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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순환신경망 구조를 활용한 전력시
스템의 다중 스텝 상태 예측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우선, 다수의
분기점을 갖는 전력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이를 위한 다중 스텝
상태 예측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의한다.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
해 다수의 층을 갖는 순환신경망 모델을 소개하고, 다수의 스텝
후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론의 검증을 위해, 예측 스텝의 수와 신경망 구조에
따른 예측 성능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Abstract

1. 서론

전력시스템의 상태 추정(state estimation) 문제는 시스템 보호
및 에너지효율 관리 등의 목적으로 오랜 기간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1]. 보다 정확히 말하면, 위 문제는 전력 흐름
(power flow) 등 관측 가능한 시스템의 정보로부터 시스템을 구
성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각 분기점의 전압값을 추정해 내는 문
제를 말한다.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는 이유는,
현재 전력시스템은 대규모(large-scale)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관측 가능한 데이터들은 본질적으로 시스템 상
태와 복잡한 비선형적(nonlinear)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한 방법론[2]들이 개발되어
위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이러한 해결책들은 급격한 전압 변
동(fluctuation)과 같은 계통 고장을 사전에 예측한 후 방지하는
것에는 용이하지 않다.
상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력시스템 상태 예측 (state
forecasting)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3]. 해당 문제는, 주어진
과거의 상태 정보들로부터 미래의 상태를 알아내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의 해결책으로, 칼만 필터(Kalman filter)를 사용한
방법론[4]과 벡터 자동-회귀(vector auto-regression)를 적용한
방법론[5] 등이 개발되었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예측 값이 과
거 정보들에 선형적(linearly)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주로 비선형
적 관계를 가지는 장시간(long-time) 예측을 수행하기에는 부적
합하다. 따라서, 최근에는 위와 같은 비선형적인 입출력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방법론[6,7]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순환신경망(RNN) 방법론[7]은 피드포워드
신경망(FNN 방법론[6]에 비해 계산 부담을 절감하여 적은 학습
시간에도 더 좋은 예측 성능을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
만, [7]의 결과는 주어진 과거의 정보들로부터 단 한 스텝의 미
래만 예측하는 ‘단일 스텝 예측’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
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7]에서 제안된 RNN 기반 상태 예측
알고리즘을 일반화하여 다중 스텝 상태 예측 알고리즘을 제안하
고, 그 성능을 수치적으로 평가하려고 한다. 우선, 다수의 분기
점을 가지는 전력시스템을 모델링하고, 해당 시스템에 대해  스텝(   ) 상태 예측 문제를 소개한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숨은 상태(hidden state)들을 쌓아 만들어지는 RNN 모델을 소
개하고, RNN의 출력이 상태 예측 값이 되도록 모델 계수들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수치적 검증으로, 다수의 분기점
을 가지는 실제 전력시스템 모델을 고려하며, RNN 구조와 예측
스텝 수( )에 따른 예측 성능을 비교 및 분석한다.

2. 전력시스템 상태 예측 문제를 위한 RNN 모델

본 장에서는 전력시스템 상태 예측 문제를 소개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RNN 모델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첫
번째 절에서는 n-bus 전력시스템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
태 예측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의한다.
2.1 n-bus 전력시스템 소개 및 문제 설정

n-bus 전력시스템은 수학적으로 n개의 노드를 갖는 그래프
로 정의된다. 여기서,   ⋯ 은 전력시스템을
구성하는 bus들의 집합이고,      ∈ 은 bus와 bus를
잇는 line들의 집합이다.
전력시스템  의 상태(state)는  번째 bus ( ∈  )와 시간 에
서의 복소전압값      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  는 각각 전압  의 실수 값과 허수 값을 의미한
다. 복소전압값  을 전력시스템의 상태로 정의하는 이유는,
각 bus 에서의 복소전압값  으로부터 각 line  를 따라
흐르는 전류들 및 전력의 흐름 등을 모두 계산해 낼 수 있는 핵
심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각 bus에서의 상태  의 성분들을 쌓은 상태벡터  를 다
음과 같이 정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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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n-bus 전력시스템 G의  -스텝 상태 예측 문제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스텝 상태 예측 문제]

주어진 과거 상태정보   ≤  ≤  들로부터, 관계
 을 가장 잘 만족하는
식        ⋯  
함수  를 찾아라.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측 오차값
      ⋯  
 ║ 을 최소화하는 함수
║
 를 찾는 문제이다.
단,   ≥  는 각각 예측을 위해 필요한 과거 상태의 개수,
예측하고자 하는 스텝의 수를 의미한다. 또한,    인 경우 기
존에 다루어진 단일 스텝 예측 문제[7]에 해당하며, 본 논문에서
는 이를 다중 스텝    인 예측 문제로 확장하고자 한다.


