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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velopment of Inequality Constrained Algorithm
and Applying to Power Syst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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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ptimal analysis has objective functions, equality constraint functions and inequality functions.  Objective 

functions may be used with inequality function, because occasionally variables are moved to non-analytic condition with 

calculating objective functions. But inequality constraint functions are very complicated problem in a optimal analysis. 

this paper suggest a method to solve inequality constraint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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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력계통은 일반 으로 오 라인 해석을 통해 얻어진 결

과를 바탕으로 하여 운 을 한다. 하지만 력계통 운  자

동화를 해서는 계통의 온라인 해석이 필요하며, 온라인 해

석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해서는 취득 데이터의 무결성

과 해석 로그램의 성능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데이터의 

무결성은 bad-data detection, State estimation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하며, 실제 해석 로그램의 성능과 신뢰성은 해석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 화 해석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 조건을 포함한 최 화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력계통에서 제약조건이 포함된 최 화 문제는 C-OPF 

(Constra-Optimal Power Flow) 라고 하며, 손실 혹은 비용 

최소화 등의 목 함수를 가지고, 압 범  제약, 류 제약, 

발 량 제약 등의 다양한 부등호 제약조건을 가진다. 하지

만 부등호 제약조건은 최 화 문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계

산 과정에서의 Round-off 문제를 야기하며, 이 문제는 계산 

과정에서 발산을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 타이트한 배리어 함수를 사용하거나, 페 티 

함수를 사용하여 제약 값을 유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 인 방법이다. 하지만 배리어 함수나 페 티 함

수는 정확한 값으로 제약하기 어려우며, 배리어함수의 경우 

수렴과정에서 변수가 밖으로 나가버리는 경우 계산 범 에

서 벗어나는 문제를 지니며, 알고리즘 인 부등호 제약의 경

우 변수의 고정 유무를 알고리즘 으로 단하는 것으로 이 

한 수학 으로 명확하지 못하다. 따라서 부등호 제약조건

을 등호 제약조건 
  와 같은 형태로 등가

화 하여 활용하는 부등호 제약조건의 제약조건화 기법1)이 수

학 으로 보았을 때 좀 더 진보됨 방법으로 단하 으나, 이 

기법의 경우 해석 과정에서의 변수 개수가 부등호 제약조건

의 개수의 두 배씩 늘어나게 되어(, 라그랑지안 승수 추가 

됨) 성능에 지장을  수 있기에 이를 보완하기 한 알고리

즘을 수학 으로 제시하고 이를 계산에 용해 보았다.

2. 본  론

2.1 제약 조건을 한 모델링

통상 으로 제약조건은 알고리즘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패

티 함수 혹은 배리어 함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최 화 기본 문제는 목 함수, 등호제약조건, 부등호 제약

조건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표 된다.

min  fx ← 목 함수

s.t.  hx   ← 등호 제약조건

     gx≦ ← 부등호 제약조건 (1)

2.1.1 페 티 함수

페 티 기법은 제약조건 신 목 함수에 해당 조건에 부

합할 수 있는 페 티 함수를 넣어 해당 조건 밖으로 벗어나

지 못하게 하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수식으로 표 하

면 다음과 같다.

1) 참고문헌 [1]에서 제시한 기법으로 부등호 제약조건을 알고리

즘 으로 제어하거나, 페 티 함수나 배리어 함수처럼 근처의 값을 

계산하도록 하지 않고 수학 으로 등가인 등호제약조건으로 변화하

는 기법으로,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는 단 이 있으나, 변수 부등호 

제약으로 인한 계산 결과의 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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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fx  + Pi x
s.t. hx   (2)

와 같은 형태에서 페 티 함수 Pi x는 제약조건 내부

의 특정 값 (해당 변수의 기댓값 혹은 평균값)을 g  이라 할 

때 

Pi x  = gi xgi⋅Wi⋅gi xgi (3)

이고 이를 행렬 벡터 형태로 표 하면 아래와 같다.

Pi x  = gxgT⋅W⋅gxg (4)

여기에서 W  는 가 치로서 해당 변수의 특정값 g  에 

한 추종 가 치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부등호 제약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시키

지 않기 때문에 알고리즘 으로 해당 조건에 벗어날 경우에

만 페 티 항을 용하게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한 제약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는 못한

다.

그림 1 페 티함수가 용된 변수 도식 제

Fig 1 Example of the f(x) graph with a penalty function

 그래 에서 제약조건이 명확하게 용되려면 해당 변

수는 x  라는 값을 결과로 내야 하지만, 페 티함수의 추가

로 목 함수가 fxPx로 변화하기에 해는 x  라는 결과

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이 페 티 함수의 용은 정확한 

부등호 제약 조건 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되도록 제약 

범 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2.1.2 배리어 함수

배리어 함수는 분수함수 혹은 로그함수를 이용하여 해당 

제약조건의 값 내부에서 가까워질수록 넘어가지 않도록 목

함수에 추가하여 용하는 방식이다. 최 화 함수의 기본

문제는 다음과 같다.

min fx  + Bi x
s.t. hx   (5)

여기에서  배리어함수 Bx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정의

되는데 이는 부등호 제약 조건의 값에서 무한 로 값이 증

가하는 함수 형태로 분수함수 혹은 로그함수를 활용한다.

