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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Section Load Estimation Program for Smart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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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section load estimation program of distribution system for smart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The proposed program is composed with three parts. One is the consistency check part for switch 

measurements which consist a section. The consistency check is divided into the current and angle test. For the current 

test, we examine the input and output power flow for the switch group. For the angle test, the result of power flow 

calculation at previous step is used. Another is the voltage estimation part for the measured switches. We use the 

weighted least square (WLS) method for the voltage estimation. The third is the part of final section load calculation. 

The database structure for accomplishing the developed estimation program is also proposed. To verify the accuracy of 

the experimental results, case studies are performed using a actual data of Jeju island. The developed program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distribution oper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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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스마트그리드 기술의 개발이 세계 인 력계통 

분야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그 에서도 배 계통의 력운

시스템(operation system)은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한 신

재생에 지원, 마이크로그리드  신규 력설비(EV( 기

차), ESS( 력 장장치))등을 수용하며 고신뢰성의 력공

을 장해야하는 막 한 책무가 있다.

재 배 계통은 배 자동화(distribution automation) 시

스템에 의해 운 되고 있으며 계통의 감시  원격제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술한 바와 같이 신규 원  설

비의 유입으로 인해 배 계통의 운 의 복잡성(complexity)

이 증 되었으며 이로인해 실시간 해석  제어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차세  배 운 시스템

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시간 해석  제어를 한 응

용 로그램의 주기  수행을 시도하 다[1]. 배 계통의 실

시간 해석  제어를 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부하의 

악이다. 그러나 배 계통의 경우 체  극히 일부인 자

동화 개폐기 설치 에서만 측정이 이루어지며 측정된 데이

터에도 오류데이터가 섞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송

망과 같이 개별 부하에 해 측정  추정을 수행한다는 것

은 불가능하며 측정 오류의 제거하고 구간단 의 비교  실

제 값에 근사한 부하 추정을 하는 것이 요하다.

선행연구의 경우 구간부하를 가정하고 자동화 개폐기의 

치 선정  정  복구 방안을 시험한 것이 부분이다

[2-5]. 단말장치의 측정오차를 개선하기 해 정  측정

장치와 비교하여 오차부분의 보정계수를 데이터베이스화 

하 으나 개념  방안만 제시한 것으로 실제 용은 하지 

못하 다[6]. 원측에서 부하측개폐기의 류차를 이용하

여 구간 부하를 생성하고 신경망을 이용한 오류검사 방식

을 제안하 다[7]. 그러나 실시간 운 에 신경망의 학습을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 유입과 유출 자동화 개폐

기의 측정 류의 편차를 이용하여 구간부하 산정을 제시

[8-9] 하 으나 오류데이터가 섞여 있을 경우와 분산 원 

등의 역조류 발생기기가 있는 경우에 용에 문제가 있다. 

배 계통의 상태추정에서의 부하의 처리는 의사측정치

(pseudo measurement)와 실제 측정치가 충분하다는 가정하

에 수행되었다[10-11]. 한 배 계통 부하에 한 직  상

태추정의 경우 부하를 가정하고 여기에 노이즈(noise)를 섞

어 추정능력을 시험하거나[12-13] 배 용변압기 용량을 기

으로 부하를 산정하 다[14]. 한 수용가 클래스 곡선  

요 을 기 으로 추정하 다[15].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배 계통 해석  제어를 한 구

간부하 추정방법을 제시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류의 경우 해 일 성 검사를 수행하고, 상의 경우 이

 수행한 조류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오류 데이터를 검출하

는 처리 부하추정 단계와 이 게 처리된 부하를 이용하

여 가 최소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 WLS) 방식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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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모선 압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종 인 구간

부하를 추정하는 2단계로 구성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

식을 한  제주직할지사 계통의 65개 배 선로(distribution 

line, D/L)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험하 다. 

