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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동기신호를 이용한 한전계통의 저주파진동 검출과 고유치해석

Eigenvalue Analysis and Detection of Low Frequency Oscillation using PMU Data 

in KEPC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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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Shik Shim․Sang-Tae Kim․Tae-Kyun Kim․Seon-Ju Ahn․Joon-Ho Choi)

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the results of a low‐frequency oscillation analysis using data measured in PMU installed in 

the KEPCO system, and the comparison with eigenvalues computed from the linear model. The dominant oscillation modes are 

estimated by applying various algorithms. The algorithms are: the extended Prony method; multiple time interval parameter 

estimation method; subspace system identification method; and spectral analysis. From the measurement data, modes of 

frequency 0.68[Hz] and 0.92[Hz] were estimated, and modes of frequency 0.63[Hz] and 0.80[Hz] were computed from the 

eigenvalue calculation.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mode estimated from measurement data and that from the linear 

model. This is possibly because of an error in the dynamic data of the KEPCO system used in eigenvalue calculation. 

Because wide area modes exist in the KEPCO system, these modes should be monitored continuously for the reliable operation 

of the system. In order to prevent total blackouts caused by wide area oscillation, moreover, contingency analysis should be 

performed in relation to this mode and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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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규모 전력계통에서 계통의 안정적인 운전과 경제적인 운용

을 위해서 안정도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된 대규모 전력계통에는 과도안정도, 

전압안정도 및 미소신호안정도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시스템해

석 관점에서 과도안정도는 과도상태해석이므로 주로 시간영역해

석에 의존하지만 미소신호안정도는 정상상태해석이므로 주파수영

역해석이나 고유치해석 등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다.

전력계통에서 발생하는 중요 진동 모드는 주로 2.5[Hz] 이하

의 저주파 영역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광역진동 모드는 1.0[Hz] 

이하에서 발생한다. 지역모드는 몇 개의 지역발전기들이 진동하

지만, 광역모드는 지역간에 많은 발전기들이 동시에 진동한다. 그

러므로 계통에 잠재해 있는 저주파진동 모드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계통을 운용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지금까지 전

력계통에서 진동모드 해석은 계통의 선형모델로부터 계통상태행

렬의 고유치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안정도를 해석하고 있다 

[1]. 고유치해석은 대규모 계통의 지배적인 진동모드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진동의 원인 분석과 제어기설계 등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많은 상용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2-6]. 

그러나 선형모델에 기반을 둔 고유치해석은 급변하는 계통환경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모델링 오류로 인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7]. 

1996년 8월 발생한 WSCC 계통 고장[7]과 같이 계통에서 발

생하는 진동은 계통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른 

안정도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충분히 긴 시간동

안의 계통에 내재되어 있는 진동은 제어기를 포함한 계통 전체에 

영향을 주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외란에 대해서도 대규모 계통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계통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진동을 예측하는 것은 계통의 안전

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최근 30년 동안 계측기술과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 발달로 계

통모델을 이용하는 선형해석과 별개로 계통에서 취득한 데이터로

부터 직접 계통의 진동모드를 추정하고 이를 계통의 안전성 확보

에 이용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8-15]. 전력계통에서 계

측한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알고리즘

은 파라메트릭(parametric) 법과 비파라메트릭(non-parametric) 

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파라메트릭법은 AR(autoregressive)이나 

MA(moving average), ARMA(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등과 같이 모델 구조와 차수를 지정하고, 이들 파라미터를 추정

하는 방법[8, 10, 16-19]이고, 비파라메트릭법은 이산푸리에변환

에 기반을 두고 신호에 포함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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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이다. 

지금까지 알고리즘의 단순성과 계산속도 측면에서 이산푸리에

변환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비파라메트릭법이 우수하지만, 정

확도 측면에서 파라메트릭법이 우위에 있어 이를 전력계통 해석

에 응용한 다양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파라메트릭법 알고리즘 

중에서 전력계통 해석에 가장 널리 적용된 알고리즘은 확장 

Prony 법[8,9,10,26]이다. 계통의 저주파진동모드를 추정하기 위

하여 문헌 [8]에서 처음 제안한 이래로 계통 축약[9]과 PSS 설

계 방법[27-28] 및 네트워크 등가모델링[29], 모델정수 결정

[30]등에 적용되었다. 이 외에도 여러 개의 신호를 이용해서 한 

모드를 추정하는 방법[10]과 선형해석과 비교 평가[16-17]를 비

롯하여 고장지점계산이나 과도안전도평가 등 매우 다양한 전력계

통의 해석에 적용되고 있다.

파라메트릭법은 고장이후 나타나는 과도응답과 같이 계측한 

신호가 진동모드의 영향으로 인하여 주기성이 분명하고, 진폭이 

큰 신호에 적용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파라메트릭

법은 큰 외란이후 동요가 지속될 때에 계측한 신호에 대해서 적

용하기 적합한 알고리즘이다. 

최근 신호처리 기술의 발달과 함께 입력과 출력신호를 이용해

서 주어진 시스템 모델을 만족하는 전달함수나 상태행렬을 추정

하는 시스템식별(SI, system identification) 기술도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 시스템식별 분야에서도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

는데, 부분공간법 중에 하나인 N4SID (subspace state space 

system identification[31])가 개발된 이래 많은 부분공간 알고리

즘들이 개발되었다[32,33]. 

전력분야에도 문헌 [34]에서 계통 축약 모델을 추정해서 PSS

를 설계하는데, SI 기법을 적용한 이래 중요 진동모드 추정에 응

용한 사례들이 보고 되었다[35-38]. SI 기법인 부분공간법은 알

고리즘이 복잡하고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동

요가 작은 신호나 계통의 정상상태신호에서 모드를 추정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이 논문은 한전계통에 설치되어 있는 PMU(phasor 

measurement unit)에서 취득한 위상동기신호로부터 한전계통에 

잠재해 있는 지배적 진동모드를 추정하고, 선형모델 결과와 비교

하기 위한 이론적인 방법과 적용 결과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계통의 선형모델에서 얻은 고유치와 관련된 정보들은 계통 해석

과 제어기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계통에서 계측

한 위상동기신호에서 이들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취득한 신호에서 추정한 모드와 

고유치와의 관계 및 residue와 고유벡터 관계를 정립하였다. 또

한 본 논문에서는 전력계통에서 계측한 신호에서 진동모드를 검

출하기 위하여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 방법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확장 Prony 법과 비교하였다. 다수의 시간구간에 대해서 하나의 

예측오차다항식을 형성하여 중요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다구간 

예측오차다항식의 해에는 각 시간구간에 포함된 중요 모드가 포

함되어 있으므로 한 번의 미지수 계산에서 다수의 시간구간에 포

함된 중요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정상상태에서 계측한 신호에서 예측오

차법과 부분공간법을 적용하여 중요 파라미터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부분공간법에서 추정한 파라미터를 예

측오차법의 초기치로 사용한 하이브리드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법과 부분공간법

을 이용한 파라미터 추정 방법들을 상호 비교하고 검증하기 위하

여 스펙트럴 해석법을 제안하고 있다.

전력계통 저주파진동 해석에 적용된 파라미터 추정 방법은 데

이터의 샘플링 간격과 잡음에 대해서 민감하다. 그러므로 정확한 

진동 모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노력이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법과 하이브리드 

방법은 잡음과 샘플링에 강인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다양한 파라미터 추정 방법을 시험함수에 적용한 결

과, 정확하게 중요 파라미터를 추정하였고, 한전계통의 중요파라

미터를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수학적 배경에 

대해서 기술하고, 제 3장에서는 전력계통과 고유치 해석에 대해

서 기술한다. 그리고 제 4장에서는 계측신호에서 파라미터 추정 

방법인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제 5장에

서는 정상상태신호에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

한다. 그리고 제 6장과 제 7장에서는 각각 시험시스템과 한전계

통에 적용한 결과에 대해서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제 8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2. 수학적 배경

2.1 계통 선형모델

전력계통에서 발전기를 비롯한 다양한 기기들의 상태변수와 

입력변수를 각각 와 라 하자. 그리고 상태행렬과 입력행렬을 

각각 와  라 하고, 출력행렬을 라 하면, 계통의 선형상태방

정식과 출력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2)

상태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각각   라 하고, 상태변수들 

사이의 연관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태변수     로 

정의한다. 입력변화가 없을 때, 새로운 상태변수를 이용하여 선형상태

방정식을 표현하면      로 나타낼 수 있다. 새로운 상

태행렬 는 대각선에 상태행렬 의 고유치를 가지고 있는 대각

행렬이므로 입력을 무시하면, 상태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

                         (3)

2.2 신호와 모드

상태변수의 초기값을  라 할 때, 새로운 상태변수들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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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이므로 -번째 상태방정식의 해는     
   로 나타낼 

수 있다. 변환행렬  는 상태행렬의 우고유벡터로 이 행렬의 역행

렬을 라 하면,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상태변수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4)

여기에서 상수 는    인 스칼라이고, 는 벡터이다. 

고유치가 복소수이면, 고유벡터도 복소수이고 또한 공액복소수

를 가지므로 식 (4)에서 -번째 상태변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5)

여기에서 는 -번째 상태변수의 번째 고유치에 대응하는 

residue로 다음과 같다.

