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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Multi-agent system 을 이용한 배전계통의 
전압 제어와 고조파 보상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컴퓨터 공학부 

강현구 

 

본 논문에서는 multi-agent system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배전계통 운영 방식에

서 다수의 분산전원을 이용한 전압 제어와 고조파 전류 보상 방법을 제안하였

다. 

먼저, 배전계통에서의 전압 제어와 고조파 전류 보상 제어를 위해 분산제어를 

기반으로 하는 multi-agent system 을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ulti-

agent system 은 계통의 전압이나 고조파 문제를 인식하기 위한 monitoring agent, 

분산전원이 계통 운영에 참여하기 위한 DR agent, 각 agent 들과 정보를 공유하

며 효율적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coordinator 의 역할을 담당하는 

moderator 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agent 들은 계통 구성 요소 중 일부분에 대

해서만 측정 및 제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상호 간의 통신을 통해 계통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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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논문에서는 agent 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일을 공유하고 분배하여 해

결하는 방법으로 multi-agent system 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

나인 contract net protocol (CNP)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압 제어 방법에서는 전압 문제가 발생했을 때, 

moderator 가 분산전원에 설치된 DR agent 들로부터 받은 무효전력 민감도

(reactive power sensitivity)와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reactive power margin)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각 분산전원이 전압 제어를 위해 조정해야 할 무효전력 출력

량을 결정한다. 다수의 분산전원이 효율적으로 전압 제어를 분담하기 위해 

moderator 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퍼지 전문가 시스템

을 사용하였다. 퍼지 전문가 시스템은 무효전력 민감도와 무효전력 출력 여유

량을 기준으로 분산전원의 전압 제어 참여도를 결정한다. 퍼지 전문가 시스템

이 대상 계통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를 통해 최적화 하였으며, 각 분산전원이 전압 제어를 위해 

증가해야 하는 무효전력 출력량의 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무효전력 출력 여

유량에 대한 비용 함수를 고려하였으며 전압 제어 후에 계통의 전체적인 전압 

프로파일의 개선 정도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하였다. 한편, 사례 연

구를 통해 제안하는 전압 제어 과정을 검증하였다. 

둘째로, 본 논문에서는 계통에 존재하는 비선형 부하에 의한 고조파 전류를 

인버터로 계통과 연계된 분산전원의 출력 제어를 통해 보상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으며, 고조파 보상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multi-agent system 환경을 이용하였다. Multi-ag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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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agent 로 표현되는 고조파 보상 과정에 참여하는 기기들이 자신의 운영 

전략이나 고조파 보상에 대한 참여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는 퍼지 함수를 이용하였다. 먼저, monitoring agent 는 계통에 존재하는 고조

파의 크기를 측정할 뿐 아니라 계통 운영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계통에 존재하

는 고조파의 크기에 대한 만족도 함수를 생성한다. 또한, 각 분산전원의 운영 

전략을 반영하는 기능을 가진 DR agent 는 해당 분산전원의 출력 비용(output 

cost)와 여유량(output margin) 등을 고려하여 고조파 보상 참여에 대한 만족도 

함수를 생성한다. 한편, 다른 분산전원과 달리 에너지 용량에 대한 제약이 있

는 배터리 시스템의 경우 SOC (state-of-charge)로 표현되는 에너지 여유용량

(energy margin) 도 고려하게끔 하였다. 최종적으로 moderator 는 각 agent 들로부

터 받은 만족도 함수를 기준으로 절충해를 찾기 위해 다목적 퍼지 함수의 의

사결정모델에 사용되는 max-min principle 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고조파 전류의 보상 과정은 MATLAB/Simulink 를 이용한 동적 모의를 통해 검

증하였다. 

 

 

 

 

주요어:  고조파 보상, 분산전원, 전압 제어, 퍼지 논리, Multi-ag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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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산업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발

전소 건설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및 설비의 확충 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대규모 발전단지 건설을 통한 전력 수요 문제 

해결 방식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 환경오염 물질 배출 문제에 대한 규제 등으

로 인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최근 발전산업의 민영화와 독립발전사

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파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전력시스템에 설치

되고 있는 분산전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분산전원은 이러한 문제를 직간

접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4]. 

분산전원이란 기존의 대규모 발전단지와는 다르게 배전계통 혹은 최종소비자 

근처에 설치된 발전설비를 의미한다. 분산전원은 기존의 대규모 전원에 비해 

전력 소비자와 가까운 거리에 설치되기 때문에 송전선의 추가적인 건설이 필

요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송배전 선로의 제약 문제를 해소하고 송배전에 

따른 손실과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분산전원 형태로 

설치되는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환경 오염 물

질 배출 억제 효과와 동시에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 발전 자원의 가

격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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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에 연계되는 분산전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배전계통의 운영 및 제어 방

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7-8]. 기존의 배전계통은 상위 계통으로부터 전

력을 공급받아 부하 쪽으로 단방향 조류가 흐르는 방사형 구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배전계통에 분산전원이 설치될 경우 상위 계통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역조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에 설치된 보호기기들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전압 제어 방식에서는 분산전원의 출력에 따라 

발생하는 계통 전압의 상승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산전원이 포함

된 배전계통에서는 전압 제어가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9]. 

위와 같은 분산전원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운영과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배전시스템에 대한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마이크로그리드, Autonomous Network, FRIENDS (Flexible, 

Reliable and Intelligent Electrical eNergy Delivery System), 스마트그리드 등 새로운 

개념의 전력계통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0-16]. 이

러한 미래형 배전계통에서는 인버터를 통해 계통과 연계되는 분산전의 출력 

제어를 통해 주파수와 전압 제어 및 전기품질 향상을 위한 고조파 보상 등의 

기능을 계통 운영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미래형 배전계통

에서는 분산전원과 전력저장 설비를 이용한 무정전을 기본으로 하는 고신뢰도

의 전력공급, 전력의 질이나 제공사업자 등을 수요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다품질 전력 공급, 다양한 수요관리 전략의 적용, 상위 계통과 분산전원

이 서로 협조 운전하는 자율분산운영 (Autonomous and Distributed Operation), 독

점적 운영에 의한 수직통합적인 구조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방적 경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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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구현을 통한 수평적 구조의 구현 등 새로운 방식의 계통 운영과 전력서비

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새로운 형태의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연구되고 있는 multi-agent system

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수평적인 구조로 운영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17]. Agent 기술은 주로 분산 인공 지능과 분산 컴퓨

팅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계통 진단 (diagnostics), 상태 측정 

(condition monitoring), 계통 복구 (power system restoration), 전력 시장 시뮬레이

션 (market simulation), 계통 제어 (network control) 및 자동화 (automation) 등 전

력시스템에 agent 기술을 응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8-25]. Multi-agent 

system 은 다양한 제어가 가능한 기기와 연결된 agent 들의 통신을 기반으로 양

방향 의사소통 환경과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여 

분산제어를 구현하는 데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26].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계통의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최적화하여 계통 운영의 효율성을 높

이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agent 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하

는 과정을 거쳐 어떠한 문제를 공유하고 분배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력계

통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연성과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계통에서의 분산전원 운영과 제어 방식을 agent 기술로 구현하였을 경우 중앙

제어시스템과는 달리 계통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분산전원도 용이하게 계통 

운영을 위한 제어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력 계통 운영 관점에서 

multi-agent system 은 agent 로 구현된 모든 구성 요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하고 분산제어시스템에서 agent 가 자신의 전략에 따라 지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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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어 및 동작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탈규제화되고 있는 전력산업에서 계통 운영자와 독립적인 전기사업자, 전력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전략과 요구를 수용하고 스마트그리드와 같

은 복합적인 계통을 운영하는 데 효율적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multi-agent system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배전계통 운영 방식에

서 분산전원을 이용한 전압 제어와 고조파 전류 보상 방법을 제안하였다. 

