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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이 논문은 다수의 시간구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파라
미터 추정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차수가 같은 다수의 다항식에
동일한 근이 포함되어 있을 때, 다항식들의 동류항 계수들을 합한 새로
운 다항식에도 동일한 근이 포함되어 있다. 만일 다른 시간구간의 데이
터에 동일한 모드가 존재하면, 각 예측오차다항식의 계수들을 합하여 새
로운 다구간 예측오차다항식을 형성할 수 있다. 이 다항식의 해에는 다
수의 시간구간에 대한 존재하는 동일한 모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 번의 미지수 계산으로 다수의 시간구간에 포함된 중요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다.

1. 서    론

전력계통에서 발생하는 중요 진동 모드는 주로 2,5Hz 이하의 저주파
영역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광역 진동 모드는 1.0Hz 이하에서 발생한다.
지역모드는 몇 개의 발전기들이 진동하지만 광역모드는 많은 발전기들
이 동시에 진동한다. 그러므로 계통에 잠재해 있는 저주파 진동 모드를
정확히 추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력계통에서 진동 모드해석은 선형모
델에 기반을 둔 고유치 해석에 의하여 주로 수행되고 있다[1]. 그러나
선형모델을 이용한 고유치해석은 급변하는 계통환경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모델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수의 시간구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다구간(multiple time interval) 파라미터 추정방
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2. 신호와 modal decomposition

  측정된 이산 신호가 n-개의 지수감쇠코사인함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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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파라미터  와 는 번째 코사인함수의 진폭과 위상이고, 와
는 각각 제동계수와 주파수이다. 그리고 은 측정한 신호의 개수이다.
제동계수와 주파수를 각각 실수부와 허수부에 갖는 복소모드를
   라 하고, 를 샘플링이라할 때, 새로운 복소모드 를

  
로 정의한다. 만일 행렬 가 복소모드 의 거듭제곱을 행렬요소

로 가지고 있는 Vandermonde 행렬이라 하면, 계측한 이산신호는   

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Vandermonde 행렬 의 차수는  × 

이고, 벡터 의 차수는  × 이다. 그러므로 등간격주기 로 샘플링 한 이
산신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3. 다구간 예측오차다항식

  3.1 예측오차다항식
계측한 이산신호 의 ARMA(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모델
은 다음과 같은 차분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3)

입력신호 가 임펄스 신호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이 식으로부터 를 미지수로 하는 선형예측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과 같은 공분산방정식(linear prediction covariance equation)을
얻을 수 있다. 선형예측의 LMMSE(linear minimum mean-squared
error) 추정으로부터 미지수를 계수로 하는 예측오차다항식(prediction
error polynomial)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3.2. 다구간 예측오차다항식
시간구간 에서 신호가 WSS(wide sense stationary) process일 때,

그림 1에 나타난 시간구간 과 에 동일 모드 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시간구간 에 대한 예측오차다항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여기에서 p는 미지수 이고,   는 시간구간 에 대응하는 예측오
차다항식이다. 그리고 시간구간 에 대한 예측오차다항식은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7)

두 예측오차다항식의 계수들을 합한 새로운 예측오차다항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여기에서     ,     이다.
이 식으로부터 여러 시간구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다구간 예측
오차다항식의 일반화된 식을 유도할 수 있다. 시간 구간이 n개 주어질
때, 각 시간구간에 대한 예측오차다항식의 해가 동일하면 다음식이 성립
한다.

    
 



     
    (9)

만일 행렬 가 복소모드 의 거듭제곱을 행렬요소 가지고 있는

Vandermonde 행렬이라 하면, 계측한 이산신호는    과 같이 분해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다.

<그림 1> Multiple tim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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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결과

본 논문은 새로운 파라미터 추정 알고리즘에 관한 것이다. 제안한 알
고리즘의 정확성을 검증하는데 정확한 해를 알 수 없는 실제 계통에서
취득한 데이터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 계통에서
취득한 신호와 유사하고 정확한 해를 알고 있는 식 (10)에 나타나있는
시험함수에 제안한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방법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시험함수를 2개의 지수감쇠 정현파함수로 구성하였다. 각 함수는 각각
3.8[rad/sec], 6.2[rad/sec]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 함수의
크기( )는 모두 10.0으로 설정하였으며, 위상()은 각각 30,〬 60〬〬로 설정
하였다. 또한 시험함수의 전체 시간구간을 10초로 설정하고, 잡음 비율
과 샘플링간격, 제동계수를 각각 변화하면서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cos   (10)

