyzer and the 

monitoring systems

여자기 압에 한 두 실험의 평균 측정값은 표 4와 같

으며 그림 11은 오차율 그래 를 보여 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하의 크기가 6 ~ 7[kW] 일 때 오차율이 상

으로 높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으며, 그 외의 부하에서는 

약 2% 이하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5[kW]의 부하

에서 약 0.5% 정도의 가장 낮은 오차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력분석기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여자기 압

의 비교

Table 4 A comparison of the voltages of an exciter by a 

power analyzer and the monitoring systems

Load

[kW]

Average exciter voltage(RMS) [V]

Power analyzer Monitoring system

1 21.27 21.01

2 22.14 22.56

3 23.18 23.71

4 24.63 24.19

5 26.07 25.94

6 27.93 26.57

7 29.76 28.38

마지막으로, 부하의 크기에 한 두 실험의 주 수 측정

값을 표 5에 정리하 으며, 그림 12는 오차율 그래 를 보여

주고 있다. 이 결과로부터 부하가 4[kW], 6[kW], 7[kW] 일 

때 0.3%의 오차율을 가지고 그 외에는 0.2%의 오차율을 보

이고 있다. 체 으로 매우 낮은 주 수 측정 오차율을 나

타내고 있으며, 이 결과는 랩뷰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

한 측정 기술의 높은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1 력분석기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여자기 단자

압의 오차율 비교

Fig. 11 A comparison of error rates for the voltages of an 

exciter by a power analyzer and the monitoring 

systems

표   5 력분석기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발 기의 출

력 주 수의 비교

Table 5 A comparison of the output frequency of a 

generator by a power analyzer and the monitoring 

systems

Load

[kW]

Average frequency [Hz]

Power analyzer Monitoring system

1 61.7 61.6

2 61.4 61.5

3 61.2 61.3

4 60.9 61.1

5 60.7 60.8

6 60.3 60.5

7 60.0 60.2

그림 12 력분석기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발 기의 출

력 주 수의 오차율 비교

Fig. 12 A comparison of error rates for the output 

frequency of a generator by a power analyzer and 

the monitor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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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은 동기 발 기 시스템에 한 PC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 시스템의 주요 구성은 발 기의 출

력 신호를 컴퓨터로 달하는 인터페이스 장치와 이 장치를 

통해 인가된 신호를 받아 한 처리 과정을 거쳐 컴퓨터

의 화면에 발 기의 상태 값을 표시하고 그래 로 나타내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논문에서 개

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하여, 

기존에 리 사용되고 있는 력 분석기 장비를 통해 실험한 

측정한 값과의 오차를 비교 분석하 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

로 반 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었으나 여자기 

압과 발 기 부하 류의 측정값에 한 오차율이 4~5%로

서 상 으로 높게 나왔다. 이러한 문제 은 정  장비나 부

품을 용함으로서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망한다.

향후 연구로는 본 논문에서 개발한 모니터링 기술을 실제 

산업용 발 기 시스템에 용하기 한 확  기술 개발을 

실시할 것이며 개발한 기술의 실 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한 측정 오차율을 감소하기 한 지능형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H. Cho, “Robust adaptive voltage control of electric 

generators for ships,” J. of Institute of Control, 

Robotics & Systems, vol. 22, no. 5, pp. 326-331, 

2016.

[2] P. Fornasiero, M. Graziani, Renewable resources and 

renewable energy : A global challenge, CRC Press, 

2011.

[3] A. Khodaei, “Provisional microgrids,” IEEE Trans. 

on Smart Grid, vol. 6, no. 3, pp. 1107-1115, 2015.

[4] E. Ghahremani, I. Kamwa, “Online state estimation 

of a synchronous generator using unscented Kalman 

filter from phasor measurements units,” IEEE Trans. 

on Energy Conversion, vol. 26, no. 4, pp. 1099-1108, 

2011.

[5] S. Nadarajan, S. Panda, B. Bhangu, A. K. Gupta, 

“Online model-based condition monitoring for 

brushless wound-field synchronous generator to 

detect and diagnose stator windings turn-to-turn 

shorts using extended Kalman filter,” IEEE Trans. 

on Industrial Electronics, vol. 63, no. 5, pp. 

3228-3241, 2016.

[6] M. Kovacic, Z. Hanic, M. Vrazic, “Design of large 

synchronous turbo-generator monitoring system,” Int. 

Conf. on  Electrical Machines, pp. 1631-1636, 2012.

[7] M. Rouhani, M. Mohammadi, M. Arefi, “Automated 

monitoring and performance assessment of a grid 

connected synchronous generator considering power 

system stabilizer,” Int. Cong. on Electric Industry 

Automation, pp. 43-48, 2015.

[8] M. Salah, K. Bacha, A. Chaari, M. Benbouzid, 

“Brushless three-phase synchronous generator under 

rotating diode failure conditions,” IEEE Trans. on 

Energy Conversion, vol. 29, no. 3, pp. 594-601, 2014.

[9] A. Esipovich, D. Kabanov, J. Stefka, “System for 

monitoring automatic excitation regulators of 

synchronous generators with brushless excitation 

systems,” Power Technology & Engineering, vol. 50, 

no. 1, pp. 93-97, 2016.

   자   소   개

조  철(曺 賢 哲)

1997년 부경  제어계측공학과(학사). 

1999년 동아 학교 기공학과(석사). 

2006년 University of Nevada-Reno (Ph.D.). 

재 울산과학 학교 기 자공학부 

기 공 부교수

E-mail : hcjo@uc.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