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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O 기반 동기발전기 시스템 모델정수 추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arameter Estimation of the Synchronous Generator System

based on the Modified P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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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includes a method for estimating the parameter of a synchronous generator and exciter using the 

modified particle swarm optimization. A solid round rotor synchronous generator and exciter have been modeled with the 

saturation function. They are regarded as state of being cooperative to a infinite bus. The behavior characteristic of all 

particles assigned to a parameter needs to be reflected in the PSO algorithm to fine out more close result to the optimal 

solution.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to estimate the parameters of the synchronous generator and exciter in the modified 

PSO algorithm are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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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력계통의 동요에 따른 동기발전기의 응동 특성은 동기발전

기 시스템이 갖고 있는 제정수의 영향에 따른 결과로서 발전기의 

단자전압, 여자시스템의 계자전압과 계자전류는 전력계통의 동요 

현상을 잘 나타내는 성분이 된다. 이러한 특성은 정의된 동기발

전기 시스템의 시정수를 포함하는 전달함수로 설명될 수 있으며,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발전기의 포화

에 따른 비선형 특성과 2차 미분방정식의 풀이는 쉽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전력계통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동기발전기 시

스템에서 실측된 신호와 일치할 수 있는 정의된 모델의 출력을 얻

는 것은 전력계통의 동요 현상을 잘 표현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모든 조합의 모델정수를 탐색함으로서 최적화된 모델정수를 추정

할 수 있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입력과 출력은 명확한 반면, 내부 

설정 상태가 부정확한 시스템(Gray System)에서 최적화된 모델정

수를 탐색하는 기법으로 사회적 행동 양식에 기반한 확률적 최적

화 이론인 입자군집최적화(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알

고리즘을 활용한 최적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PSO 알고

리즘(Algorithm)은 다 변수 최적해를 구하는데 다른 최적화 기법

에 비해 수행 속도가 빠른 장점을 갖고 있어 신속한 결론을 얻는데 

유리하므로 동기발전기 시스템의 모델정수 추정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새로운 해석 기법의 개발은 

전력계통의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중요 해석 자료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어시스템의 최적 조정을 위한 기준 자료를 확

보할 수 있어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 동기발전기 시스템이 무한대 모선에 연계된 조건

으로 모델링하고, 운전조건과 일치하는 등가위치(Equilibrium 

Point)를 구하기 위해 고유치 해석(Eigenvalue Analysis)하여 모

델의 상태변수를 초기화하고 모의시험을 수행하였다. 실측 자료

를 기준신호로 하여 이와 일치하는 정의된 모델의 출력이 발생되

도록 모델정수의 해석공간을 탐색하여 최적해를 추정하였으며, 

해석기법과 추정결과의 성능평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술하였다. 

2. 본  론

2.1 시스템 모델링

동기발전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모델은 PSS/E, Siemens 

그림 1 동기발전기, 여자기와 네트워크 모델 구성 

Fig. 1 Synchronous Generator, Static Exciter and Power 

Network Syste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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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Inc.,에서 제공하는 표준모델을 적용하고, MATLAB 

SIMULINKTM 공학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델링한다. 원

통형 동기발전기, 정지형 여자시스템(Static Excitation System), 전

력계통 및 터빈-조속기 장치와의 신호전달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표현된다. 

(a) 원통형 동기발전기

500MW급 수소-수 냉각형 동기발전기(Hydro-Water Cooled 

Synchronous Generator)의 모델은 종류가 다양하나 표준모델은 

초기과도 리액턴스 기반의 원통형 회전자를 가진 동기발전기로서 

그림 2와 같이 상태 공간 모델은 GENROU가 사용된다[1]. 

그림 2 원통형 동기발전기 모델 (GENROU)

Fig. 2 Round Rotor Synchronous Generator Model (GENROU)

동기발전기의 무부하 포화곡선은 정격전압과 정격전압의 1.2배

에 위치하는 계자전압의 관계로서 그림 3에 나타낸 두개의 위치

를 지나는 이차방정식으로 가정한다. 