                      (6)

이 식은 각 상태변수들의 초기조건에 의해서 번째 모드가 

상태변수  의 변화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출력방정식은 상태변수와 출력행렬의 곱이므로 출력신호의 미

소변화도 식 (2)와 유사하게 복소지수함수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   
   (7)

여기에서 는 출력신호 미소변위의 residue로 각 상태변수에서 

번째 모드의 residue에 출력행렬을 곱한 후, 모두 합한 값이

다. 즉, 를 번째 출력벡터의 번째 요소라 하면, 출력신호

의 residue는 다음과 같다. 

  
  



                     (8)

그러므로 출력신호  는 식 (7)과 같이 복소지수함수와 

residue로 표현할 수 있다.

 

                        (9)

이로부터 계통에서 계측한 임의의 출력신호는 복소모드와 그

에 대응하는 residue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측한 신호는 다음과 같이 감쇄지수함수와 정현파 함수의 곱

으로 나타낼 수 있다.

  
  



 
  cos                (10)

여기에서 는 -번째 코사인함수의 진폭이고, 는 감쇠정수

이다. 복소모드   
  라 할 때, 식 (10)을 복소지수함수 형태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26].

 
  



 
 ,   


 

             (11)

이 식은 이산데이터에서 각 데이터들이 복소모드 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복소모드의 계수 는 복소모드 

에 대응하는 residue이다. 복소모드의 residue    가 복

소수이므로 시간영역에서 각 모드에 대응하는 크기와 위상각은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 

   ,                   (12)

  tan                    (13)

2.3 계측신호와 진동모드

계통에서 임의의 출력 변화는 식 (7)과 같이 전체 계통에 존

재하는 모드들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초기조건의 영향이 작

으면 residue는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계통의 지배적 진동모드

는 다른 발전기의 출력에 포함되어 있으나 발전기 모드가 아니면 

residue는 작은 값을 갖는다. 이것은 계통에서 중요 지배적 진동

모드(고유치의 실수부가 허수축 근처에 가까이 있는 모드)라 할

지라도 특정 발전기의 출력에 대한 파라미터 추정에서 residue가 

작으면 그 출력에 끼치는 영향이 작아 추정된 파라미터에서 제외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계측 신호에서 추정한 상대적

인 residue 비교를 통해서 중요 모드뿐만 아니라 동일한 지역 내

의 지역간 모드일지라도 그 중요도를 산정할 수 있다.

지역모드는 한 지역의 발전기가 자체적으로 동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발전기 제어시스템의 영향으로 발생한다. 선형해석

에서 지역모드에 대한 우고유벡터에서 그 지역모드에 대응하는 

고유벡터가 매우 큰 값을 가지고 있어 지배적인 진동모드에 대응

하는 발전기를 선택할 수 있다. 

계측한 신호에서 추정한 저주파진동 파라미터에서 지역모드의 

구분은 선형해석과 유사하게 할 수 있다. 특정한 모드에 대응하

는 신호의 residue가 상대적으로 다른 값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

으면 지역모드로 생각할 수 있다. 식 (7)에서 번째 모드 에 

대응하는 residue 가 상대적으로 다른 모드의 residue보다 크

면, 번째 모드가 출력 변화를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식 (9)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4)

지역간 모드는 한 지역의 발전기가 다른 지역의 발전기와 일

정한 위상차를 가지고 동요한다. 이것은 주로 발전기 제어시스템

의 영향보다는 전력조류의 불일치로 발생한다. 선형해석에서 지

역간 모드에 대한 고유벡터는 지역간 모드에 참여하는 발전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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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유벡터 크기가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고 위상차로 동

요하고 있다. 그리고 속도참여율에서 지역간 모드에 크게 영향을 

주는 발전기들을 선택할 수 있다. 계측한 신호에서 추정한 저주

파진동 파라미터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지역간 모드를 구분할 수 

있다. 만일 출력신호에서 번째 모드 가 지역간 모드라 가정

하면, 각 출력신호의 를 서로 비교하여 지역간 모드를 구별할 

수 있다. 출력신호의 residue는 복소수이므로 크기와 위상으로 

분리할 수 있다. 만일 가 출력신호의 진동에 지배적으로 참여

하고, 출력신호의 residue의 위상차 이면, 신호들은 반대의 

위상차로 진동한다. 선형해석에서 지역간 모드를 시간영역에서 

판별할 때, 발전기 위상각의 위상차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그러

나 출력신호의 residue에는 계통상태의 초기조건이 포함되어 있

고, 외란에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가관측성(observability)이 변화

하므로 선형해석에서 우고유벡터에 의한 지역간 모드와 다소 차

이가 있다.  

3. 전력계통과 고유치 해석

3.1 저주파진동과 고유치해석

대규모 전력계통은 발전기와 여자기, 터빈을 비롯한 다양한 종

류의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항상 부하변동이나 선로고장과 

같은 외란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외란에 대해서 안정적으

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터빈/조속기 시스템이나 여자시스템

의 적절한 제어동작을 필요로 한다. 

대규모 전력계통에서 저주파 진동은 외란 이후 비교적 긴 시

간동안 동요가 지속되는 현상으로 저주파진동은 계통의 안전운전

을 위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력계통에서 저주파진동 해석은 

선형모델에 기반을 둔 고유치 해석에 의하여 주로 수행되고 있

다. 고유치 해석은 계통상태행렬의 고유치와 고유벡터를 계산하

여 계통을 해석하고 제어기를 설계하는데 이용된다. 특히 상태행

렬의 고유치로부터 진동 주파수와 제동계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계통의 안정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선형모델을 이

용한 고유치해석은 급변하는 계통환경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

고, 모델 오류로 인하여 실제 결과와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

다[7]. 

3.2 고유치 계산법

전력계통에서 고유치해석은 안정도판별, 제어기위치 선정 및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고, 지난 약 30년간 많은 알

고리즘이 개발되었다[2-6]. 대규모 전력계통에서 고유치 계산은 

계통상태행렬의 차수가 매우 크다. 따라서 QR-법과 같은 일반적

인 고유치 계산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분공간을 이용한 

계산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계통의 고유치 해석을 목적으로 

개발된 알고리즘들은 모두 일반화된 Hessenberg process[39]의 

범주에 속하는 알고리즘들로 한 번에 다수의 고유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전력계통에서 고유치는 0.2-2.0[㎐] 사이의 전기기계적 진동모

드 중 제동특성이 취약한 모드, 즉 s-평면의 허수축 가까이 위치

한 지배적 고유치만을 선택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제동특

성이 나쁜 고유치들의 크기가 가장 커지도록 상태행렬을 변환하여 

사용해야 한다. 상태행렬 변환방법으로는 Cayley 변환과 역행렬 

변환이 있다. 역행렬 변환[3]이 Cayley 변환[4]보다 제동특성이 

취약한 모드에 대한 변별력이 더 우수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용프로그램은 PowerTech 

사의 SSAT이고 국내에서도 고유치해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한

전계통에 적용 중이다.

계통상태행렬의 고유치는 동작점에서 계통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 전달함수 특성방정식의 근이다. 그러므로 복소평면에서 

고유치가 좌반평면에 있을 때, 시스템은 안정하고, 우반평면에 있

으면 불안정하다. 전력계통에서 고유치 해석은 허수축 근처에 있

는 제동특성이 취약한 중요모드만 계산하면 된다. 

3.3 좌우고유벡터와 참여율

2장에서 기술한 변환행렬  는 상태행렬의 우고유벡터 행렬이

고, 역행렬  는 좌고유벡터 행렬이다. 우고유벡터의 각 요소들

의 크기와 위상은 상태변수에 대응하는데, 크기는 상태변수의 비

중을 나타내고, 위상은 상태변수들 사이에 상대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우고유벡터는 특정 모드에 대한 모드형상(mode 

shape)이라 한다[1,40-41].

참여율은 우고유벡터와 좌고유벡터 각 요소들의 곱으로 정의

된다. -번째 상태변수가 -번째 모드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

는 참여율은 다음과 같다.

                     (15)

참여율은 지배적인 모드에 영향을 주는 상태변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상태변수 중에서 발전기 회전자 속도에 관련

된 변수들만 추출한 것을 속도참여율(speed participation factor)

이라 하는데, 이로부터 계통의 진동을 유발하는 중요 발전기를 

알 수 있다.

3.4 residues

식 (1)~(2)를 새로운 상태변수 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6)

                    (17)

여기에서   로 가제어성 행렬(controllability matrix)이

고,   로 가관측행렬(observability matrix)이다. 만일 행

렬  의 -번째 열이 0이면, 입력은 -번째 모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행렬  의 -번째 열이 0이면, -번째 모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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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신호에서 추정할 수 없다. 

입력과 출력행렬을 이용하여 residues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2].

                     (18)

여기에서 는 -번째 입력에 대한 -번째 모드의 모드 가

제어성이고, 는 -번째 출력에 대한 -번째 모드의 모드 가

관측성이다. 그러므로 계측신호에서 추정한 residue가 크면, 가제

어성이 크거나 가관측성이 큰 값이다. 만일 입력이 동일하면 -

번째 모드의 residues는 가관측성이 좌우한다. 그러므로 계측신호

에서 모드 추정하였을 때, 계통에 존재하는 중요모드 여부를 판

단하고자 할 때, 가관측행렬 요소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시스템의 제동특성이 불량해도 가관측행렬 요소가 작으면, 계

측한 신호에서 제동계수가 추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계측

한 신호에서 선형해석과 유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관측성

이 큰 계측 신호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해야 한다.

