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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계통 특성을 고려한 IEC61000-4-15 Edition 2 기반의 디지털 

플리커 미터 알고리즘 구현 및 평가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Digital Flickermeter Algorithm According 

to IEC61000-4-15 Edition 2 for Korean Distribution Pow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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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61000-4-15 is a standard proposing techniques for a flicker 

meter test and measurement method. The IEC61000-4-15 ed1 announced in 1997 was not include tests for accurate 

verification. Also it was not explained flicker meter algorithm that can be directly applied to the other power systems. But the 

new edition of IEC61000-4-15 ed2 prescribes a variety of tests for verify flicker meter algorithm and it explains 'correction 

factor' used for measuring flicker in other power systems. It can measure flicker severity in 220V system by multiplying 

correction factor to the measured values with the 230V algorithm. This paper compared the method of measuring flicker 

severity in korea power system using the correction factor and the modified weighting filter, after verifying of digital flicker 

meter algorithm created by using matlab based on IEC61000-4-15 e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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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주변 부하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압변동은 다른 부하의 전력품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플리커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등 

부하의 깜박임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정도를 의미

한다. 플리커는 사람의 인지정도에 대한 지수이기 때문에 저주파

와 매우 작은 전압변동에 대한 전력품질 측정 지수로서 사용하는

데 유용하다. 국제적으로 플리커 지수는 대부분 IEC에서 규정하

고 있는 단기 플리커 심각도 지수인 를 사용한다. 

플리커를 평가를 하는데 사용하는 지수인 단기 플리커 심각도 

지수( )의 측정은 IEC에서 총 3가지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첫 번째로 IEC60868 스펙을 만족하는 플리커 미터를 이용해 직

접 측정하는 방법, 두 번째로 그림 1의 block 1에서 측정되는 d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분석적 방법이 존재한다. 세 번째

로 상대적 전압변화 특성에 대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

정 하는 방법이 있으며, IEC61000-4-15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

한 측정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1]. 

2009년도에 발표된 IEC61000-4-15 ed2에서는 1997년에 발표

된 이전 버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였다. 이전 버전인 ed1에서는 

플리커 미터 검증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IEC기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제작된 여러 플리커 미터들이 같은 값을 가져야하지만, 

각각의 플리커 미터마다 동일한 파형에 대해 측정되는 의 값

이 모두 다르고, 규정하는 의 오차를 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ed2에서는 다양한 파형에 대한 

검증이 기술되어 있으며, 정확한 측정 알고리즘 구현을 위해서는 

제시하고 있는 파형들에 대해 검증이 되어야 한다[2][3]. 또한 

ed1에서는 230V 50Hz, 120V 60Hz의 플리커 측정에 대해서만 제

시하고 있어 다른 전압, 주파수를 가지는 계통에서 사용하기에 부

적합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ed2에서는 추가적인 전

압, 주파수에 대한 평가와 correction factor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IEC에서는 국내계통에서 사용할 수 있는 

220V에 맞는 가중치 필터를 제시하지 않고 correction factor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d2에서 제시하

고 있는 correction factor를 이용한 국내계통 220V, 60Hz에서의 

값과 수정된 가중치 필터를 사용하여 측정된 값을 비교하

기 위해, matlab을 이용하여 ed2에 따른 플리커 미터 알고리즘을 

구현 및 검증 후,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였다.

2. IEC기반 디지털 플리커 미터

IEC61000-4-15에서는 플리커의 시뮬레이션 측정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다. IEC61000-4-15에서 제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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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EC 플리커 미터 구성[2]

Fig. 1 Functional diagram of IEC flickermeter[2]

플리커 미터 구조는 그림 1과 같으며, block1~5로 이루어져 있

다. IEC에서는 아날로그 플리커 미터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

문에, 디지털 플리커 미터에 맞게 샘플링 주파수, 필터 설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4].

