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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robust 
processor for analyzing network state in Korean Energy Management 
System. The important function of topology processing is to convert 
the switching/device model into a bus/branch model by the status of 
switching devices. The state estimator also provides a consistent 
unified solution, not only for measurement of the observable system, 
but also for the unobservable system. The primary function of the 
online power flow is to provide a highly reliable and flexible power 
flow solution that can be used to solve a wide variety of power 
systems problems. The validity of the newly developed functions has 
been verified through comparative simulations with the existing EMS 
functions, which are currently in use in the Korean power system.
 

1. 서    론

최근 첨단 IT 기술과 력계통 기술의 융합으로 인해 Energy 
Management System가 설치된 력계통 컨트롤센터는 안정 인 계통 
운용을 한 요한 요소이다. 컨트롤센터의 운 원은 원격감시  응용 
로그램 등을 통해 실시간 력수 제어는 물론 송 망의 안 성 평가

를 수행하고 있다[1-2]. 일반 으로 EMS는 4가지 요소(원격감시제어  
자료취득, 하드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응용 로그램)를 바탕으로 계통
의 감시, 분석  제어를 수행한다. 특히 응용 로그램을 한 력계통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요소(계통모델, 연산속도, 갱신주기 등)들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설계되고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복합시스템 기술
인 EMS는 미국, 독일, 랑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의 메이  제작사만
이 세계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AREVA사의 차세  EMS는 원격감시  제어같은 기본 인 기능에서
부터 력계통의 해석  운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기능까지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차세  EMS의 안정 인 운 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유지보수  기능의 업그 이드에는 비용  기술 인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존재하 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 국내 EMS 기술의 비약
인 발 을 해 한국형 EMS의 개발이 국가 력과제로 추진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형 EMS에서 실시간 환경에서 수행되는 토폴로지 처리, 
상태추정  조류계산 등의 계통해석 로그램 개발  실증 시험의 다
양한 이벤트를 다루고 있다.
K-EMS 계통해석 로그램은 토폴로지 로세서, 상태추정, 원 조
류계산, 상정고장, 휴 계획, 압계획, 송 가능용량, 송 선 과부하해
소, 고장해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은 K-EMS 시스템과 계통 
해석 로그램간의 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K-EMS와 계통해석 프로그램간의 관계도

그림 1에서 토폴로지 로세서는 계통설비 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 기 인 모선을 생성하며, 상태추정  조류계산은 기  모선 
기반의 설비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계통을 해석한다. 결과 으로 
EMS의 계통해석 로그램은 토폴로지 로세서의 결과에 많은 향을 
받는다. 상태추정  조류계산 로세서는 생성된 기 인 모선을 사용
하여 재 계통 상태를 추정  계통의 조류를 계산한다. 토폴로지, 상
태추정  조류계산 로그램은 10  안에 모든 수행을 완료한다.

2. 토폴로지 해석 프로그램

토폴로지 해석 로그램은 정 인 계통 모델 정보와 스카다로부터 취득
한 동 인인 차단기 상태에 의거하여 기 인 연결 계를 결정한다. 
토폴로지 로그램은 Input/Output Processing, Data Propagation, 
Substation Configuration, Network Configur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와 표 1은 Substation Configuration에서 생성되는 기 인 모선
에 해 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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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모든 차단기 On             <b> 일부 차단기 Off
<그림 2> 전기적인 모선 생성의 예

 <표 1> KEMS 네트웍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구성

그림 1의 (a)

차단기
상태 변경

그림 1의 (b)

Node Bus Node Bus

1 1 1 1

2 1 2 2

3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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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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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폴로지 로그램의 실증시험은 1) 주기  구동, 2) 측정데이터 취득, 
3) 고립계통 처리, 4) 모선 처리, 5) 토폴로지 변경 처리, 6) 설비상태 처
리, 7) 사용자 조작 등의 시험 함목에 해 수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단선도 화면을 통해 임의의 계통 설비의 토폴로지를 변경했을 때 토폴
로지 로세서는 정확한 계통 토폴로지를 반 하는지를 확인하 다. 사
용자 조작에의한 모선분리/병합 시험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1) 모선 분리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해 이벤트 발생 변 소의 단선도
를 Open 한다.
2) 변 소 단선도에서 모선 분리 차단기의 상태 정보를 변경(Close -> 
Open) 하며, 단선도를 통해 차단기의 변경 유무를 확인한다.