Multi-Agent System 에서 분산전원을 이용한 전압 제어 

배전계통의 전압 제어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load tap changer (LTC)와 같은 기

기들은 부하변동에 따른 배전선로상의 전압 강하를 보상하는 선로 전압강하보

상법(Line Drop Compensation; LDC)에 의해 조정된다 [9, 27]. 배전계통에 연계된 

분산전원은 출력에 따라 연계점의 전압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기

존의 LDC 를 이용하는 전압 제어 방식은 분산전원의 출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전압 제어를 수행하기 어렵다 [28]. 또한, 신재생에너지원과 같

은 분산전원은 출력이 불확실하며 빈번한 출력 변동은 전압 제어를 어렵게 만

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전원의 출력을 고려하여 LDC 조정값

을 재설정하거나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 조정에 의한 계통 전압 보상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9].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 조정을 통해 전압 

제어를 실시할 경우, LTC 를 이용한 방법보다 빠른 전압 제어를 수행할 수 있

고 계통의 전압 프로파일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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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논문에서는 multi-agent system 환경을 기반으로 다수의 분산전원이 계

통에 설치되어 있을 때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 조정을 통한 전압 제어 방

법을 제안한다. 기존 논문에서는 중앙시스템에서 분산전원의 출력과 부하의 

크기 등 계통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최적 조류계산 (OPF)을 통해 효율적으

로 각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을 조정하여 전압 제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multi-agent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제어시스템

에서 분산전원과 연결된 agent 들의 정보 교환을 통해 전압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전압 제어 과정을 설명하였다. 분산제어 환경에서도 각 분산전

원이 수행하는 전압 제어의 크기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퍼지 전문가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대상계통에 따라 최적화

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Multi-Agent System 에서 분산전원을 이용한 고조파 보상 

배전계통에 존재하는 비선형 부하에 의해 발생하는 고조파는 해당 계통뿐만 

아니라 주변 계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변압기나 기기의 과열, 제어기기

와 보호기기의 오작동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30]. 배전계통에서 고조파 문제

를 저감시키고 고품질의 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통 내에 수동 필터나 

STATCOM (Static Synchronous Compensator)와 같은 능동 필터를 이용하여 고조

파 보상이 필요하다. 한편, 인버터 기반의 분산전원의 경우 인버터 제어를 통

해 원하는 출력 파형을 계통에 주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고조파 

보상을 수행할 수 있다 [31-33]. 그러므로 분산전원이 설치되어 있는 배전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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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조파 문제를 별도의 고조파 보상기기 없이 분산전원의 출력 조정을 통

해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분산전원이 고조파 보상에 참여할 경우 고조파 보상의 

크기를 적절하게 분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분산전원을 이용하여 고조파 보

상을 하기 위해서는 분산전원이 계통에 주입하는 전력의 크기를 증가해야만 

한다. 계통 운영자는 계통에 존재하는 고조파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지만, 분산전원의 경우 고조파 보상은 출력 크기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각 분산전원의 현재 출력 등을 고려한 고조파 보상 크기의 분배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multi-agent system 에서 각 agent 가 고조파 보상 참여에 대

한 각 분산전원 또는 독립적인 사업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하여 고조파 

보상의 크기를 각 agent 의 전략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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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에서는 multi-agent system 에서의 전압 제어 방법과 고조파 보상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분산전원이 도입되었을 때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제안되고 

있는 미래형 배전시스템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러한 미래형 배전시스템의 특

징을 반영한 계통 운영을 위해 본 논문에서 활용한 multi-agent system 기술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였다. 

3 장에서는 multi-agent system 에서 분산전원을 이용한 전압 제어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먼저, 전압 제어를 위한 multi-agent system 을 설계하였으며 agent 

상호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전압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설

명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퍼지 전문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

산제어 환경에서도 각 분산전원이 수행하는 전압 제어의 크기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전압 제어 방법을 

정상상태 해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4 장에서는 multi-agent system 에서 분산전원을 이용한 고조파 보상 전략에 대

해 제안하였다. 고조파 보상에 대해 각 분산전원을 소유한 독립적인 사업자의 

운영 전략 등을 반영할 수 있는 agent 를 설계하였으며, 계통의 고조파 보상의 

크기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고조파 보상에 참여하는 분산전원들의 의사를 반영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고조파 보상 방법을 동

적 해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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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에서는 3 장과 4 장에 제안한 multi-agent system 환경에서의 전압 제어와 

고조파 보상 방법을 모두 적용한 모의 계통을 구성하여, 계통에서 동시에 발

생할 수 있는 전압 및 고조파 문제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효

과적으로 해결됨을 동적 해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6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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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미래형 배전시스템과 Multi-agent system 

2.1 미래형 배전시스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의 배전계통은 분산전원이 도입되었을 때 효율

적인 운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형

태의 배전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과 동시에 새로운 개념의 배전

시스템과 운영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최근 미래형 배전시스템으

로 제안된 새로운 개념의 배전시스템에 대해 살펴본다. 

마이크로그리드 (Microgrid) 

마이크로그리드는 배전계통에 설치되는 분산전원의 점유율이 증가할 경우 이

러한 소규모 전원들의 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개념이다. 마이

크로그리드란 분산전원과 신재생에너지원,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갖춘 소규모 

전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외부의 대규모 전력계통에 연계 또는 독립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전력망을 의미한다 [10, 11]. 

