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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introduces a real-time load flow program for Korean energy management system(EMS). This 

study is concentrated o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we propose the model of the real-time database and power system 

equipment for the real-time load flow. These models are extracted from the needs of load flow functions and are 

designed to the application common information. Second, several techniques are applied for the efficient convergence and 

computational speed. The generation/load mismatch is redistributed using generator participation factors which are 

separated to the reference bus. For the voltage control, the jacobian matrix is composed with the basic Y matrix 

elements and the voltage control elements. Through the optimally ordering, jacobian row and column for a colum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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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 으로 증가하는 

력수요는 설비의 제작 기술과 더불어 력감시  제어 시

스템 기술의 비약 인 발 을 진시켜왔다. 더욱이 IT 기

술의 보 이 보편화함에 따라 통신  디지털 기술의 력 

계통에의 목은 차 그 범 를 확 하고 있다. 에 지 

리 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EMS)은 력망의 

가장 상 의 시스템으로 체 인 력의 수 과 계통의 운

용을 장하고 있으며 최근 국외의 역정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1]. EMS용 실

시간 계통 해석 로그램은 토폴로지 해석을 필두로, 상태추

정, 조류계산, 상정사고 해석 등으로 구성된다. 이 에서도 

실시간 조류계산은 상태추정 결과를 다듬어 상정사고 해석 

 비 실시간 모드(study mode) 해석을 한 기 (basecase)

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며 원 조류계산등의 용도로 계통

의 압제어등을 모의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만 하는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다양한 조류계산 기법  련 연구결과들이 발

표되었으나 부분의 연구결과들은 오 라인에서의 조류계

산 용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EMS 기반의 실계통에 한 

실시간 조류계산에 해서는 아직까지 국내의 연구결과가 

무한 실정이다[2-5].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발 인 한국형 

EMS(energy management system)에 용될 실시간 조류계

산 개발에 해 요약하 다. 

일반 인 PC 는 UNIX 기반의 조류계산과 달리 계통

의 실제 운용상에 향을 주는 EMS용 조류계산은 극도의 

신뢰성을 필요로 한다. 한 실시간 조류계산의 경우 수분

의 주기를 가지고 주기 인 해석이 이루어지므로 빠른 해석 

속도와 안정성이 필수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분에 주력하 다. 첫째, 규모 계통해석에 

많이 사용되는 링크구조를 이용한 실시간 조류계산용 데이

터베이스 모델링을 수행하 다. 이를 해 어 리 이션 공

통 모델(application common model, ACM)에 기반한 력계

통 설비의 조류계산 모델을 제시하 다. 둘째, 실시간 조류

계산의 정 도 확보  고속 연산 수행을 한 방안을 제시

하 다. 이를 해, 분산 기 모선(slack bus) 개념을 도입하

으며, 압 제어 부분을 자코비안(Jacobian) 행렬의 요소

로 추가하 다. 어드미턴스 행렬과 자코비안간의 연 계

를 통해 최  재구성(optimally ordering)을 효과 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 다. 셋째, 선형 계획(linear programming)

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연산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압제어를 수식화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데이터베이

스 구조는 한국형 EMS의 실시간 SCADA  상태추정 데

이터를 이용하여 시험하 으며 상용 로그램인 PSS/E의 

결과와 비교하여 정 도를 검증하 다.



Trans. KIEE. Vol. 59, No. 2, FEB, 2010

한국형 EMS 시스템용 실시간 조류계산 로그램 개발                                                                    243

2 . EMS용 조류계산을 한 모델링

한국형 EMS 시스템의 실시간 조류계산 로그램은 다음

과 같은 두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1) 기 이스(basecase) 생성 기능 : 상태추정의 결과를 

입력을 하여 발 기 지역(local) 제어만을 포함한 계산 수행

2) 원 조류계산 기능 : 계통의 토폴로지의 임의 변경 

 제어 라메터의 조작 등을 통해 특정한 경우의 학습 목

의 원 조류계산 기능의 수행

본 논문에서 사용한 네트웍 어 리 이션 모델은 

ACM(application common model)이라 부르는 계층

(hierarchy), 비계층 (non-hierarchy)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다. 각 테이블간의 계를 설정하기 해 링크 리스트 모델

(linked list model)을 사용하 다. KEMS 데이터베이스는 3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하나는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SCADA 데이터 DB)이고 다른 하나는 ACM DB이며 나머

지 하나는 오 라인 데이터베이스(offline DB)이다. 계층

(hierarchy) 데이터베이스 모델 구조를 그림 1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 H는 해당 테이블에서 실선으로 연결된 테이블

로의 head index가 있다는 의미이며 I는 해당 테이블에서 

실선 는 선으로 연결된 테이블로의 indirect index가 있

다는 의미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층  데이터베

이스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계층  포함 계는 력회사(company), 제어지역(area), 

력 리처(division), 변 소(station)  설비의 순으로 되

어있으며 선로, 임피던스 선로, 직류선류(DC Line)을 제외

하고는 모든 설비가 변 소에 소속되어 있다.

