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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identification of multiple bad data, especially when 
mutually interacting, may be difficult to handle, since the well known 
procedures based on the normalized or weighted residuals may 
become faulty. In such a case, successive elimination of the 
measurement with the largest normalized residual may result in the 
suppression of correct measurements instead of the bad data. Then 
the problem of identifying bad data is considered as a combinatorial 
decision procedure.
  In this paper, binary PSO is used for the identification of multiple 
bad data in the power system state estimation. The proposed binary 
PSO based procedures behave satisfactorily in the identifying multiple 
bad data. The test is carried out with reference to the IEEE-14 bus 
system.

1. 서    론

  력계통의 신뢰도 높은 제어를 행하기 해서는 양질의 측정데이터
가 필요로 한다. 그래서 측정데이터로부터 계통의 정확한 상태를 추정하
고, 그 bad data를 검출하여 제거하는 일은 매우 요한 이슈가 되었다.
  력계통에서 상태추정 연구가 시작한 이후[1]로 bad data 처리는 기
본 으로 의심되는 bad data를 연속 으로 제거[2]하거나 non-quadratic 
기 을 사용하여 상태추정을 하 다[3,4]. 특히, Normalized residual 
vector를 이용하여 bad data를 제거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 으로 리 
쓰이고 있다. 그런데 재 실용화 되어 있는 상태추정 알고리즘은 하나
의 bad data를 제거한 후 상태를 재추정해야 하는 반복계산법이기 때문
에 컴퓨터의 계산부담이 과 해진다. 그리고 multiple bad data를 검출
하는 경우, largest normalized residual(LNR)를 기 으로 연속 으로 제
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 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LNR을 가지
는 측정치를 연속 으로 제거하면 bad data 신에 정확한 측정치를 제
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5]. 
  이러한 문제  때문에 multiple interacting bad data의 처리를 조합문
제로 재해석한 연구와 최근에 신경회로망[6], tabu 탐색법[7]과 유 알고
리즘[8]을 용한 연구 등이 새롭게 소개되고 있다.. 
  최근의 non-deterministic 방법론 에 하나인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9]은 비선형 최 화문제와 복잡한 최 화문제에 효
과 이어서 력시스템 해석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5]처럼 bad data 처리 문제를 조합 결정 문제
로 고려했기에 0과 1을 사용하는 이진 PSO 알고리즘을 용하 다. 그
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IEEE-14 모선에서 시뮬 이션 하 고 
그 결과를 검증하 다.

2. Interacting bad data 처리

  일반 인 상태추정 문제는 최소가 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s 
method)에 의해 수행된다. 개의 상태벡터 는 아래 식을 최소화하므
로서 구해진다. 

  



여기서, 는 m개의 측정벡터, 는 각가 치행렬, 는 상태벡터
에 측정된 양에 련된 벡터함수이다.

  일반 으로 multiple bad data 처리는 LNR 검사를 반복 으로 계산하
여 처리된다. 비록 multiple interacting bad data가 있는 경우에도 특히 
non-conforming type의 경우, 성공 으로 수행된다. 그러나 bad data가 
서로 모순이 없는 conforming type인 경우, LNR 검사는 bad data 포함
된 측정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측정치를 제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참고문헌[5]에서 multiple interacting bad data 처리를 조합 최 화문
제로 수행하 다. 정확한 측정치와 불량 측정치의 조합을 아래의 개
의 결정벡터 로 표 하 다.

    i번째 측정치가 bad data인 경우

    i번째 측정치가 bad data가 아닌 경우

그러므로 m개의 측정치를 가진 경우 총 개의 결정벡터를 가진다.

  모든 bad data가 제거 는지는   검사로 알 수 있다. 즉, 
∆ 임을 확인하면 된다. 여기서 ∆는 새로 상태 추
정된 상태벡터이고 는 한 결정 경계 값이다.
  그래서 multiple interacting bad data 처리 문제는 아래 식과 같이 조
합문제로 공식화 할 수 있다.

min    subject to:
  is observable


여기서, 는 bad data로 의심되는 측정치를 제거한 측정집합, 재상

태추정한 후, 는 새로운 상태벡터, 는 새로운 상태추정 
값, 는 업데이트된 결정 경계 값이다. 그리고 목 함수는 의심되는 
bad data의 체 수의 합, 즉 아래 식과 같다.

