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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T 기반 페이저 연산 시 새로운 저역통과필터를 이용한 고주파 

노이즈 경감 방법

High Frequency Noise Reduction Method Using a Newly Designed Low-pass Filter in 

DFT-Based Phasor Estimation

백 민 우  ․ 강 상 희

(Min-Woo Baek ․ Sang-Hee Kang)

Abstract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method to estimate the phasor of a relaying 

signal. The harmonics are eliminated by the DFT. However, high frequency components, except for harmonics, are not removed 

and cause an error in DFT-based phasor estimation process. This paper suggests high frequency noise reduction method by 

using a newly designed low-pass filter to estimate a signal phasor. When selecting a stop-band cut-off frequency of the 

low-pass filter, high frequency components generated by faults are considered. To reduce the phasor estimation delay caused 

by a low-pass filter, this paper proposes a low-pass filter whose settling time is reduced. An adverse effect of high frequency 

noise on DFT-based phasor estimation is reduc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signals which are 

collected under a fault condition at a 345[kV] transmission system modeled by EMTP-RV a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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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력계통에서 기본 주파수 성분을 추정하기 위해 통상 DFT가 

사용된다. DFT를 통해 고주파 성분을 제거 할 경우 고조파 성분

은 제거되지만 고조파 성분을 제외한 고주파 성분은 제거되지 않

으며 결국 페이저 연산에 오차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DFT를 통

해 제거되지 않는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저역통과필

터의 설계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페이저 연산 시 푸리에변환을 사용하는 경우 저역

통과필터의 억제대역(Stop-band) 차단주파수는 중첩(Aliasing)현

상 방지를 고려한 차단주파수를 선정하여 왔다. 그러나 송전계통

에서 거리가 먼 곳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진행파에 의해 발생

되는 고주파 성분의 주파수는 낮아지며 중첩현상 방지만을 고려

해 설계된 저역통과필터로는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 

페이저 연산 시 푸리에변환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성분

은 오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역통과필터의 억제대역 차단주

파수를 선정할 때 고장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주파 성분의 주파

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고장에 따른 진행파에 의해 발생되는 고

주파 성분의 주파수는 선로길이가 길어질수록 낮아지며 이에 따

라 저역통과필터의 억제대역 차단주파수는 낮게 선정되어야 한

다. 저역통과 필터의 차단주파수가 낮아질수록 필터 출력의 정착

시간(Settling Time)은 길어지기 때문에 정착시간을 최소로 하는 

저역통과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착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저역통과필터를 사용하여 고장에 의해 발생된 고주파 성분을 제

거하여 페이저 연산 시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과

도현상 모의 프로그램인 EMTP-RV을 이용하여 345[kV], 116 

[km]의 송전선로를 모델링하고 모델 계통에서 얻은 고장 데이터

를 이용하여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페이저 연산 시 오차를 최소

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2. 본  론

본 논문에서는 Butterworth 저역통과필터보다 정착시간이 짧

은 새로운 저역통과필터를 제안하고, 이 필터를 사용하여 송전계

통에서 고장 시 계전신호에 포함되는 진행파에 의한 고주파 성분

을 신속히 제거하여 DFT 기반 페이서 연산의 정확도를 향상 시

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2.1 코사인과 사인 필터의 주파수 응답

이산 신호는 코사인과 사인의 임펄스 응답을 가지는 두 개의 

FIR(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를 이용하여 두 개의 직교하

는 성분으로 분해 될 수 있다[1]. 사실상 이는 DFT와 동일한 방

법이며 코사인과 사인 필터의 주파수 응답을 통해 DFT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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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파 성분을 제외한 고주파 성분이 제거되지 않는 문제점을 확

인할 수 있다. 코사인 필터의 임펄스 응답 계수는 식 (1)과 같고 

사인 필터의 임펄스 응답 계수는 식 (2)와 같다. 식 (3)과 식 (4)

는 각각 코사인 필터의 크기 응답과 사인 필터의 크기 응답을 

나타낸다[2].