2. 기존 배 자동화 시스템에서의 구간부하 추정

재 국내배 계통의 감시  제어를 담당하는 종합 배

자동화(total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TDAS) 시스

템은 1993년에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1998년부터 운 을 시

작하 다. 재 190여개의 배 지 과 약 40여개 이상의 

역배 센터에서 운 에있으며 주요 기능은 배 계통의 감

시, 고장제거  복구이다. 종합배 자동화 시스템의 구조도

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종합 배 자동화 시스템의 구조

Fig.  1  Configuration of TDAS

그림에서 보는 바와같이 종합 배 자동화시스템은 크게 3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1) DMS Server: Feeder FEP, DG FEP, Station FEP로 

부터 취득된 데이터가 장되며 고장발생을 감지하고 취득

된 FI(fault indication) 정보를 이용하여 고장을 복구한다. 

DMS server에 모든 DB(실시간 DB, 제어 DB, 이력 DB) 

 데이터(축약 Data, 고객 데이터, 설비 데이터, 기본도 등)

를 리한다.

2) Feeder FEP: 각종 FRTU에서 상태(아날로그  디지

털)를 취득하여 DMS server로 송한다.

3) Clients PC: 운 원은 HMI(human machine interface)

를 통해 알람을 달받아 고장 치를 감지하며 자동화 개폐

기를 원격에서 개로(open)하여 고장 을 계통에서 분리한다. 

고장구간이 분리된 이후 운 원은 정 구간내 건 구간을 

인근 선로로 체하여 력공 을 계속한다.

종합 배 자동화시스템에서의 구간부하 추정방식을 그림 

2에 도시하 다.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존의 구간부

하 추정은 유입/유출 측정장치를 구분하는것으로 시작한다. 

계통의 구성이 방사상(radial)이라는 제로, 원측(D/L 인

출단)에서 부하측으로의 토폴로지(topology) 경로를 탐색하

여 특정 구간의 유입/유출 측정장치를 구분한다. 이 게 구

분된 측정장치들의 류 측정값을 이용하여 유입량과 유출

량의 편차를 계산한다. 이 게 계산된 값을 이용하여 개별 

구간에 분배하여 개별 구간별 부하량을 계산한다. 계산된 

개별 구간부하량 데이터를 일간 임시데이터 장소에 장

한다. 매일 특정시간이 되면 지난 5일간의 주  시간별 개

별구간의 부하계산값들  최 치와 지난 4주간의 토요일  

일요일의 개별구간 부하계산값의 최 치를 계산한다. 이

게 계산된 최 치를 장하며, 계통 복구  재구성, 보호

조 재정정등에 이 최 치를 사용한다.

그림 2 종합 배 자동화 시스템에서의 구간부하 추정방법

Fig.  2  Section load estimation method of TDAS

기존 구간부하 추정방법의 문제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1) 오류 데이터(bad data) 검출  체 없음: 기존의 구

간부하 추정방식은 배 계통의 측정치를 그 로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측정치에는 많은 오류 데이터가 존재한다. 따

라서 이러한 오류를 그 로 사용하여 구간부하를 추정하게 

되면 유입/유출간의 편차에도 많은 오류가 있을 수 밖에 없

으며 개별 부하의 추정에도 오차가 존재하게 되므로 이에 

한 검출  체 방법이 필요하다.

2) 부등률을 고려하지 않음: 기존의 구간부하 추정방식은 

각 개별 구간의 주   주말 최 치 만을 장하므로 각 

구간마다의 부등률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

도한 부하량이 산정되며 이는 계통 복구, 재구성  보호

조시 많은 오차를 가지게 되는 요인이다.