-각 변 소별로 공칭 압이 존재하며 이는 화면 표출시

의 차순정리(ordering)을 해 필요하다. 즉, 변 소A의 

154kV와 변 소B의 154kV는 동일한 154kV이나 그림의 kV 

테이블에는 각각의 코드로 들어간다. 

-동일한 선로를 복되어 여러개의 융통선로(interface 

line)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간에 라인세그먼트(line 

seq) 테이블을 두어 복을 방지하도록 하 다.

-노드(node)  모선(bus) 테이블은 모든 설비와의 링크

계를 가지도록 구성되었다.

조류계산(load flow, LF) 모델은 상태추정 결과를 기치

로 하여 모선 압과 상  모선간 력조류를 계산하기 

한 것이다. 조류계산 모델은 앞서 언 한 기 이스 생

성  원 조류계산 목 외에도 압 계획(voltage 

schedule), 상정사고 해석(contingency analysis), 송 가능 

용량 계산(total transmission capability)  송 선 과부하 

해소(transmission overload relief) 등에 공통 으로 사용되

는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각 력 설비에 한 조

류계산 모델은 다음과 같다.

1) 부스바(busbar) : 모선(bus) 압을 결정하는 기 이되

는 설비로 1모선 형태로 추정 압()이 지정된다. 

2) 선로(transmission line) : 2모선(from/to) 형태의 이

(pi) 등가 형태이며 직렬성분 임피던스(R, X)와 병렬 성분 

어드미턴스(G/2, B/2)의 구조이다. Y행렬 요소인 G11  

그림 1 계층  공통 데이터베이스 구조

Fig. 1 Hierarchy common database structure

B11은 식 (1)  식 (2)와 같다.

  


 
                           (1)

  


 
                           (2)

3) 2권선 변압기(two winding transformer) : 2모선

(from/to) 형태의 직렬성분 임피던스(R, X)와 병렬 성분 어

드미턴스(G, B)의 구조이며 1차측(primary winding)에 탭

(tap) 모델이 있다. Y행렬 요소인 B11  B12는 식 (3)  

식 (4)와 같다.

  

  


  × 

    
                   (3)

 


 ×  
                               (4)

여기서,  



    이고 

  이다. 한 는 변압기 기기 정격

압이며 는 공칭 압(nominal voltage)이다. 

 ,    은 각각 탭(tap) 상태추정 결과, 

공칭 탭 치  탭 스텝이다. 제어모선의 압기 은 식 (5)

와 같다.

   ±                               (5)

여기서, 는 목표 압을 의미하며 는 목표 압에 

한 편차(deviation)을 나타낸다.

4) 3권선 변압기(three winding transformer) : 3권선 변

압기는 그림 2와 같이 2권선 3개로 모델링 되었으며 텔타

(delta) 형태를 식 (6)을 이용하여 와이(Wye) 형태로 변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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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권선 변압기 등가회로

Fig. 2  Equivalent diagram of 3 winding transformer

 


     

 


     

 


     

                          (6)

여기서, 는 텔타 구조의 각 권선의 임피던스이며, 는 

와이형태로 변환된 임피던스이다.

5) 임피던스 선로(zero impedance branch) : 2모선

(from/to) 형태이나 Y행렬  자코비안(jacobian) 구성시 양

단 모선으로 1개로 취 하며 임피던스는 무시된다.

6) 발 기(generator) : 발 기와 소내부하(auxiliary load)

의 병렬구조로 모델링되었으며 유입(injection)값의 경우 발

기 출력 값과 소내부하의 차를 이용한다. 발 기 i의 소내

부하의 경우 발 기 유효 출력의 크기에 따른 구간단 의 

모델값을 사용하며 식 (7)과 같다. 제어모선의 압기 은 

식 (5)와 동일하다.