4. 계측신호에서 파라미터 추정 방법

최근 국내에서도 광역계통을 감시하기 위해서 전력기술과 정보

기술을 접목한 K-WAMS(Korea wide area monitoring system)

를 개발하였다. K-WAMS는 동기위상측정장치인 PMU를 한전계

통의 중요변전소에 설치하고, 한국전력 본사와 전력거래소에서 실

시간으로 계통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43-44].

지금까지 계통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진동은 주로 고유치와 고

유벡터를 이용하여 해석하고 있다. 최근 PMU에서 계측한 위상동

기 된 신호에서 추정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저주파진동을 해석

하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8-15]. 이들은 주로 통계신호처리

에 기반을 둔 알고리즘들로 크게 파라미터법과 비파라미터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33]. 비파라미터법은 푸리에변환에 기반을 두고 

파라미터를 추정하므로 계산시간이 빠르고 알고리즘이 단순하다. 

반면에 파라미터법은 이산데이터를 자동회귀이동평균 모델로 변

환하여 복소지수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추

정하므로 비파라미터 법보다 비교적 정확한 반면에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파라미터 추정법과 별개로 스펙트럴 해석은 

계측한 신호에 이산푸리에변환을 적용하여 주파수에 대한 스펙트

럼 분포를 구하여 중요 주파수를 추정한다[33].

본 논문에서는 파라미터 법에 속하는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법

(multiple time interval parameter estimation method)을 적용

하여 계통의 중요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먼저 다양한 시간구간

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법에 대해서 기

술한다.

4.1 선형예측다항식

식 (10)과 같은 지수감쇠 코사인함수를 등간격주기     

로 샘플링 할 때, 신호는 다음과 같은 이산치 형태로 표현된다.

 
  



 
                    (19)

여기에서, 복소모드   
  이고, 는 복소모드 에 대응하는 

residue이다. 

계측한 이산신호를 ARMA(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모델로 모의할 때, 다음과 같은 차분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6].


  



     
  



                 (20)

입력신호 가 임펄스 신호 라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1)

이 식으로부터 를 미지수로 하는 선형예측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다음과 같은 공분산방정식(linear prediction covariance 

equation)을 얻을 수 있다.

                         (22)

여기에서 미지수의 개수를 라 하면, 행렬  의 차수는 ×이

고 의 차수는 ×이다.

선형예측의 LMMSE(linear minimum mean-squared error) 

추정으로부터 미지수를 계수로 하는 예측오차다항식(prediction 

error polynomial)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3)

이와 같은 예측오차다항식의 해를 계산하여 복소모드를 추정할 

수 있다. 신호처리나 시스템인식 분야를 중심으로 계측신호에서 

모델이나 중요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많은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 

계측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력분야에서도 다양한 알고리즘이 적용

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알고리즘 중에 하

나는 확장 Prony 법(extended Prony method)이다[8,26].

확장 Prony 법은 임의의 신호를 복소모드의 선형결합으로 적

합(fitting)해서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 파라미터를 추정한다. 

확장 Prony 법은 이산신호의 선형예측방정식에서 미지수를 계산

하고, 이 미지수를 계수로 하는 식 (23)과 같은 선형예측다항식의 

해를 계산하여 이산신호의 극점( )과 중요 모드 ( )을 계산한

다. 그리고 복소모드 로 구성된 Vandermonde 행렬을 이라 

할 때, 각 모드에 대응하는 residue의 크기와 위상은 다음과 같

은 모드방정식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24)

확장 Prony 법과 같은 파라미터법은 데이터에 잡음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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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수의 시간 구간과 샘플링

Fig. 1 Multiple time interval and sampling

는 정확하게 모드를 추정하나 잡음이 존재할 때는 부정확한 다항

식의 계수들로 인해서 극점의 위치가 매우 민감하게 변화한다. 

잡음이 작게 포함된 신호에 대해서 미지수 보다 방정식을 많이 

형성하고 최소자승법을 적용하면 부분적으로 잡음의 영향을 제거

할 수 있으나 잡음이 많이 포함된 경우에는 큰 오차를 수반한다. 

또한 신호의 변화가 작은 경우 잡음뿐만 아니라 샘플링에 따라서 

파라미터가 민감하게 변화한다. 

4.2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 방법

임의의 신호에서 정확한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샘플링 구간에 대한 분석과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한다. 파라미

터 추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미지수의 수(p)와 샘

플링 구간(T), 시간구간 크기(T0), 데이터 수(N)가 있다. 시간구간

은 샘플링 구간과 데이터 수의 곱이므로 전체 시간구간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시간구간은 그림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데이터 수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그림 1(a)는 한 신호의 시간구간을 2개 구간으로 분리한 경우이

고, 그림 1(b)는 두 개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시간구간 에서 신호가 WSS(wide sense stationary)이고, 그

림 1(a)에 나타난 시간구간 과 에 동일 모드 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시간구간 에 대한 예측오차다항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5)

 
  



    
                (26)

여기에서 p 는 미지수이고,  는 시간구간 에 대응하는 

예측오차다항식이다. 그리고 시간구간 에 대한 예측오차다항식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7)

 
  



    
                (28)

차수가 동일한 여러 개의 다항식에 동일한 근이 포함 되어 있

으면, 각 다항식의 계수들을 합한 새로운 다항식에도 동일한 근

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식 (26)과 식 (28)의 동류항(similar 

terms) 계수들끼리 합한 새로운 오차다항식에도 모드 가 포함

되어 있다. 두 예측오차다항식의 계수들을 합한 새로운 예측오차

다항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9)

여기에서,

     ,    

이 식은 동일 모드가 존재하는 2개의 시간구간에 대한 예측오

차다항식으로 각 시간구간에 대한 예측오차다항식의 계수들을 합

하면 새로운 오차다항식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식으로부터 여러 시간구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다구

간 예측오차다항식의 일반화된 식을 유도할 수 있다. 시간 구간

이 개 주어질 때, 각 시간구간에 대한 예측오차다항식의 해가 

동일하면 다음식이 성립한다[19].

   
  



    
          (30)

여기에서,

 
  



        

이 식에서 는 각 시간구간에 대한 예측오차다항식들의 -

번째 계수들의 합이다. 식 (30)에서  인 경우, 전체 시간구간

에 대한 예측오차다항식이 된다. 그러므로 미지수를 로 고정하

면, 다양한 시간구간에 대한 예측오차다항식을 구성할 수 있다.

다구간 예측오차다항식의 해를 계산하면 중요 모드를 추정할 

수 있고, 각 모드에 대응하는 residue의 크기와 위상은 

Vandermonde 행렬로 나타낸 모드방정식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다구간 예측오차다항식은 예측오차다항식을 적용하는 모든 알

고리즘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다구간 예측오차다항식은 동일

한 샘플링과 시간구간을 가진 그림 1(b)와 같은 여러 개의 신호

에 대해서 하나의 예측오차다항식을 구성할 수 있다. 만일 하나

의 지배적인 진동모드가 다수의 신호에 포함되어 있다면 다수의 

신호에 대한 다구간 예측오차다항식을 형성하여 중요 파라미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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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할 수 있다.

계통에서 취득한 신호들에 동일한 진동모드(광역모드)가 포함

되어 있다면 각 신호의 동일 시간구간에 대해서 예측오차방정식

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신호에서 구한 각각의 예측오차방

정식의 계수를 합하여 하나의 예측오차방정식을 형성하고 해를 

구하면, 계통에서 취득한 다른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 모드

를 하나의 방정식에서 구할 수 있다.

5. 정상상태신호에서 파라미터 추정

시스템식별(system identification)은 입력과 출력신호를 이용

해서 주어진 시스템 모델을 만족하는 전달함수나 상태행렬을 추

정하는 것이다. 계측 신호에서 시스템의 전달함수나 상태행렬을 

얻을 수 있다면, 특성방정식의 해나 고유치를 계산해서 중요 모

드를 추정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전달함수와 상태방정식을 추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다.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을 각각 와 라 할 때, ARX(auto 

regression with extra input) 모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1)

  

이 식에서 신호와 계수들을 분리하여 벡터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2)

그리고 벡터 와 는 각각 다음과 같다.

                (33)

    
                    (34)

여기에서   ⋯   ⋯이다. 만일 의 차수가 

×이면,  와 의 차수는 각각 ×과 ×이

다.

5.1 예측오차법

현재 신호 는 이전 신호 와 모델 파라미터 를 이용

해서 나타낼 수 있다. 추정한 신호를 라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5)

여기에서 는 ARX(auto regression with extra input), 

ARMA(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등과 같이 신호모델에 

따라 다른 구조를 가진다. 예측오차(prediction error)는 계측한 

신호와 추정한 신호의 편차이므로 모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6)

그리고 최소자승오차(비용함수)를  라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7)

추정한 신호가 원래 신호를 정확하게 추정하면, 최소자승오차

는 최소가 된다. 그러므로 모델 파라미터 은 최소자승오차가 최

소가 될 때, 파라미터를 선택하면 된다. 

  arg min                (38)

최소자승오차의 최솟값은  를 미분해서 얻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다. 

                    (39)

이와 같이 최소자승오차를 이용해서 모델 파라미터를 추정하

는 방법을 예측오차법(predictor error identification method, 

PEM)이라 한다[33].

PEM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델 파라미터 의 함수로 

ARX, ARMAX와 같은 모델 구조 선택해야 한다. 시스템 모델과 

잡음 모델을 각각 와 라 하고, 모델 파라미터 벡터

를 이라 할 때, 일반적인 신호모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            (40)

이동연산자(shift operator)를  로 나타낼 때, 선형예측모델

의 일반적인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1)

모델 구조를 결정하면 예측필터  을 선택하고, 평균자승오

차나 가중평균자승오차와 같은 판별기준을 선택하여 판별기준을 

만족하는 모델 파라미터 을 추정함으로써 식 (40)을 만족하는 

시스템 모델을 추정할 수 있다.