3) 류 측정치만을 사용하여 구간부하를 산정한다는 : 

기존의 구간부하 추정에는 류 데이터만 측정값으로 사용

하며 압  상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게 

되면, 분산 원 등의 출력에 의한 구간부하 산정에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즉, 압  그 상에 의한 조류 방향에 따

라 유입과 유출이 결정되므로 분산 원에 의한 조류 별을 

해서는 압  상을 고려한 유/무효 력(P/Q) 단 의 

구간부하 추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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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배  운 시스템의 구간부하 추정 방안

3.1 스마트배  운 시스템

스마트배  운 시스템(smart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S-DMS)은 스마트그리드 환경하에서 배 계통의 

운 을 담당하기 해 2009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 

S-DMS의 목 은 운 원에게 정확한 재상태를 제공하여 

주기 인 해석  제어를 수행함으로써 분산 원 유입에 의

한 계통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한 것이다. 

S-DMS의 구조를 그림 3에 도시하 다.

그림 3 스마트배  운 시스템의 구조

Fig.  3  Configuration of S-DMS

그림 3의 S-DMS의 구조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실시간 계통 해석  제어 응용 로그램의 탑재: 그

림 3의 main/backup server는 운 시스템 서버로 DCP 서버

로부터의 장 계측데이터를 송받아 각종 어 리 이션

(실시간, 이벤트, 검토)의 연산을 수행하고 사용자에게 그 결

과를 송한다. 한 사용자 명령을 DCP 서버를 통해 단말

에 송한다. 서버에는 실시간 계측 데이터  어 리 이

션 데이터를 처리하기 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다.

2) 데이터 계측의 동기화: 기존 TDAS의 경우 데이터 계

측이 단말장치와 1:n의 계로 수행되어 동기계측이 안되었

던 문제가 있었다. S-DMS에서는 DCP server에서 단말장치

와의 1:1 통신을 통해 데이터 계측을 동기화하 다.

3) 시스템 가용성의 증가: 모든 서버의 구조가 이 화되

고 실시간으로 백업되어 시스템 문제 발생시의 신뢰성이 증

되었다.

구분 응용 로그램 기능

실시간 
제어모드

토폴로지 처리기
상태추정
조류계산

압-무효 력 제어
보호 조 재정정

·모선  독립계통 생성
·구간부하 추정
·Basecase 생성
· 압 배해소 방안
·통신/과 류 보호 조

이벤트 
응동모드

계통 고장복구
·고장구간 복구를 한 스
치 조작 권고치

검토모드
계통 재구성
고장계산

·손실/부하평 화를 한 
스 치 조작 권고치
·고장계산

표    1  S-DMS 응용 로그램 구성

Table 1 Application program of S-DMS

S-DMS의 실시간 응용 로그램을 요약하면 표 1과 같

다.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S-DMS의 응용 로그램은 조

류계산을 기반으로 계통 상황을 분석하여 제어 해법을 내주

는 것이 부분이다. 따라서 정확한 조류계산의 수행을 

해서는 재 상태의 비교  정확한 부하추정이 필수 이다.

3.2 배 계통의 측정데이터 특성

송 계통과 배 계통의 측정의 차이를 그림 4에 도시하

다. 그림 4(a)의 송 계통의 측정구조를 살펴보면, 부하에 

한 직  측정이 수행됨을 볼 수 있다. 한 발 량에 

한 측정  부하가 제거된 순수한 선로의 유출  유입 측

정치가 측정된다. 따라서 부하의 측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 

나머지 측정량(발 량의 유입, 선로 유출량 등)을 가지고 부

하를 추정할 수 있는 구조이다. 반면, 그림 4(b)의 배 계통

의 경우 자동화 개폐기를 제외한 측정지 이 없으며 자동화 

개폐기 사이에는 많은 부하들이 산개하여 분포하고 있으므

로 개별 부하를 추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a) 송 계통

(b) 배 계통

그림 4 송배 계통의 측정구조의 차이  

Fig. 4 Difference of measurement structure betwee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ystem

3.3 구간부하 추정방식의 제안

본 논문에서의 구간부하의 정의를 그림 5에 도시하 다. 

그림 5에서 보는바와 같이 구간은 1개의 branch(선로, 변압

기)의 부하를 의미한다. 