    ≤   ≤                (7)

7) 병렬장치(Shunt Cap./Reac.) : 1개 모선에 토폴로지

으로 묶인 여러개의 병렬장치가 연결된 모델이며 서로 다른 

토폴로지 모선의 다수개 병렬장치가 1개 압제어 모선에 

향을 주는 형태이다. 그림 3과 같이 모선 1과 모선 2는 

토폴로지 으로 서로 별개이나, 제어모선은 모선 1을 공유한

다. 따라서, 압제어를 해 모선 2에서는 모선 1과의 토폴

로지 정보(차단기  련 노드 정보)를 별도로 장한다. 

용량이 양수이면 캐패시터로, 음수이면 리액터로 모델링되었

다.

8) SVC(static VAr compensator) : 1개 모선에 1개 SVC

가 연결된 구조이며 별도의 차단기 연결은 없는 것을 한다. 

압제어를 해 식 (8)과 같이 모델링 되었다.

   ×    ≤  ≤      (8)

여기서,    은 각각 제어 의 압과 압 목표치

이다. 한 는 무효 력 제어량이며 은 Slop 계

수를 나타낸다.

9) HVDC(high voltage DC) : DC 내부를 차단기, DC 선

로, DC 변환기(converter/inverter)  노드를 이용하여 모델

링 하 으며 조류계산을 해 그림 4와 같이 등가화 되었

다. 이를 해 DC 선로 양단의 3권선 변압기를 없애고 조류

를 유입(injection) 값으로 처리하 다. 단, 유입값의 경우 조

류가 모선으로 유입되는 방향이고, 변압기의 경우 유출되는 

방향이므로 부호를 바꾸어 용하 다. 유입값의 계산은 식 

(9)를 사용하 다.

  

    

    ║ × 

                            (9)

여기서,    는 DC 선로 양단의 3권선변압기의 1

차측(primary) 권선을 통하는 조류로 상태추정 결과이며, 

   는 각각 3권선 각각의 임피던스와 1차측 권선을 통

과하는 피상 력이다.

그림 3  병렬장치 등가회로

Fig. 3  Equivalent diagram of shunt device

그림 4  HVDC 등가회로

Fig. 4  Equivalent diagram of HVDC

3 . 조류 계산 알고리즘 구 성

  

본 논문에서 제안한 조류계산 로그램의 특징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산 모듈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각 부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비  처리 부분 : 그림 5의 “ 압제어

련 데이터 처리”까지이며,  임피던스 선로 양단의 모선

들의 그룹화, 독립계통(island)의 reference 모선(기  모선)

을 결정, Y행렬 생성, 각 모선의 유입(injection) 유무효 

력 계산  모선의 제어 범  결정, HVDC 부분의 유입 처

리, 제어 라메터의 정리 등을 수행함



Trans. KIEE. Vol. 59, No. 2, FEB, 2010

한국형 EMS 시스템용 실시간 조류계산 로그램 개발                                                                    245

2) 자코비안 행렬 구성  최  배열 : 그림 5의 “MVAR 

자코비안 구조의 최  재배열”까지이며 유효(MW)  무효

력(MVAr)으로 구분하여 Y행렬 구조를 자코비안 행렬로 

변경하며 이 과정상에서 최  배열도 수행함[6]. 

3) 반복연산  해도출 : 1)  2)항의 함수와 “ 압제어 

반 검출  조정”을 제외한 그림 5의 나머지 부분이다. 최

 배열된 자코비안 행렬의 엔트리 값을 계산하며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한다. 최종 으로 압의 크기  상값을 

계산하고 수렴여부를 확인한다. 수렴 범 에 들지 않을 경

우 유무효 력 오차(mismatch)를 계산하고 에 언 한 과

정을 반복한다. 반복 과정상에서 발 력 재분배를 수행한다.

4) 압 제어 연산 : 3)항의 연산과정상에서 제어 모선의 

압을 목표치에 고정시킨 결과 제어 모선의 무효 력 제어 

범 를 넘어선 경우 보정작업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을 사용하여 연산을 수행함

[7-9].