 
  



                                        (1)

2. 이진 PSO 알고리즘

  2.1 이진 PSO 알고리즘
  Particle Swarm Optimization(PSO)는 새로운 진화연산기법의 일종으
로 물고기 떼(schooling)와 조류의 무리(flocking)와 같은 조직체의 행
에 한 연구에서 동기가 유발되었다. 연속형 변수를 해 개발된 PSO 
알고리즘은 그룹 체가 정보를 공유한다는 가설과 그룹내부의 개체가 
자신의 경험과 그룹 체의 공유된 정보를 기 로 행동한다는 개념을 최
화 기법에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PSO는 알고리즘이 간단하고, 구
하기 쉬우며, 계산시간이 짧으며 다른 휴리스틱 알고리즘과는 달리 PSO 
탐색공간에서 역해와 국부해 사이를 균형있게 탐색함으로써 조기 수
렴하는 것을 극복 할 수 있다는 장 있다. Kennedy와 Eberhart는 이러
한 PSO 알고리즘을 연속형 변수가 아닌 탐색공간이 {0, 1}인 이진공간
에서 개체(particle)들의 치를 이동시키는 이진 PSO를 소개하 다[10].
  이진 PSO에서 개체(particle)의 치는 아래와 같이 수정된다.

    ≥    ≤

여기서,  


  


,

는 t반복횟수에서 개체 의 j번째 라메타 값, 는 

 ∼인 속도 값이다.

  2.2 제약조건 처리
  앞에서 언 한 bad data 검출의 공식은 모르는 결정벡터 가 이미 
이진 값을 가지는 벡터이므로 이진 PSO 알고리즘의 특징에 합하다. 
그러나 제약조건을 가진 최 화 문제이므로 제약조건이 없는 최 화 문
제로 목 함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약조건을 
penalty 기법을 사용하여 재 공식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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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data type good measurements

(p.u.)

bad data values

(p.u.)

 1.55 0.85

 -0.2 0

 2.32 1.62

 -.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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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패 티 계수, 는 결정벡터 에 따른 측정치가 계통의 

측가능성을 반한 경우 큰 패 티 계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1, 

=1000으로 두었다.

  2.3 탐색공간 줄이기

  앞에서 언 한 것처럼 개의 측정치를 가지면 총 개의 결정벡터
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bad data의 개수가 그 게 많지 않기 때
문에 계산부담을 이기 해 탐색공간을 일 필요가 있다.
 먼  처음 상태추정 계산을 실시한 후에 normalized residuals을 평가
하고 그 값의 크기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미리 정한 
개의 largest normalized residuals을 선택하면 bad data가 그 안에 포함
되게 되어 이진 PSO의 particle의 길이가 로 어들게 되며 체 탐색
공간을 이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의 범 를 10∼20사이의 
값으로 정하 다.

3. 사례 연구

  본 논문에서 이진 PSO 알고리즘을 이용한 multiple bad data 검출해
법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해 IEEE-14 모선 계통에 용하 다. 모든 
시뮬 이션은 Visual C++ 환경에서 구 하 고 Intel Core 2 2.33GHz 
인 개인용 컴퓨터에서 수행하 다. 
  아래 그림 1은 사례 연구에 사용된 IEEE-14 모선 계통도이며 그 측
정데이터들의 치를 나타내었다. 표 1은 multiple bad data 발생시킨 
측정치를 나타내었다.

<그림 1> IEEE 14 모선 계통도

  <표 1> Conforming bad data 

  일반 인 반복 인 LNR 검사를 사용할 경우, 표 1의 4개의 bad data
는 interacting bad data가 서로 같이 작아지는 모순이 없는 conforming 
type이므로 bad data 검출에 실패한다. LNR 검사를 통하면 먼  이 

제거된다. 와 이 같이 실제값보다 작아진 bad data이므로 상

으로 이 bad data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정확한 측정

치인 와 이 bad data인 와   함께 제거된다. 무효 력인 

 ,  , 이 와 같이 제거된다. 그러나 은 LNR 검사로 bad 

data임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진 PSO를 사용한 경우 4개의 bad data를 모두 성공 으로 
검출을 하 다. 그림 2는 이진 PSO 알고리즘을 용했을 때 표 1의 4개
의 bad data를 검출할 때까지의 세  수에 따른 수렴 상을 나타내고 
있다. 략 200세 에 수렴이 되고 그 계산 시간은 3 에서 4 정도로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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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렴 결과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east squares 상태추정을 기반으로 multiple bad data 
검출에 이진 PSO 알고리즘을 용하 다. bad data 검출문제에 가장 보
편하게 쓰이고 있는 LNR 검사는 multiple bad data를 처리하는 경우,  
bad data 신에 정확한 측정치를 제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 이 
있다. 그래서 bad data 검출 문제를 조합 최 화 문제로 공식화하 다.
  본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해 IEEE-14모선 계통에 용하여 시
뮬 이션을 하 으며 그 결과 이진 PSO 알고리즘이 multiple bad data 
검출에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 다. 
  앞으로 좀 더 큰 모의 계통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용해보고 
그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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