Bi x   = Wi⋅xixi


or  Bi x  = Wi⋅log (6)

여기에서 Wi는 상당히 작은 값( 를 들면  ) 이 들어

가게 되는데 이는 해당 제약조건에 좀 더 근 하기 함이

다. 이를 그래 로 표 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배리어함수가 용된 변수 도식 제

Fig 2 Example of the f(x) graph with a barrier function

 그래 에서 볼 수 있듯 배리어 함수는 Wi값에 따라 

x값을 x에 근 하게 하면서 실제 목 함수에 향을 게 

 수 있지만, 계산과정에서 제약조건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 

 다른 방정식이 용되기 때문에 해를 찾아가는 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구하는 해 x  한 페

티함수보다 작지만 해와 오차를 지니고 있다.

2.1.3 부등호 제약조건의 등호제약조건화

부등호 제약조건의 등호제약조건화 방식은 부등호제약조

건을 등호제약조건으로 변환시키는 기존은 Interior Point 

Method와 흡사할 수 있으나 추가되는 변수를 항상 0보다 

큰 방정식으로 추가함으로써 해당 변수의 부등호 제약조건

의 추가를 막게된다. 

min fx
s.t. hx  

gxyy (7)



Trans. KIEE. Vol. 62, No. 10, OCT, 2013

부등호 제약조건 처리 알고리즘 개발  력계통 해석 용              1351

와 같은 이 게 될 경우 제약조건 외부에서는 yi   이 

되어 gi x    이 될 것이며, 제약조건 내부에서는 yi  gi x
가 되어 해당 조건을 맞춰  것이다. 이 기법은 라그랑지안 

함수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Lxy  = fx  + T hx  + T gxyy (8)

이 때 변수 개수가 기존  ×  에서 부등호 제약조건의 

개수  ×  가 추가된다. 즉, 변수가 시스템의 크기에 비해 

상당히 커지게 되는데 일반 으로 부등호 제약조건은 상하한 

제약조건으로 용된다고 했을 때 모든 변수에 제약조건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므로 실제 계산해야하

는 라그랑지안 함수의 변수의 개수는  × ××   

이다. 를 들어 100모선의 계통을 해석한다고 할 때 압, 

상, 유,무효 발 량변수를 해석 상 변수로 둔다고 할 때 

약 300개 가까이 변수가 나오게 되고 체 행렬의 크기는 

1800x1800로, 이 행렬을 매 반복마다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

이 나오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희소행렬 기법을 사

용할 수 있지만 변수 개수가 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산 속도에서 불리한 면이 존재한다.

2.1.4 기타 제약 조건 처리 기법

그 외에 알고리즘 인 문제는 일반 인 문제에 용될 

수 없다. 그리고 Interior Point Method가 연구되었지만 이

는 변수를 추가하고 이 변수를  다시 부등호제약조건으로 

처리하므로  문제로 다시 회귀하므로 방정식의 부등호 제

약조건을 변수 부등호 제약조건으로 변환되었다는 것 이외

에는 의미를 둘 수 없다.

2.2 등호제약 조건의 문제 재정의

기존에 정의하고 사용하는 배리어 함수 혹은 페 티 함수

의 경우 제약조건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거나 제약 조건 

밖의 상황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 으며, 등호제약

조건화 기법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으나, 변수의 개

수가 많아져서 계산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를 좀 더 자세히 근하기 해 변수 부등호 제약조건을 

가진 문제를 정의할 수 있다.

Min fX
s.t. hX  

XL≦X≦XH (9)

이를 등호제약 조건으로 변환하면 아래와 같다.

Min fX
s.t. hX  

XXH 

yxh yxh

XLX 

yxlyxl (10)

이를 바탕으로 라그랑지안 함수에 용하면 아래와 같다.

LXy  = fX  + ThX
   + xh⋅XXH


yxh yxh

   + xh⋅XLX

yxlyxl (11)

이를 1계 미분하면 아래와 같다.

X

 =X
f
X
h T
⋅+xh-xl




  = hX

yxh


 = xhyxh
yxl


 = xlyxl
xh


 = XXH 
 yxh

xl


 = XL X
 yxl

(12)

이고, 이를 2계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X




yxh

yxl

xh

xl


X
 H J T 1 -1



 J
yxh


xh yxh
yxl


xl yxl
xh


1 yxh
xl


-1 yxl
(13)

** J  = X
h

  , H  = X 
 f
X 
h T

⋅

여기에서 부분의 행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F  = 
H J T
J  , G  = 

1

-1

  = 

xh
xl  , y  = 

yxh
yxl

dw = 

 

dXd , dy = 


 

yHyL , d  = 


 


H

L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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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EEE 57 모선 계통 해석 수렴 과정

Fig 3 IEEE 57 bus system analysis the convergence process

좌상 : 압,  좌하 : 상각,  우상 : 력,  우하 : 수렴과정

력 : blue-Pg red-Qg, cyan-Pd, magenta-Qd

수렴과정 : red o–StepSize, blue- 체벡터오차, magenta-수 조건오차

정의한 것을 바탕으로 행렬을 다시 구성하면 다음과 같

다.

dLw F G T dw
dLy =  y dy
dLu G y d (15)

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삼각 행렬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유

도할 수 있다.