표   1 조류계산 로그램의 특징

Tab le 1 Features of proposed load flow program

번호 항목 특징

1
기 (slack)

모선의 역할

1)MW측면

-자코비안 행렬 구성시 제외함

-P의 mismatch량의 경우 slack에서 

흡수함. 독립계통(island)의 모선 별 

오차량(mismatch) 합이 설정값에 비

해 크면 발 기 모선에 해 발 력 

재분배 수행

2)MVAR측면

-자코비안 행렬 구성시 포함

-발 기, 변압기, Shunt 캐패시터 등

의 제어 모선 압 고정

2

MVAr 

자코비안 

구조

자코비안 행렬 구성시 3부분으로 나

어 구성함

1)발 기 제어 모선을 제외한 모선

2)발 기 원방(remote) 제어 모선

3)발 기 근 (local) 제어 모선

3
자코비안 

엔트리 구성

모든 자코비안 행렬의 엔트리는 Y행

렬 엔트리와 동일한 순서로 배열함. 

최  배열(optimal ordering) 과정에

서 해당 엔트리가 속한 자코비안 행

(row)  열(column) 번호  그 링

크 계가 변할 수는 있지만 기본

으로 y행렬 엔트리와 같은 구성임

실시간 조류계산의 연산 흐름도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반복연산은 뉴튼-랍슨(Newton-Rahpson) 방식  유무효 

분리방식(decoupled)을 사용하 으며 식 (10)과 같다. 

       
 

        
 

                 (10)

여기서    는 지정된 각 모선의 유입값과 이

 반복연산시 구해진 계산 유입값의 편차이다. 식 (10)에서 

지정값은 항상 고정되어 있으며 계산값이 고정값에 해 매

우 근 하면 반복연산은 종료되고 이때의 압크기  상

값이 해답이된다. i+1시 의 연산시의 유무효 편차량은 i시

의 연산의 향을 배제한 값이되어야만 하며 따라서 압 

 상 변화량 계산시 기화 시켜 주어야만 한다. 본 논

문에서는 압 편차량의 경우 다음의 5개 부분에서 그 값을 

기화한다.

1) 반복연산 수행시 매 오차량 계산함수(Mismatch)

2) 반복연산 수행시 무효 력 연산이 끝나고 SVC 압 

제어분 반 을 해 기화

3) 압제어 루틴 기(Voltage_Control_Enforcement)

4) 압제어 루틴  제어변수(controlling variable) 변화

에 의한 피제어변수(controlled variabel) 계산시

5) 압제어 루틴의 결과를 계산하여 반 하기 

그림 5  실시간 조류계산 흐름도

Fig. 5  Flowchart of real time load flow

4 . 선 형 계획을 이 용한 압 제어

본 논문에서의 압제어 방식은 그림 5의 무효 력 반복

연산 수행 과정  압제어 모선에 한 압 고정의 결과

로 제어 상 설비의 제어 범 를 반하는 것을 제어하기 

한 의도이다. 를 들어, 어떤 모선이 발 기(무효 력 최

소  최  범 가 0에서 30MVAr)에 의해 제어되며 압 

목표치가 1.1PU라고 하자. 반복연산  제어 모선의 압을 

1.1로 고정하고 연산을 수행하 는데 모선의 무효 력 유입

치가 40MVAr가 계산되었다. 이것은 의 범  제약을 반

한 것으로 10MVAr의 보정이 필요하며 이것을 수행하기 

해 압제어(Voltage_Control_Enforcement 함수)를 수행한

다. 압제어를 정식화하면 식 (10)과 같다[7]. 







 
 








 








             (10)

여기서 J는 Y행렬에서 얻어지는 자코비안 행렬 부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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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A, B  C는 앞서 표 2에서 언 한 무효 력 제어에 

련된 행렬 요소이다. 식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반 인 

조류계산 반복연산과 압제어 부분으로 분리하여 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시 반복연산에 향을 주는 구조이

다. 식 (11)은 압제어 부분에서의 제어변수(controlling 

variables)와 피제어변수(controlled variables)의 선형 계식

으로 그 계는 기울기(Coeff)로 정식화할 수 있다. 제어변

수는 발 기의 단자 압, 변압기의 탭, 병렬 캐패시터등의 

투입량이며, 이에 해당하는 피제어변수는 발 기의 무효

력, 변압기  병렬캐패시터 제어 모선의 압이다.

≤










≤   









       

   (11)

식 (11)의 제어변수는 다시 식 (12)와 같이 정식화할 수 

있으며 이는 선형계획법의 반복연산을 한 것이다.








  








                   (12)

여기서, 기 변수 변화량(ΔBasis variables)는 기에는 발

기의 경우 압변화량(ΔV)이며, LPP(linear programming 

pivoting) 행렬은 기에는 기본행렬(unit matrix)이다. 따라

서 기에는 ΔControlling Variables 행렬과 ΔBasis 

variables 행렬은 동일 행렬값을 가진다. 