2.1 샘플링 주파수

디지털 플리커 미터는 입력되는 신호에 대해서 설정된 샘플링 

주파수에 따라서 데이터를 받게 되는데, 높은 샘플링 주파수는 

높은 정확도와 고주파 영역까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데이

터의 양이 많아 계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사람이 인지하

는 플리커의 영역은 저주파 성분이기 때문에 측정 시 낮은 샘플

링 주파수의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조파와 상호고조파가 동

시에 포함되어 있는 파형이 발생했을 때, 상호고조파에 의해서 

플리커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80Hz의 3고조파 성분과 

10Hz 차이가 나는 170Hz의 상호고조파가 발생하였을 때 10Hz의 

플리커 성분이 발생한다. 따라서 상호 고조파의 성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샘플링 주파수의 설정이 필요하다[4]. 또한 

ed2에서 기술하고 있는 플리커 미터 테스트 중 위상 변화 테스

트의 모든 위상값에 대해서 오차 이내의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7600Hz이상의 샘플링 주파수를 가져야 한다[5]. 따라서 본 논문

에서 구현한 matlab 알고리즘은 7680Hz의 샘플링 주파수를 사용

하였다.

2.2 아날로그 디지털 편환

IEC61000-4-15에서는 아날로그 플리커 미터를 기준으로 설명

하고 있기 때문에 필터 설계에 있어서 차단주파수는 z도메인이 

아닌 시정수, s도메인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림 1의 block1에서는 

정규화를 위한 실효값을 구하는데, 시정수 27.3msec의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고, block4에서는 눈과 뇌의 기억효과를 적용시키

기 위한 시정수 0.3e의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술

하고 있다. 시정수(τ)의 경우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할 때 사용되

며, 식 (1)을 이용하여 계산된 차단주파수()를 통해서 디지털 

필터를 설계하였다. 

      


      (1)

block3에서 사용하는 가중치 필터의 경우 IEC에서는 아날로그 

기준인 s도메인의 전달함수에 대한 계수를 제시하므로 이산 신호

인 z도메인으로 변경하여 사용해야 한다. s도메인에서 z도메인으

로 변경하는 방법으로는 ‘ZOH’, ‘FOH’, ‘bilinear’, ‘impulse 

invariant’ 등 여러 방법이 있으며, 각 방법 모두 오차가 발생하지

만 IEC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차범위 내의 값을 가진다[6]. 구현

한 알고리즘에서는 bilinear 방법을 통해 z도메인의 전달함수로 

변경하여 설계하였다.

2.3 다운 샘플링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0분간의 데이터를 사용할 뿐만 아

니라, 상호고조파, 위상변화 신호에 대한 테스트의 기준을 만족시

키기 위해 e기 입력 신호를 받는 샘플링 주파수를 높게 설정 하

여야 한다. 하지만 e기 샘플링 주파수를 높게 설정할 경우,   

계산에 이용되는 데이터가 많아져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저역통

과 필터 통과 후에는 높은 주파수 성분이 제거 되므로 낮은 샘플

링 주파수를 사용해도 높은 샘플링 주파수를 사용했을 때와 유사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저대역 필터로 구성된 block3에

서 7680Hz에서 1920Hz로 block4에서 1920Hz에서 240Hz로 다운 

샘플링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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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현파 전압변동

Fig. 2 Sinusoidal voltage fluctuation

그림 3 구형파 전압변동

Fig. 3 Rectangular voltage fluctuation

그림 4 정현파 전압변동 max
Fig. 4 max  according to sinusoidal voltage fluctuation

2.3 Scaling factor

디지털 플리커 미터의 경우 아날로그 필터와 디지털 필터의 특

성 차이로 오차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scaling factor는 그림 

1의 block4에서 1차 저역 통과 필터 통과 후 곱해지게 된다. 

scaling factor는 8.8Hz, 0.25%의 정현파 변동이 발생 했을 때 곱

하여 순간적인 플리커 심각도 지수(max )의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값을 의미한다[7]. 구현한 알고리즘은 ‘309600’의 scaling 

factor를 사용하였다.

3. 플리커 미터 알고리즘 검증

IEC61000-4-15 ed2에서는 이전 버전과는 다르게 여러 입력 

신호에 대한 플리커 미터 결과 값을 제시하여, IEC에 맞는 알고

리즘이 정확히 구현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ed1에서는 120V, 

60Hz와 230V, 50Hz에 대한 기본적인 전압변동에 대한   

  평가 방법만 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ed2에서는 전압 

230V, 120V와 주파수 60Hz, 50Hz에 대한   의 총 7가지 

테스트가 있으며, 구현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IEC에서 제시하고 

있는 플리커 미터 알고리즘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였다.