H










Lww′  

Lwy′ I 
Lw′  I

, dL′










dLw′dLy′dL′
(16)

H⋅X dL′ (17)

Lww′⋅∆w dLw′ (18)

Lwy′⋅∆w∆y dLy′ (19)

Lw′⋅∆w∆ dL′ (20)

가 되므로 ∆w Lww′ ⋅dLw′에 의해 ∆w만 구한다면 나머

지 변수들의 값은 

∆y dLy′Lwy′⋅w (21)

∆ dL′Lw′⋅w (22)

와 같이 순차 으로 구해진다. 따라서 역행열 연산은 

Lww′ 로 축소되게 된다.

2.3 연산 속도 비교

본 논문에서는 IEEE 57모선 샘  계통을 발  비용 최소

화를 목 함수로 계산하여 결과를 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

는 압제약조건은 모든 모선 압의 상.하한 제약을 0.9≤

V≤1.1로 하 으며 목 함수는 Polynomial Cost 함수를 이

용하 으며, 모든 상수는 같게 하여 결과 으로 모든 발

량이 같을 경우 가장 비용이 낮게 나올 수 있으나 계통의 

형태와 제약조건에 따라 비슷한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수렴 결과는 와 같으며 이때 반복계산은 등호 제약화 

체 행렬 계산 시 평균 0.49 가 걸렸으며 축약 시 0.37

가 걸렸다. 

표 2에서 볼 때 반복 계산 속도는 약 0.12 의 계산 시간 

단축 효과가 있었으며 첫 번째 반복계산은 변수 기화 과

정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사용되므로 그래 에서 제거하

다. 32.4%의 성능 향상은 행렬 크기 감소 비 은 값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는 계산 과정에서의 리포  기능과 그래

 출력, 기타 제어옵션에 의해 발생되는 것들로 약 0.2 

정도의 기본 처리시간이 필요하다. 실제 역행렬 계산을 하

는 부분을 보면 성능 향상을 더 확연이 알 수 있다.

inverse 계산 시간은 본 논문을 해 작성된 코드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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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제어 옵션을 무시한 순수 행렬 계산이라고 볼 수 있

다. 계산 성능은 무려 15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기타 계산 과정의 최 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려

하 을 때 이 부분이 더 요한 성능 지표라 할 수 있다.

본 논문 계산 과정에서 57 모선 등호 제약 조건화 체 

행렬의 크기는 1324x1324 이며, 축약형 행렬의 크기는 

356x356 이다. 크기는 3.72배 증가 하 고 행렬의 원소의 개

수로 보면 3.72*3.72=13.84배 증가하 으며, 실제 역행렬을 

계산하지 않고 MATLAB의 ‘\’ 연산을 활용하 다.

반복 체 계산 시간 inverse 계산 시간

57BUS Full 
Matrix Reduced Full 

Matrix Reduced

1 1.9298 1.2978 0.072184 0.005690 

2 0.5559 0.437 0.068778 0.003781 

3 0.4991 0.3674 0.069716 0.003566 

4 0.4974 0.3812 0.062018 0.003575 

5 0.5179 0.3699 0.076472 0.005420 

6 0.4821 0.3656 0.067057 0.004021 

7 0.4851 0.3699 0.063924 0.005562 

8 0.4833 0.3705 0.060367 0.004360 

9 0.4863 0.3475 0.080356 0.003454 

10 0.4979 0.3549 0.059515 0.005190 

11 0.4660 0.3701 0.059449 0.005068 

12 0.4862 0.3837 0.068962 0.003399 

13 0.4677 0.3841 0.062062 0.004972 

14 0.4704 0.3656 0.072269 0.003498 

평균 0.49 0.37 0.067366 0.004397 

표 4 계산 시간 표

 

3. 결  론

본 논문은 최 화문제에 포함되는 부등호 제약조건의 

용 방식에 따라 얼마나 성능이 바뀔 수 있는지 확인하 다. 

력계통 해석에 따라 다양한 근 방법 존재하고 변수 

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본 논문에서 사용한 IEEE 57 모선 

샘 의 경우 상하한 변수제약을 모두 둔다고 하 을 때 기

존 부등호 제약 조건의 등호 제약 조건화 기법 비 행렬의 

크기가 73% 감소하며, 실제 행렬의 역행렬 계산 시간은 실

제 inverse 함수가 아닌 (solve) ‘\’ 연산을 활용했음에도 계

산 시간은 92.8% 감소한다. 이는 행렬 계산에서 크기가 계

산시간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추후 이를 희소행렬의 기법을 활용하여 성능을 더 높일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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