마이크로그리드의 주요 특징은 배전계통이 평상 시에는 상위 계통과 연계하여 

운전하다가, 상위 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필요에 의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운

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립운전은 기존의 배전계통 운영에서는 고려

되지 않았던 것으로, 독립운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전력의 수급 균형 및 전

압 유지를 위한 분산전원의 제어, 상위 계통과의 재연결(reconnection) 등에 관

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특히, 분산전원이 독립운전 시에 유효전력-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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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룹 제어와 무효전력-전압 드룹 제어를 통해 자율적으로 계통 운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Autonomous Network 

Autonomous network 는 마이크로그리드와 같이 분산전원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

해 전력의 수급 균형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 한편, 

autonomous network 는 계통과 연계되어 운전되는 상태에서 상위계통과 배전계

통의 분산전원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

다. 이를 위해 연계운전 상태에서 안정도 향상을 위한 상위 계통과의 전력 거

래 및 전압 유지 등에 관련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분산전원에서 공급되는 효율적인 전력의 이용을 위해 제

안된 Autonomous Demand Area Power System (ADAPS)라는 것이 있다 [13]. 여기

에서는 Loop Power Controller (LPC)와 Supply and Demand (S&D) matcher 라는 개

념이 제안되었다. LPC 는 계통 혼잡상황과 전압 문제에 있어서 정상상태와 계

통 사고 시를 포함한 전력 조류 (power flow) 제어를 수행하는 기기이며, S&D

는 전력 수용가와 공급자의 통신을 통해 효율적인 전력 수급 균형을 위한 기

기이다. 

FRIENDS 

일본에서 미래형 제안된 Flexible, Reliable and Intelligent Electrical eNergy Delivery 

System (FRIENDS)는 분산전원의 도입에 의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탈규제화

되는 전력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통 운영의 문제점도 고려한 점이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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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4]. 여기에서는 배전시스템이 전력 수용가와 통신망을 통해 효율적인 운

영을 하기 위해 Quality Control Center (QCC)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QCC 는 분산

전원과 에너지 저장장치들의 제어 및 네트워크의 스위치 등의 운영을 주관하

는 역할을 한다. 한편, FRIENDS 에서는 전력 수용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전

력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상시 운전 (emergency 

operation) 상황에서는 static-type switch 들의 on/off 를 통해 필요에 따른 계통 재

구성 (reconfiguration)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다른 개념의 미

래형 배전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산전원의 자율적인 제어에 의해 전압 제어와 

무효전력 제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그리드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T)를 도입하여 기존의 단방향으로 이

루어지던 전력 공급을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 통신을 통해 정보를 교

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의미한다 [15, 16]. 

스마트그리드는 전력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자가 복구(self-healing)가 가능하여 사고에 강인한 특성을 

가진다. 또한 탈규제화되고 있는 전력 산업에서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의 다양

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전력 시장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형 배전시스템의 주요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미래형 배전시스템은 배전계통에 설치되고 있는 분산전원들

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데 공통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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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원이 계통에 설치되어 발생할 수 있는 역조류 문제, 전압 문제와 독립운

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분산전원의 출력 제어를 통해 전압을 개선하고 독립운전 시에도 분산전원

만으로 소규모 전력망에서 전력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등 적극적으로 이를 활

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탈규제화되고 있는 전력산업에서 배전시

스템이 분산전원의 독립사업자들과의 통신을 통해 협조 운영을 함으로서 계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분산전원으로 인해 배전계통에서 역조류가 생길 수 있어서 송전계통과 

같이 조류가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되어 계통 운영 측면

에서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계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배전시스템도 송전시스템과 같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배전

계통에 설치되어 있는 분산전원을 포함한 모든 기기들의 최적 운영 제어가 필

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중앙제어를 통한 운영 최적화는 경제적인 문제로 배전

시스템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미래형 배전시스템에서는 중앙제어가 

아닌 분산제어를 통해 계통의 안정화 및 최적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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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ulti-Agent System 의 개요 

Agent 기술은 주로 분산 인공 지능 (Distributed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와 분

산 컴퓨팅 (Distributed Computing)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컴퓨터 공학 (Computer Science)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agent 기술

이 응용되고 있다. 전력시스템에서도 계통 진단 (diagnostics) [18], 상태 측정 

(condition monitoring) [19], 계통 복구 (power system restoration) [20], 전력 시장 

시뮬레이션 (market simulation) [21, 22], 계통 제어 (network control) [23, 24] 및 자

동화 (automation) [25] 등에서 agent 기술을 이용하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agent 의 정의와 multi-agent system 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agent 기술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2.2.1 Agent 기술의 개념 및 정의 

Agent 기술은 1970 년대 중반에 분산 인공 지능 분야에서 필요한 작업을 분할

하여 수행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작되

었다 [34]. 여기에서는 agent 기술의 정의와 개념 등에 대해 알아본다. 

Wooldridge 는 agent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35]. 

“a software(or hardware) entity that is situated in some environment and is able to 

autonomously react to changes in tha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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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ldridge 의 정의에 따르면 agent 의 주요 특징은 agent 가 속해있는 환경

(environment)과 agent 가 스스로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율성(autonomy)으

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 agent 는 어떠한 특정 하드웨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모두가 agent 의 속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

서 환경이란 agent 가 속해있는 외부 요건이라 할 수 있는데, agent 는 반드시 

이러한 환경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agent 는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로서 

환경에서 인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전략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1 Agent 의 동작 

Agent 의 동작은 그림 2.1 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Agent 는 

환경을 센서를 통해 관찰하고 있다가 환경이 변화하면 이를 먼저 인식

(Perception)한다. Agent 가 지역 계통의 수급 균형을 유지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을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측정하고 있는 계통의 전압과 전류가 변하

는 상태에 따라 지역 부하가 변한 정도를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한 정

보를 통해 부하의 크기가 변했을 경우, 지역 계통에 속한 발전기의 출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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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변 계통으로부터 어느 정도로 추가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지를 판단하는 

과정(Processing)을 거친다. 이렇게 판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agent 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변화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행동(Action)을 취한다. 

한편, 기존 전력시스템에서 agent 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기를 살펴보면 계

전기를 예로 들 수 있다. 과전류 계전기의 경우, 센서를 통해 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해당 계통 선로가 agent 가 속한 환경이라 할 

수 있으며, 센서를 통해 환경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계전기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측

정하고 있던 전류가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과전류 계전기는 선로를 차

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예와 같이, 기존의 기기들도 agent 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설

명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Russel 과 Norvig 은 agent 라는 표현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정의하였다 [36]. 

“The notion of an agent is meant to be a tool for analyzing systems, not an absolute 

characterization that divides the world into agents and non-agents.” 