  





  ⋯ (1)

   






  ⋯ (2)

  

cos cos 
cos sin sin 

(3)

   

cos cos 
sin cos sin 

(4)

여기서, N은 기본 주파수 한 주기 당 샘플 수, 와 는 각

각 기본 주파수와 샘플링 주파수를 의미한다. 

그림 1 코사인 필터와 사인 필터의 크기 응답

Fig. 1 Magnitude responses of cosine and sine filters

그림 1은 코사인 필터와 사인 필터의 크기 응답을 나타낸다. 

그림 1을 통해 기본파 주파수의 크기 응답은 두 필터 모두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조파의 경우 크기 응답이 모

두 ‘0’이 되지만 고조파가 아닌 경우 크기 응답이 ‘0’이 아닌 것

을 확인할 수 있다[3]. 따라서 주파수 응답을 통해서 DFT를 하

여도 고주파 성분이 제거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과적으

로 제거 되지 않는 고주파 성분은 기본파 페이저 연산에 오차를 

발생 시킨다.

2.2 차단주파수 선정 시 고려사항

일반적으로 디지털 장비의 입력단에 사용되는 저역통과필터의 

차단주파수는 샘플링에 의한 중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Nyquist 

샘플링 이론[4]에 따라 선정한다. 보호계전기에 사용되는 필터의 

경우 중첩현상 방지만을 고려하면 선로 고장에 의해 나타나는 진

행파에 의한 고주파 성분은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

송전선로 고장 발생 시 생성되는 진행파에 의한 고주파 노이

즈 대역은 1/4T[Hz]∼1/2T[Hz]이다. 여기서 T는 진행파가 고장

점과 계전점 사이를 진행하는 시간이다. 이는 송전선로가 길수

록 송전선로 고장 시 발생하는 고주파 성분은 주파수 대역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중첩현상 방지만을 고려

한 필터로는 고장에 의한 고주파 성분이 제거 되지 않을 수 있

다. 따라서 필터 설계 시 차단주파수는 중첩현상 방지와 고장 시 

진행파에 의해 발생하는 고주파 성분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3 정착시간을 줄인 저역통과필터

고장점에서 발생하는 진행파에 의한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저역통과필터의 차단주파수를 선정할 경우 고장 거리가 길

어질수록 진행파에 의해 발생하는 고주파 성분의 주파수 대역이 

낮아지며 이에 따라 필터의 차단주파수도 낮아진다. 저역통과필

터의 정착시간은 차단주파수가 낮아질수록 길어지기 때문에 정착

시간에 의한 페이저 계산의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

착시간을 최소화하는 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2차 

Butterwoth 저역통과필터[5]보다 정착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필터

를 제안한다.

복소근을 가지는 2차 저역통과필터 전달함수의 경우 진동하는 

과도 상태를 지나 일정 시간 이후 정상 상태로 수렴하는 부족 

감쇠 응답 특성을 가지게 된다. 제안하는 필터는 부족 감쇠 응답 

특성을 이용하여 진동하는 과도 상태 응답의 최대 크기를 일정 

수준 허용하여 단위 계단응답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정착시간

을 줄이고자 하였다. 

2.3.1 2차 전달함수의 부족 감쇠 응답

표준 2차 저역통과필터의 전달함수는 식 (5)과 같다. 2차 전달

함수는 와 에 따라 응답 특성이 결정된다[4]. 여기서 은 2

차 저역통과필터의 고유 주파수(Natural Frequency)를 의미하며, 

는 감쇠비(Damping Factor)를 의미한다. 

 





(5)

2차 전달함수의 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응답은 진

동하는 과도 상태를 지나 일정 시간 이후 정상 상태로 수렴하게 

된다. 그림 2는  변화에 의한 2차 전달함수의 응답 특성을 나타

낸다. 그림 2를 통해서 가 작을수록 과도 상태의 진동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를 변경함으로써 필터의 특성을 

조정할 수 있다[6]. 