그림 3 무부하 포화곡선에서 포화계수

Fig. 3 Saturation Coefficient under No-load condition

포화계수 와 는 포화곡선 위에 놓여있는  ,   

위치에 해당되므로 입력 에 대한 두 개의 쌍  와  

으로 정의되고 식(1)-(3)과 같이 표현된다[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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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지형 여자기 (Static Exciter)

동기발전기 단자전압에서 여자변압기와 정류기를 통해 계자권

선에 전류를 공급하는 직접여자(Bus-fed Excitation System) 방

식을 사용하는 1,850kW 급 정지형 여자기의 상태 공간 모델은 

ESST4B 규격으로 그림 4와 같다[1, 8]. 

그림 4 정지형 여자기 모델 (ESST4B)

Fig. 4 Static Exciter Model (ESST4B)

(c) 1기 무한대 모선 (Single Machine Infinite Bus)

동기발전기는 송전선로를 통해 전압과 주파수가 일정한 무한

대 모선(Infinite Bus)에 연계된 상태를 가정한다. 

그림 5 1기 동기발전기와 무한대 모선

Fig. 5 Single Machine and Infinite Bus

전력계통의 모선전압과 전류는 폐로방정식(Loop Equation)이

나 절점방정식(Node Equat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 독립적인 절

점방정식의 수가 회로방정식에 비해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

호된다. 절점 어드미턴스 행렬(Node Admittance Matrix) 형태의 

계통방정식은 식(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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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동기발전기와 전력계통간 기준 좌표변환

Fig. 7 Convert to reference coordinate between Synchronous 

Generator and Powe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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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절점의 총 숫자

  : 절점 의 자기 어드미턴스

  : 절점 와  간의 상호 어드미턴스

  : 절점 에 대지간 전압

   : 절점 에서 계통으로 유입되는 전류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 과 내부 임피던스에 따른 단자전

압  , 무한대 모선전압 와 송전선로의 계통전압   그리고 

각 절점에서 정상과 영상 어드미턴스(Positive and Zero 

Sequency Admittance,  )에 의한 부하 또는 고장전류 를 고

려한 관계식은 식(5)∼(7)과 같이 표현되고, 전압과 전류의 직축

과 횡축 성분은 식(8)와 같이 정리된다. 계통 어드미턴스 행렬의 

모델은 그림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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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계통 어드미턴스 행렬 모델

Fig. 6 Admittance Matrix Model of Power Network

전력계통과 동기발전기간 기준단위 환산은 계통 표준용량과 

동기발전기간 비율(1000MVA/612MVA)로 계산되며, 식(9),(10)에 

나타낸 회전좌표계의 변환을 통해 동기발전기와 전력계통간 전달

되는 신호를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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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터빈 발전기 동요방정식

부하의 증가로 인한 발전기 출력의 변화는 회전자 질량의 관

성으로 결정되는 비율로 회전자 속도는 감소하지만 조속기를 통

해 터빈의 기계적인 출력이 증가되어 주파수는 정상으로 복귀된

다. 터빈-발전기의 관성정수는 주파수의 초기 변화를 억제하는 

요소로 회전 질량의 운동에너지(Kinetic Energy, )와 기기의 

정격용량(Rated Capacity, )의 비율로서 시간(sec)으로 표현

된다. 


 

     
 (11)

  


  


 ․   (12)




   (13)

터빈의 축 동력(Shaft Power)과 동기발전기의 출력 간 편차로 

인해 가속 토크(Acceleration Torque)가 발생하고, 관성정수

(Inertia Constant, )와 제동계수(Damping Coefficient, )로 

인한 부하각(Load Angle)의 변화는 터빈-발전기 동요방정식

그림 8 터빈 발전기 동요방정식 모델

Fig. 8 Swing Equation Model of Turbine-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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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ng Equation)으로 그림 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모의시험

에서는 AVR의 스텝 응답시험을 고려하므로 터빈 출력은 일정한 

상태로 가정한다.

