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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전력계통의 오프라인 해석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는 PSS/E와 DSATools가 있다. 두 개의 프로
그램 모두 PSS/E Raw Data Format을 조류계산을 위한 기본 입력
Data로서 사용하고 있다. Raw Data는 모선 번호를 이용하여 계통의 토
폴로지를 구성하고, 전력계통 해석을 수행한다. 오프라인 해석에서는 모
선 번호를 이용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선 개수가 변하는 실시간
환경에서는 모선 번호 기반의 해석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환
경에서 온라인 DSATools를 이용한 해석이 가능 하도록 설비명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 설비명 기반의 온라인 DSATools를 실시간 EMS와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성 및 데이터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1. 서    론

PowerTech 사의 DSATools는 PSS/E와 함께 오프라인 계통해석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상용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PSS/E의 Raw
Data 형식을 입력 데이터로 사용이 가능하여, 호환성도 높다. PSS/E와
비교하여 안정도에 특화되어 있으며, 기능에 따라 전압안정도(VSAT),
과도안정도(TSAT), 미소신호안정도(SSAT)의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과거에는 주로 연구기관에서 오프라인 계통 해석용으로 널리 이용이 되
었으나, 최근에는 실시간 EMS(Energy Management System)에서 수행
이 가능 하도록 온라인 DSATools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DSATools를 운영하기 위해, PowerTech 사에서는 DSA
Manager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DSA Manager는 지정된 입력폴
더어 데이터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저장된 시나리오에 의해 계산을 수행
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관리하게 된다.

<그림 1> DSA Manager 화면

이 DSA Manager가 동작이 되도록 EMS에서 DSA Linker라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취득된 계통의 토폴로지 및 데이터를 반영한
DSA 해석용 입력데이터를 DSA Manager의 입력폴더로 설정된 주기에
따라 전송하게 된다. 또한, DSA Linker는 DSA Manager에서 출력한 내
용을 사용자가 Monitoring할 수 있도록 화면으로 표출하는 기능도 수행
하게 된다.

2. 본    론

  2.1 설비명

  2.1.1 필요성
실시간 해석과 오프라인 해석의 가장 큰 차이는 계통의 토폴로지가
항상 변한다는 점이다. 데이터 값들도 변하지만, 계통의 구성이 매번 변
화한다. 모선도 분리/통합으로 모선의 개수가 시간마다 달라진다. 따라
서 오프라인 해석과 같이 모선 번호를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 입력데이
터에 맞게 시나리오도 매번 변경해 주어야 한다. 입력데이터 마다 시나
리오를 변경하고 해석하는 것은 실시간 운영 특성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설비명이라는 개념을 도
입한다. 설비명은 단어의 뜻과 같이 설비마다 고유의 이름을 지정하여
모선 번호 대신 사용하는 것이다. 버스, 선로, 변압기, 발전기 등 Raw
Data에 포함되는 모든 설비에 고유 이름을 지정하고 이 설비명으로 계
통해석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설비명은 모선 번호처럼 매번 바뀌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모선 번호로 시나리오를 설정하게 되면, 시나리오
변경 없이 입력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하다.

  2.1.2 구조
설비명은 32 Bit의 문자열로 구성이 되며, “설비구분 / 설비이름 / 노
드이름“의 기본 형태를 가진다. 표1은 설비명의 예시이다. 설비명의 처
음에 오는 영문 BS, LN, TR, GN, SH는 각각 Bus, Line, Transformer,
Generator, Shunt와 같이 설비의 타입을 구분 짓는다. 다음으로 오는 한
글 문자열은 해당 설비의 지역 이름이 되며, 마지막으로 오는 영문 문자
열은 해당 설비가 연결된 노드의 이름이 된다. 선로의 경우 From 노드
와 To 노드가 구분되어야 하므로 표1과 같이 표현이 된다. 변압기 역시
From 노드와 To 노드를 구분지어 명명한다.

 <표 1> 설비 별 설비명 예시

설비 명 예시 설비명

Bus BS 신안성PO M4P

선로 LN 신안성PO SSS1 신서산PO SAS1

변압기 TR 신안성PO M4S M4

발전기 GN 태안TP GN1

조상설비 SH 아산PO C5S

EMS의 DSA Linker 프로그램은 실시간 토폴로지 및 데이터를 기반
으로 Raw Data를 생성하여 DSA에 전송하며, Raw Data에서 각 행의
만 마지막 열에는 설비명이 삽입된다. DSA에서는 모선번호 대신 설비
명을 읽어 계산을 수행하게 된다. DSA의 시나리오 설정 파일 역시 모
두 설비명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TSAT 및 SSAT에서
Dynamic Data도 모선 번호가 아닌 설비명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림
2는 Raw Data에 들어가는 설비명의 예시이다. DSA에서는 /* [ 설비명
] */ 부분의 설비명을 읽고, 계산을 수행한다. PSS/E에서는 이 부분이
주석으로 처리가 되어 별도의 처리 없이 PSS/E에서도 조류계산 수행이
가능하다.