5.2 부분공간법

부분공간법은 계측한 입력과 출력신호에 대한 상사변환을 통

하여 상태행렬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비선형최적화기법에 의존하

지 않는 시스템식별 방법이다. 입력행렬과 출력행렬에 대한 직교

투영(orthogonal projection)이나 경사투영(oblique projec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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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확장관측행렬과 시스템 상태행렬을 추정한다. 입력의 영

향을 배제하고 가관측성을 크게 해서 선형모델과 유사한 모델을 

얻기 위하여 출력행렬을 입력행렬의 부분공간에 투영하므로 부분

공간법이라 한다.  

부분공간법은 입력과 출력신호로부터 확장관측행렬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행렬  를 예측한다. 그리고 행렬 가 결정

되면, 최소자승문제를 풀어서 행렬 를 추정한다. 그리고 행렬 

가 결정되면, 예측치와 측정치의 편차를 구하여 잡음공

분산행렬의 예측치를 계산한다.

부분공간법에서는 부분공간에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교

투영과 경사투영이 필요하다. 벡터   라 하고, 부분공간을 

각각  라 하자. 벡터 는 부분공간  에 포함되어 있고 벡

터 는 부분공간  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2(a)는 경사투영을 

나타내고 있다. 벡터 는 벡터 가 부분공간  를 따라 부분공

간   위로 투영된 것이고, 벡터 는 벡터 가 부분공간  를 

따라 부분공간   위로 투영된 것이다. 

만일 부분공간  와  가 직교하면 그림 2(b)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벡터 는 부분공간   위로 벡터 를 투영한 

것이고, 벡터 는 부분공간  에 직교하는 공간   위로 투영한 

것이다.

           (a) 경사투영               (b) 직교투영

그림 2 경사투영과 직교투영

Fig. 2 Oblique projection and orthogonal projection

5.2.1 MOESP (Multivariable output-error state-space)

상태행렬을     라 할 때, 선형시불변 시스템의 상태방

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3,45-46].

               (42)

                 (43)

여기에서  는 각각 상태벡터와 출력벡터를 의미하고, 

는 입력벡터를 나타낸다. 그리고  는 각각 평균이 0

인 측정 잡음을 나타내고 있다. 

잡음을 무시하고 출력을 시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누적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4)

     ⋯             (45)

여기에서   는 각각 k-개의 block을 가진 입력과 출력 

Hankel 행렬이다. 그리고  는 입력과 출력행렬로부터 형성할 

수 있는 가관측행렬이다.

      ⋯                 (46)

또한 block Toeplitz matrix 는 다음과 같다.

 











  ⋯ 
  ⋯ 
⋮

  
⋮
⋯

⋮
 

           (47)

 입력과 관련된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입출력 Hankel 행렬

을 LQ 분해하여 출력행렬을 입력행렬의 영공간으로 투영한다.




 










 


 

 




 






              (48)

여기에서  는 하부삼각행렬(lower triangular matrix)이

고  . 는 직교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49)

출력 행렬에서 입력 행렬과 무관한 공간은 이고, 출력 행렬

의 투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을 수 있다. 

   
  


        (50)

이 식은 를 직교벡터들의 합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양변에 를 곱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51)

행렬 를 특이치분해하면 가관측행렬 를 추정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행렬  를 계산할 수 있다. 식 (47)에 나타난 

block Toeplitz matrix는 행렬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

로 를 알고 있다면  와 를 미지수로 하는 선형방정식을 형

성할 수 있고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행렬 미지수를 계산할 수 

있다. 

5.2.2 N4SID 법[31-33] 

N4SID는 경사투영(oblique projection)과 past data matrix 

및 future data matrix를 형성하여 연산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Past data와 future data를 past subspace와 future subspace에 

투영하여 상태변수벡터를 계산하고 시스템 행렬을 추정한다

[31-33].

Past data와 future data로 나누어서 선형상태행렬의 출력을 



Trans. KIEE. Vol. 66, No. 2, FEB, 2017

위상동기신호를 이용한 한전계통의 저주파진동 검출과 고유치해석             269

시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누적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첨자 p와 f는 각각 past data와 future data를 의미한다. 

                    (52)

                    (53)

입력데이터와 출력데이터를 이용하여 출력 확장 블럭 Hankel 

행렬        와 입력 확장 블럭 Hankel 행렬   

  를 형성한다. 그리고 입력과 출력 확장 Hankel matrix를 

이용하여 새로운 행렬  를 구성한다. 

    
      

         (54)

새로운 행렬  로 출력 Hankel matrix에 대한 경사 투

영(oblique projection)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55)

경사투영 행렬 의 weighted projection의 특이점 분해는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6)

행렬 S에서 큰 특이점의 차수 을 시스템의 차수로 선택하면 

행렬은 부분행렬로 나눌 수 있는데, 의 차수를 ×이라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57)

이 식으로부터 확장 가관측행렬 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58)

그리고   이 의 처음  행벡터라 할 때, 최소자승법

을 이용하여 행렬   를 계산한다. 

   
   

  




 






   




 





        (59)

계산한 행렬   와 행렬    에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행렬  를 계산한다. 그리고 행렬 의 고유치를 계산하여 모

드를 추정하고, s-평면 모드로 변환하여 중요모드를 추정한다. 

5.3 하이브리드 방법

부분공간법은 수치적으로 신뢰성 높은 QR분해와 SVD 알고리

즘에 기반을 두고 모델을 추정하며 많은 계산시간이 소요되는 최

적화 과정을 수행하지 않는다. 반면에 PEM은 알고리즘이 단순하

지만 최적화과정을 필요로 한다. 계산시간 제약이 없다면 부분공

간법과 PEM의 각각의 장점을 이용해서 보다 정확한 모델을 추

정할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PEM은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해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추정한 모델을  라 할 때, 선형

모델의 오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0)

그러므로 부분공간법에서 추정한 시스템 모델을 PEM의 초기

치로 사용해서 최적화과정을 수행하면, 보다 정확한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다.

5.4 스펙트럴 해석

스펙트럴 해석은 계측한 신호에서 주파수에 대한 스펙트럼 분

포를 구하여 중요 주파수와 위상을 추정한다. 계통에서 측정한 

신호 와 에 대해서 전력스펙트럼 밀도(power spectral 

density, PSD)를  라 하고, 상호스펙트럼 밀도(cross 

spectral density, CSD)를  라 하자. 신호 에 대해서 

전력스펙트럼 밀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33].

     
 ∞

∞

 
              (61)

여기에서

   Lim
→∞




  



       

그리고 신호 와 신호 에 대한 cross spectrum은 다

음과 같다.

   
 ∞

∞

 
              (62)

여기에서  

   Lim
→∞




  



      

PSD와 CSD는 스펙트럼이 클수록 중요 주파수를 의미하고, 

CSD 위상으로부터 두 신호 사이에 위상차를 알 수 있다. PSD와 

CSD로부터 coherency를 계산함으로써 신호 사이에 관련 정도를 

알 수 있다. 또한 PSD에 Yule Walker 알고리즘[38]을 적용하면 

제동계수를 얻을 수 있다.

6. 시험 시스템에 적용 결과

본 논문에서는 시험신호에 대해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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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No.

Mode Residue

    (deg)

A1 -0.01 3.85 10.0 30

A2 -0.01 6.28 10.0 60

A3 -0.01 8.50 10.0 30

표    1 Case 1 초기 파라미터 (잡음 5%)

Table 1 Case 1 initial parameters (noise 5%)  

Mode 
No.

Mode Residue

   (deg)

B1 -0.1 3.85 10.0 30
B2 -0.1 6.28 10.0 60
B3 -0.1 8.50 10.0 30

표    2 Case 2 초기 파라미터 (잡음 30%)

Table 2 Case 2 initial parameters (noise 30%)

표   3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 방법에서 추정한 모드 평균과 오차

Table 3 Estimated mode mean and error by multiple time interval parameter estimation method

고, 한전계통에서 취득한 PMU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는 제 7장에

서 상세히 기술한다.

6.1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 방법

앞에서 기술한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방법의 알고리즘을 검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지수감쇠코사인함수의 합으로 구성된 

시험함수를 정의한다. 

  
  



 
  cos              (63)

시험함수는 3개의 지수감쇠 정현파함수로 이루어져 있고, 각 

파라미터는 표 1과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1에 나타나있는 case 

1은 제동특성이 나쁜 모드에 잡음이 5% 부가한 경우이고, 표 2

에 나타나있는 case 2는 제동특성이 비교적 양호한 모드에 잡음

이 30% 부가한 경우이다. 잡음에 대한 알고리즘의 강인성을 시

험하기 위하여 case 1과 case 2로 분리하여 신호 생성하였다. 그

리고 이들 신호에 샘플링 간격을 각각 1/10 [s]와 1/60 [s]로 

설정하고, 10초 시간구간 동안 취득한 신호에서 파라미터를 추정

하였다.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시간구간  , 미지수  으로 설정하고 모든 경우에 대해서 

10회씩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반복할 때마다 랜덤 잡음이 부가

되므로 모든 결과들은 조금씩 다르다. 