실제로 agent 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도 어떠한 대상에 대해 agent 인지 agent

가 아닌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agent 는 특정

한 분야에서 효용성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속성들을 가진 주체로서 설명되곤 

한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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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성(Reactivity): Agent 가 속한 환경에 대해 감지하고 이에 대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자율성(Autonomy): 능동적으로 목적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적응성(Adaptation):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하고 자신의 행동 양식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 

 사회적 능력(Social ability): 정해진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agent 들과 통신을 하여 협상 또는 협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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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Multi-agent system 기술과 특징 

Multi-agent system 이란 앞에서 설명한 agent 가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시스템

을 의미한다 [26]. 일반적으로 agent 는 자신이 속해 있는 외부 환경 전체를 관

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을 관찰하고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자신이 관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의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를 인지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multi-agent system

에서는 agent 들끼리 통신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agent 가 감지한 환경의 변화에 대해 모든 agent 들이 그 변화를 인식할 수 있

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한 개의 agent 로 구성된 시스템보다 외부 환경 

전체에 대해 주어진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Multi-agent system 에 속하는 agent 들은 공통의 목적을 가짐과 동시에 각자 개

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력시스템에서 전압제어를 위한 load 

tap changer (LTC)나 shunt capacitor (SC)들을 agent 라 정의하면 한 개 계통에 설

치된 이러한 agent 들을 포함한 시스템을 multi-agent system 이라 볼 수 있다. 이 

때, 각각의 agent 들은 계통의 전압을 일정 범위로 유지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

적과 함께 switching 횟수를 최소화하거나 tap 변환 주기를 최소화하는 등의 

개별적인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력시스템에 multi-agent system 을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

을 가질 수 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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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exibility: 이미 구현된 multi-agent system 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agent 의 

제거또는 새로운 agent 의 추가가 용이하다. 

 Extensibility: agent 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가 쉽다. 

 Distribution: 구현된 agent 는 다른 환경에서도 같은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Open architecture: 다른 형태의 기기들도 agent 를 통해 서로 간의 통신을 

통해 주어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Fault tolerance: 특정 agent 가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기능

을 다른 agent 가 대체할 수 있다. 

한편, 다수의 agent 로 구성된 multi-agent system 에서도 개별 agent 의 동작은 앞

에서 살펴본 한 개의 agent 동작과 유사하다. Multi-agent system 의 전체적인 구

조와 agent 의 동작은 적용되는 분야마다 다르게 설계될 수 있지만, 그림 2.2

와 2.3 과 같이 크게 single- layer 구조와 multi-layer 로 나눌 수 있다 [38]. 

Single-layer 구조로 이루어진 multi-agent system 에서는 다수의 agent 가 환경에 

대해 센서를 통해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된 정보는 상호 간의 통신을 통해 주

고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모든 agent 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환경의 변

화에 대해 각각의 agent 는 설계된 방법과 목적에 따라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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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Single-layer 구조의 Multi-agent system 

Multi-layer 구조에서는 single-layer 구조와 달리 상위 agent 또는 middle agent 라

는 개념이 존재한다. 이는 다른 agent 들과 마찬가지로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

고 행동을 취할 수 있음과 동시에 agent 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작

용하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agent 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 Decker 에 따르면 이러한 middle agent 는 agent 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

스를 제공하거나 일종의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개별 agent 들이 자신의 자

율성 일부를 포기하게 하고 agent 들의 행동을 조율하고 요청을 처리하는 역할

을 담당할 수 있다 [39]. 이처럼 multi-layer 구조에 존재하는 middle agent 는 중

재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본 논문에서는 moderator 라는 이름으로 

다른 agent 들과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Multi-layer 구조에서는 

moderator 가 다른 agent 들보다 우선적이고 높은 권한을 가지게 되고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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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 들은 자신이 인지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moderator 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행동을 결정한다. 

 

그림 2.3 Multi-layer 구조의 Multi-agent system 

한편, multi-agent system 을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있어서 agent 들이 어떻게 공통

의 목적을 위해 서로 협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적인 목

적을 가진 agent 들이 서로 협조하여 어떠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위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면서 최종 문제를 해

결하거나 처음부터 어떠한 문제에 대해 agent 들이 서로 공유하고 일을 분배하



 

21 

여 해결하는 방법 등이 있다 [26]. 본 논문에서는 multi-agent system 에서 agent

들이 일을 공유하고 분배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는 contract net 

protocol (CNP)를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NP 는 Recognition, Announcement, 

Bidding, Awarding, Expediting 이라는 다섯 개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40, 41]. 

1. Recognition: Agent 가 환경의 변화를 multi-agent system 이 해결해야 하는 문

제로 인식하는 단계. 

2. Announcement: Agent 가 통신을 통해 다른 agent 들에게 문제에 대해 알려

주는 단계. 이 때 다른 agent 에게 문제를 알려주는 agent 가 CNP 과정에서

의 주체자가 된다. 

3. Bidding: Announcement 를 받은 agent 들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

여할 지를 결정하고 자신의 전략에 따라 bidding 하는 단계. 이 때 bidding

정보는 CNP 과정의 주체자에게 전달한다. 

4. Awarding: CNP 의 주체자가 다른 agent 들로부터 받은 bids 중에서 문제 해

결 과정에서 가장 최적인 bid 를 선택하고 해당 bid 를 제출한 agent 와 계

약하는 단계. 이 때 한 개의 agent 와 계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agent 와 

계약하여 일을 분배할 수도 있다. 

5. Expediting: Awarding 을 받은 agent 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일을 수행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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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Multi-Agent System 을 이용한 전압 제어 

3.1 배전계통에서의 전압 제어 

전력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은 일반적으로 계통 주파수와 전압의 크기로 평가된

다. 그러므로 전력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파수와 전압을 일정한 크기

로 전력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전계통의 경우, 경제적

인 이유로 모든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크기의 정격 전압으로 제공하기가 어려

운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전력 계통의 안정도 (stability) 유지와 전력기기들의 

안전성 (safety)을 보장하기 위해, 배전계통의 버스 전압은 반드시 일정한 

normal state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전계통에서는 일반적으

로 모든 버스의 전압을 일정한 수준 내로 유지하는 것을 전압 제어의 목표로 

하고 있다.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NSI)에 따르면 일반적인 전력시

스템의 정상상태에서 용인되는 전압 수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2]. 

ANSI C84.1 Service Voltage Limits for 120V-600V Systems 

 Range A minimum voltage is 95% of nominal voltage 

 Range A minimum voltage is 105% of nominal voltage 

 Range B minimum voltage is 91.7% of nominal voltage 

 Range B minimum voltage is 105.8% of nominal voltage 



 

23 

이 규정에서는 전압 수준을 Range A 와 B 로 나누어서 정의하였는데 Range A

는 전력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압의 최적의 값을 의미하여, Range B 는 최적

의 값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전압의 크기를 의미한다. 

배전계통에서는 위와 같은 전압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 load tap changer (LTC)나 

shunt capacitor (SC)와 같은 전압 제어기기를 변전소나 전압 제어가 필요한 버

스에 설치한다. 이러한 전압 제어기기들은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버스와 

전압 제어를 하고자 하는 버스까지의 전압 강하 (voltage drop)를 고려하여 전

압을 보상하며 이를 Line Drop Compensation (LDC)라 한다 [27]. 여기서 전압 강

하의 크기는 선로 임피던스와 부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전압 제어의 대

상이 되는 버스는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전압이 나타나는 해당 배전계통의 마

지막 버스가 된다. 하지만 분산전원이 배전계통에 포함된 경우, 계통의 전압 

프로파일이 분산전원의 유/무효전력의 출력에 따라 바뀌게 되므로 LDC 방법

에 의한 전압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 [9]. 일반적인 LDC 방법은 계통의 전압 

강하를 선로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구하기 때문에 분산전원의 출력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분산전원이 포함된 배전계통의 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는데, 분산전원의 출력 제어를 통해 전압 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 등이 있다 [43]. 분산전원의 출력 제어는 기존의 전압 제어 기기

에 비해 빠르게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계통에 발생하는 전압 문제에 대해 다

른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4]. 또한 전압의 

경우 주파수와 달리 local 한 특성이 있어 배전계통 내에서 이를 해결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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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multi-agent system 을 이용하여 전압 문제를 인식하

고 분산전원 또는 전압 보상 기기들 간의 통신을 통해 전압 보상을 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45]. 