그림 5의 쪽 그림과 같이 구간부하는 각 선로의 부하이

며 이것은 S/W1과 S/W2의 측정치의 차이와 약간의 구간 

손실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앞서 언 한바와 같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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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부하량은 측정치가 없는 실에서 정확하게 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추정하려고 하는 구

간부하는 그림 5의 아래쪽 그림과 같이 역 구간부하

(dump load)로 S/W1과 S/W2의 측정치의 차와 같다고 본

다. 여기서 약간의 손실은 무시하기로 한다. 이를 식 (1)에 

정리하 다.

그림 5 구간부하의 정의

Fig.  5  Definition of section load

      
      

              (1)

본 논문에서의 부하추정 방식을 그림 6에 흐름도로 도시

하 다. 

그림 6 제안한 부하추정 방식 흐름도

Fig.  6  Flowchart of proposed load estimation method

그림 6에서 보는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 제시하는 배 계

통 구간부하 추정 시스템은 오류데이터 처리를 통해 재 

구동 상태가 기구동 상태(initial run)인지 아닌지를 구분

하여 일 성 검사  계폐기 그룹을 구성하고 그룹의 총량 

부하를 계산한다. 이를 이용하여 개별 구간의 부하를 분배

한다. 압 추정을 통해 오류데이터 처리부에서 계산된 

기 부하 데이터와 기타 측정치( 압  변압기 탭)를 정리

하여 이득행렬(gain matrix)를 구성하고 공분산(covariance)

을 계산하여 상태변수인 압을 추정한다. 수렴조건에 만족

하면 종료되고 아니면 이득행렬의 구성부터 재계산을 수행

한다. 구간부하 계산에서는 앞서 오류데이터 처리부에서 처

리된 측정품질(QC)를 반 하고 구간손실을 반 하여 자동화 

개폐기 그룹을 구성하고 그룹의 총량 부하를 계산하여 개별

부하에 분배한다. 조류계산 수행을 통해 Y행렬과 Jacobean 

행렬을 구성하고 이의 역행렬을 계산한다. 앞서 구간부하 

계산부에서 구해놓은 개별 구간 부하를 기 으로 오차가 최

소화된(수렴범 에 들어온) 압  상을 계산하며 이를 

이용하여 각 선로의 조류흐름을 계산한다. 부하패턴 생성에

서는 조류계산의 결과를 이용하여 주   주말 부하 패턴

을 갱신한다. 그림 6의 각부를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1) 오류데이터 처리 : 오류데이터 처리의 상세 흐름도를 

그림 7에 도시하 다. 

그림 7 오류데이터 처리의 흐름도

Fig.  7  Flowchart of bad data detection

오류데이터 처리는 우선 분산 원이 존재하는 경우 분산

원에 연결된 자동화 개폐기와 선로를 탐색한다. 노드

(node)와 개폐기 개폐(open/close)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선

로의 가압 유무를 악한다. 비가압된 선로들의 구간부하는 

계산하지 않기 한 것이다. 만일 재 수행 상태가 기상

태인 경우 DL 인출 CB와 앞서 찾아놓은 분산 원 개폐기

만을 이용하여 개폐기 그룹을 구성한다. 

이 그룹의 총량 부하를 DL 인출 CB와 분산 원 개폐기

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계산 방법은 유입량과 유출량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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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이용하며 압 측정치의 경우 공칭 압(nominal 

voltage)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 이유는 배 계통의 압 

측정치는 변성기 포화문제 등의 이유 때문에 거의 모든 측

정치에 “Bad data"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종 으로 개별 

부하량을 분배한다. 만일 재 수행 상태가 기상태가 아

닌 경우 재 계폐기 측정 품질(QC) 값을 이용하여 한해서 

자동화 개폐기 그릅 구성에 참여할 개폐기를 선택한다. 참

여 개폐기는 측정 품질이 ”Good", "Manual" 는 “MGood"

인 경우만 해당된다.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측정 품질을 정

리하면 표 2와 같다. 선택된 개폐기( 압, 류, 상 QC가 

모두 “Good", ”Manual" 는 ”MGood"인)를 이용하여 개폐

기 그룹을 구성한다.