<그림 3> 사용자에 의한 단선도 조작(모선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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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간 력계통 해석 화면의 시작/완료 시간을 통해 토폴로지 수행 
시간 확인한다.

 

<그림 4> 모선 분리 화면

4) 모선 기  화면을 통해 모선 분리를 확인한다.
5) 모선 병합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해 이벤트 발생 변 소의 단선도
를 Open 한다. 그림 3의 모선 분리가 발생한 변 소를 사용한다.
6) 변 소 단선도에서 모선 분리 차단기의 상태 정보를 변경(Open -> 
Close) 하며, 단선도를 통해 차단기의 변경 유무를 확인한다.

<그림 5> 모선 병합 화면

 그림 4)와 5)를 통해 토폴로지 로세서는 사용자 조작에의한 모선분
리/병합에 해 정확하게 동작함을 알수 있다.

3. 상태추정 프로그램

상태추정 로그램은 SCADA 측정된 데이터와 토폴로지 로그램의 결
과를 이용하여 재 계통의 상태를 추정하여 각 모선  노드의 압크
기와 상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선로의 조류(유효 력, 무효
력)  역별 조류량  설비별 과부하 등을 계산하며 반 결과를 출
력하여 주는 것과 조류계산, 상정고장 해석 등의 다른 응용 로그램 등 
해석 로그램의 입력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목 이다. 개발된 상태추
정 로그램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재 계통 토폴로지에 의한 모
선별 압  상각 추정 기능, 측정데이터 처리 기능(불량데이터 검
출  Quality Code 설정 기능, Pseudo measurement 입력 기능), 가
측성 단  확보 기능(단일계통 통합 기능), 기  모선 설정 기능, 
Pseudo measurement 활용 기능, 단일계통 통합 해석 기능, Island별 상
태추정기능, Bad data 검출  제거 기능, Tap 추정 기능,  한계치 검사
(알람) 기능, 한계치 옵션 설정, HVDC 기능 시험, 상태추정 옵션 설정 
기능, 결과 출력 기능, 출력 옵션 설정 등이 있다.

<그림 6> 신용인 변전소에 대한 상태추정 결과 화면

<그림 7> 상태추정 옵션 화면

개발된 상태추정 결과를 비교하기 해 기존 EMS 결과와 비교/검증하
여 개발된 로그램의 유용성을 확보하 다. 특히 기존 EMS에 비해 
HVDC 모델에 한 상태추정은 더 낳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4. 온라인 조류계산 프로그램

온라인 조류계산 로그램은 Decoupled Power Flow Method를 사용하
다. 표 2는 K-EMS와 PSS/E의 조류계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KEMS 네트웍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구성

Bus Station
Voltage

PSS/E K-EMS

335 삼천포TPGEN3 1.0000 1.0000

1075 신당진PO 1.0374 1.0392

1292 신서산PO 1.0073 1.0092

1682 신태백PO 0.9697 0.9693

1919 2NPGEN3 0.9839 0.9839

2138 동서울PO 1.0258 1.0219

2698 남부산PO 1.0256 1.0265

2765 신울산PO 1.0169 1.0150

3072 의정부PO 1.0071 1.0033

3528 신가평PO 0.9792 0.9774

3771 신성남PO 0.9783 0.9754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EMS 실시간 환경용 계통해석 로그램 개
발에 해 요약하 다. 토폴로지, 상태추정  조류계산 로그램은 공
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원활히 동작한다. 한 개발된 로그램의 
결과는 기존 EMS  PSS/E와 비교/검증하여 개발 로그램의 유용성
을 확보하 다. 재 각각의 로그램은 력거래소 천안지사에 설치되
어 온라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하고 있다. 다양한 검증을 통해 개발 
로그램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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