본 논문에서는 multi-agent system 의 특징을 이용하여 분산 제어에 기반을 두고 

계통에서 발생한 전압 문제에 대해 agent 가 이를 인지하고 다른 agent 들과의 

통신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 때, 전압 보상은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 제어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중앙 제어와 유사한 최

적점에서 계통 내에 포함된 분산전원들의 운전점이 결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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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압 제어를 위한 multi-agent system 설계 

3.2.1 Multi-agent system 의 기본적인 구조 

분산전원이 포함된 배전계통에서 전압을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해 

multi-agent system (MAS)을 기반으로 하는 전압 제어 방법을 제안하였다. 분산

전원의 무효전력 출력의 증감을 통해 전압 제어를 수행하였으며, 배전계통에 

설치되는 다른 전압 제어 기기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본적인 MAS platform 은 그림 3.1 과 같다. MAS 를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있어

서는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다 [45]. 

 Agent 의 정의와 각 Agent 가 수행하는 일은 무엇인가? 

 최종 목적을 위해 각 agent 들이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DR agent, Monitoring agent, 그리고 moderator 라는 세 가지 agent

를 정의하였다. 전압 제어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산전원들은 무효전력 제어가 

가능한 전원이며 각각에 해당되는 agent 를 가지고 있고, 이를 DR agent 라고 

정의하였다. DR agent 는 분산전원이 전압 제어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의사를 표

명하고 다른 agent 들과의 협상을 통해 해당되는 분산전원이 어느 정도의 무효

전력량을 증감하여 전압 제어 동작을 할 지를 정하는 일종의 상위 제어기가 

된다. Monitoring agent 는 전압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은 node 에 설치되

어 전압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한편, 해당 node 의 전압이 일정한 범위를 벗

어날 경우, 이를 moderator 에 알려주고 전압을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배전계통에서는 마지막 버스가 가장 낮은 전압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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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므로 monitoring agent 는 마지막 버스에는 반드시 설치하며, 계통 운영자가 

특정 버스의 전압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른 버스에도 

monitoring agent 를 설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moderator 는 다른 agent 들이 

어떻게 동작할 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coordinator 로서 monitoring agent 의 전압 

보상에 대한 요청을 받고, DR agent 들이 전압 제어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각각

의 분산전원이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3.1 전압 제어를 위한 MAS 의 예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oderator 는 MAS 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contract net protocol (CNP)를 기반으로 다른 agent 들과의 통신을 통해 각 agent

들의 요청을 수락하고 최종 목적인 전압 제어를 위해 수행할 동작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Moderator 가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량을 결정하는 데 있

어서 본 논문에서는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을 고려함과 동시에 전

압 제어를 위해 분산전원이 증가하는 무효전력 출력량을 최소로 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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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하였다. 즉, 분산전의 무효전력 민감도와 출력 여유량이 높을수록 전압 

제어 참여도를 높게 가질 수 있게끔 하였다. 이를 위해 전압 제어에 대한 요

청이 있을 때, moderator 는 각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민감도와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을 DR agent 들에게 요청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전압 제어를 위해 각각의 

분산전원이 어느 정도의 무효전력의 출력을 증가해야 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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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Multi-agent system 을 이용한 전압 제어 과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CNP 를 기반으로 agent 들과 통신을 

통해 전압 제어를 수행한다. 전체적인 전압 제어 과정은 그림 3.2 와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1 ,1( , )s mQ Q

,2 ,2( , )s mQ Q

,3 ,3( , )s mQ Q

needV

1Q

2Q

3Q

 
그림 3.2 CNP 기반의 전압 제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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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P 는 multi-agent system 에서 일을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분배할 지를 결

정하는 일종의 협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NP 는 

일반적으로 Recognition, Announcement, Bidding, Awarding, Expediting 이라는 다섯 

개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 진다 [40, 41].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압 제어 과정

도 이를 따라 전압 제어에 대한 일을 agent 들끼리 공유하고 분배하여 최종적

인 목적인 전압 제어 요청이 있는 버스의 전압 보상을 달성한다. 

평상 시에는 monitoring agent 가 설치되어 있는 버스의 전압을 측정하고 있다

가, 전압이 일정한 범위(normal state)를 벗어날 경우 이를 moderator 에 알린다 

(Recognition).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범위는 계통 운영자에 의해 결정되는 값

이며, 일반적으로는 정격 전압의  5%로 결정된다. Monitoring agent 가 

moderator 에 전압 보상을 요청할 때는 해당 버스의 전압이 normal state 로 돌아

가기 위한 전압 제어 요청량( needV )을 알려주게 된다. 예를 들어, monitoring 

agent 가 측정하고 있는 버스의 전압이 0.94 p.u.로 떨어졌을 경우, monitoring 

agent 는 moderator 에 전압 제어 요청량( 0.01 p.u.needV  )를 보내줌으로써 전압

에 문제가 생겼고 이를 보상할 필요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할 지

를 알려주게 된다. 여기서 요청하는 전압 제어량은 반드시 normal state 로 돌아

가기 위해 필요한 양(위의 예에서는 0.01=0.95-0.94)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압 margin 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두고 요청할 수도 있다. 

Moderator 가 monitoring agent 로부터 전압 제어 요청량을 받게 되면 전압 문제

를 인식하고 이를 다른 DR agent 들에게 알리게 된다 (Announcement).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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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or 는 DR agent 들에게 전압 문제가 발생한 버스에 대한 각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민감도와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을 요청(request for proposals)하게 된다. 

RFP 메시지를 받은 DR agent 들은 moderator 가 요청한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일종의 전압 제어에 대한 bidding process 에 참여하게 된다 (Bidding). 각 분산

전원의 무효전력 민감도는 전압 문제가 발생한 버스의 전압을 증가시키기 위

해 필요한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량으로 결정되며,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

은 각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정격과 현재의 무효전력 출력량의 차이로 결정된

다. 

분산전원이 moderator 에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moderator 는 각 DR 이 어느 

정도의 무효전력 출력량을 조절함으로써 전압 제어에 참여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결정된 값을 바탕으로 각 DR agent 들에게 조정할 무효전력 출력량을 알

리게 되고 (Awarding), 이 값을 받은 DR agent 들은 해당 DR 에 무효전력에 대

한 출력 조정을 명령함으로써 전압 제어 과정이 끝나게 된다 (Expediting). 