Method Noise
Sampli
ng

Mode Damping
(%)

f
[Hz]

|Ai|
Angle
[deg]real imag

exact - -
-0.1 3.80 0.263 0.604 10.0 30

-0.1 6.20 0.161 0.986 10.0 60

ExPRO 5%

1/60s
-0.012 3.800 0.321 0.605 10.122 29.770

-0.012 6.202 0.197 0.987 10.115 59.214

1/10s
-0.011 3.799 0.312 0.604 10.102 29.924

-0.011 6.200 0.180 0.986 10.085 59.775

MuPRO 5%

1/60s
-0.010 3.798 0.273 0.604 10.044 30.349

-0.011 6.200 0.186 0.986 10.075 59.739

1/10s
-0.012 3.799 0.319 0.604 10.107 29.936

-0.012 6.202 0.200 0.987 10.156 59.155

ExPRO 30%

1/60s
-0.159 3.854 4.120 0.613 16.372 15.812

-0.122 6.273 1.949 0.998 15.739 45.492

1/10s
-0.006 3.789 0.251 0.603 9.816 31.450

-0.017 6.201 0.383 0.987 10.171 58.297

MuPRO 30%

1/60s
0.002 3.781 0.178 0.601 9.407 34.572

-0.029 6.191 0.475 0.985 11.023 62.156

1/10s
0.010 3.794 0.610 0.603 8.869 29.461

-0.021 6.196 0.569 0.986 10.425 59.452

<표 1> Estimated parameter for test function (  )

Method Noise Sampling Damping Estimation / Iteration

ExPRO

5%

1/60s
-0.01 10/10

-0.10 10/10

1/10s
-0.01 10/10

-0.10 10/10

30%

1/60s
-0.01 8/10

-0.10 8/10

1/10s
-0.01 7/10

-0.10 7/10

MuPRO

5%

1/60s
-0.01 10/10

-0.10 10/10

1/10s
-0.01 10/10

-0.10 10/10

30%

1/60s
-0.01 10/10

-0.10 10/10

1/10s
-0.01 10/10

-0.10 10/10

<표 2>  Parameter estimation number 

표에서 “ExPRO”는 extended Prony method [2,3]를 적용해서 얻은 결
과를 의미하고, “MuPRO”는 이 논문에서 제안한 다구간 예측오차방정식
을 적용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한 결과를 의미한다.
표 1은 제동계수가 –0.01인 경우에 대한 파라미터 추정 결과들인데,
잡음과 샘플링 비율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결과들을 추정하였다.
표 2에는 각 경우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추정한 횟수를 나타내
고 있다. 대부분 정확하게 파라미터를 추정하였으나 ExPRO의 경우 잡
음 30%이고 샘플링 1/60 [s]인 경우, 10회 반복중 2회를 추정하지 못하
였고, 샘플링 1/10 [s]인 경우, 10회 반복중 3회를 추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MuPRO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이로부
터 MuPRO가 ExPRO 보다 잡음과 샘플링에 대해서 신뢰성 있게 결과
를 추정함을 알 수 있다.

(a) ExPRO (b) MuPRO

<그림 2> comparison of orignal and estimation signal 
(sampling 1/60[s], noise 30%, damping -0.1)

그림 2에는 잡음이 30%, 미지수 20개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추정한 신
호와 원래 신호를 비교한 것이다. 샘플링이 1/60 [s]인 그림 2에서
MuPRO는 거의 정확하게 원래 신호를 추정한 반면, ExPRO는 상당한
오차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파라미터를 추정한 모드와 모드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
서 “*”는 잡음이 없을 때 정확한 모드를 나타내고 “O”와 “X”는 각각
MuPRO와 ExPRO에서 추정한 파라미터를 그림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
3(b)에 나타낸 모드 크기는 정규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11)

  여기에서  와  는 각각 추정한 모드 크기와 정확한 모드 크기이다.

        (a) mode            (b) normalized residue 
 <그림 3> Distribution of mode and residue (noise 30%, 

sampling 1/60[s], damping -0.1)

3. 결    론

이 논문은 다수의 시간구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파라미터 추정
에 관한 것이다. 차수가 같은 다수의 다항식에 동일한 근이 포함되어 있
을 때, 다항식들의 동류항 계수들을 합한 새로운 다항식에도 동일한 근
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계통에서 취득한 다른 시간구간에 동일 모
드가 존재하면, 각 시간구간에 대한 예측오차다항식들의 계수들을 합하
여 새로운 다구간 예측오차다항식을 형성할 수 있다. 다구간 예측오차다
항식의 해에는 각 시간구간에 포함된 중요 모드가 포함되어 있다. 한 번
의 미지수 계산에서 다수의 시간구간에 포함된 중요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다.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법은 정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며, 전력계통의 실시간 저주파 진동해석에 적합한 알고리즘이
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 방법의 알고리즘을 시험
함수에 적용한 결과, 정확하게 중요 파라미터를 추정하였고, 알고리즘
성능 측면에서도 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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