번호 측정 품질 의미 활용

1 Good 측정값을 신뢰할 수 있음 측정값 사용

2 Bad 측정값을 신뢰할 수 없음 측정값 버림

3 Manual 사용자가 값을 입력함 입력값 사용

4 MGood
사용자가 측정값을 신뢰할 

수 있음으로 강제함
측정값 사용

5 MBad
사용자가 측정값을 신뢰할 

수 없음으로 강제함
측정값 버림

표    2  S-DMS에서의 측정 품질 구분

Table 2 Types of measurement quality code in S-DMS

각 개폐기 그룹별로 상 일 성 검사(consistency 

check)를 수행한다. 수행 방법은 바로 직 의 조류계산 결과

를 기 으로 상의 상한(1-4상한)이 서로 다른 것을 악

하여 그 상의 측정 품질을 ”Bad"로 변경한다. 한 류 

일 성 검사를 수행한다. 수행 방법은 각 개폐기 그룹의 유

입  유출량의 비교를 통해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경우 해

당 개폐기 그룹의 모든 개폐기의 류 측정 품질을 “Bad"로 

변경한다. 1개라도 일 성 검사상에 배로 검출되면 다시 

개폐기 그룹 구성에 참여할 개폐기를 선택하고, 개폐기 그룹

구성  일 성 검사를 반복하여 수행한다. 상  류의 

일 성 검사상에 배가 검출되지 않으면 최종 으로 구간

내의 총량 부하량을 계산하여 개별 구간부하량을 분배한다. 

이때도 역시 공칭 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구간내의 상별 

총량 부하량의 계산은 식 (2)와 같다.

 




× × cos
 





× × sin
                     (2)

여기서, 와 는 각각 i번째 자동화 개폐기 구

간의 유효  무효 력을 의미하며, 는 i번째 구간의 j번

째 자동화 개폐기의 유입  유출 력방향(유입+, 유출-)이

다. 와 는 j번째 자동화 개폐기의 류  압/ 류 

상차이다. 한 개별 구간 부하에 분배하는 방식은 식 (3)과 

같다.

  
  

                               (3)

여기서, 와 는 각각 i번째 자동화 개폐기 구간

의 개별 부하의 유효  무효 력을 의미하며, 는 구간

내의 개별 부하의 갯수를 나타낸다.

2) 압 추정: 압 추정의 상세 흐름도를 그림 8에 도시

하 다. 우선 선로 임피던스가 매우 작은 선로들과 변 소

간 연계개폐기를 임피던스 선로로 처리하여 역행렬 연산

시 오류 발생을 인다. 앞서 오류데이터 처리부에서 구해

놓은 부하계산값  그 품질을 이용하여 표 편차 계산  

가 측성 검사를 수행한다. 부하계산값의 품질에 따른 표

편차 계산을 한 가 치(weight)는 식 (4)와 같은 순서에 

의해 용한다.

                     (4)

기  모선을 선택하며 이득행렬(gain matrix)의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Full Jacobean 형태로 확장하여 구조를 변경

한다. 이득행렬의 값을 각 측정치의 압  상 편미분에 

의해 계산하며 이득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한다. 이를 이용하

여 공분산(covariacne) 값을 계산하며 상태변수( 압) 변화

량을 계산하고 압값을 갱신한다. 변압기 탭(tap)을 계산된 

압에 의해 추정하고 수렴범 에 들어왔으면 종료하고 아

닌 경우 다시 이득행렬의 값 생성부터 변압기 탭(tap) 조정

을 재수행 한다. 