표 3은 파라미터를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 나타난 

결과들은 각각 다른 랜덤잡음이 부가된 10개의 신호에서 추정한 

모드들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ExPRO”는 extended 

Prony method[8, 26]를 적용해서 얻은 결과를 의미하고, 

“MuPRO”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법을 적용

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한 결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dt’는 샘플링 

비율을 의미하고 ‘noise’는 부가된 랜덤잡음 비율이다. 그리고 

‘error’는 표 1과 표 2에 나타난 초기 모드와 추정한 모드의 편차

이다. 

먼저 샘플링이 1/10 [s]인 경우, 잡음과 제동계수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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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ode                    (b) residue

그림 3 모드와 residue 분포(sampling 1/10s, =-0.01)

Fig. 3 Distribution of mode and residue(sampling 1/10s, 

=-0.01)

 

         (a) mode                    (b) residue

그림 4 모드와 residue 분포 (sampling 1/60s, =-0.1)

Fig. 4 Distribution of mode and residue (sampling 1/60s, 

=-0.1)

그림 5 시험 시스템의 블록선도

Fig. 5 Block diagram of test system

두 방법 모두 정확하게 오차범위 이내에서 파라미터를 추정하였

다. 샘플링 1/60 [s]이고 잡음 5%인 경우, ExPRO와 MuPRO 모

두 신호에 포함된 중요 모드를 추정하였으나 MuPRO는 정확하게 

모드를 추정한 반면, ExPRO에서 추정한 모드는 큰 오차를 포함

하고 있다. 그리고 샘플링 1/60 [s], 잡음 30%인 경우, ExPRO에

서는 신호에 포함된 중요 모드를 추정하였지 못하였으나, 

MuPRO에서 오차범위 이내에서 중요모드를 추정하였다. 

표에 나타난 residue도 모드추정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

다. 샘플링이 1/10 [s]인 경우, 마찬가지로 잡음과 제동계수에 상

관없이 두 방법 모두 정확하게 오차범위 이내에서 residue를 추

정하였다. 그러나 제동계수 –0.1, 잡음 30%인 경우, MuPRO와 

ExPRO에서 각각 11.706과 13.721을 추정하였다. 잡음이 많을 

때, MuPRO가 더 정확하게 residue를 추정함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샘플링과 잡음이 각각 1/60 [s]와 5%인 경우, ExPRO에서 추

정한 residue에는 매우 큰 오차가 포함되어 있으나 MuPRO는 거

의 오차범위 내에서 residue를 추정하였다. 

표에 나타난 위상도 모드추정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샘플링이 1/10 [s]인 경우, 두 방법 모두 정확하게 오차범위 이내

에서 위상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샘플링 1/60 [s]이고, 잡음 5%

인 경우, ExPRO에서 추정한 위상은 큰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나 

MuPRO에서는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위상을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1.1 모드와 residue 비교

그림 3-4는 랜덤잡음을 5% 부가한 10개의 신호에서 각각 추

정한 모드와 이에 대응하는 residue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는 정확한 모드를 나타내고 “○”와 “☓”는 각각 MuPRO와 

ExPRO에서 추정한 파라미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은 샘플링 1/10[s], 제동계수 –0.01일 때, 모드와 

residue를 나타내고 있다. MuPRO와 ExPRO에서 추정한 파라미터

들이 거의 동일한 영역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는 

샘플링이 비교적 적절하게 선택되어 두 방법 모두 정확한 파라미

터를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샘플링 1/60[s], 제동계수가 -0.1일 때, 모드와 

residue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들에서 MuPRO가 ExPRO 보다 

매우 정확하게 결과를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서 

잡음이나 제동계수보다 샘플링 율에 크게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6.2 부분공간법을 이용한 파라미터 추정

이 절에서는 부분공간법을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추정한 결과

에 대해서 기술한다. 부분공간법을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추정한 

결과와 부분공간법에서 추정한 파라미터를 PEM의 초기치로 적용

하여 파라미터를 추정한 결과를 비교 검증한다.

부분공간법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림 5와 같이 3개의 2차 시스

템으로 합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 출력을 

계측하여 모델을 추정하였다. 

시스템의 각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각각의 시스템은 지수감쇠정현파함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합으로 구성된 전체 시스템 출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목표치로 수렴한다. 모델을 추정하기 위해서 입력신호로 PRBS 

(pseudorandom binary signal)로 입력하고, 0.1초 샘플링 율로 

120초간 취득한 출력신호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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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 modes

Case 1 Case 2 Case 3

estimated modes estimated modes estimated modes

real imag real imag real imag real imag

MOSEP

-0.100 4.150 -0.102 4.150 -0.125 4.152 -0.101 4.142

-0.100 6.280 -0.101 6.281 -0.116 6.291 -0.103 6.276

-0.100 8.750 -0.100 8.750 -0.091 8.755 -0.098 8.752

N4SID 

-0.100 4.150 -0.100 4.150 -0.113 4.151 -0.101 4.147

-0.100 6.280 -0.100 6.280 -0.104 6.277 -0.102 6.262

-0.100 8.750 -0.100 8.750 -0.111 8.752 -0.100 8.747

Hybrid

-0.100 4.150 -0.100 4.150 -0.103 4.147 -0.099 4.152

-0.100 6.280 -0.100 6.280 -0.097 6.281 -0.100 6.275

-0.100 8.750 -0.100 8.750 -0.100 8.753 -0.101 8.750

표   4 부분공간법을 이용한 모드 추정 결과

Table 4 Results of mode estimation by subspace method

6.2.1 고유치 해석

그림 5에 나타난 시스템 전달함수의 특성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64)

특성방정식의 근이 선형모델의 고유치이므로 시스템의 고유치

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

  ±

그림 5에 나타난 시스템은 0.011~0.025 사이에 제동비를 갖고 

있고, 고유치 실수부가 모두 –0.1로 비교적 복소평면의 허수축에 

근접하여 위치하므로 약한 제동특성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다.

6.2.2 파라미터 추정

PEM이나 부분공간 알고리즘은 전달함수나 상태행렬 및 입출

력행렬과 같은 시스템 모델을 추정한다. 그림 5에 나타난 시스템

의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해서 모델 차수는 10차로 설정하고 

주어진 시간구간 120초에 대해서 부분공간 알고리즘과 PEM을 

적용하였다. PEM과 부분공간 알고리즘의 특성상 모델차수를 저

차로 설정하면 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고차로 설정하면 계산시간

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이들 알고리즘에서는 적절한 모델차

수 선택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드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

문에 10차로 설정하고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파라미터를 추정한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MOSEP”

과 “N4SID”는 각각 MOSEP과 N4SID 를 적용한 경우이고, 

“Hybrid”는 N4SID로 시스템 모델을 추정하고, 이를 PEM의 초기

치로 입력해서 모델 파라미터를 갱신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Case 1은 초기 주어진 파라미터로부터 시스템 모델을 

추정한 경우로 잡음이 거의 없어 모드가 명확하기 때문에 모두 

정확하게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있다. Case 2는  출력신호에 평균

이 0인 랜덤 잡음을 50% 부가한 경우로 잡음이 부가된 경우에도 

모두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ase 3은 모드의 크기를 1/10로 감소한 출력신호에서 파라

미터를 추정한 경우로 모두 정확하게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알고리즘 모두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파

라미터를 추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N4SID와 PEM을 혼합 적용한 

하이브리드 방법이 가장 정확하게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특히 

잡음이 포함된 신호에 대해서 N4SID와 PEM을 결합한 하이브리

드 알고리즘은 매우 정확하게 파라미터를 추정하여 잡음에 강인

함을 알 수 있다. 입력신호로 단위임펄스신호를 입력하고 출력된 

신호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하였으나 PRBS 입력신호와 유사

하게 파라미터를 추정하여 논문에는 나타내지 않았다. 

전력계통에서 정상상태 신호는 작은 부하변동이나 발전기 출

력 조정에 의해서 변동된다. 따라서 급격한 외란이 아닌 정상상

태에서 계측된 신호에 대해서는 입력신호가 PRBS라 가정하고 모

델이나 파라미터를 추정해도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6.3 결과 요약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 방법과 부분공간법을 샘플링과 잡음 및 

입력신호 변화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시험하였다. 다구간 파

라미터 추정법에서 MuPRO나 ExPRO 모두 제동계수 변화에 대

해서 크게 민감하지 않았다. 또한 잡음에 대해서도 두 방법 모두 

허용범위 이내에서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샘플링이 작

고 잡음이 크게 포함된 신호에 대해서, ExPRO는 중요 파라미터

를 추정하지 못하였으나 MuPRO에서는 정확하게 파라미터를 추

정하였다. 이로부터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법은 잡음과 샘플링 변

화에 보다 강인하게 파라미터를 추정함을 알 수 있다.

부분공간법을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추정한 결과, 대부분 신호

에 대해서 모든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제

동계수가 변화하거나 잡음이 부과된 경우에도 모두 오차범위 내

에서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신호에 잡음이 크게 포함된 

경우, N4SID에서 추정한 파라미터를 PEM 초기치로 사용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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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전계통과 PMU 설치 위치

Fig.  6  KEPCO system and PMU location

그림 7 선로 조류 (동서울변전소-곤지암변전소)

Fig. 7 Power flow (DSU S/S–GJA S/S)

그림 8 동서울변전소에서 계측한 계통 주파수

Fig. 8 System frequency at DSU Substation
브리드 방법이 더 정확하게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전력계통은 항상 부하변동과 같은 외란이 발생하고 회전 기기

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고유의 진동이 존재한다. 따라서 계통에

서 취득한 신호에는 랜덤잡음이 포함되어 있어 파라미터를 정확

하게 추정하기 위한 최적의 샘플링을 선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력계통에서 계측한 신호에서 진동 파라미터를 추정할 때, 잡음

과 샘플링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법이 더

욱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정상상태에서 취

득한 계통 신호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할 때, 부분공간 알고

리즘과 PEM을 혼합하여 적용하면 보다 정확하게 중요 파라미터

를 추정할 수 있다. 