3.1 순간적인 플리커 심각도 지수( ) 평가

순간적인 플리커 지수()에 대한 평가는 총 4가지가 존재

한다. 4가지 평가들은 측정 기간 동안의 의 최댓값인 

max가 1의 값을 가지도록 하며, 오차 범위는 8%로 규정하

고 있다. 

3.1.1 정현파, 구형파 전압 변동

정현파 전압변동은 식 (2), 구형파 전압변동 식 (3)과 같이 구

성되며, 은 시스템 주파수, 는 전압 변동 주파수, ∆는 전

압 변동률(%)을 나타낸다.

  maxsin×
∆
×


×sin          (2)

  maxsin×
∆
×


×sin


   (3)

만약 60Hz 시스템에서 10Hz, 20%의 정현파, 구형파 전압변동

이 발생하게 되면, 그림 2, 3과 같은 형태의 파형이 나타난다. 정

현파, 구형파 전압변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압변동이 발생하는 

파형들의 여러 주파수에서 max 이 되는 전압변동의 크기

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4, 5는 각 전압과 주파수에 대한 순간적인 플리커 지수 

평가 결과이며, 각 변동의 크기와 주파수의 결과가 모두 

max 에 대해서 IEC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차율 8% 이내

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3.1.2 크기와 주파수가 변동하는 전압 신호

크기와 주파수가 변동하는 전압신호는 4e 간격으로 주파수와 

크기가 함께 변화가 발생하는 전압 신호에 대한 평가이다. 예를 

들어 시스템 주파수가 50Hz이고 크기가 120V일 때, 120V의 

49.75Hz 전압 파형과 50.25Hz, 119.270V의 파형이 4e 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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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구형파 전압변동 max
Fig. 5 max  according to rectangular voltage fluctuation

시스템 

전압(V)

시스템 주파수

(Hz)

변동 주파수

(Hz)

번동 크기

(V)
max

120

50
49.75 120

1.0132
50.25 119.270

60
59.75 120

1.0159
60.25 119.266

230

50
49.75 230

1.0062
50.25 228.812

60
59.75 230

1.0072
60.25 228.805

표    1 크기와 주파수가 변동하는 전압에 대한 max
Table 1 max  according to voltage and frequency 

fluctuation

번갈아가며 발생하는 전압 신호이다. 이러한 변화는 제로 크로싱 

지점에서 발생해야 하는데 측정 시작 지점이 제로 크로싱 지점에

서 시작한다면, 시스템 주파수에 대해서 ±0.25Hz 씩 변동하기 때

문에 4e 마다 제로 크로싱이 발생하게 된다. 표 1은 구현한 알

고리즘을 통한 max값으로 모두 오차율 이내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3.1.2 고조파와 상호고조파가 포함된 전압 변동 신호

IEC에서 제시하는 플리커 미터 테스트 중 고조파와 관련된 2

가지 평가가 존재한다. 첫 번째로 고조파만 포함된 전압신호 평

가는 그림 6처럼 여러 고조파가 포함된 신호에 전압 변동이 발

생했을 때 max값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표 2에 제시한 고조파가 포함된 신호에 8.8Hz의 정현파적인 

전압변동이 발생했을 때, max 의 값을 가져야 한다. 표 3

은 고조파가 포함된 전압 변동 신호에 대한 결과값으로, 오차 이

내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조파의 경우 사람이 인지

하지 못하는 고주파이기 때문에 플리커미터 내의 필터에 의해 모

두 제거되어 고조파가 포함되더라도 전압변동에 대한 max값
은 그림 4와 동일한 값을 가진다.