압제어의 반복연산은 기 변수 행렬  최  반 피제

어요소에 해당하는 모선을 선택하여 그것을 피제어변수의 

경계값(최소 는 최 값)과 교체하여 제어변수(Δ

Controlling variable)을 재계산하는 과정을 계속하며 이것을 

피 (pivotting)이라 한다[8,9]. 피  과정을 거쳐 식 (11)을 

계산하여 피제어요소의 반이 없는 경우 반복연산이 종료

된다. 압제어의 반복연산 흐름도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6  실시간 조류계산의 압제어 흐름도

Fig. 6  Voltage control flowchart of real time load flow

5 . 실계통  데 이 터 를 이 용한 사례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한 EMS용 실시간 조류계산 로그램은 

2005년부터 진행 인 한국형EMS 실증시험장에서 재 국

내 계통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험되었다. 본 논문에서 사

용한 시험 계통의 구성도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해석 

상 계통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그림 7 시험 상 계통의 단선도

Fig. 7 One line diagram of test system

표   2  시험 계통 요약

Tab le 2  Summary of test system

번호 항목 내용

1 지역(Area) 육지  제주

2 력 리처 12개 지역 리처

3 변 소(Station) 732개( 체  제주 12개)

4 노드(Node) 29997개

5 차단기  단로기 32452개

6 모선(Bus) 3477개

7 Branch 선로 1805, 변압기 2852, ZBR 12

8 Injection
발 기 307, Shunt 1869, 부하 

2562, Aux 부하 258

9 HVDC 설비
DC Pole 4개(해남S/S 2, 제주CS 

2), DC Converter 8, DC Line 2

실시간 조류계산 시험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수행되었

다. 첫째는 벤치마킹 로그램과의 정 도를 비교하는 것으

로 PSS/E가 사용되었으며 둘째는 주기  연산수행의 가능

성을 검하는 것이다. 연산결과의 정 도를 비교하기 해 

그림 8에 PSS/E와의 연산결과  일부를 비교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압제어의 경우 발 기 지역(local) 제어만을 하

는 것으로 시험하 다. 비교결과 평균 0.0019PU 정도의 편

차를 보임을 알 수 있었으며 비교  큰 차이없는 결과를 보

여 다. 한 연산시간의 경우 평균 0.5  정도에 수행됨으

로써 재 국내 EMS 시스템의 실시간 네트웍 어 리 이

션의 주기가 5분임을 감안하면 실시간 연산을 수행하기에 

크게 손색없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 2009년 6월 19일부터 2009년 6월 23일까지 수행된 

100시간 연속 수행 검 시험결과에서도 그림 9와 같이 연속

수행을 하 으며 실제 EMS상의 용에도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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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SS/E 결과와의 비교

Fig. 8 Comparison PSS/E with proposed load flow

그림 9  연속시험 결과

Fig. 9  Result of successive operating tests

6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에 지 리 시스템의 네트웍 해석

용 로그램  하나인 실시간 조류계산에 해 다루었다. 

제안한 로그램의 개발을 해 실시간 조류계산을 한 데

이터베이스 모델  계통 구성요소의 모델링을 수행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조류계산은 실계통상의 수렴성을 높이

기 해 기 모선과 별개로 오차량 분배를 한 발 력 재

분배를 수행하 다. 일반 으로 조류계산 로그램의 구

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최  배열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해 자코비안 행렬의 엔트리는 Y행렬 엔트리와 동일한 순

서로 배열함으로써 체 인 행렬구조를 명확히 하 다. 

한 압제어를 해 자코비안 행렬에 Y행렬 구성요소와 제

어 련 부분을 동시에 구성하 다. 이를 통해 압제어 연

산을 좀더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계통상의 

압제어 연산을 해 일반 으로 사용되는 선형계획법을 

사용하 으며 조류계산 반복연산과 별도의 함수로 구성함으

로써 단순화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실시간 조류계산 

로그램은 한국형 에 지 리 시스템 환경상에서 계통 

데이터를 사용한 실시간 시험을 통해 검증되었다. 일반 인 

벤치마킹 로그램인 PSS/E를 사용한 검증결과, 연산 속도 

 정 도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주기

이며 연속 인 연산수행을 검한 결과 역시 장시간의 연산

수행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 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향후 한국형 EMS 시스템의 용과 규모 시스템의 조류

해석 로그램 개발 해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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