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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w method is proposed to improve high speed detection of grid voltage phase and magnitude during a 

voltage dip due to a grid faults. Usually, A LPF(Low Pass Filter) is used in the feedback loop of PLL (Phase 

Locked Loop) system because the measured grid voltage contains harmonic distortions and sensor noises. so, a 

new design method of the loop gain of the PI-type controller in the PLL system is propos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dynamics of the LPF. As a result, a better transient response can be obtained with the 

proposed design method. The LPF frequency and PI controller gain are designed in coordination according to the 

steady state and dynamic performance requirement. This paper shows the feasibility and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methods through the computer simulation and the lab-scale experiments. 

Keywords : PLL(Phase locked loop), 원 사고(Grid voltage fault), 고속 압 모니터링(High speed voltage detection), 

LVRT(Low voltage ride-through) 

1. 서  론

태양 , 풍력, 연료 지 등 신재생에 지뿐

만 아니라 모든 분산 원의 계통연계 운 을 

해서는 계통의 압 상 정보를 정확히

악하여 원 상각과 동기된 력를 공

하여야 한다. 한 이러한 기술은 력품질 보

상기, 무정  원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고조  감장치 등의 력

제어분야에서도 원의 정확하고 빠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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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을 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한편 최근 신재생 발  단지의 설치 용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발  단지가 계통에 미치

는 향을 염려하는 수 에 이르게 되었으며 따

라서 규모 발  단지를 운 하기 한 계통연

계 규격(Grid Code)을 선진국에서는 이미 규정

화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 내용 에서 가장 핵

심 인 Low Voltage Ride-Through(LVRT) 기

능을 구 하기 해서는 원사고 발생시 

변하는 원의 상과 크기를 모두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요하다.

이러한 요구조건은 분산 발  시스템의 계

통 병입시와 같은 과도 상태 뿐만 아니라 운

 에도 수시로 변화하는 원 압과 주

수에 응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일반 으로 3상 출력을 모두 력 계통에 연

계하는 3상 계통연계 방식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측정된 압을 동기 좌표계 d-q축으로 

변환하여 상각 오차를 계산하고 이를 최소

화 하도록 하는 피드백 제어기를 구성하는 

방식이 리 쓰이고 있다.1)-6)

본 논문에서는 동기 좌표계 d-q PLL(Phase 

Locked Loop)을 바탕으로 원 상각과 

압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 고속 압 모니터

링 방식을 제시하 다. 특히 안정된 상 검

출을 해 압 측정값에 필수 으로 사용되

고 있던 역 통과 필터(Low Pass Filter, 

LPF)의 특성을 고려하여 PLL시스템 체의 

동특성을 설계하고 그 응답 성능을 개선하도

록 하 다. 순간 압 발생과 같은 원 

압의 격한 변동 시 제안된 방법으로 설계

된 압 모니터링 시스템의 압 상  크

기의 응답 특성을 컴퓨터 시뮬 이션과 실험

을 통하여 확인 하 다. 

2. 압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압모니터링 시스템에 해서 아래와 같

이 두 가지의 경우로 분류하 으며, 각 내용

은 다음과 같다.

2.1 LPF 없는 PLL System의 간략화

그림 1. PLL 시스템의 입출력 변수

그림 1은 3상 PLL 시스템의 입출력 변수

를 보여 다. 3상 PLL시스템은 그림 1과 같

이 3상 원을 입력받아서 이를 하게 가

공하여 원의 상각, 주 수, 크기의 정보

를 정확하게 아는 데에 목 이 있다. 그림 2

는 일반 인 3상 동기좌표계 상각 추종 제

어기의 블록을 보여 다. 이 시스템에서 

원 압이 각 주 수를 가진 평형 3상 정  

압이라면 a상 압을 기 각으로 하여 3상 

원은 식(1) 과 같이 표 이 가능하다.

  









  

   



  



     (1)

식(1)을 d-q 정지좌표계로 변환하면 식(2)가 

되고

    (2)

where,   










  

 









식(2)를 다시 d-q 동기 좌표계로 변환하면 

식(3)과 같다. 만약 원의 상각을 제 로 

알고 있다면 식(4)와 같이 동기 좌표계 d축 

압은 0이고 q축 압은 원 상 압의 피

크치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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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where,       
   

   ,    (4)

원의 상각만 와 같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식(4)와 같은 계를 유지할 수 있으

므로 이러한 계를 이용하여 압의 크기와 

상각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일반 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피드백 제어기 블록을 

구성하면 그림 2와 같다. 제어기로는 비례 

분 제어기를 사용하 으며, 이미 알고 있는 

시스템의 정격 주 수,  를 향 보상항

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2. 제안된 압 크기  상검출 제어 블록도

여기서 Positive Sequence extraction 블록

은 원 압  정상분 압만을 추출해 주

고, 이를 이용하여 좌표변환  PI제어기를 

통하여 상각과 압의 크기를 알아내는 방

식을 택하고 있다.1)

원의 3상 압으로부터 정상분의 압을 

추출해 내는 이유는 원단의 불평형 사고에

서도 정상분 압은 항상 평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추출된 정상분으로부터 

좌표계 변환을 하게 되면 불평형 상태에서 

보여졌던  의 역상분의 리  성분은 보이

지 않게 되어 불평형시에도 정확한 압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1), 7), 8), 9)

정상분 추출방법과 기존방법의 차이를 보

면 기존방법은 불평형 사고가 난 경우 아래

의 그림3과 같은 리 성분이 보이게 된다.