그림 6 고조파가 포함된 전압 변동

Fig. 6 Voltage fluctuation with harmonics

차수 3 5 7 9 11 13 17 19 23 29 25 31

크기

(%)
5 6 5 1.5 3.5 3 2 1.76 1.41 1.27 1.06 0.97

표    2 고조파 성분

Table 2 Harmonic components

시스템 전압 120V 230V

시스템 주파수
전압변동

(%)
max

전압 변동

(%)
max

50Hz 0.250 1.0055 0.321 1.0003

60Hz 0.250 1.0054 0.321 1.0002

표    3 고조파가 포함된 전압 변동에 대한 max
Table 3 max  according to voltage fluctuation with 

harmonics

두 번째로는 식 (4)와 같이 고조파( )와 상호고조파( )가 함

께 포함되어 있는 전압 신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고조

파와 고조파 보다 10Hz 작은 상호고조파 성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파형에 대해서 전압변동이 있을 때 max 값을 가지

는 전압 변동 크기를 제시하고 있다. 고조파와 상호고조파가 함

께 포함되는 경우 고조파만 포함되어 있을 때와 다르게 플리커가 

측정될 수 있는 저주파의 전압변동이 발생하는 파형과 동일한 형

태로 구성된다. 표 4의 결과는 최소 주파수 성분에 대한 결과이

며, 시스템 주파수 별로  ,   값을 각각 50, 60Hz씩 증가시키

면서 동일한 값을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각각의 고조파, 상호고조

파에 대하여 최소 주파수 성분의 max  측정값이 오차내의 값

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max ×sin



∆
×sin

∆
×si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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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전압
120V 230V

시스템

주파수


(Hz)

전압

변동

(%)

max

(Hz)

전압 

변동

(%)

max

50Hz
140/

150
4.126 0.9969

140/

150
3.611 0.9952

60Hz
170/

180
4.126 0.9974

170/

180
3.611 0.9950

표   4 최소 고조파, 상호고조파가 함께 포함된 전압 변동에 

대한 max
Table 4 max  according to voltage fluctuation with minimum

harmonic and inter-harmonics

3.2 단기 플리커 심각도 지수( ) 평가

는 일정 시간동안 측정된 값을 이용하여 그림 1의 

block5에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계산되는 값이다.   평가

의 경우   에 대해서 오차율 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3.2.1   선형성 평가

평가는 기본적으로 CPM(Change Per Minute)에 따라 

  이 되도록 하는 구형파적 전압변동의 크기를 제시하고 있

다. 표 5는 CPM에 따른    결과표이며, 모두 오차율 이내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는 선형적인 특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의 값을 가지는 전압변동의 증가 배수

만큼 의 값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선형적인 관계를 k로 표

현하는데, 예를 들어 k=2일 때,   의 전압변동의 2배만큼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의 값을 가지게 된다. 표 6은 

230V, 60Hz일 때, k 값의 변화에 따라서 값이 선형적 특성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CPM

120V, 50Hz 120V, 60Hz 230V, 50Hz 230V, 60Hz

전압

변동

(%)



전압

변동

(%)



전압

변동

(%)



전압

변동

(%)



1 3.178 1.0036 3.181 1.0036 2.715 0.9977 2.719 0.9981

2 2.561 1.0012 2.564 0.9996 2.191 0.9978 2.194 0.9983

7 1.694 1.0014 1.694 1.0015 1.450 0.9990 1.450 0.9985

39 1.045 1.0032 1.040 1.0032 0.894 0.9994 0.895 1.0000

110 0.844 1.0036 0.844 1.0032 0.722 0.9995 0.723 1.0003

1620 0.545 1.0012 0.548 1.0023 0.407 0.9987 0.409 1.0001

4000 3.426 1.0017 - - 2.343 0.9991 - -

4800 - - 4.837 1.0070 - - 3.263 1.0034

표    5   측정 결과

Table 5   measurement result

CPM
k

0.5 1 2 3 4 5

1 0.4995 0.9981 1.9962 2.9857 4.0603 5.1839

2 0.4993 0.9983 1.9914 3.0098 4.0466 5.1012

7 0.5027 0.9985 2.0111 3.0182 4.0262 5.0346

39 0.5000 1.0000 1.9998 2.9994 3.9989 4.9976

110 0.5002 1.0003 2.0005 3.0006 4.0005 5.0000

1620 0.4935 1.0001 2.0002 3.0002 4.0002 5.0000

4800 0.5018 1.0034 2.0051 3.0037 3.9975 4.9850

표    6 230V, 60Hz  선형성 평가

Table 6   linearity evaluation on 230V, 60Hz

3.2.2 위상 변화 파형

 