그림 8 압 추정의 흐름도

Fig.  8  Flowchart of voltage magnitude estimation

3) 구간부하 계산: 기 구동상황인 경우 CB 인출단 개폐

기와 DG 개폐기의 측정치만을 사용하여 개폐기 그룹을 구

성하고 개폐기 측정 압을 오류데이터 처리시 공칭 압을 

사용하던 것에서 압추정부에서 계산된 추정 압으로 

체한다. 개폐기 구간의 유입/유출 류와 선로 임피던스를 

이용하여 구간 손실을 계산하며 이를 이용하여 계폐기 그룹

내의 총량 부하를 계산하고 이를 개별 부하로 분배한다. 

기 구동상황이 아닌 경우 앞서 오류데이터 처리부에서 처리

된 측정 품질을 이용하여 개폐기 그룹 구성에 참여할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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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선택하고 모든 측정치가 “Good"인 개폐기만을 사용하

여 개폐기 그룹을 구성한다. 개폐기 압을 추정 압으로 

갱신하고 개폐기 그룹의 손실을 계산하여 개폐기 그룹 체

의 총량 부하를 계산하며 이를 개별 구간부하로 분배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그림 9에 도시

하 다. 그림 9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S-DMS 응용 로

그램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응용 로그램 공통데이터베이

스 모델(application common model, ACM)이라 부른다. 배

지 (branch office)을 가장 상 의 테이블로 두고 변 소, 

M.Tr., D/L 등의 계층구조를 가지고 배치되어 있으며 링크

리스트(linked list) 구조에 의해 구성되었다[16]. 그림 9의 

음 이 들어가 있는 박스들은 계통 축약과 련된 테이블들

을 표시하는 것으로 단순 분기   연속 인 구간의 배치

등을 연산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축약하기 한 것이다.

그림 9 데이터베이스 구조

Fig.  9  Database structure

4. 사례연구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구간부하 추정 방식의 효과를 입증하

기 해 실제 계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 능력을 검증하

다. 검증을 해 사용한 데이터는 한  제주직할지사 

할의 65개 D/L에 한 2011년 11월의 실측 데이터를 사용

하 다. 시험 상 제주계통을 다음 그림 10에 도시하 다.

그림 10 제주계통 단선도

Fig.  10 Single line diagram of Je-ju island

항목 설명

상 계통
한  제주직할지사 할 7개 변 소  

산하 65개 D/L 데이터

시험 

데이터

각 D/L별 2011년 11월 2주간의 1분단 의 

동기 데이터 사용(KPX EMS 데이터 사용)

개폐기 

측정치 

산정방식

1) 각 D/L별 측정 데이터(P/Q)를 각 D/L

의 총량 부하로 보고 세부 부하에 분배

2) 조류계산 결과 개폐기의 통 P/Q 조류

량과 압을 이용하여 류  상 계산

분산 원 

출력량

1) 모두 4 의 분산 원을 추가(김녕 2 , 

송당 2 )하고 SVR을 2  추가함

2) 분산 원의 출력량이 5분단 로 25%씩 

변동되는 상황을 모의함

시험 

데이터 Set

 결과를 이용하여 각 5분마다의 

측정데이터 참값 set을 비함

Bad data 

test 수행

1) 류  상 값의 bad data 주입 시험

( 찰시험)

2) 류  상 QC bad data 주입 시험

( 찰시험)

3) Random Noise 주입 시험

표 3에 시험에 사용된 계통 데이터와 그 가공방법을 설

명하 다.

표    3  사례연구에 사용된 계통데이터

Table 3 Data for case studies

1) Bad 류값 주입시험 결과

개폐기 252번에 bad data를 삽입하 고 그 추정 추이를 

찰하 다. 개폐기 252번의 경우 측정 참 값은 19.9A 으

며 이보다 작은 10A를 bad data로 삽입하 다. 