그림 3은 2차 전달함수의 부족 감쇠 응답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다. 여기서 는 단위 계단 응답이 최대 크기에 도

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max은 시간 에서 발생

하는 오버슈트 최대 크기를 의미하며, 는 정착시간을 의미한

다. 는 정착시간의 수렴 시간을 확인하는 오차 허용 범위를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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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변화에 의한 2차 저역통과 필터의 단위 계단 응답 특

성 (=1)

Fig. 2 Unit step responses of second order low-pass filters 

with  variation (=1)

그림 3 2차 전달함수의 부족 감쇠 응답 특성

Fig. 3 Under damping response of a second order transfer 

function 

2.3.2 Limited-Maximum-Overshoot 필터

Limited-Maximum-Overshoot 2차 저역통과필터는 부족 감쇠 

응답 특성 중에서 오버슈트 최대값 max을 일정 값으로 제한

하고 max에 맞는 과 를 계산하여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

다. 표준 2차 저역통과필터 전달함수의 단위 계단 응답은 식 (6)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6)

라플라스 역변환을 통해 식 (6)을 시간영역의 함수로 표현하면 

식 (7)과 같다. 여기서   tan 

 cos 을 의미하며, 

  을 의미한다.

   



 sin (7)

2차 전달함수의 단위 계단 응답인 식 (7)을 이용하여 를 구

하게 된다. 응답의 크기가 최대인 경우는 응답 곡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는 단위 계단 응답의 미분 

값이 ‘0’이 되는 시간 중 첫 번째 시간이다. 식 (8)은 식 (7)을 미

분한 식이다.








 sin (8)

여기서 가 ‘0’이 될 수 있는 조건은 sin이 ‘0’이 

되는 조건과 같다. sin은 가     인 경우 

‘0’이 되기 때문에 식 (9)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9)

그림 3을 통해서 k=0인 경우 응답은 ‘0’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최대 응답 시간은 k=1인 경우의 를 의미한다. 

k=1인 경우를 식으로 정리하면 식 (10)과 같다.

 

 


  (10)

식 (10)을 통해서 얻은 를 식 (7)에 대입하면 식 (11)과 같다.

    





sin (11)

식 (11)을   tan 

 cos 와   의 조건을 이용

하여 정리하면 식 (12)와 같다.

   




(12)

단위 계단 응답에서 정상 상태 응답 수렴 값은 ‘1’이기 때문에 

식 (12)에서 우변 두 번째 항이 max가 된다. 따라서 식 (13)

에서 max인 경우의 를 구하면 식 (14)가 된다.


 



ma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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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max 


lnmax 


(14)

식 (14)를 통해 필터의 을 구하면 이를 이용하여 을 구할 

수 있다. 식 (5)에서 이득 를 갖는 주파수를 라 하면 식 

(15)를 얻을 수 있고 식 (15)를 에 대하여 정리하면 식 (16)을 

얻을 수 있다. 


 

 

 

 






 (15)

 


 

여기서 

 

  


(16)

앞서 유도한 식 (14)을 이용하여 max을 가지는 경우의 

을 구할 수 있으며, 식 (16)을 이용하여 차단주파수가 인 경우

의 을 구할 수 있다. 계산된 와 를 식 (5)에 대입하여 

Limited-Maximum-Overshoot 2차 저역통과필터의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다. 

정착시간 는 식 (7)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정착시간 이

후의 허용 오차 범위를 E라고 했을 때 는 식 (17)일 때의 시

간을 의미한다. 





   (17)

식 (17)에서 가 일 때, 에 대하여 정리하면 식 (18)과 

같다.

 

ln 


ln 



ln  

 

 


(18)

그림 4는 2차 Limited-Maximum-Overshoot 저역통과필터와 

2차 Butterwoth 저역통과필터의 단위 계단 응답을 나타낸다. 그

림 4(a)에서 정착시간 를 확인하기 위해 오차범위 E는 1[%], 

max는 0.0099, 억제대역 차단주파수 는 646[Hz], 이 때 이

득은 0.05로 선정한다. 그림 4(b)는 그림 4(a)와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를 1000[Hz]로 한다. 그림 4(a)에서 2차 Butterwoth 