그림 3. 불평형시 기존 상각제어기의 문제

           (a) 원 압 (b)계통 상각 (c)계통주 수 

(d)동기좌표계q축 압

그러나 정상분을 추출하여 이를 가지고 

원의 상각을 추종하게 되면 이는 평형이므

로 와 같은 리 이 나타나지 않음을 아래

의 그림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불평형시 정상분추출시의 결과

               (a) 원 압 (b)계통 상각 (c)계통주 수 

(d)동기좌표계q축 압

충분히 작은 상각 범 에서   이

므로 동기좌표계 d축 압의 오차는 상각

의 오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선형화하여 모델

링 할 수 있다. 한 3상 좌표계 변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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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분 추출 과정이 이상 이고 LPF의 차단

주 수는 시스템 제어기 응답 주 수 보다 

충분히 높다고 가정하면 그림 2의 PLL 시스

템은 그림 5와 같이 간략히 선형화된 피드백 

제어루 로 모델링 할 수 있다.
4)-5)
 

그림 5. LPF가 없는 PLL 시스템의 모델링

그림 5의 개루  달 함수는 식(5)와 같

이 표 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폐루  

달함수를 구해보면 식(7)과 같다.

     
 

    (5)

       


   (6)

  
 

   (7)

  PLL 시스템의 폐루  달함수 식(7)을 

일반 인 2차제어 시스템 모델과 같아지도록 

식(8)의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_  
  

   (8)

 여기서 PLL 시스템의 역폭,  을 우리

가 원하는 값으로 설정하면 루 필터 PI 게

인은 식(9)와 같이 설계할 수 있다.

 


  ,  


 

   (9)

2.2 LPF 있는 PLL System의 간략화

LPF를 고려하고 2.1과 비슷한 방법으로 

개하여 보면 PLL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간

략히 선형화된 피드백 제어루 로 모델링 할 

수 있다.

그림 6. LPF가 있는 PLL 시스템의 모델링

그림 6은 LPF를 고려한 PLL 시스템의 모

델링을 나타내며 LPF는 식(10)과 같이 1차 

시스템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4의 상각 제

어 시스템에서 개루  달함수는 식(11)과 

같고 LPF를 고려한 PLL 시스템의 폐루  

달함수는 식(12)와 같게 된다. 이것을 식

(13)과 같은 3차 시스템 모델로 정리하면 

과 극 이 상쇄가 가능하고 시스템 응답성

을  ,  에 의해 임의로 설계할 수 있다. 이

러한 계를 이용하기 하여   인 경우

로 가정하고 식(12)와 식(13)을 비교하면 다

음과 같은 식(14), 식(15)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체 시스템의 역폭,  을 원하

는 값으로 설정하면 식(13)을 이용하여 이

에 한 LPF의 차단주 수를 설정 할 수 

있으며, 식(14)식에 의해 LPF를 고려한 

PLL 시스템의 루  필터의 게인을 구할 수 

있다.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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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12)

 __ 

 
 

    (13)

        (14)

 


,   


  

    (15)

3. 시뮬 이션 결과

Sampling Time 100[usec]

 _ _ 10[V]

  200[rad/sec]

 283[rad/sec]

표 1. 시뮬 이션 라메터

두 가지 모델링한 PLL의 동작특성을 확인

하기 하여  Psim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그림 7과 그림 8은 Phase Jump

와 3상 평형사고를 일으켜 이것이 Theta와 

동기 좌표계 q축 압에 미치는 향에 해

서 확인하 다. 그림 7은 식(9)를 이용하여 

게인을 설정하 고(   ,  ), 

그림 8은 식(15)를 (   ,  ) 이

용하 다. 두 가지 경우에 해서 실제 으로

는 각종노이즈 등의 향으로 LPF는 꼭 필요

하므로 LPF의 차단주 수는 283(rad/sec)로 설

정하 으며  는 200(rad/sec)으로 설정하 다.

그림 9와 그림 10은 Phase Jump와 불평형사고

를 동시에 일으켜 이것이 Theta와 동기 좌표계 q

축 압에 미치는 향에 해서 확인하 다. 

