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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에너지 관리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전력계통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이때 취득데이터의
오류나 통신 불량으로 인한 취득 불가 상태가 발행 하는 것은 상태추정
이 추정한 값을 통해 보정할 수 있지만 차단기 상태나, 임피던스의 입력
오류 등의 토폴로지에 영향을 주는 부분과 데이터를 상태추정으로 보정
한다고 하여도 기본 데이터의 Good상태 유지는 필요하여 논문의 취득
데이터 체크 방안을 제시한다.

1. 서    론

계통해석에서 취득데이터는 계통의 신뢰성 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
을 위해 중요하다. 취득데이터를 통해 토폴로지를 구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해석을 하게 된다. 6만개 정도되는 차단기/단로기와 수천개의 취득
포인트가 오류 없이 취득되었다고 판단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미
취득된 데이터를 통해 취득의 정상 확인 및 토폴로지 체크를 통해 차단
기의 상태등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여 계통해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안
정적으로 사전처리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기 위해 차단기 운영을
통한 체크와 모선별 mismatch를 통한 취득상태 판단, 선로 파라미터를
통한 선로체크, 2회선 이상의 선로에 대한 표준편차 비교를 통한 선로
체크, 정지설비 상태를 통한 판단을 하여 계통해석 전 사전처리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취득되어진 데이터를 통해 토폴로지를 구
성하게 되고 이때에 설비 간에 Link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오
류가 발생 되면 실제 현장과 관리 운영 시스템에서 판단하는 현장은 확
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취득 된 데이터의 은 시스템에 안정과 신
뢰를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 이야기 할 5가지를 통해 취득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여 더
신뢰성 있는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본    론

  2.1 차단기 상태를 통한 토폴로지 체크
차단기는 일반전으로 CB/LS로 구분되고 LS사이에 CB가 존재하게 된
다. 차단기 상태는 일반적으로 CB가 Open이면 LS도 Open이 일반적입
니다. 이는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차단하고자 할 경우 충전전류가 남아
있어 아크가 발생하거나 인근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Scheme입니다.. 차단하고자 하는 CB가 있으면 먼저 LS를 Open한
후에 CB Open하고 투입하고자 할 때도 LS먼저 투입하고 CB를 투입해
야 합니다. 이러한 Scheme을 통해 계통상에 차단기 상태를 통해 토폴로
지의 확인이 필요한 지역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Circuit Breaker state check

  2.2 모선별 mismatch를 통한 취득 정상 체크
모선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MW값을 모두 합하면 0MW에 가깝게 됩
니다. 모선은 설비를 연결하는 전기적인 단위로 인입되는 전력과 인출되
는 전력이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통신 오류나 토폴로지 이상으로 이 합
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토폴로지를 체크 할 수 있
습니다. 그림 2를 통해 현재 확인해 보면 A선로에 50MW, B선로에
50MW, C선로에 –55MW, D_injection 20MW가 흐른다고 보면 이 합이
맞지 않습니다. 이 때 토폴로지가 잘 못 되어 있던지 아니면 측정치의
취득이 이상이 있는 부분입니다. 토폴로지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설
비의 취득되는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설비마다 취득 포인트에는
Quality Code가 존재하여 취득이 Good, Suspect로 구분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이를 보고 현재 상태를 판단 할 수 있고 혹시 이것으로 구분하
지 못할 때는 모든 설비가 Good이면 injection의 값이 오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Branch가 Injection에 비해 취득될 때 많은 개소에서 검증
이 되므로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림 2> bus mismatch check

  2.3 선로 파라미터를 통한 선로 체크
계통 감시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입력된 Static데이터들이 정확하여
야 합니다. 그 중에 선로는 가장 중요한 설비 중 하나입니다.
이를 체크하기 위해 선로 손실을 이용하여 체크하게 되는데 아래의
수식을 이용하여 3%의 선로 허용치를 두어 확인하게 됩니다. 계통의 모
든 선로에 대해 수식을 이용하여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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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선로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선로 체크
또 하나의 선로 체크 방식은 표준편차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측
정치와 추정치를 통한 편차 계산으로 2회선 이상의 선로에서 각 선로끼
리의 비교를 통해 선로 파라미터를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는 선로
의 취득값과 상태추정 결과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림 3> 2회선 선로 비교

<표 1> 측정치, 추정치 비교 표

위의 표 1의 편차와 측정치, 추정치를 이용하여 결과를 구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기준값의 범위를 초과하면 선로 파라미터의 체크를 할 수 있습
니다.

  2.5 정지설비에 대한 상태 체크
계통에는 발전기나 부하, 선로들의 설비가 차단기가 Open으로 계통과
분리되어 있으면 취득이 존재하지 않는 정지 설비입니다. 하지만 취득이
되어 설비의 취득치가 존재한다면 차단기 상태가 잘못되어 있어 계통에
연결 된 설비이지만 계통과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한 차단기 상태가 정확하다면 설비의 취득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판
단 할 수 있습니다. 정지설비인데 출력이 있다는 것은 취득의 문제가 있
다는 결론이 되니 상태 체크가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잔존하는 전력
이 있을 수 있어 판단은 5MW를 기준으로 이상 일 때만 체크합니다.

  2.5.1 취득이상 개소 판단
그림 4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모선에 인입, 인출되는 값을 확인했을

때 injection에서 출력하고 있는 20MW는 모선에 필요없는 상황이므로
차단기 상태는 Open으로 계통과 분리된 설비가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
이라면 설비의 취득이 이상하다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정지설비에 대한 취득 이상

  2.5.2 차단기 상태 판단
그림 5의 토폴로지는 그림4와 동일하지만 취득되는 값이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injection의 출력 20MW가 없으
면 현재 모선은 Mismatch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판단 할
때 이 설비의 출력은 정상이지만 차단기 상태가 반대로 취득되어 계통
의 토폴로지 상태가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차단기가 잘
못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림 5> 정지설비를 통한 차단기 상태 확인

3. 결    론

본 논문은 계통을 해석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토폴로지와 설비
상태, 설비의 취득, 설비의 파라미터를 체크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하였
습니다. 수많은 설비들의 파라미터와 상태 등 기본 입력이 정상일 때 좀
더 정확한 계통해석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정밀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여 실제와 같은 계통을 구
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사전처리 기능 뿐 아니라 더 많은 사전처
리 기법을 연구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해 질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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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σ Zmeas. Zest. rw

Z1p 4.33 -435.5 -407.7 -6.42*

Z2p 4.33 -410.5 -407.7 0.65

Z3p 4.33 427.9 408.7 4.43*

Z4p 4.33 409.5 408.7 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