저역통과필터의 정착시간 는 7.26[ms]이며 제안한 필터의 정

착시간 는 4.58[ms]다. 그림 4(a)에서 두 필터의 정착시간 차

이는 2.68[ms]이다. 그림 4(b)에서 2차 Butterwoth 저역통과필

터의 정착시간은 4.69 [ms]이며 제안한 필터의 정착시간은 2.96 

[ms]다. 그림 4(b)에서 두 필터의 정착시간 차이는 1.73[ms]이

다. 두 필터의 정착시간을 비교하여 제안하는 필터가 2차 

Butterworth 저역통과필터보다 정착시간이 짧으며 필터의 차단주

파수가 낮을수록 두 필터의 정착시간 차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억제대역 차단주파수가 646[Hz]인 경우

(a) Stop-band cut-off frequency is 646[Hz]

(b) 억제대역 차단주파수가 1000[Hz]인 경우

(b) Stop-band cut-off frequency is 1000[Hz]

그림 4 Butterworth 저역통과필터와 Limited-Maximum-Overshoot 

저역통과필터의 단위 계단 응답

Fig. 4 Unit step responses of a Butterworth low-pass filter 

and a Limited-Maximum-Overshoot low-pass filter 

3. 사례 연구

3.1 계통 모델링

345[kV], 116[km] 2모선 송전 계통을 모델링하고 사례 연구

를 진행하였다. 그림 5는 사례 연구를 진행한 계통도이며 표 1은 

계통 데이터를 나타낸다. Source_1 기준 104[km] 90도 지락 고

장에 대해서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제안한 방법의 효과를 확인하

였다.



전기학회논문지 66권 6호 2017년 6월

902

그림 5 345[kV] 모델 송전 계통

Fig. 5 345[kV] transmission model system

항 목 계통 데이터 [%Z] / 100 MVA Base

전 원 단

Source 1
R1+jX1 0.045+j0.588

R0+jX0 0.140+j1.005

Source 2
R1+jX1 0.038+j0.526

R0+jX0 0.073+j0.657

송전선로 #1 T/L

R1+jX1 0.3426+j3.5392 

R0+jX0 2.3711+j9.8973 

Y1 j61.0790

표    1 계통데이터

Table 1 System parameters

3.2 Limited-Maximum-Overshoot 필터 설계 

3.2.1 차단주파수 선정

그림 6은 송전단 기준 104[km], 90도 지락 고장이 발생한 경

우 고장 직후 전압의 주파수 스펙트럼이며 가장 큰 고주파 성분

은 주파수가 1296[Hz]인 성분이다. 고장 거리가 104[km]인 경

우 진행파에 의한 고주파 대역은 718.3[Hz]∼1436.78[Hz] 이며, 

그림 6에서 가장 큰 고주파 성분은 진행파에 의해 발생 가능한 

고주파 대역 범위 내에 있다. 

제안하는 필터는 중첩현상 방지는 물론 피보호 송전선에서 발

생할 수 있는 고장에 의해 생기는 진행파에 의한 고주파 성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신호의 페이저 연산 알고리즘을 

한 주기 당 128개로 샘플링 하여 사용하는 경우 Nyquist 샘플링 

이론에 따라 중첩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주파수는 3840[Hz]

로 선정해야 한다. z 선로길이가 116[km]인 경우 고장 발생 시 

생기는 진행파에 의한 고주파 성분의 최소 주파수는 646[Hz]이

다. 따라서 중첩현상 방지와 진행파에 의한 고주파 성분을 제거

하기 위해서는 저역통과 필터의 차단주파수를 646[Hz]으로 선정

하고 이 때 이득은 0.05로 설계하였다. 

그림 6 고장 직후 전압의 주파수 스펙트럼

Fig. 6 Frequency spectrum of a voltage after a fault

그림 7 오버슈트 최대값 변화에 따른 제안한 필터의 단위 계단 

응답

Fig. 7 Unit step responses of the proposed filter with 

max  variation

3.2.2 오버슈트 최대값 선정

Limited-Maximum-Overshoot 필터는 오버슈트 최대값 

max를 제한하고 이에 따라 와   계산하기 때문에 max
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 그림 7은 정착시간 이후의 허용 오차 범

위 E가 1[%]인 경우 max  변화에 따른 단위 계단 응답을 나타

낸다. 