2.2 Modified Particle Swarm Optimization (MPSO)

PSO 알고리즘은 진화형 계산기법의 일종으로 1995년 

Eberhart와 Kennedy 에 의해 제안되었다. 새, 벌 또는 물고기와 

같은 군집(Swarm)에서 사회적 행동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최적

해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이다. 즉, 무리가 먹이를 찾아가는 과정에

서 무리 전체가 정보를 공유한다는 가설과 무리 내부의 각 개체

가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과 무리 전체에서 공유하고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행동한다는 개념을 최적화 과정에 도입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계산 시간이 짧으며 대

량의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연속형과 비연속형의 문제에 

적용이 가능하다. 

군집 내에서 각각의 개체(Particle)는 다중 탐색 공간에서 하나

의 벡터(Vector)로 표현되며, 다음에 위치할 속도벡터(Velocity)를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각각의 개체는 현재의 속도, 

지금까지 탐색된 최적해와 군집에서 탐색된 전역 최적해 방향으

로 자신의 속도를 갱신한다. PSO 알고리즘은 고정된 횟수나 요구

되는 평가지수(Performance Index)에 따라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가 만족될 때 까지 반복 수행하게 된다. 탐색공간의 차

원과 군집의 개체는 위치벡터   ⋯와 속도벡터 

  ⋯로 표현된다. 개체가 탐색한 지역적인 최적해 

  ⋯와 지금까지 탐색된 전역 최적해 

  ⋯로 정의되며, 개체의 위치와 속도벡터는 

식(14),(15)에 의해 갱신되어 진다[4-6].

 
 ․     (14)

 
  

  
  (15)

개체가 탐색 공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 차원 마다 개체의 제

한치가 설정되어야 하며 이는 모델정수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된다. 각 개체는 군집으로 지정된 모든 개체가 서로 정보를 공유

하는 전체적인 위상 특성(Fully Topology)을 가지며, PSO 알고리

즘의 매 처리 단계에서 지역적 최적해인 와 전역적 최적해

인  방향으로 자신의 위치를 갱신하게 된다. 2004년 Haupt

에 의해 제안된 관성계수(Inertia Coefficient, )는 모든 개체를 

효과적으로 수렴시키기 위해 정해진 최대 반복 횟수 까지 선형적

으로 감소하는 값으로 식(16)과 같이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관

성계수는 “1”에서 “0”까지 감소하는 값을 갖는다.

 max 



max
max min 


×  (16)

여기서  max : 초기 관성계수

        min  : 초종 관성계수

          : 최대 반복 횟수

         : 현재 반복 횟수

PSO 알고리즘은 다음에 기술한 7단계로 수행되며, 탐색 영역

의 한계로 인해 실행 가능한 영역이 제한되므로 갱신된 새로운 위

치벡터 가 해석 공간을 벗어나는 제약 위반시 해석 공간의 경계

에 고정시키거나, 해석 공간의 경계에서 반사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Step 1: PSO의 다양한 변수를 설정한다.

 Step 2: 무작위로 위치와 속도를 갖는 개체를 초기화

 Step 3: 최적화 목적함수를 평가

 Step 4: 지역 최적해인 의 개체 적합도 비교

 Step 5: 최적해를 가진 개체를 전역 최적해 로 인식

 Step 6: 식(14),(15)에 따라 새로운 속도와 위치를 계산

 Step 7: 정지 기준치가 만족할 때까지 3∼6 단계 반복 수행

상태 공간 방정식의 고유치 해석을 통해 속도와 위치벡터를 

갱신할 수 있도록 Clerc는 긴축지수(Constriction Factor, )를 

제안하였다. 기본적으로 PSO 알고리즘은 전역 최적해를 구하기 

위해 목적함수를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모든 개체가 자연적으로 

수렴되도록 동작된다. 관성계수 를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비율

로 개체의 탐색 범위를 강제하여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빠

르게 개체를 수렴시킬 수 있다. 그러나 모델의 특성에 따라 수렴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지역적인 최적해에 고립될 수 있다. 따라

서 개체의 자연적인 수렴 특성에 개체의 탐색 범위의 감소 비율

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방식의 긴축지수를 식(17)-(19)와 같이 적

용하였다[5-8].

 
  

 
 

 
  (17)

  
  

  
  (18)

   


 (19)

여기서   , 

모든 개체는 목적함수에 의해 평가된 적합치(Fitness Values)

의 오차에 따라 속도벡터가 갱신된다. 여기서 목적함수는 적분된 

오차제곱을 최소로 하는 값으로 식(20)과 같이 정의하였다. 