7. 한전계통의 파라미터 추정과 고유치해석

7.1 한전계통의 PMU 데이터

최근 한전은 동서울변전소(DSU)와 아산변전소(AS) 등 중요 변

전소에 40기의 PMU를 설치하였다. 그림 6에는 PMU가 설치된 

변전소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설치된 PMU는 조류감시와 수도권 

전압 감시를 위해 수도권 중요 변전소에 설치하였다. 따라서 발

전기 동요나 광역 진동을 검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전계통에 설치된 40기 PMU에서 취득한 데

이터에서 진동모드를 추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동서울변전소의 

주파수와 선로조류를 그림 7-8에 나타내었다. 선로조류는 340 

[MW]를 기준으로 약 ±10[%] 변동을 하고 있고, 주파수는 

60[Hz]를 기준으로 정상범위에서 운전되고 있다.

7.2 한전계통의 파라미터 추정 초기 결과

한전계통에 40기의 PMU를 설치하기 이전에 광역전력계통 감

시시스템인 K-WAMS가 운용되고 있었다. K-WAMS는 PMU 기

능을 가진 i-PIU(intelligent power system information unit)와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43-44]. K-WAMS는 중요 변전소

에 설치된 i-PIU에서 계측한 전압, 전류, 주파수 등 기본 정보를 

이용해 실시간 계통 상황을 감시 및 계통 불안정현상을 예측하

고, 대규모 정전이 예상될 경우, 이를 조기 경보하는 시스템이다. 

한전계통에 설치된 i-PIU는 초당 1/60 샘플링비율, 계측오차 

±0.1[%], 측정시각 오차 ±1[μs]로 기본 데이터를 계측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현재 운용중인 40기 PMU의 결과와 비교

하기 위해서 i-PIU에서 취득한 데이터에서 추정한 한전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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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한전계통의 진동 모드 분포 (i-PIU data)

Fig. 9 Distribution of oscillation mode in KEPCO system 

(i-PIU data)

 

그림 10 선로 조류의 전력스펙트럼 밀도 

Fig. 10 Power spectrum density of line flow

파라미터 초기 추정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한다.

7.2.1 발전기 탈락시 취득 데이터

문헌 [47]에서는 i-PIU에서 취득한 데이터에 확장 Prony법을 

적용해서 한전계통의 저주파진동 파라미터를 추정한 결과에 대해

서 기술하고 있다. 보령지역 발전기 고장이 발생했을 때, 취득한 

데이터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문헌 [47]에 나타나 있

는 그림 4에서 고장직후 3주기 이내에 동요가 모두 사라져서 정

상적인 계통운영 상태에서 한전계통은 저주파진동이 크게 문제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고장 직후 계측한 데이터(시간구간 30초, 샘플링 0.1초)에서 

중요 모드로 0.633[Hz], 0.957[Hz], 1.318[Hz] 진동 모드를 추정

하였다. 모드 0.633[Hz]는 고장지점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고장의 영향을 적게 받고 각 변전소에서 고르게 추정되었기 때문

에 한전계통의 광역모드로 생각할 수 있으며 1.318[Hz] 모드는 

특정지역에서만 나타나므로 지역모드로 판단할 수 있다.

고장 직후 계측한 신호는 출력이 비교적 크게 변화하기 때문

에 추정한 파라미터도 크게 추정된다. 반면에 과도불안정이 제거

된 정상상태 출력은 그 변화가 매우 작다. 따라서 문헌 [47]에서

는 시간구간과 샘플링 비율을 각각 10초와 1/60초로 설정하고, 1

초씩 이동하면서 연속적으로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SNR(signal to 

noise ratio) 20 이상인 경우만 추출하였다. 그림 9에는 추정한 

모드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모드 분포에는 다양한 모드가 존재하

므로 주파수 대역을 기준으로 한전계통에 중요 모드를 다음과 같

이 구분한다.

   - Mode A : 0.43[Hz]±0.04[Hz] 

   - Mode B : 0.65[Hz]±0.04[Hz] 

   - Mode C : 0.92[Hz]±0.05[Hz] 

   - Mode D : 1.25[Hz]±0.05[Hz] 

그림에서 동서울변전소 모드 분포에는 Mode A와 Mode B 

대역에 중요 모드가 분포되어 있고, 아산변전소 모드 분포에서

는 Mode A와 Mode C 대역에 중요 모드가 분포되어 있다. 그

림에서 동서울변전소와 아산변전소의 모드 분포가 확실하게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서울변전소와 달리 아산변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모드로 Mode C가 추정되었는데, 서해안 지역 다수 

발전기가 아산변전소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보령지역 고장에 대

해서 아산변전소 모드 분포에서 Mode C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

타났다. 

신제천변전소 모드 분포에서는 Mode A와 Mode B 대역에 중

요 모드가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청양변전소 모드 분포에서는 

모든 모드가 고르게 분포되어 다른 변전소보다 더 다양한 모드들

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양변전소는 고장이 발생한 발

전소 근처에 있어 아산변전소와 같이 Mode C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서해안지역 발전기 탈락 고장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청

양변전소에서 취득한 신호가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

다. Mode A와 Mode B는 전체 변전소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

어 이 모드들이 한전계통의 광역모드임을 알 수 있다.  

7.2.2 순환 정전시 취득 데이터

순환정전은 전력공급량보다 부하수요량이 많을 때, 부하를 감

소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실행하는 정전으로 적절하게 실행하면 

전체 계통이 붕괴되는 대정전을 막을 수 있다. 2011년 9월 15일 

한전계통에 순환정전이 시행되었다. 당일 공급능력 7,071만 [kW]

이고, 예측한 최대수요는 6,400만 [kW]로 오전 11시까지 계통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오후 13시 이후 예비력이 급감하여 

부하변동에 따라서 주파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오후 15:11분부터 

순차적으로 총 500만 [KW] 긴급부하조정을 시행하였다. 

문헌 [48]에서는 순환정전 당일 i-PIU에서 계측한 데이터에 

스펙트럼 해석을 적용해서 한전계통의 저주파진동 파라미터를 추

정한 결과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스펙트럼 해석을 이용하여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주파수를 추정할 수 있는데, 본 논문

에서는 9.15 순환정전 당일 동서울변전소에서 측정한 시각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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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순환정전 동안 전력스펙트럼 

Fig. 11 Power spectrum for rolling blackout

Mode A

Mode B

그림 12 모드 분포 (오전 11:10~11:40)

Fig. 12 Mode Distribution (AM 11:10~11:40)

신호에 스펙트럴 해석과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법을 적용하여 한

전계통의 중요 모드를 추정한 결과에 대해서 기술한다. 9.15 순

환정전의 스펙트럼 해석에 대한 상세한 결과는 문헌 [48]에 기

술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40기 PMU 데이터에서 추정한 

결과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기술한다.

그림 10은 9.15 순환정전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8시까지 

동서울 변전소에 설치된 i-PIU에서 계측한 선로조류의 전력스펙

트럼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오전 11시 20분 경 주파수 0.68[Hz] 

스펙트럼이 매우 큰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간대

는 긴급부하조정을 시행할 때보다 더 크게 전력조류가 변화한 시

점으로 조류변동의 원인이 한전계통의 광역 저주파진동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주파수 0.68[Hz] 지배적인 진동 모드가 계통 동적특

성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긴급부하조정을 시행할 때와 해제 단계에서 선로조

류에 대한 전력스펙트럼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시간대에서는 

0.68[Hz] 모드가 사라지고, 주파수 0.4[Hz]~0.55[Hz] 부근의 스

펙트럼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부하차단 뿐만 아니라 재투입 단

계에서도 진동모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2는 오전 11시 10분부터 30분간 선로조류에 대해서 다

구간 파라미터 추정법을 적용하여 연속적으로 추정한 모드를 나

타내고 있다. 이 경우에서 그림 10에 나타난 전력스펙트럼과 같

이 주파수 0.68[Hz] 대역의 mode B가 집중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한 보령지역 고장에 대해서 다수 지역 신호에서 

광역모드 Mode A와 Mode B가 검출되었다. 9.15 순환정전시 계

측한 신호에서도 이들 모드를 검출하였는데, 특히 정상상태인 오

전 11:20분경에 Mode B가 활성화되어 계통이 크게 진동하였음

을 알 수 있다.

9.15 순환정전 당일 계측한 데이터의 스펙트럼 해석 및 모드 

해석한 결과, 전력예비력 부족으로 인한 계통주파수 변동뿐만 아

니라 저주파수 동요와 관련된 동적특성도 민감하게 변화함을 알 

수 있다. 9.15 순환정전에서 오후 14시부터 오후 16시 15분까지 

지속된 급격한 주파수 변동이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그러나 광

역 대정전 측면에서는 정상상태인 오전 11시 20분에 발생하여 

25분 정도 지속한 광역진동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기술 부족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9.15 순환정전은 주파수안정도와 미소신호안정도가 별개로 발생

한 매우 특이한 경우로 적절한 계통운영과 대응으로 WSCC 계통 

붕괴[7]와 같이 대정전을 피할 수 있었다.