그림 7에서 max의 크기가 0.01인 경우는 응답의 최대 크

기가 0.01 지점까지 커지며 이 지점이 지난 후의 시간이 정착시

간이 된다. 따라서 max의 크기를 허용 오차 보다 약간 작은 

값인 0.0099로 선정하였다. 

3.2.3 아날로그 및 디지털 필터의 전달함수

오버슈트 최대 값 max가 0.0099의 크기를 가지는 경우 

는 0.83이며 는 916.55[rad/s]이 된다. 따라서 이를 만족하는 

2차 저역통과필터의 전달함수는 식 (19)과 같다.

 ×
×

(19)

설계한 아날로그 필터를 디지털 필터로 변환하기 위해 

Bilinear 변환을 사용하였으며 디지털 필터의 전달함수는 식 (20)

과 같다.

    
  

(20)

3.3 주파수 스펙트럼 및 실효치 연산 오차율

그림 8은 송전단 기준 104[km], 90도 지락 고장이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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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중첩현상 방지만을 고려한 저역통과필터를 사용한 경우

(= 3840[Hz]) 전압 실효치 연산 오차

Fig. 8 RMS error in the case of a voltage passed through a 

low-pass filter(=3840[Hz]) to prevent the aliasing 

error only

(a) 고장 직후 전압의 주파수 스펙트럼

(a) Frequency spectrum of a voltage after a fault 

(b) 제안한 저역통과필터를 사용한 경우 전압 실효치 연산 오차

(b) RMS error in the case of a voltage passed through the 

proposed low-pass filter(=646[Hz]) to reject any high 

frequency noise caused by a fault

그림 9 제안한 저역통과필터(= 646[Hz])를 사용한 경우 필터

의 동작 특성

Fig. 9 Operation characteristic of low-pass filter(= 646[Hz])

우 전압신호를 중첩현상 방지만을 고려하여 설계한 필터(= 

3840[Hz])를 통과시키고 실효치를 계산한 경우 전압 실효치 연

산 오차를 나타낸다. 그림 8에서 가장 큰 고주파 성분은 1296 

[Hz]이며 그림 6과 동일한 주파수의 고주파 성분이다. 이를 통해

서 중첩현상 방지만을 고려한 필터 사용 시 진행파에 의해 발생

하는 고주파 성분이 제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에서는 중첩현상 방지만을 고려한 필터 사용 시 제거되지 않은 

고주파 성분이 실효치 연산 오차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는 송전단 기준 104[km], 90도 지락 고장이 발생한 경

우 전압신호를 본 논문에서 제안한 Limited-Maximum- 

Overshoot 필터(=646[Hz])를 통과시킨 후 전압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그림 9(a))과 실효치 연산 오차(그림 9(b))를 나타낸다. 

앞서 그림 6에서 가장 큰 성분인 1296[Hz]의 성분이 제거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9(b)를 통해 제안한 필터 사용 시 

실효치 연산 오차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첩현상 방지만을 고려한 필터를 사용한 경우인 그림 8에서 

한 주기 동안 전압 실효치 연산 최대 오차는 1.6[%]이며 24.6 

[ms]가 지난 후 0.5[%] 이내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한 필터를 사용한 경우인 그림 9(b)에서는 한 주기 동안 전

압 실효치 연산 최대 오차는 4.0[%]이며 19.9[ms]가 지난 후 

0.5[%] 이내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FT에 의해 제거되지 않는 고주파 성분을 제

거하여 기본파 페이저 연산에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저역통과필터의 차단주파수는 고장 시 진행파에 의해 발생

되는 고주파 성분의 주파수와 중첩현상 방지를 위해 선정한 주파

수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선로길이가 길어질수록 고장에 의해 발생되는 고주파 성분의 

주파수는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저역통과필터의 차단주파수도 낮

아지고 저역통과필터의 정착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착시간을 

줄일 수 있는 Limited-Maximum- Overshoot 필터를 제안하고 

이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페이저 연산 정확도 향상은 물론 연산 

페이저의 수렴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제안한 필터의 정착시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Butterworth 

필터의 정착시간보다 더 짧은 것을 확인하였고 EMTP-RV로 모

의한 345[kV], 116[km] 송전계통 고장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안

한 Limited-Maximum-Overshoot 필터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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