기준신호는 현장시험을 통해 실측된 동기발전기의 단자전압과 여

자시스템의 계자전압, 계자전류이며, 정의된 모델에서 추정된 각 

신호와의 편차를 구하여 계산한다. 해석의 정밀도를 위해 모든 평

가치는 동일한 가중치(Weighted Factor)가 적용되어야 하며, 신호

의 과도 기간 동안 곡선적합(Curve Fitting)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식(24)와 같이 추가의 가중치가 부여할 수 있다[9, 10].







 

 i f ․  (20)

  ＿ ＿ (21)

  ＿ ＿ (22)

   ＿ ＿ (23)

  ＿ ＿ ＿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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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목적함수의 오차 계산

Fig. 9 Deviation Calculation of Objective Function 

(a)  변수와 발전기 전압 평가치의 상관관계

(b)  변수와 여자기 전압 평가치의 상관관계

(c)  변수와 여자기 전류 평가치의 상관관계

그림 10 모델정수와 평가치의 상관관계

Fig. 10 Correlation between Model Parameter and Fitness 

Value

    ＿ ＿ ＿ ＿
    ＿ ＿ ＿ ＿

여기서 

 : 실측된 신호와 추정된 신호간 동기발전기 단자전압 오차

 : 실측된 신호와 추정된 신호간 여자시스템 계자전압 오차

i f : 실측된 신호와 추정된 신호간 여자시스템 계자전류 오차

 : 과도 기간 동안 실측된 신호와 추정된 신호간 전압 오차

  : 감도 계수(Sensitivity Coefficient)

목적함수에서 오차의 계산은 그림 9에 나타낸 것과 같이 단위 

시간에서 발생한 두 신호간 편차의 제곱을 한 주기 동안 적분한 

값을 적용한다.

하나의 개체는 -차원의 변수(Parameter)를 가지며, 각 변수

가 모델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다. 하나의 개체가 

포함하고 있는 각 변수에 할당되는 개체와 목적함수에 의해 평가

된 적합치와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발전기 단자전압, 여자시스템

의 계자전압 또는 계자전류에 대해 강한 관계성을 갖는 변수들이 

확인된다. 약한 상관 특성을 갖는 개체는 지역해(Local Solution)

의 탐색 범위를 제한하고, 전역해(Global Solution)의 가중치를 

높여 탐색 범위가 증가되도록 하고, 강한 상관 특성을 갖는 변수

에는 지역해의 속도벡터가 가중되도록 식(25)-(28)과 같이 수정

된 PSO를 적용하였다[8-10].

 
  

 
 

 
  (25)

  max (26)

     i f  (27)

   
    

for  for  ≥  (28)

하나의 변수에 할당되는 모든 개체는 목적함수의 결과에 따라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다르게 나타난다. 여자시스템 

변수()의 경우 적합치를 최소화하는데 발전기 전압에 비해 

계자전압과 계자전류와 상관계수는 더 높게 나타난다[7]. 이러한 

특성은 표 1과 같이 가중치로 계산될 수 있으며, 매 해석 단계에

서 파라미터에 할당되는 모든 개체의 지역해에 가중하여 관계성

이 높은 개체의 탐색 범위를 크게 할 수 있고 식(28)과 같이 다

양한 조정이 가능하다.

PSO 알고리즘에 의해 개체는 새로운 위치로 갱신되므로 목적

함수에 의해 평가된 적합치와 상관계수는 동일한 값으로 계산되

지는 않는다.