7.3 정상상태 데이터에서 파라미터 추정

변전소에서 취득한 데이터는 발전기 고유의 진동모드를 판단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역간 진동 모드는 지역간의 조류 

불일치로 발생하므로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본 절에

서는 최근 한전계통에 설치된 40기 PMU에서 취득한 데이터에서 

파라미터를 추정한 결과에 대해서 기술한다. 취득한 데이터는 정

상상태에서 계측한 데이터이므로 그림 7-8에 나타난 선로조류나 

주파수 파형에서는 저주파 진동 모드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7.3.1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

정상상태에서 취득한 PMU 데이터에 대해서 제 4장에서 기술

한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식 (30)에서   

 으로 설정하고 구성한 다구간예측오차 다항식의 해를 구하

여 중요 진동모드를 추정하였다. 정상상태에서 취득한 데이터에

서 1초씩 이동하면서 연속적으로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SNR이 

20이상인 경우의 파라미터들을 그림에 표시하였다. 

모든 PMU 계측 신호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서인천과 아산 및 신태백 변전소에서 계측한 신호에 대해

서 추정한 모드와 residue를 그림 13-15에 나타내었다. 다른 변

전소 신호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모든 변전소에서 

Mode B와  Mode C가 추정되었다. 또한 1.4 [Hz]와 1.8 [Hz] 

근처의 모드들도 다수 추정되었는데, 이 주파수대는 지역모드의 

주파수 대역이다. 그런데 모든 변전소의 신호들에서 추정된 것은 

이들 모드가 한전계통의 지역모드 보다는 2배수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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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B

Mode C

                   (a) mode                         (b) residue

    그림 13 서인천변전소 모드와 residue

    Fig. 13 Seoincheon S/S mode and residue

Mode B

Mode C

                (a) mode                            (b) residue

    그림 14 아산변전소 모드와 residue

    Fig. 14 Asan S/S mode and residue

Mode B

Mode C

                (a) mode                             (b) residue

    그림 15 신택백변전소 모드와 residue

    Fig. 15 Shintaebak S/S mode and residue

ghost 모드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모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

해서는 발전소에서 계측한 신호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13에 표시된 모드들은 그림 14나 그림 15보다 더 조밀

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서인천변전소 신호에서 중요 주파수

가 더 많이 추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서인천변전소에 연계된 

발전소들이 Mode B와 Mode C에 강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상상태 신호에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법을 적용

해서 중요 모드를 추정할 수 있고, 모드에 크게 영향을 주는 발

전기를 근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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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4SID                             (b) Hybrid

그림 16 서인천변전소에서 추정한 모드

Fig. 16 Estimated mode in Seoincheon S/S

(a) N4SID                            (b) Hybrid

그림 17 아산변전소에서 추정한 모드

Fig. 17 Estimated mode in Asan S/S

(a) N4SID                             (b) Hybrid

그림 18 신태백변전소에서 추정한 모드

Fig. 18 Estimated mode in Shintaebak S/S

7.3.2 부분공간법을 이용한 파라미터 추정

정상상태에서 취득한 PMU 데이터에 대해서 제 5장에서 기술

한 부분공간법을 적용하여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N4SID와 하이브리드 방법(N4SID+PEM)을 적용하여 파라미터

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그림 16-1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

나 있는 모드들은 샘플링 0.1[s], 시간구간 30분 데이터를 입력

하고, 이동시간을 1분으로 설정하고 연속적으로 파라미터를 추정

한 결과를 누적한 것이다.

부분공간법에서도 모든 PMU 계측 신호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는데 다구간 법과 비교하기 위하여 서인천과 아산 및 신

태백 변전소에서 계측한 신호에 대해서 추정한 모드만 그림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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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인천CC

(b) 인천TP

그림 19 주파수응답 (서인천변전소 선로 3,4) 

Fig. 19 Frequency response(Seoincheon S/S Line 3,4) 

method Line freq magnitude angle

PSD

 

6051-L2

0.678 4.059

0.894 2.094

1.444 1.506

 

3023-L3

0.678 19.737

0.894 9.921

0.906 6.407

1.406 6.954

CSD

 

6051-302

3

0.678 6.437 63.157

0.894 3.097 319.177

1.402 1.536 191.668

표   5 선로조류에 대한 PSD와 CSD

Table 5 PSD and CSD for line flow

그림 20 전력스펙트럼 밀도(6051, 3023) 

Fig. 20 Power spectrum density(6051, 3023) 

타내었다.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변전소에서 

Mode B와  Mode C를 추정하였고  N4SID와 Hybrid 법 모두 중

요 모드를 추정하였다. 그림에서 N4SID에서 추정한 모드는 집중

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Hybrid 법에 의해서 추정한 모드는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부분공간법에서도 앞에서 기술한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법과 유사한 결과를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상상태 신호에 부분공간법을 적용해서 신호에 

계통의 중요 진동 모드를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9는 부분공간법에서 추정한 모델을 이용해서 계산한 주

파수 응답이다. 서인천변전소와 연계된 신인천 CC와 인천 TP에 

사이의 선로 조류에서 계산한 주파수응답으로 각 변전소에 연결

된 발전기들이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응답이 차이가 있다. 신인천 

CC에서는 Mode B가 중요하게 추정된 반면 인천 TP에서는 

Mode B와 Mode C가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주파수응답에

서 첨두치가 날카롭게 나타날수록 제동계수가 작다. 그러므로 서

인천-인천 TP 선로의 모드들이 더 허수축에 근접하고 있고, 제

동특성이 불량함을 알 수 있다. 

7.3.3 스펙트럴 해석

정상상태에서 취득한 PMU 데이터에 대해서 제 5장에 기술한 

스펙트럴 해석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표 5와 그림 20에 나타내

었다. 표에 나타나 있는 스펙트럴 해석 결과들은 샘플링 0.1[s], 

시간구간 60분으로 설정하고 계산한 것이다. 모든 변전소에서 계

측한 신호에 대해서 PSD와 CSD를 추정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신태백 변전소(6051)와 신시흥 변전소(3023) 결과만 나타내었다. 

PSD와 CSD 스펙트럼의 크기가 가장 큰 주파수는 0.678 [Hz]이

다. 이로부터 신태백과 신시흥 변전소는 0.678 [Hz] 모드가 중요

모드이고 상호 진동하는 모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0.894 [Hz] 

부근의 모드도 비교적 크게 추정되었다. 주파수 0.678 [Hz]와 

0.894 [Hz]는 위에서 기술한 Mode B와 Mode C에 대응하는 주

파수들이다. 주파수 0.678 [Hz]의 CSD 위상은 63.157∘로 예상치

보다 작은 위상차를 가지고 있다. 변전소에서 계측한 신호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변화하는 위상을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한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20-21에는 PSD와 CSD를 나타내고 있는데 Mode B와 

Mode C 부근에 큰 스펙트럼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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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No.

Eigenvalue Freq

(Hz)

Damping

(%)
Dominant State

Real Imag

1 -0.2236 3.9364 0.6265 5.67 29252 : 고리4G  22.0 :

2 -0.1825 5.0091 0.7972 3.64 27155 : 영광5G  22.0 :

3 -0.3751 6.4215 1.0220 5.83 25692 : 영월GT2 18.0 :

4 -0.3968 6.7362 1.0721 5.88 28152 : 월성2G  22.0 :

5 -0.3920 6.6059 1.0514 5.92 29251 : 고리3G  22.0 :

표    6 한전계통의 고유치 계산 결과 

Table 6 Eigenvalue of KEPCO system 

그림 22 광역모드(0.63 [Hz])의 mode shape

Fig. 22 Mode shape of wide area mode(0.63 [Hz])

그림 23 광역모드(0.797[Hz]) mode shape

Fig. 23 Mode shape of wide area mode (0.797[Hz])

그림 21 상호스펙트럼 밀도(6051-3023) 

Fig. 21 Cross spectrum density(6051-3023)

부터 한전계통에는 Mode B, Mode C의 광역모드가 존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7.4 한전계통의 고유치해석

고유치해석은 계통의 선형모델로부터 계통상태행렬의 고유치

를 계산하는 것이다. 고유치해석을 통해서 계통의 진동모드를 파

악할 수 있고, 다양한 제어기를 설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1년 첨두부하시 한전계통의 기기데이터와 조류계산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유치와 고유벡터를 계산하였다. 고유치 계산 프로그

램인 Powertech 사의 SSAT[49]를 이용하여 고유치를 계산한 결

과를 표 6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eigenvalue”는 고유치를 나타내

고 “freq”는 주파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damping”은 제동비를 

의미하고, “dominant state”는 가장 영향이 큰 발전기를 나타내

고 있다.