와 마찬가지로 그림 9는 식(9)의 게인을 이용하

고, 그림 10는 식(15)의 게인을 이용하 다. LPF

의 차단주 수는 283(rad/sec)로 설정하 으며 

는 200(rad/sec)으로 설정하 다. 제안된 설정 

방식은 분 게인값에 향을 미치며 과도상태 

응답특성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c)

(d)

400(V)

-400(V)

4(rad)

-4(rad)

800(rad/sec)

0(rad/sec)

400(V)

-100(V)

aE bE cE

0 200Time(ms)

그림 7. LPF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평형사고 시 

          압검출 동특성 

           (a) 원 압 (b)계통 상각 (c)계통주 수 

(d)동기좌표계q축 압

그림 8. LPF를 고려한 경우 평형사고 시 압검출 

         동특성  

         (a) 원 압  (b)계통 상각 (c)계통주 수 

(d)동기좌표계q축 압

평형사고  불평형 사고 모두 같은 동특

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고 정상범  

단의 기 은 원 상 압 크기의 약 5% 이

내의 값이라고 정한 경우 LPF를 고려하지 

않고 게인을 설정한 경우에는 과도상태가 약 

80ms정도 지속되지만 LPF를 고려하여 게인

을 설정한 경우에는 약 20ms에 정상상태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평형사고와 불평형사고 모두 각각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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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따른 동특성이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LPF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불평형사고 시 

         압검출 동특성 

         (a) 원 압  (b)정상분 압  (c)계통 상각 

(d)계통주 수  (e)동기좌표계q축 압

그림 10. LPF를 고려한 경우 불평형사고 시 압검출 

         동특성 

         (a) 원 압  (b)정상분 압  (c)계통 상각 

(d)계통주 수  (e)동기좌표계q축 압

5. 실험 결과

그림 11. 압검출 특성 실험 장치

   

(a)

(b)

(c)

(d)

400(V)

-400(V)

4(rad)

-4(rad)

800(rad/sec)

0(rad/sec)

400(V)

-400(V)
0 200Time(ms)

그림 12. LPF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평형사고 시 

          압검출 동특성 실험결과

          (a) 원 압( ) (b)계통 상각 (c)계통주 수 

(d)동기좌표계q축 압

 

(a)

(b)

(c)

(d)

400(V)

-400(V)

4(rad)

-4(rad)

800(rad/sec)

0(rad/sec)

400(V)

-400(V)
0 200Time(ms)

그림 13. LPF를 고려한 경우 평형사고 시 압검출 

         동특성 실험결과

         (a) 원 압( ) (b)계통 상각 (c)계통주 수 

(d)동기좌표계q축 압

의 시뮬 이션을 검증하기 하여 그림11

과 같은 압검출 실험 장치를 구성하 다. 사

고 원의 신호를 만들기 하여 2채  동기를 

맞출 수 있는 임의 형 발생기를 사용하여 가

상의 사고 원 사고를 만들어 이를 사용하여 

실험하 다. 시뮬 이션과 같은 4가지 상황에 

해서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하 으며 

시뮬 이션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2와 13은 원 크기 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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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Jump (90˚)가 추가된 평형사고 시 의 

실험 결과이다.

그림 12는 LPF를 고려하지 않고 게인을 

설정했을 때이며 사고시의 정상상태 도달 시

간이 오래 걸리며 시뮬 이션 결과와 일치함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3은 같은 상황에서의 LPF를 고려한 

식(15)를 이용하여 게인을 설정했을 때의 실

험결과이다. LPF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빠르게 상각을 추종한다.

그림 14와 15은 단상지락사고(a상 지락) 

 Phase Jump (90˚)가 추가된 불평형 사고

의 실험 결과이며, 시뮬 이션과 같은 결과

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4. LPF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불평형사고 시 

          압검출 동특성 실험결과

          (a)정상분 압( )  (b)계통 상각 

          (c)계통주 수  (d)동기좌표계q축 압

그림 15. LPF를 고려한 경우 불평형사고 시 압검출  

         동특성 실험결과

         (a)정상분 압(  )  (b)계통 상각 

         (c)계통주 수  (d)동기좌표계q축 압

5. 결  론

모든 분산 원에서 계통의 3상 압의 크

기와 상각 모니터링을 해 PLL 제어 알

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압모니터링 시스템의 설

계의 한 측면에서 PLL시스템을 모델링하

여 평형  불평형 사고에 해서 기존방법

과 제안된 방법을 비교분석하 다. 수행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PLL 시스템에서 각종 노이즈나 고조 의 

책으로 사용되고 있는 LPF를 고려하

여 모델링 함으로써 한 게인을 선정

하고 고속의 압모니터링 시스템을 설

계 가능하도록 하 다.

(2) 평형 사고와 불평형 사고로 나 어서 컴퓨

터 시뮬 이션을 하 으며, 이를 통하여 

LPF를 고려한 시스템이 그 지 않은 시

스템 보다 정상상태의 도달시간이 빠름

을 확인하 다.

(3) 한 DSP기반의 실험을 통하여 확인함

으로써 제안된 설계방법의 동특성과 유

용성을 확인하 다.

(4) 향후 다양한 분산 원들의 발 으로 인하

여 원의 모니터링 방법의 요성은 

 더 커질 것이고 다양한 사고상황에 분

산 원이 처하기 해서는 고속의 모니

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측되며, 이러한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 된다.

후  기

본 과제(결과물)는 지식경제부의 지원으

로 수행한 에 지자원인력양성사업의 연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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