분산전원이 제출하는 무효전력 민감도는 실제적으로 비선형 특성을 갖는 값이

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한 번의 전압 제어 과정으로 전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과보상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때에는 

monitoring agent 가 다시 한번 전압 제어를 moderator 에 요청함으로써, 위와 같

은 전압 제어 과정을 수행하게 되며, 전압 제어 요청량이 0 이 될 때까지 반복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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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효율적인 전압 제어를 위한 Moderator 설계 

3.3.1 Moderator 의 퍼지 전문가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압 제어 전략은 기본적으로 moderator 가 DR agent 들

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해 무효전력 출력을 조절할 양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moderator 의 입력으로 주어지는 각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민감도와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을 기준으로 각 분산전원이 조절할 무효전력 출력의 양을 결정하

는 게 된다. 무효전력 출력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분산전원

이 전압 제어를 위해 추가적으로 증가해야 하는 무효전력의 출력량을 최소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 때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을 고

려하게끔 하였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무효전력 증가로 전압을 보상하기 위

해서는, /V Q  로 정의되는 무효전력 민감도가 높은 분산전원이 우선적으로 

무효전력 출력량을 증가시키면 된다. 하지만, 무효전력 민감도만을 고려하여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전압 보상이 필요한 버스에

서 가까운 분산전원만이 전압제어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왜냐하면 방

사형태의 배전계통에서는 전기적인 거리가 가까운 분산전원이 다른 분산전원

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무효전력 민감도를 가지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전계통에서 가장 낮은 전압을 가지는 버스가 일반적으로 마지막 

버스이므로, 결과적으로 전압 제어는 항상 마지막 버스에 가까운 곳에 설치되

어 있는 분산전원이 담당하게 된다. 이를 지양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분산

전원의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여유량이 많은 분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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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그렇지 않은 분산전원보다 전압 제어에 참여하는 참여도(participation 

factor)를 높게 가질 수 있도록 moderator 를 설계하였다. 

F
uzzy Inference S

ystem

,1sQ

,2sQ

,s nQ

,1mQ

,m nQ

2

A
ssignm

ent 
1Q

2Q

nQ

1

n

Moderator

DR agent n

DR agent 1

 
그림 3.3 Moderator 의 동작 과정 

하지만 무효전력 민감도와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이라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개의 판단 기준 중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고려하여 전압 제어 참여도를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 과 1, 즉 수치

적인 값으로 참여도를 결정하는 불 논리(bool logic)이 아닌 ‘크다’ 또는 ‘작다’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퍼지 논리(fuzzy logic)을 도입하였다 [46]. 또한 전문가

의 판단을 반영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하나인 퍼지 전문가 시스템을 도

입하여, 이를 moderator 에 적용하였다 [47]. Moderator 의 퍼지 전문가 시스템은 

입력을 받아 각 분산전원의 전압 제어 참여도( )를 결정하고 moderator 는 이 

값을 기준으로 각 분산전원이 조정할 무효전력 출력의 양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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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or 가 DR agent 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효전력 출력의 양을 결

정하는 과정을 그림 3.3 에 나타냈다. 

Moderator 의 의사결정 과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퍼지 전문가 시스템은 가

장 흔히 쓰이는 퍼지 추론 기법인 맘다니 방법(Mamdani method)로 구현하였다. 

그림 3.4 와 같이 맘다니형 퍼지 추론(Mamdani-style fuzzy inference) 과정은 크

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47]. 크리스프 변수(crisp variable) 형태의 입

력 변수(Crisp input)를 퍼지화(Fuzzification)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규칙 기반의 

추론 기관(Rule-based inference engine)을 통해 입력된 값을 평가하여 퍼지 변수

(fuzzy variable) 형태의 결과를 출력한다. 마지막으로, 이 값을 실제값인 크리스

프 변수 형태로 바꿔주는 역퍼지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결과를 출력하게 된

다. 

,s k
Q

,m k
Q

k


 
그림 3.4 퍼지 전문가 시스템의 구조 

다음으로는 퍼지 전문가 시스템의 입력변수와 이를 퍼지화하는 과정, 본 논문

에서 적용한 규칙과 이를 추론하는 과정, 역퍼지화를 통해 각 분산전원의 전

압 제어 참여도를 결정하는 과정, 최종적으로 moderator 가 전압 제어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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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준으로 각 분산전원이 이 출력할 무효전력량을 결정하는 과정 등을 살펴

본다. 

퍼지 전문가 시스템의 입력 변수 

전압 제어 과정에서 moderator 가 각 DR agent 들로부터 받은 무효전력 민감도

와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이 퍼지 전문가 시스템의 입력 변수가 된다. 여기에

서는 각 DR agent 들이 이 값들을 어떻게 구하고 어떤 형태로 moderator 에 전

달해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무효전력 민감도는 일반적인 조류계산 식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각 

버스에 유입되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양의 변화에 따른 위상각과 전압의 크

기 변화는 다음 식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P
J

V Q

     
       

 (3.1) 

여기에서는 유효전력의 출력 변동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식 (3.1)에서 무효전

력의 출력 변동만 고려한다면 식 (3.2)와 같이 쓸 수 있다. 

   1 11 12

21 22

0 0X X
J

X XV Q Q

        
                

 (3.2) 

식 (3.2)로부터 버스 전압과 무효전력 유입량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22V X Q Y Q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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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무효전력 민감도는 어떠한 분산전원이 주입(injection)하

는 무효전력량에 대한 전압문제가 발생한 버스에서의 전압 변동량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전압문제가 발생한 버스가 부하 버스라고 가정할 수 있고 

부하 버스에서는 주입되는 무효전력량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식 (3.3)에서 부하 버스의 전압과 발전 버스의 무효전력 주입량과의 관계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 12

21 22

g g

l l

V QY Y

V QY Y

     
         

 (3.4) 

 21l gV Y Q    (3.5) 

최종적으로 무효전력 민감도( sQ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1
l

s
g

V
Q Y

Q


 


 (3.6) 

무효전력 민감도를 나타낸 식 (3.6)은 q 개의 부하 버스와 p 개의 발전 버스(분

산전원 버스)로 이루어진 배전계통에서는 식 (3.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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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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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i 번째 부하 버스에 설치된 monitoring agent 로부터 전압 제어에 대한 요

청이 있을 때 DR agent 가 moderator 에 제출하는 무효전력 민감도는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1 1 ,2 2 ,, ,s i s i s p ipQ Q Q      (3.8) 

여기에서는 배전계통의 마지막 버스에만 monitoring agent 를 설치하여, 마지막 

버스의 전압을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므로 DR 

agent 들이 moderator 에 제출하는 무효전력 민감도는 마지막 버스의 전압 제어

를 위해 필요한 각 분산전원이 주입해야 하는 무효전력의 양을 의미하여 이 

값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 1 ,2 2 ,, ,s q s q s p qpQ Q Q      (3.9) 