한전계통의 고유치를 계산한 결과, 다양한 모드들을 추정하였

다. 그 중에서 제동특성이 취약한 모드는 모드 1(0.626 [Hz])과 

모드 2(0.797 [Hz])이다. 제동특성이 취약한 모드 1은 5.67% 제

동비를 가지고 있고, 모드 2는 3.64% 제동비를 가지고 있다. 모

드 1에 대응하는 우고유벡터에서 고리 4G의 각속도에 대응하는 

상태변수가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고, 모드 2에서는 영광 5G의 

각속도에 대응하는 상태변수가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모드 1은 고리지역 발전기, 모드 2는 영광지역 발전기가 주로 

진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모드에 대해서 각각 고유벡터 결과를 그림 22-23에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모드 1은 남동지역(고리/울산/월성)과 서인천지

역(서인천/인천) 발전기들이 서로 진동하고 있는 지역간 진동모

드이고, 모드 2는 남동지역(고리/울산/월성)과 남서지역(영광/광

양) 발전기들이 서로 진동하고 있어 동서간에 진동하는 지역간 

진동모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4에는 서로 진동하는 지역과 모

드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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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한전계통의 광역모드 

Fig. 24 Wide area mode in KEPCO system

data Method Mode A Mode B Mode C Mode D

발전기탈락시 ExPRO O O O O

순환 정전 시
spectral O O - -

ExPRO O O - -

정상 상태

(PMU 40)

MuPRO - O O △

subspace - O O △

spectral - O O △

eigenvalue - 0.626 0.797 -

* Mode A : 0.43[Hz]±0.04[Hz]

* Mode B : 0.65[Hz]±0.04[Hz] 

* Mode C : 0.92[Hz]±0.05[Hz] 

* Mode D : 1.25[Hz]±0.05[Hz]

표    7 한전계통의 저주파 진동 검출 결과 요약

Table 7 Detection results of LFO in KEPCO system 

7.5 한전계통의 저주파진동 결과 분석 및 요약

본 논문에서는 한전계통에서 계측한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저

주파진동(low frequency oscillation, LFO) 파라미터를 추정한 결

과와 한전계통의 선형모델에서 계산한 고유치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표 7은 이들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보령지역 발전기 탈락 고장시 취득한 PMU 데이터에서 중요 

모드로 Mode A~Mode D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9.15 순환정전 

시 취득한 PMU 데이터에서는 오전 11시 20분경에 Mode B가 

집중적으로 추정되었고, 오후 긴급부하조정 단계에서는 Mode A

가 집중적으로 추정되었다. 순환정전 당시 Mode B가 크게 나타

날 때는 예비력 감소 외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다. 따라서 특

정한 계통운영 환경에서 작은 용량의 설비투입이나 부하변동 또

는 조류변화가 광역모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전계통에 설치된 40기 PMU에서 취득한 정상상태 데이터에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법과 부분공간법 및 스펙트럴 해석을 적용

한 결과, Mode B와 Mode C를 추정하였다. 이외에도 1.4[Hz], 

1.75[Hz] 부근의 모드들도 추정하였으나 이들 주파수대는 지역모

드이므로 실제 모드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에

서 계측한 데이터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전계통의 선형모델에서 고유치를 계산한 결과, 다양한 모드

들을 추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제동특성이 취약한 모드로 주파수 

0.626 [Hz] 모드와 주파수 0.797 [Hz] 모드를 추정하였다. 고유

벡터를 통해서 0.626 [Hz] 모드는 남동지역과 서인천 지역이 상

호 진동하고 있고, 0.797 [Hz] 모드는 남동지역과 남서 지역이 

서로 진동하는 광역모드임을 알 수 있다.

다양한 환경에서 계측한 PMU 데이터에서 광역모드인 Mode 

B를 추정하였는데, 선형모델에서는 0.626 [Hz] 모드를 계산하였

다. 선형모델과 계측한 데이터에서 추정한 모드가 다소 편차가 

있으나 한전계통에 광역모드인 Mode B가 잠재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PMU 데이터에서는 주파수 0.9 [Hz] 근처의 

Mode C를 추정하였는데, 선형모델에서는 0.797 [Hz] 모드를 추

정하였다. 추정한 파라미터와 선형모델을 이용한 고유치 계산 결

과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7.5.1 한전계통의 모델 오류와 수정 

계측한 데이터에서 추정한 모드는 다양한 계통 환경에서 계측

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른 특성을 가진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추

정한 결과이므로 데이터 오류나 알고리즘 오류일 가능성은 낮다. 

다만 변전소에서 계측한 데이터이므로 정확한 발전기 진동 모드

들 추정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선형모델에서 계산한 고유치는 모

델과 설정한 파라미터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따

라서 계측 데이터에서 추정한 모드와 고유치의 편차는 본 논문에

서 적용한 한전계통의 선형모델(기기모델이나 선로데이터)이 부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광역모드로 판단되는 모드들의 오차

는 기기모델보다는 선로데이터의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

은 모델 오차는 문헌 [50]에 기술되어 있는 고유치 감도나 고유

치 perturbation를 통하여 부정확한 모델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으나 현재 대규모계통에 적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어 한전계통에 적용하기 어렵다. 

그 동안 한전계통의 중요 발전기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기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발전기와 여자기 등 제어시스템

의 모델 데이터는 부분적으로 신뢰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선로

정수를 포함한 네트워크 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이 필요하다. 정확한 계통계획과 운용을 위해서는 정밀한 모델 

데이터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재 한전계통 계획과 운용에 적용

하고 있는 전반적인 모델 데이터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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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정상상태 저주파진동 상정사고 해석 

과도안정도나 전압안정도와 같은 지역적인 문제는 고장 원인

이 명확하기 때문에 상정사고 해석과 고장에 대한 대응이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9.15 순환정전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주파수 안

정도 문제는 국부적인 부하차단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면 전체 계

통이 붕괴되는 대정전을 막을 수 있다. 

시스템해석 측면에서 과도안정도는 과도상태해석 범주에 포함

되고, 저주파진동 해석은 정상상태해석(steady state analysis)에 

포함되므로 주로 고유치 해석에 의존한다. 한전계통에서 발전기 

탈락 고장시 계측한 신호(문헌 [47] 그림 4 참고)에서 고장직후 

진동이 모두 3주기 이내 감쇄하여 한전계통에 설치되어 있는 

PSS(Power system Stabilizer)가 적절하게 동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발전기에 설치되어 있는 PSS는 지역모드의 제동

특성 향상에는 큰 효과가 있지만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서 광역모

드의 제동특성 개선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한전계통의 9.15 순환정전에서 11시 20분경부터 저주파진동

(Mode B, 주파수 0.68 [Hz])이 발생하여 20분 이상 지속되었다

(그림 10). 이와 같은 저주파진동은 과도안정도나 전압안정도에 

비해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저주파진동 검출 알고리즘에서 알람

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시간으로 계통운용자가 인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광역진동을 인지했어도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응책이 

없다.

현재까지 9.15 순환정전에서 어떤 요인이 한전계통의 광역모드

인 Mode B를 활성화 시켰는지 그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

다. 발전기 탈락이나 투입, 대규모 부하 투입이나 탈락, 또는 선

로탈락 등과 같은 외란이 발생하면 광역진동은 활성화될 수 있

다. 9.15 순환정전 사례에서 한전계통에서도 광역진동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저주파진동이 활성화되면 발전기나 

제어기들에 부담을 주고, 조류의 불균형을 야기해서 선로에 부담

을 준다. 그리고 국부적인 고장으로 광역모드에서 sync 

breakdown phenomenon[15]이 발생하면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전계통의 저주파진동에 대한 다양한 조건에서의 

상정사고 해석을 통해서 광역모드가 활성화 될 때, 제동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발전량 변화, 부하변화, 선로조류변화, 제

어기설계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한전 계통은 제동특성이 매우 양호하여 

광역진동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전계통에 잠재되

어 있는 광역모드는 특정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활성화 될 수 있

기 때문에 계통 계획과 운용 측면에서 상시 주목할 필요가 있으

며, 상정사고 해석을 통해서 광역진동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8. 결  론

이 논문은 한전계통에 설치되어 있는 PMU에서 취득한 데이터

로부터 한전계통에 잠재해 있는 중요 진동모드를 추정하고, 선형

모델에서 계산한 고유치와 비교한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선형해석에서 고유치와 관련된 좌우고유벡터와 참여율 및 

residues는 계통 해석과 제어기 설계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데, 계측한 신호에서 이들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취득한 신

호에서 추정한 모드와 고유치와의 관계 및 residue와 고유벡터 

관계를 정립하였다. 

본 논문은 전력계통에서 계측한 신호에서 저주파 진동을 검출

하기 위하여 다구간 파라미터 추정 방법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확장 Prony 법과 비교하였다. 계통에서 취득한 신호에서 다른 시

간구간에 동일 모드가 존재하면, 각 시간구간에 대한 예측오차다

항식들의 계수들을 합하여 새로운 다구간 예측오차다항식을 형성

할 수 있다. 다구간 예측오차다항식의 해에는 각 시간구간에 포

함된 중요 모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 번의 미지수 계산에서 

다수의 시간구간에 포함된 중요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다. 다

구간 파라미터 추정법은 정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

인 알고리즘이며, 전력계통의 저주파 진동 해석에 적합한 알고리

즘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정상상태에서 계측한 신호에서 예측오

차법과 부분공간법을 적용하여 중요 파라미터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부분공간법을 독립적으로 적용해도 비교적 

정확하게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부분공간법에서 추정한 파라미

터를 예측오차법의 초기치로 사용한 하이브리드 방법이 가장 정

확하게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다구간 파라

미터 추정법과 부분공간법을 이용한 파라미터 추정 방법들을 상

호 비교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스펙트럴 해석법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양한 파라미터 추정 방법을 시험함수와 

한전계통에 적용한 결과, 정확하게 중요 파라미터를 추정하였고, 

이를 한전계통의 선형모델에서 계산한 고유치와 비교하였다. 계

측 데이터에서 추정한 모드와 선형모델에서 추정한 모드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였는데, 한전계통 해석과 운용에 적용하고 있는 전

반적인 모델 데이터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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