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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MU (Phasor Measurement Unit)는 전력시스템의 노드
에서 실시간으로 시간 동기화된 페이저 정보를 측정하여 전력계통 모니
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이 때, PMU가 모니터링 장치로서 활
용되기 위해서는 고신뢰도의 페이저 정보 측정이 요구된다. 기본적인 페
이저 추정기법은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정현파 신호의 기본주파수 성
분을 분석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푸리에 변환 기반 페이저 추정기
법과 웨이브렛 기반 페이저 추정기법의 성능을 분석하여 웨이브렛 기반
페이저 추정기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페이저 추정기법의 평
가에는 IEEE 표준에 따른 TVE (Total Vector Error) 개념을 사용하며
정현파 신호의 진폭변화와 위상변화 및 잡음발생 환경의 진폭변화에 대
하여 페이저 추정 기법들의 성능평가로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전력계통에서 발생하는 고장의 검출 및 과도현상 분석을 위해서 전력
계통 모니터링 시스템은 신속하고 정확한 신호측정을 목표로 한다.
PMU (Phasor Measurement Unit)를 이용한 모니터링은 기존 SCADA
시스템에 비하여 높은 샘플링 주파수로 측정을 하며 시간 동기화 기법
을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시스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그러나 PMU는
페이저 데이터에 기반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므로 정현파 신호에서 페이
저 정보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기존의 페이저 개념은 정상상
태에서 신호의 진폭과 위상으로 정의되나 모니터링 시스템에 있어서는
과도현상 분석을 위한 순시적인 페이저 정보 추정이 필요하다. 다이나믹
페이저는 순시적인 페이저 정보에 대한 정의로 기존의 정상상태에서 정
의된 페이저와 달리 신호의 순간적인 페이저를 의미한다 [1].
기본적인 페이저 추정기법에는 푸리에 변환을 이용한 기법이 있다. 그
러나 푸리에 변환은 시간영역에서 무한한 대역을 갖는 정현파를 기저신
호로 사용하므로 주파수 성분의 시간정보를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
에 따라 다이나믹 페이저 추정을 위해서는 시간영역 신호에서 특정 윈
도우를 설정하여 푸리에 분석을 수행하는 기법을 활용한다. 이 때, 신호
의 주파수 특성에 맞추어 윈도우 크기를 설정해야 하며 불확정성의 원
리로 인해 페이저 추정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오차를
줄이는 기법중 원신호 테일러 급수 (Taylor series) 전개의 1차항 성분
까지를 고려하여 기본적인 푸리에 기반 페이저 추정 값을 보정하는 기
법을 서술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푸리에 변환과 다른 관점의 페이저 추정기법으로
웨이브렛에 기반한 추정기법을 제시하고 기존의 푸리에 기법과의 성능
비교 평가를 수행하였다. 웨이브렛 분석은 시간주파수 분석을 위한 신호
처리 기법이며 전력계통의 정현파 신호에서 페이저를 추정하는 기법으
로 응용이 가능하다. 웨이브렛 기법은 기존의 푸리에 분석과 달리 시간
영역에서 제한된 기저신호를 사용하여 신호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비정
상성을 갖는 잡음 포함 신호 분석에 있어 용이할 것이라 기대된다.
최종적으로 DFT (Discrete Fourier Transform) 기반 추정기법, DFT
기반으로 보정된 기법 및 웨이브렛 기반 페이저 추정기법의 3가지 페이
저 추정기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된 TVE를 통하여 평가하고 잡음
발생 상황에서 웨이브렛 추정기법의 기대부분에 대하여 논의한다.

2. 본    론

  2.1 신호의 푸리에 분석 기법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전력계통의 정현파 신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s   (1)

식 (1)에서 특정 정현파 신호 는 신호의 진폭  , 기본주파수 
및 위상 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시스템 구성 및 동작에 따른 오차 

및 가 존재한다. 식 (1)의 신호는 진폭정보와 위상정보로 표현되므로

특정 시간에서 정확한 다이나믹 페이저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전력계통 신호에서 식 (1)과 같은 수식적 신호 표현을 구하는 것이 불가
능하므로 신호의 페이저 추정을 위해서는 시간영역에서 특정구간을 설
정하고 푸리에 변환을 사용하여 신호를 분석한다. 기본적인 푸리에 변환
을 이용한 페이저 추정 기법은 다음과 같다 [2].








  



 
 


   




  




(2)

식 (2)에서 은 신호의 한 주기에 해당하는 샘플 수이며 

는 원

신호의 특정샘플 을 기준으로  개의 샘플 윈도우에서 추정한 페이저

신호이다. 기본적인 DFT만으로 

을 계산할 수 있으나 정확도 향상

을 위해 신호의 테일러 급수 전개에서 1차항까지의 고려하여 분석한
4PM (4 Parameter Model) 기법을 정의하며 다음과 같다 [2].
















  



(3)

식 (3)에서 추정페이저 

가 


의 켤레복소수 


와 한 주

기의 전의 추정페이저   

으로 정의되어 있다.