Paramet

er

Gen. Volt


Exciter 

Volt 
Exciter 

Current 
Weighted 

Factor

 -0.395761 0.692410 -0.073758 0.502705

 0.816812 -0.598635 -0.895905 1.000000

 -0.064958 0.028826 0.074740 0.072911

 -0.097926 0.152932 0.074471 0.140753

 -0.136070 0.006446 0.081943 0.097112

 -0.014162 -0.045809 -0.041983 0.044110

 0.053509 -0.050604 -0.120362 0.097118

표  1 여자시스템 변수와 평가치의 상관관계

Table 1 Correlation between Static Exciter Parameters and 

Fitness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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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동기발전기 시스템 모델정수 추정 흐름도

Fig. 11 Flow Diagram of Estimating Model Parameters

그림 12 목적함수의 변화 이력

Fig. 12 History Trend of Fitness Function

그림 13 무부하 2% AVR Step 응답 신호 비교결과

Fig. 13 2% AVR Step Response under No-load Conditions

        

그림 14 부하 2% AVR Step 응답 신호 비교결과

Fig. 14 2% AVR Step Response Results under load Conditions

그림 15 동기발전기 시스템 모델정수 추정 이력

Fig. 15 History Trend of Model Parameters

3. 동기발전기 시스템 모델정수 추정

3.1 모델정수 추정결과

일반적으로 발전기 무부하 운전 특성은 계통안정화장치(Power 

System Stability, )가 Off 된 조건에서 ±2% AVR 스텝 응

답시험 결과로서 포화특성을 포함하는 동기발전기의 제정수를 구

할 수 있다[3]. 

현장시험에서 실측한 자료를 기준신호로 하여 정의된 모델에

서 출력된 신호와 오차가 최소화되는 최적해에서 모델정수를 추

정한다. 무부하 운전조건에서는 여자시스템의 일부 모델정수와 

포화계수를 구할 수 있으며, 부하 운전조건에서 등가운전 상태와 

일치하도록 고유치 해석을 통해 정의된 모델의 상태변수를 초기 

설정하고, 그림 11과 같이 동기발전기와 여자시스템의 모델정수

를 상호 보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최적해를 구하는 기법을 적용하

였다[9-11].

PSO 모의시험은 정지 기준까지 반복적으로 수행되며, 목적함

수는 그림 12와 같이 일정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감소된다. 이는 

해석 과정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상대적으로 추정결과

에 대한 정밀도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6].

무부하 2% AVR 스텝 응답시험에서 실측된 단자전압과 계자

전압을 기준신호로 하여 정의된 모델에서 출력된 추정된 신호와 

곡선적합을 통해 비교한 결과는 그림 13과 같이 매우 근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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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Maker

(Set value)
Field Test

Estimated
(PSO)

 1.980 2.199 1.939797


′ 0.250 0.257 0.197596


′ 4.161 7.500 9.325808


″ 0.197 0.228 0.184339

 0.142 0.142 0.178688


″ 0.031 0.048 0.049497

 1.890 1.597 1.848033


′ 0.443 0.393 0.379962


″ 0.197 0.228 0.184339


′ 0.600 0.915 0.591481


″ 0.060 0.050 0.057897

 0.097 0.100 0.048073

 0.304 0.238 0.292551

표  2 동기발전기 모델정수 추정결과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Synchronous Generator’s Estimated 

Parameters

Parameter
Maker

(Set value)
Field Test

Estimated
(PSO)

 3.97 4.50 5.111331

 3.97 4.50 2.254640

 0.01 0.01 0.010581

 1.00 1.00 1.177591

 0.00 0.00 0.489566

 0.00 0.00 0.215833

 0.00 0.00 0.099882

 5.04 5.04 2.739686

 0.00 0.00 0.521735

 0.17 0.17 0.538389

 0.00 0.00 0.311701

표  3 여자시스템 모델정수 추정결과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Static Exciter’s Estimated Parameters

Performance 
Index

Generator 
Voltage

Exciter 
Voltage

Exciter 
Current

 0.000696 0.012024 0.003996



(25) 100 100 100

(5) 100 91.70 100

(2) 100 84.58 98.81

Correlation 
Coefficient

1.000000 0.925092 0.964794

표  4 동기발전기 시스템 모델정수 추정결과 성능평가

Table 4 Performance Evaluation of Parameter Estimation

Results of Synchronous Generator System Models

로 일치하고 있다. 두 신호의 오차가 최소가 되는 개체의 위치에

서 모델정수가 구해진다[9, 10]. 