 

 





 

 

   

   

2.2 n-bus 전력시스템의 상태 예측을 위한 RNN 모델

본 절에서는  -스텝 상태 예측 문제의 해결을 위한 RNN 모델
을 소개하고, 그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즉,
위의 예측 함수  를 RNN 모델로 대체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RNN은 입력과 출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학습하기 위해, 숨은
상태(hidden state) 라는 대상을 사용한다. 숨은 상태 
(     ≤  ≤  ) 란, 다음의 관계식을 만족하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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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각각 입력과 이전 시간의 숨은 상태를 위한
가중 행렬 (weighted matrix)이며,  는 편향 (bias) 항을 의미
한다. 또한,  ⋅ 는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라고 부
르는 함수로 일반적으로 비선형성을 지닌다. 이러한 개념을 반
복 적용하면, RNN의 각 층(layer)을 위한 숨은 상태  를 다음
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여기서,  은 RNN을 구성하는 층의 번호를 의미하며,
     ,  ⋅ 는 위와 같이 정의된 가중 행렬과 편향
항 및 활성화 함수에 해당한다. 여기서,  ≥  인 경우의 RNN
구조를 Deep RNN 이라고 부른다.
수식 (3)과 같은 RNN의 숨은 상태들을 사용해,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모양의 RNN의 출력  를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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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출력  는 최종 층의 숨은 상태에 선형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주목하자.
이러한 RNN 모델을 활용하여, 우리는 앞서 언급한  -스텝
상태 예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   ) 를 만
족하는 RNN 구조를 찾고자 하며, 이는 주어진 활성화 함수에
대해 가중 행렬들과 편향 항 (     )을 잘 결정하도록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가중 행렬과 편향 항의 결정을 위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역전파기법(back-propagation method)를 사용하
여 예측 오차값이 작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위 행렬과 항들을
변형하도록 한다.
 

 





3. 수치적 검증

본 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소개한 RNN 기반 상태 예측 알고리
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수치적 예제를 소개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IEEE 118-bus 시스템 (   )을
예제로 들어 위 알고리즘을 수치적으로 평가해 본다.
우선, 주어진 과거의 상태는 총    시간 만큼 알려져
있고 (즉, 주어진 정보는   ≤  ≤  ), 이 중 80%에
해당하는 상태 정보는 RNN을 학습하는 것에 사용하며, 나머지
20%는 학습된 RNN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는 것에 사용한다.
RNN의 활성화 함수는 잘 알려진 ‘Relu’또는 ‘Tanh’을 사용하였
고, 이의 학습을 위해 Epoch는 10, Batch size는 32로 설정한
‘Adam’ optimizer를 사용하였다. 또한, 상태 예측에 필요한 과거
상태의 개수  은 20으로 설정하였다.
상기에 언급한 특성들을 고려하며 RNN을 학습한 결과로,
   에 대한  -스텝 상태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었
고, 그 중 대표적으로    인 경우를 그림 1에 첨부하였다. 그
림 1에 따르면, 적색으로 표기된 실제 상태 값  를 따라, 청
색과 녹색으로 표기된  -스텝의 상태 예측이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여기서 청색은 ‘relu’ 활성화 함수를 사용한
예측 결과이고, 녹색은 ‘tanh’ 활성화 함수를 사용한 예측 결과
에 해당한다.
또한, 예측 알고리즘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각각의
   에 대해 전력시스템의 예측된 상태 
와 실제
상태 값  의 차이에 대한 2-norm, 즉,     ,를 고
려하도록 한다. 표 1에 따르면,  가 커짐에 따라 예측 오차값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긴 하지만 실제 값  에 비해서는 받아들
일 만한 오차(∼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relu’ 활성화 함수
가 ‘tanh’ 활성화 함수에 비해 일반적으로는 더 좋은 예측 성능
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t=600에서, 전압 크기와 위상의 5-스텝 예측
(적색: 실제 전압 값, 청색: ‘relu’를 사용한 예측 값, 녹색:
‘tanh’를 사용한 예측 값)
<표 1> k-스텝 상태 예측 알고리즘의 예측 오차 값(%)

Relu activation
Tanh activation

k=2
0.4818%
1.1941%

k=3

0.5663%
1.1879%

k=5

0.7464%
1.2465%

k=10
0.6713%
1.2036%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RNN 모델을 사용하여 n-bus 전력시스템의 상
태를 예측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단일 스텝 예측 알
고리즘을 일반화하여 다중 스텝 예측 알고리즘을 구성하였고,
제안한 알고리즘을 실제 전력시스템 모델을 사용하여 수치적 성
능을 평가해 보았다. 후속 연구로, 기존의 RNN 모델을 발전시
킨 LSTM, Attention 및 Transformer를 활용한 예측 알고리즘
을 제안하고 기존과의 성능을 비교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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