위상 변화 파형은 를 측정하기 시작한 지점으로부터 1분, 

3분, 5분, 7분, 9분마다 그림 7처럼 제로 크로싱 지점에서 위상변

화가 있는 파형이다. 위상이 2분마다 변하게 되면 변화 지점에서 

제로 크로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 시간에서 ±10e 이내

의 제로 크로싱 지점에서 변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위상 변화의 발생은 0.0005e 이내에 이루어지는 파형으로 규

정하고 있다. 디지털 플리커 미터에서는 변화되는 시간은 샘플링 

주파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구현한 알고리즘은 7680Hz의 샘플링 

주파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0.00013e의 변동시간이 발생한다. 

위상 변화 파형에 대한 측정의 경우   의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 위상에 따라서 의 값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7 위상 변화 파형

Fig. 7 Phase jump signal

표 7은 IEC61000-4-15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과 구현한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측정한 값으로, 모두 오차내의 값을 가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상적인 파형의 경우 IEC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처럼 양, 음의 변화 모두 같은 크기의 전압변동이기 때문에 동일

한 값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 플리커 미터의 경우 제

로 크로싱 지점을 음의 값에서 양의 값으로 변화하는 지점을 사

용하기 때문에 양, 음 변화에 대한 결과값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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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변화
120V, 

50Hz

120V,

60Hz

230V,

50Hz

230V,

60Hz

+30°
IEC 0.7060 0.5870 0.9130 0.7600

측정값 0.7019 0.5823 0.9036 0.7483

-30°
IEC 0.7060 0.5870 0.9130 0.7600

측정값 0.7096 0.5940 0.9176 0.7671

+45°
IEC 0.8190 0.6810 1.0600 0.8820

측정값 0.8099 0.6491 1.0440 0.8383

-45°
IEC 0.8190 0.6810 1.0600 0.8820

측정값 0.8300 0.7144 1.0683 0.9218

표    7 위상 변화 파형에 대한 

Table 7   according to phase jump

그림 8 일시적인 구형파 전압 변동 파형

Fig. 8 Rectangular voltage fluctuation with duty ratio

3.2.3 일시적인 전압 변동

일시적인 전압변동 파형은 그림 8처럼 20% 변동을 가지는 것

으로 1분 기준으로 12e간 구형파 전압변동이 발생하고 48e간 

변동이 없는 파형을 의미한다. IEC에서는 12e간 28Hz의 구형파 

전압변동이 발생할 때   의 값을 가지는 변동 크기를 제시

하고 있다. 구현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는 표 8

과 같이   에 대해 오차율 이내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

였다.

4. 국내계통의 IEC 플리커 미터

IEC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압 외의 플리커 측정은 그림 1의 

block3에 있는 가중치 필터의 수정이 필요하다. 1997년에 발표된 

ed1의 경우 120V, 230V 외의 다른 전압의 플리커 측정에 대해

서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계통에서 IEC기반의 정확한 

플리커 측정이 불가능했다[9]. 그리고 가중치 필터는 전구에 대

한 실험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설계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IEC61000-4-15 ed2에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는 전압, 주

파수의 플리커 측정에 대해서 가중치 필터 수정 없이 correction 

factor를 이용하여 값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orrection 

factor는 표 9에 기술하고 있다. 기준 전압, 주파수에 맞는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측정된 의 값에 correction factor를 곱해주

면 220V에서의 값이 계산된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220V에 

맞는 가중치 필터를 수정하여 측정하면 3% 정도의 오차가 발생

하지만, correction factor를 사용하면 5%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

다. correction factor를 사용하더라도 큰 오차가 없기 때문에 각 

전압에 대해서 여러 가중치 필터를 각각 새로 구성하는 것보다 

플리커 미터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이다[2]. IEC에서는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계통에 맞는 220V, 60Hz에 대해서 

correction factor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표 9에서 100V

에서의 correction factor 값에서 알 수 있듯이 주파수를 동일하

게 사용하면 동일한 값을 가지며, 플리커 미터 알고리즘에서 주

파수의 경우에는 필터들의 차단 주파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

에 크기를 기준으로 correction factor를 설정 해주면 된다. 즉 

220V, 60Hz는 230V, 60Hz를 기준으로 0.97의 correction factor

를 사용하였다.