-측정 참값

구분 A상 압 A상 류 A상 상

참값 13.0473 19.9779 182.022

CBSW247 13.0441 11.7295 185

CBSW250 13.0426 2.07757 7.29638

CBSW252 13.0473 10 182.022

-추정값

CBSW247 13.037 11.6658 177.511

CBSW250 13.0355 2.08873 7.36097

CBSW252 13.0401 19.9476 18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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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압의 추정 결과

(b) 류의 추정 결과

그림 11 10% 랜덤 노이즈 용시험 결과

Fig.  11 Test results of 10% random noise injection

(a) 압의 추정 결과

(b) 류의 추정 결과

그림 12 20% 랜덤 노이즈 용시험 결과

Fig.  12 Test results of 20% random noise injection

시험결과 참 값에 근 한 값을 추정하며 인근의 자동화 

개폐기 측정치의 추정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2) Bad 상값 주입시험 결과

개폐기 252번과 개폐기 595번에 bad 상 data를 삽입하

고 그 추정 추이를 찰하 다. 개폐기 252번의 경우 측

정 참값은 182도 으며  92도의 bad data를 입력하 다. 

시험결과 참 값에 근 한 값을 추정하며 인근의 자동화 개

폐기 측정치의 추정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구분 A상 압 A상 류 A상 상

참값 13.0473 19.9779 182.022

CBSW252 13.0473 19.9779 92.022

추정 값 13.0411 19.8896 185.297

개폐기 595번의 경우 측정 참값은 17.4도 으며 197.4도

의 bad data를 입력하 다. 시험결과 참 값에 근 한 값을 

추정하며 인근의 자동화 개폐기 측정치의 추정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구분 A상 압 A상 류 A상 상

참값 12.8617 74.6951 17.4234

CBSW595 12.8617 74.6951 197.4234

추정 값 12.8389 74.6735 17.4473

3) 압/ 류/ 상 측정치에 Random Noise를 용한 상황

모든 자동화개폐기의 압, 류  상 측정치에 

Random 10%  20% 랜덤 노이즈를 용하여 시험한 결과

를 그림 11과 그림 12에 각각 도시하 다. 사례연구 결과에

서 볼 수 있는것처럼,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배 계통 구간부

하 추정 방법은 압, 류  상 오류에 한 검출과 

체를 통해 기존 방식이 가지던 가장 큰 취약 인 오류데이

터 처리문제를 일부 극복하 다. 사례연구 결과 20%의 랜덤

노이즈에 해서도 참값을 어느정도 추종하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은 배 계통의 구간부하 추정을 한 방안에 해 

다루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구간부하 추정방식은 기존 

방식이 가지던 가장 큰 약 인 오류데이터 처리를 처리 

방식으로 수행하 고 통 인 상태추정 방식인 가 최소자

승법을 이용한 압 추정을 수행하여 이 둘을 결합하 다. 

본 논문의 사례연구를 통한 기술  검증 에서도 볼 수 있

는것처럼, 제안한 배 계통 구간부하 추정 시스템은 압, 

류  상 오류에 한 검출과 체를 통해 기존 방식이 

가지던 가장큰 취약 인 오류데이터 처리문제를 극복하

다. 한 방향성을 가지는 유무효 력 단 의 부하 추정을 

수행함으로서 앞서 설명한 배 계통의 해석  제어에 직

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부하패턴을 생성하므로 배 계획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향후 본 발명의 제안 시스템이 채

용되면 구간부하의 좀더 정확한 악을 통해 배 계통 운

의 효율성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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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은 기술  효과를 가질 수 있다. 

1) 기존시스템이 가지는 배 계통의 오류데이터 처리 방

식의 부재를 극복하여 좀더 정확한 부하 악  데이터 생

성이 가능할 것이다.

2) 기존시스템이 가지는 부하 패턴의 부재를 극복하여 부

등율을 고려한 실 인 부하데이터의 공 을 통해 계통복구, 

계통재구성  보호 조 정정등을 실화 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존시스템이 가지는 류데이터만을 이용한 부하 산

정은 분산 원 출력을 반 하지 못한다는 문제 이 존재하

다. 본 발명의 제안 시스템을 사용하면 압, 류  

상을 고려한 유무효 력 단 의 부하산정이 가능해질 것이

며 분산 원의 출력에 의한 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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