이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조류계산 식을 통해 무효전력 민감도를 구하기 위

해서는 각 버스에 주입되는 유효전력량과 무효전력량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MAS 에서 발전 버스의 유/무효전력량에 대한 

정보는 DR agent 들 간의 통신을 통해 구할 수 있지만, 부하 버스의 유/무효전

력량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측정장치와 통신시설 등을 설치

해야만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배전계통의 모든 버스

에 주입되는 유/무효전력량을 알기는 쉽지 않다. 한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AS 기반의 전압 제어 전략은 기본적으로 분산제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

로 상위에서 계통의 모든 정보를 알고 조류계산을 하는 것은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한 조류계산 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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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전력 민감도를 구하는 방법은 moderator 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만 사용하였

고, 실제 계통에서 무효전력 민감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산제어에 부합하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였다. 

jQ

jV qV

 

그림 3.5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에 따른 전압 변동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압 제어 전략을 실제 계통에 적용할 때, 각 DR agent

들이 무효전력 민감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DR agent 들과 monitoring agent 간의 

통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림 3.5 에 나타낸 바와 같이 j 번째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민감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j 번째 분산전원과 연결된 DR agent 에서 

특정 시간에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량을 일정 수치만큼 증가( jQ )하게 하

고, 이 때 전압 문제가 발생한 버스 q 에서 증가되는 전압의 크기( qV )를 

monitoring agent 가 측정하여 이 두 개 값의 다음과 같은 관계를 통해 무효전

력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
q

s j
j

V
Q

Q





 (3.10) 



 

38 

이를 위해서는 DR agent 와 monitoring agent 가 측정하는 시간을 동기화할 필요

가 있고, 이는 agent 들 간의 통신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방사형 계통에서는 실제적으로 j 번째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 증가에 

따른 j 번째 버스의 전압 변동의 크기( jV )는 하위 계통에 속한 버스의 전압 

변동 크기와 거의 비슷한 값을 갖게 된다 [45]. 그러므로 그림 3.5 와 같은 방

사형 계통에서 무효전력 민감도를 구하기 위해 DR agent 가 분산전원의 무효전

력 출력 변화의 크기( jQ )와 이에 따라 변동하는 해당 버스의 전압 변화의 

크기( jV )를 측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관계의 의해 무효전력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
j

s j j q
j

V
Q V V

Q


   


  (3.11) 

식 (3.10)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무효전력 민감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DR 

agent 와 monitoring agent 간의 통신이 필요하지만, 식 (3.11)과 같은 방법을 이

용하게 되면 agent 들 간의 별도의 통신 없이도 무효전력 민감도를 구할 수 있

다. 여기에서 근사화된 무효전력 민감도를 얻을 수 있는 식 (3.11)을 이용하더

라도 본 논문에서는 여러 대의 분산전원이 전압 제어에 참여할 경우 각 분산

전원이 가지는 무효전력 민감도의 상대적인 크기를 통해 각 분산전원의 전압 

제어 참여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moderator 에 구현된 퍼지 전문가 시스템의 다른 입력 변수인 무효전

력 출력 여유량은 DR agent 가 해당 분산전원의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쉽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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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예를 들어, j 번째 DR agent 에서 moderator 에 보내는 무효전력 출

력 여유량은 식 (3.12)과 같이 DR agent 가 알고 있는 해당 분산전원의 무효전

력 정격( max, jQ )과 분산전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현재 무효전력 출력값

( ,output jQ )의 차로 정의된다. 

 , max, ,m j j output jQ Q Q   (3.12) 

이상에서 구한 식 (3.9)와 식 (3.12)의 무효전력 민감도와 무효전력 출력 여유

량은 moderator 의 입력값으로 DR agent 들이 전압 제어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

하는 정보이다. 이러한 입력값은 크리스프 변수 형태의 값으로 이를 퍼지 전

문가 시스템에서 퍼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의 영역(universe of discourse) 

범위 안에 한정된 수치값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47]. 

여기에서는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0 과 1 사이의 값으로 논의 영역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식 (3.9)에 나타낸 무효전력 민감도의 경우 계통 상황에 따라 값

의 범위가 상이하게 나오므로 이를 식 (3.13)와 같이 무효전력 민감도가 0 과 

1 사이의 값으로 제한되도록 정규화하였다. 한편, 식 (3.12)에 나타낸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의 경우는 per unit 값으로 나타낸 값이므로 정규화 과정 없이도 

항상 0 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

,
,

ˆ
max

s j
s j

s i
i

Q
Q

Q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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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화 과정 (Fuzzification) 

최종적으로 식 (3.13)와 식 (3.12)에 나타낸 무효전력 민감도와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에 대한 값이 퍼지 전문가 시스템의 입력 변수가 된다. 이 값은 크리스

프 변수이며, 이를 퍼지 전문가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입력 변수인 퍼지 

변수로 바꿔주는 과정이 퍼지화 과정이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크리스프 입력에 대해 적절한 언어 퍼지 집합에 대해 퍼지

화 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입력 변수에 대한 각각의 퍼지 집합

을 정의하였다. 각각의 퍼지 집합은 그림 3.6 과 같이 ‘S’로 나타낸 ‘작다

(Small)’, ‘M’으로 표현한 ‘중간이다(Medium)’, ‘L’로 나타낸 ‘크다(Large)’와 같이 

세 개의 소속함수(membership function)로 정의하였다. 소속함수는 여러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다리꼴 형태의 소속함수와 삼

각형 형태의 소속함수를 사용하였다. 

 

그림 3.6 입력 변수에 대한 퍼지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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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그림 3.6 과 같은 퍼지 집합 A

에 대해 세 개의 소속함수가 정의되

어 있을 때, 크리스프 입력 0.4 에 대해 퍼지화한 소속도(degree of membership)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0.4) 0.35, (0.4) 0.64, (0.4) 0A S A M A L    
  

 (3.14) 

이와 같이 앞에서 언급한 두 개의 크리스프 입력에 대해 무효전력 민감도에 

대한 퍼지 집합( senQ


)과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에 대한 퍼지 집합( marQ


)에 각각 

속한 소속함수에 대응하는 소속도를 구한다. 

규칙 기반의 추론 기관 (Rule-based inference engine) 

퍼지 전문가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전문가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입력된 변

수들의 퍼지 소속함수값에 대해 정해진 규칙을 기반으로 추론을 행하게 되고 

이를 규칙 평가(rule evaluation) 과정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규칙: IF (전건부), THEN (후건부). 

이 때 각 규칙에 대한 전건부(antecedent statement)의 최소 소속함수 값을 후건

부(consequent statement)의 소속함수 값으로 하는 최소 연산 규칙(minimum 

operation rule)을 사용하였다. 한편, 후건부에 해당하는 전압 제어 참여도에 대

한 퍼지 집합(


)는 앞에서 설명한 전건부에 해당하는 퍼지 집합과 달리 ‘VS’

로 나타낸 ‘매우 작다(Very Small)’, ‘S’로 나타낸 ‘작다(Small)’, ‘M’으로 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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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이다(Medium)’, ‘L’로 나타낸 ‘크다(Large)’, ‘VL’로 나타낸 ‘매우 크다(Very 

Large)’와 같이 다섯 개의 소속함수로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민감도와 출력 여유량이 높을수록, 높은

전압 제어 참여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총 9 개의 규칙을 적용하였

다. 