230V 120V

시스템 

주파수(Hz)
전압 변동(%)  전압변동(%) 

50 1.418 0.9976 2.017 0.9995

60 1.480 0.9970 2.126 0.9989

표 8 일시적인 전압 변동에 대한 

Table 8   according to voltage fluctuation with duty ratio

전압/주파수 Correction factor 기준 전압/주파수

220V/50Hz 0.97 230V/50Hz

100V/50Hz 0.90 120V/50Hz

100V/60Hz 0.90 120V/60Hz

표    9 Correction factor

Table 9 Correction factor

220V의 가중치 필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실제 여러 전구를 

이용한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구특성이 유사하다고 가정 하

에 IEC에서 제시하고 있는 120V, 230V의 가중치 필터를 이용하

여 전달함수의 영점과 극점을 이용한 보간법을 이용해 220V의 

가중치 필터를 설계할 수 있다[8]. 220V에서 보간법을 통해 계

산된 가중치 필터를 사용하여 국내계통에 맞는 IEC기반의 플리커 

측정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표 10은 ed2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

양한 플리커 미터 테스트 파형들에 대해서 correction factor와 

수정한 가중치 필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값이다. 230V, 60Hz

의 값의 경우 IEC에서 제시하고 있는 테스트의 파형을 사용

했기 때문에 IEC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들이 계산 되었다. 

correction factor인 0.97을 기준 전압의 값에 곱한 값과 가중

치 필터를 수정하여 구현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결과 값들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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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면 1% 내외의 오차율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ed2에서 제시하는 correction factor와 보간법을 통해서 수정된 

가중치 필터를 사용하여 국내 계통에서 IEC 기반의 플리커 측정

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230V,

60Hz

Correction 

factor

가중치

필터수정
오차율


평가

1cpm 0.9981 0.9681 0.9851 1.76%

2cpm 0.9983 0.9684 0.9855 1.77%

7cpm 0.9985 0.9685 0.9851 1.71%

39cpm 1.0000 0.9700 0.9870 1.75%

110cpm 1.0003 0.9703 0.9873 1.75%

1620cpm 1.0001 0.9701 0.9768 0.69%

4800cpm 1.0034 0.9733 0.9692 0.42%

위상

변화

+30° 0.7483 0.7259 0.7332 1.01%

-30° 0.7671 0.7441 0.7499 0.78%

+45° 0.8383 0.8132 0.8197 0.80%

-45° 0.9218 0.8941 0.9031 1.01%

일시적인 전압변동 0.9970 0.9760 0.9658 1.05%

크기, 주파수 변동 0.4669 0.4529 0.4607 1.72%

고조파 파형 0.7117 0.6903 0.6991 1.27%

고조파/

상호고조파 파형
0.7101 0.6888 0.6845 0.62%

표  10 correction factor와 가중치 필터 수정을 통한 220V, 

60Hz에서의 

Table 10   evaluation result for each correction method at 

220V, 60Hz

5. 결  론

IEC61000-4-15 ed1에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테스트

와 230V, 120V에 대한 플리커 미터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

재 출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IEC기반의 플리커 미터들은 여러 파

형에 대한   값의 검증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230V와 

120V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계통에 맞는 플리커 측정이 

부정확하다. ed2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증을 위한 다양

한 테스트와 다른 계통 특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correction 

factor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IEC61000-4-15 ed2를 이용하여 

국내계통 특성에 적합한 플리커 측정 알고리즘의 구현과 검증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 표준인 IEC61000-4-15 ed2에서 제시하

고 있는 correction factor를 이용한 측정값과 국내계통에 맞게 

수정된 가중치 필터를 통해 측정된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matlab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하였다. 

IEC61000-4-15 ed2에 따른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IEC에

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파형 테스트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검증

하였으며, 220V, 60Hz에서   측정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의 값

이 서로 작은 오차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 

출시되어 있는 IEC기반의 해외 플리커 미터 제품을 사용하여 국

내 계통의   측정 시, 230V, 60Hz 기준으로 측정된 값을 이용

하여 간편하게 correction factor를 곱해주어 국내 계통의 플리커 

평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간법을 통해서 계산된 가중치 

필터를 사용하여 국내계통에 맞는 플리커 측정 알고리즘 구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 전력 공사 전력 연구원의 지원 (과제명: 

송변전 계통 플리커 관리 방안 수립)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

References

[1] IEC61000-3-3 Ed1.1,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

C)-Limitation of voltage changes, voltage fluctuations a

nd flicker in public low-voltage supply systems, for eq

uipment with rated current 16A per phase and not s

ubject to conditional connection, IEC, 2002.