<그림 2> Raw Data의 설비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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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시스템 구성

<그림 3> EMS와 DSA 간 Interface 구성도

EMS와 DSA의 구성도는 그림 3과 같다. 실시간 EMS의 DSA Linker
프로그램에서 입력데이터를 생성하여, DSA Server의 input 폴더로 전송
한다. 데이터를 전송받으면, DSA Client에 설치되어 있는 DSA
Manager는 입력파일을 가지고 계산을 수행하게 된다. DSA에서 계산이
완료되면, 출력데이터를 DSA Server의 output 폴더에 저장한다. 출력데
이터가 감지되면, EMS의 DSA Linker 프로그램은 출력데이터를 읽어들
이고 사용자 화면에 정보를 표출한다.
DSA의 Client는 총 2대로 A와 B로 구분이 된다. Client A에는 실시
간 DSA Manager가 설치되어, EMS가 실시간 모드 일 때 입력데이터를
읽어 계산을 수행한다. DSA Clinet B에는 스터디 DSA Manager가 설
치되며, EMS가 스터디 모드 일 때 입력데이터를 읽어 계산을 수행한다.
그림 4는 EMS에서 DSA의 수행 프로세스를 표현한 것이다. 실시간
EMS에서는 설정 주기에 따라 토폴로지 처리(Topology Process)와 상
태추정(State Estimation)의 수행이 완료된 후,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DSA Linker가 DSA 해석용 입력데이터를 생성하여 실시간 DSA
Manager로 전송한다. 스터디 EMS에서는 특정 시간의 Snapshot 데이터
를 가지고 토폴로지 처리와 급전원조류계산(Dispatcher Power Flow)의
수행이 완료된 후,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DSA Linker가 입력데이터를
생성하여 스터디 DSA Manager로 전송한다.

<그림 4> EMS에서 DSA 수행 프로세스

  2.3 데이터 종류

  2.3.1 입력 데이터
EMS에서 DSA로 전송되는 입력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총
5가지이다. 모든 데이터의 Format은 오프라인 DSATools와
같으나, 모선번호 대신 설비명을 사용하는 차이점이 있다.
- Powerflow Data (PSS/E RAWD Rev.32)
- Node-Bus Mapping Data
- Sequence Network Data (PSS/E RWSQ Rev.32)
- Contingency Data
- GCC (Generator Capability Curve) Data

  2.3.2 시나리오 데이터
아래 데이터는 시나리오 및 Parameter 데이터로 DSA
Manager에 저장되어, 입력데이터를 설정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역시 모든 데이터는 오프라인 DSATools와 형식이 같으나
설비명을 사용하여 작성이 되어 있다. 설비명을 사용하고 있으므
로, 설비가 추가/변경되지 않는 한 저장된 데이터를 매번 변경할
필요가 없다.
- Powerflow Modification Data

- Dynamic Data (PSS/E Format)
- Transfer Data
- Monitor Data
- Contingency Data
- Interface Monitor Data
- GCC (Generator Capability Curve) Data
- SPS (Special Protection Scheme) Data
- 기타 (그 외 오프라인 DSATools에 사용되는 모든 Data)

  2.3.3 출력 데이터
아래는 DSA Manager가 계산을 완료한 후 출력하는 데이터들
이다. 3개의 Archive File과 TSAT bin File은 오프라인
DSATools에서 출력되는 파일과 동일한 것이다. DSA Manager
에서는 XML 파일 형식의 결과 파일이 하나 더 출력이 된다. 이
XML 파일은 VSAT/TSAT/SSAT의 해석 결과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 EMS에서는 이 XML 파일을 읽어 들여서 사용자 화면으
로 표출하게 된다.
- XML Output File
- VSAT Archive File
- TSAT Archive File
- SSAT Archive File
- TSAT bin File

3. 결    론

그 동안 과도안정도 및 미소신호안정도는 오프라인 해석으로만 스터
디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온라인 DSATools를 EMS에 연계시키면서,
실시간으로 과도안정도 및 미소신호안정도의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실시간 환경의 특징인 토폴로지 및 데이터 변경에 대해서도 설비
명을 사용함으로써 시나리오의 변경 없이 실시간 해석이 가능하다. 소수
의 Snapshot Data를 가지고 연구하는 오프라인 해석보다 실시간 해석은
다양한 토폴로지 및 데이터 환경에서의 시나리오 검증이 가능하다. 또
한, 지속적인 전압안정도/과도안정도/미소신호안정도의 결과 감시를 통
해 시간/상황 별 양상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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