무부하 시험조건에서는 부하전류와 계자전류에 따른 정류 손

실과 누설 리액턴스의 영향이 감안되지 않으므로 여자시스템의 

추정된 모델정수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포화계수는 동기발전기 

정격전압과 1.2배의 정격전압에서 계자전압의 기준 변화치를 가

지므로 유효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추정된 포화계수를 적용하

여 부하 조건에서 모델정수를 재 추정하였으며, 두 신호의 곡선

적합 결과는 그림 14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모델정수 추정결과 최적해는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구해지며 

그림 15와 같이 변화 이력이 확인된다.

제작사에서 제시한 설정치, 현장시험으로부터 계산한 결과와 

PSO 알고리즘에 의한 추정된 결과의 비교는 표 2와 3에 나타내

었다. 동기발전기 모델정수 추정치 대부분 제작사에서 제시한 설

정치와 유사하지만 과도 개로시정수
′ 는 차이가 있다. 이는 

현장시험으로 부터 얻어진 결과와도 유사하다[9, 10, 12]. 

3.2 성능평가

PSO 알고리즘을 통한 모델정수 추정결과에 대한 평가는 실측

된 신호와 정의된 모델에서 출력된 신호간 곡선적합 정도를 정량

적으로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다. 상대오차의 평균치(Mean 

Magnitude of Relative Error, ), 일부분에서 오차가 평균

치에 크게 반영되는 현상을 고려한 지정된 백분율 지수로서 표시

하는 예측수준(Predictions within level, )과 신호의 상대 

오차(Relative Error Deviation)의 상관 관계성을 나타내는 피어

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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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여기서    : 단자전압 또는 계자전압 측정치

             : 단자전압 또는 계자전압 추정치

             : 단자전압 또는 계자전압 평균치

            : 요구 수준 평가치

최종적으로 실측된 신호와 추정된 신호간 평가결과는 표 4와 

같이 상대오차의 평균치는 작은 값으로 계산되고, 예측

수준 5%에서 90% 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두 신호의 상관 관계성을 나타내는 피어슨 상관계수는 0.92 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PSO 알고리즘을 사용한 동기발전기 

시스템 모델정수의 추정결과는 매우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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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예기치 않은 동기발전기의 불시정지 또는 대용량 부하탈락으

로 발생하는 전력계통의 과도현상은 동기발전기 시스템이 갖고 

있는 제정수의 영향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동기발전기 시스템의 출력 신호를 기준신호로 하여 이와 일치하

는 정의된 모델정수의 출력 신호로 부터 모델정수를 추정하였다. 

무부하 운전조건에서 포화특성을 포함하는 여자시스템의 모델정

수를 추정하고, 1기 무한대 모선에 연계된 부하조건에서 등가 위

치를 고유치 해석하여 표준모델의 초기치를 설정하고 동기발전기

와 여자시스템의 모델정수를 반복적으로 상호 보정하는 방식으로 

모델정수의 최적해를 재 추정하였다. 

최적화 알고리즘은 사회적 행동 양식에 기반한 확률적 최적화 

이론인 PSO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해석공간에서 개체의 탐색 

범위를 넓히고 전역해의 방향으로 모든 개체가 수렴할 수 있도록 

긴축지수를 사용하였다.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데 기여도가 높은 

개체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관계수를 적용한 MPSO 알고

리즘으로 모의시험을 수행한 결과 성능평가에서 우수한 해석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PSO 알고리즘는 구현이 쉽고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온-라

인 또는 실시간으로 발전기의 안정도를 해석하는데 적합한 기법으

로서 전력계통의 취약점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고, 발전기 제어계 

시스템의 최적 조정을 통해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수치 해석

이나 시행착오법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한 모델정수의 추정 기법을 실증함으로서 이를 통

해 다양한 기종의 동기발전기 시스템 뿐 아니라 계통안정화장치

(Power System Stabilizer)와 터빈-조속기(Governor)를 포함하는 

모델정수를 추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동기발전기 시스템

의 모델정수를 추정할 수 있는 최적화 알고리듬의 구현은 전력시스

템을 해석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를 확보하는 것이며, 계통안정도의 

제고를 위한 고급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다

양한 기종과 조건에서 정밀도 높은 향상된 모델정수 추정 기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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