[2] IEC61000-4-15 Ed.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Part 4: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Section 15: Flickermeter Functional and design 

specifications, IEC, 2009.

[3] M. Piekarz, M. Szlosek, Z. Hanzelka, A. Bien, A. 

Stankiewicz and M. Hartman, “Comparative Tests of 

Flickermeter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cs 

and Quality of Power(ICHQP 2002), Oct. 2002.

[4] T. Keppler, N. R. Watson, S. Chen and J. Arrillaga, 

“Digital Flickermeter Realisations in the Time and 

Frequency Domains”, Proceedings of Australasian Power

Engineering Conference, Sep, 2001

[5] J. J. Gutierrez, L. A. Leturiondo, J. Ruiz, A. Lazkano, P. 

Saiz and I. Azkarate, “Effect of the Sampling Rate on the 

Assessment of Flicker Severity Due to Phase Jumps,” 

IEEE Trans. Power Delivery, Vol. 26, No. 4, pp. 2215-2222, 

Jun. 2011.

[6] S. H. Cho, Y. S. Jang, G. Jang, S. H. Kwon, Y. S. Jeon, 

N.H. Kwak and S. W. Lee, “Application of IEC Flicker 

Standards to Korean Distribution Systems,” IEEE PES 

General meeting, Jun. 2006.

[7] W. Mombauer, “Calculating a New Reference Point for 

the IEC-Flickermeter,“ ETEP, Vol. 8, No. 6, Nov. 1998.

[8] S.H. Cho, G. Jang, S.H. Kwon and S.K. Joo, “Measure- 

ment and testing specifications of voltage flicker in 

220V/60Hz power systems, IET Science, Measurement 

and Technology,” Vol. 3, No. 2, pp. 113~122, Mar. 2009.



전기학회논문지 66권 7호 2017년 7월

1024

[9] IEC61000-4-15 Ed.1.1,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Part 4: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Section 15: Flickermeter Functional and design 

specifications, IEC, 2003.

저   자   소   개

신 훈 철 (Hoon-Chul Shin)

1993년 2월 22일생. 2017년도 상명대학교 

에너지그리드학과 졸업(공학사). 2017~현재 

상명대학교 에너지그리드학과 재학(석사과정).

E-mail : gnscjftls@naver.com

한 수 경 (Soo-Kyung Han)

1994년 11월 1일생. 2017년도 상명대학교 

에너지그리드학과 졸업(공학사). 2017~현재 

상명대학교 에너지그리드학과 재학(석사과정).

E-mail : 201311047@sangmyung.kr

박 상 호 (Sang-Ho Park)

1973년 8월 27일생. 2000년 명지대학교 전기

공학과 졸업(공학사). 2002년 명지대학교 대

학원 전기공학과 졸업(공학석사). 2004~2007

년 한전 전력연구원 일반연구원. 2008~현재 

한전 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

Tel : 042-865-5813

E-mail : alegole73@kepco.co.kr

김 건 중 (Kern-Joong Kim)

1953 2월 12일생. 1975년 서울대학교 전기공

학과 졸업(공학사). 1977년 서울대학교 대학

원 전기공학과 졸업(공학석사). 1985년 서울

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공학박사). 현

재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Tel : 042-821-5659

E-mail : kjkim@cnu.ac.kr

조 수 환 (Soo-Hwan Cho)

1976년 10월 28일생. 2002년 고려대학교 전

기공학과 졸업(공학사). 2002~2004년 삼성전

자 무선사업부 근무. 2009년 고려대학교 대학

원 전기공학과 졸업(공학박사). 2009~2011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2011~2017년 

상명대학교 에너지그리드학과 조교수, 2017~

현재 상명대학교 전기공학과 부교수.

Tel : 02-781-7503

E-mail : shcho@sm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