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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상태추정 알고리즘은 SVC(Static
Var Compenstor) 시스템에 적용되어 시스템이 연계되는 계통의 모선전
압, 전류, 역률, 플리커 성분과 같은 상태 변수들의 측정된 값을 이용하
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된다. 토폴로지 프로세서 및 상
태추정을 이용하면 SVC 시스템 제어의 속응성 향상 및 신뢰도 향상으
로 시스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1. 서    론

상태추정 알고리즘은 전력계통에 1969년 처음 적용된 이후 현재까지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EMS(Energy
Management System)에 의하여 수집된 측정값 및 스위치군의 상태값을
기반으로 다양한 해석과 제어를 수행하며 송전계통에 응용되어 왔다. 이
러한 상태추정 알고리즘은 변전소의 SAS(Substation Automation
System)로까지 확장되었으며, 점차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상태
추정 및 토폴로지 알고리즘은 그 연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통계 기법
및 데이터 처리기법을 사용한다. 강건성이 확보된 효율적인 상태추정 기
법의 개발은 안도 해석, 상정사고 해석, 제어 타당성 확보등에 기여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을 도모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SVC 시스템
은 유연 송전 시스템(FACTS, 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
기기의 하나로 기존의 전압제어 및 무효전력 보상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속응성과 불연속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며, 부하에
응동하여 연속적으로 무효 전력을 보상함으로써 효과적인 전압
제어 특성을 나타낸다.
SVC 시스템은 원리적 가변 리액터와 가변 커패시터가 병렬로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실적용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사
이리스터와 연결된 리액터 뱅크와 커패시터 뱅크로 구성된다. 커
패시터의 조합 형태에 따른 여러 SVC 구성 중 보상할 수 있는
범위가 가변적인 TSC-TCR는 실제로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연속적인 제어 가능

- 과도현상 발생 적음

- 고조파 발생 적음

- 유연한 제어 특성

<그림 1> 일반적 SVC 시스템 구성(TSC, TCR)

SVC 시스템에 적용된 알고리즘은 크게 위상구조 처리 프로세
싱과 상태추정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시스템에서 사용되
는 데이터에는 전압, 전류 및 유효전력, 무효전력 등의 측정값을
기반으로 하는 아날로그 데이터와 스위치나 차단기의 상태정보
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데이터가 있다. 상태추정은 아날로그
데이터의 불량만을 검출하므로, 스위치의 상태정보가 잘못되어도
상태추정으로는 이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스위치의 실시간
개폐 상태에 따른 위상구조를 먼저 인식한 후에 수행되어야 한
다. 또한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스위치 개폐 상태 데이터의 오류
로 인해 발생하는 위상구조 오류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
류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상태추정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따라서 스위치 개폐 상태 데이터의 오류를 인식하는 기

능도 상태추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소이다. 인
공지능을 이용한 위상구조 처리 프로세서는 차단기, 단로기 등의
스위치 개폐 상태를 실시간으로 입력받아 탐색과정을 통하여 변
전소의 위상구조를 인식하고 스위치 상태 데이터의 오류를 보정
하여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 매트릭스(H Matrix)를 생성하는 방
법으로써, 상태추정의 전처리 단계에 적용된다. 시스템 매트릭스
는 상태 방정식을 나타내며 상태추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
처리 과정이다. 상태추정을 위해서는 상태변수와 실제 상태와의
오차를 최소로 하는 가중최소자승법을 사용하였으며 아날로그
불량데이터의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이론을 적용하
였다.

2. 본    론

SVC시스템의경우그림 2와같이다수의스위치와시스템구성기기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토폴로지를가지고있는시스템에서스위치의위치
에대한정보가잘못되었거나, 변화된스위치의상태정보인On, Off 값등
이데이터베이스에기록되지않는다면시스템의연결구조는실제와달라
질 것이고이를위상구조 오류(Topology error)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위
상구조오류로인한연결구조의잘못된인식은잘못된상태벡터, 아날로
그불량데이터의잘못된검출, 한계치초과경보의오류, 신뢰할수없는
네트워크 모델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킨다.

<그림 2> SVC 시스템 단선도

상태추정은위와같은문제들을유발시킬수있는위상구조오류를인
식할수없기때문에이러한오류를보정하지않을경우상태추정결과에
막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 이러한위상구조오류를보정하기위하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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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는 Rule-based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다음 그림 3는
Rule-based 알고리즘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상태추정은상태변수에의한최적의추정치를계산하는절차로노이즈

가섞인측정데이터로부터계통의상태변수를실제상태에가깝도록계산
하기위하여실제상태와의오차를최소로하는알고리즘이다. 상태추정을
위하여가중최소자승법을적용하였으며, 계측기의오차함수를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조건은 다음 식 (1)과 같다.

∇ ℍ  ℍ  ℍ    (1)

<그림 3> Rule Based 알고리즘 흐름도

상태추정의역행렬연산은 Gauss-Jordan Elimination 알고리즘을이용
하였다. 그림 4은 상태추정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그림 4> 상태추정 흐름도

3. 결    론

본 논문은 종래의 SVC 제어시스템에 상태변수를 추정하는 소프트웨
어적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스템은 제어기로 전달되어지는 스위치
의 On, Off 상태 변화 및 전압, 전류, 역률과 같은 아날로그 값의 정상
상태 확인을 위한 수식적 계산을 통한 상태추정 알고리즘 수행하며, 상
태추정 알고리즘을 통하여 TSC 및 TCR Valve를 제어함에 있어서 제
어의 건전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토폴로지 프로세싱을 통하여 스위
치군에서 제어기로 전달되어지는 신호의 왜곡 및 결손으로 인한 잘못된
제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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