  2.2 웨이브렛 기반 페이저 추정기법
웨이브렛 분석은 시간영역에서 제한된 기저신호를 사용하여 분석하며
다양한 기저신호 중 전력계통의 정현파 신호 분석에 효율적인 “Db 4”
웨이브렛을 사용하였다 [3]. 원신호는 기저신호의 스케일에 따라 분해하
며 고주파 대역과 저주파 대역으로 분해 된다. 이러한 분해 과정을 반복
하여 수행하면 기본주파수(60 Hz) 대역의 신호를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진폭이 1이며 위상정보를 알고 있는 기준 정현파 신호를 발생시키고
동일한 웨이브렛 분석으로 기준주파수 대역의 기준페이저를 구한다. 기
준 페이저의 진폭과 위상 이론값을 알고 있으므로 분해된 기본주파수

대역의 원신호와 비교하여 추정된 페이저의 진폭 과 위상 을

구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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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 는 각각 분해된 원신호와 기준신호이며, 추정페이저

는 두 벡터의 내적관계를 이용하여 정의된다.

  2.3 시뮬레이션 기반 성능평가
  2.3.1 Total Vector Error
Synchrophasor에 관한 기준인 IEEE C37.118에 따르면 페이저 추정

의 신뢰도에 대한 평가는 추정 벡터의 오차율에 관한 정의인 TVE로 나

타내며 신호의 추정값  , 실제값 으로 나타내어지는 TVE의 수

식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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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렛 분석 기반 다이나믹 페이저 추정 및 성능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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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페이저 추정 결과 (b) TVE

<그림 2> 진폭변화에 따른 TVE 측정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정의한 DFT, 4PM, 웨이브렛 기법에 관하여
식 (5)에서 정의된 TVE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TVE에 기반한 시뮬레이
션을 위해 60 Hz 정현파 신호의 3초에 해당하는 시간에 진폭변화와 위
상변화를 주었으며 그림 1은 5% 진폭변화 신호에 대한 페이저 추정결
과를 나타낸다. 그림 1-(a)에서는 3가지 기법에 따른 진폭 추정이며 그
림1-(b)는 TVE 평가 결과이다. DFT 기법의 경우 정상상태에서도 오차
가 존재하고 가장 높은 TVE를 보이며 웨이브렛 기법과 4PM 기법은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2.3.2 진폭변화 평가
정현파 신호의 진폭변화에 대한 페이저 추정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60 Hz 정현파 신호의 진폭의 오차( )를 –10%에서 10%까지

변화 시키며 TVE의 최대값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
림 2의 결과에서 [-2% 2%] 구간의 진폭변화에서는 웨이브렛 기법이 가
장 좋은 성능을 보이나 그 이상의 진폭변화에서는 4PM 기법이 높은 성
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2.3.3 위상변화 평가
진폭변화 평가와 마찬가지로 위상변화에 따른 페이저 추정기법의 성
능 비교를 위하여 –0.2에서 0.2 radian까지 위상 변화를 주었으며 이에
따라 측정된 TVE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위상변화 평가에 있어서는 그
림 2와 달리 3가지 기법이 유사한 성능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DFT 기
법이 가장 높은 TVE를 웨이브렛 신호가 가장 낮은 TVE를 나타내었다.

  2.3.4 잡음발생시 평가
실제 전력계통의 정현파 신호를 고려하여 잡음발생 환경에서 페이저
추정기법의 성능분석을 위해 신호에 30 dB의 신호 대 잡음비(SNR)를
갖는 가우시안 백색잡음을 발생시켰으며 진폭변화 평가와 같이 –10%
에서 10%의 진폭변화를 만들었다. 이에 따른 TVE 평가 결과는 그림 4
와 같으며 진폭변화 평가에서 [-2% 2%] 구간의 진폭변화 신호에서만
웨이브렛 기반 기법 성능이 더 향상된 것과 달리 웨이브렛 기반 기법과
4PM 기법의 성능이 유사해짐을 확인하였다.

<그림 3> 위상변화에 따른 TVE 측정

<그림 4> 잡음발생시 진폭변화에 따른 TVE 측정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푸리에 분석기법을 이용한 페이저 추정 기법과
웨이브렛에 기반한 페이저 추정기법에 대하여 IEEE C37.118에 따른
TVE를 이용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기본적인 DFT 기법은 상대적
으로 많은 오차율을 보였으며 4PM 기법과 웨이브렛 기반 기법은 유사
한 성능을 보였으나 실제 전력계통의 정현파 신호와 같이 신호에 잡음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웨이브렛 기법이 푸리에 기법에 비해 상대적으
로 성능향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웨이브렛 추정기법의 경우 신호
의 분해과정에서 잡음제거의 효과로 기본주파수 대역의 신호에 신호 대
잡음비가 향상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웨이브렛 기반 페이저 추
정 기법의 확장 및 보정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잡음이 많은 상황에서도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페이저 추정기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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