규칙 1: IF ( senQ


is ‘L’) and ( marQ


is ‘L’), THEN (


 is ‘VL’). 

규칙 2: IF ( senQ


is ‘L’) and ( marQ


is ‘M’), THEN (


 is ‘L’). 

규칙 3: IF ( senQ


is ‘L’) and ( marQ


is ‘S’), THEN (


 is ‘M’). 

규칙 4: IF ( senQ


is ‘M’) and ( marQ


is ‘L’), THEN (


 is ‘L’). 

규칙 5: IF ( senQ


is ‘M’) and ( marQ


is ‘M’), THEN (


 is ‘M’). 

규칙 6: IF ( senQ


is ‘M’) and ( marQ


is ‘S’), THEN (


 is ‘S’). 

규칙 7: IF ( senQ


is ‘S’) and ( marQ


is ‘L’), THEN (


 is ‘M’). 

규칙 8: IF ( senQ


is ‘S’) and ( marQ


is ‘M’), THEN (


 is ‘S’). 

규칙 9: IF ( senQ


is ‘S’) and ( marQ


is ‘S’), THEN (


 is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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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규칙 평가의 예 

그림 3.7 은 입력 A1 과 B1 에 대해 규칙 4 로 평가한 결과를 예를 들어 설명

하였다. 입력 A1 이 ‘M’에 속하는 소속도와 입력 B1 이 ‘L’에 속하는 소속도 

중에서 최소 연산 규칙에 따라 두 개의 전건부 중에 작은 값을 가지는 크기로 

후건부의 소속함수 ‘L 에 속하는 소속도의 크기가 결정된다. 한 개의 입력변수

가 반드시 한 개의 소속함수에만 속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그림 3.7 에서 입력 

A1 은 소속함수 ‘S 에도 속하고, 입력 B1 의 경우 소속함수 ‘M’에도 속하게 된

다. 그러므로 위의 아홉 개의 규칙 중에서 규칙 4, 규칙 5, 규칙 7, 규칙 8 에 

의해 규칙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렇게 나온 후건부의 퍼지 집합을 통합해서 

한 개의 퍼지 집합을 생성한다. 

역퍼지화 과정 (Defuzzification) 

퍼지 추론 기관의 결과로 얻어지는 값은 퍼지 집합이므로 이를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치적인 값이 필요한데, 퍼지 집합으로 표현된 값을 크리스프 변수 

형태의 값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역퍼지화 과정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

장 많이 쓰이는 역퍼지화 방법인 무게 중심법(center of gravity method)를 적용하

여 퍼지 전문가 시스템의 최종적인 출력을 구하였다. 이는 전체 소속함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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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중심이 되는 점을 출력값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이 값이 퍼지 전문가 시스템의 출력으로 각 분산전원의 전압 제어 참여도( )

로 결정된다. 

 
( )

( )

x x dx
COG

x dx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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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or 의 최종 출력 

Moderator 는 역퍼지화를 통해 구한 각 분산전원의 전압 제어 참여도를 고려해

서 각 분산전원이 전압 제어를 위해 조정할 무효전력 출력량을 결정한다. 여

기서 전압 제어 참여도의 합이 1 이 되어야만 전압 문제가 발생한 버스의 전

압 보상 요청량에 해당하는 전압 크기만큼 보상할 수 있다. 하지만, 퍼지 전문

가 시스템의 출력으로 결정된 각 분산전원의 전압 제어 참여도는 다른 값들을 

고려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각 분산전원의 특성만을 고려해서 구한 값으로 그 

합은 실제 1 이란 값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값들을 식 (3.16)와 같이 정

규화하여 최종적인 각 분산전원의 전압 제어 참여도를 결정할 수 있다. 

 ˆ k
k

i
i







 (3.16) 

이상에서 구한 전압 제어 참여도를 기준으로 moderator 는 각 분산전원이 조정

할 무효전력 출력량의 per unit 값을 식 (3.17)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각 DR 

agent 에 지령값으로 전달한다. 

 
,

ˆk
k need

s k

Q V
Q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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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퍼지 전문가 시스템의 입출력집합 최적화 

Moderator 의 출력으로 결정되는 각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량은 실제적으로 

퍼지 전문가 시스템의 출력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퍼지 전문가 시스템의 

출력은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에 대응하는 퍼지 집합의 모양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게 되는데, 적절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여

기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퍼지 전문가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한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를 간략히 살펴보고 각각의 퍼지 집합을 구성

하고 있는 소속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Particle swarm optimization 

진화연산 기법의 일종인 PSO 는 1995 년 사회심리학자 James Kennedy 와 전기

엔지니어 Russel Eberthart 에 의해 제안되었다 [48]. PSO 알고리즘은 잠재적인 

해를 나타내는 particle 을 탐색 공간에 무작위로 뿌려놓고 탐색 공간 내에서 

목적함수(적합도;Fitness)에 부합하는 최적의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이는 불확실한 영역에서의 무작위적인 탐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유연하고 해 공간 전체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극소에 빠

질 위험성이 적은 장점이 있다. 

PSO 알고리즘에서 각 particle 들은 탐색 공간 내에서 위치를 이동하며 최적의 

위치를 찾는다. 이 때, 탐색 공간을 움직이는 particle 의 위치 정보가 적합도 

함수에 의해 평가되고 각 particle 은 자신이 경험한 위치 정보 중에 가장 최적

의 위치를 갖는 입자 정보(Pbest)를 기억하고 있는다. 한편, 모든 particle 중에

서 가장 최적의 위치를 나타내는 입자 정보, 즉 Pbest 값 중에서 가장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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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Gbest 로 기억하고 이는 최적 전역해가 된다. 각 입자들은 현재의 위치벡

터와 속도벡터, 그리고 Pbest 및 Gbest 값을 이용하여 식 (3.18)과 같이 속도벡

터를 갱신하게 된다. 이렇게 갱신된 속도를 이용하여 각 particle 의 위치벡터는 

식 (3.19)과 같이 결정된다. 

 1
1 1 2 2( ) ( )k k k k

i i i i iV w V c r Pbest X c r Gbest X            (3.18) 

 1 1k k k
i i iX X V    (3.19) 

식 (3.18)과 식 (3.19)에서 k
iV 는 i 번째 particle 의 k 번째 속도벡터를 의미하며, 

k
iX 는 i 번째 particle 의 k 번째 위치벡터를 의미한다. 각 particle 은 n 차원의 위

치벡터 X 로 표현되며, 여기서 차원 n 은 제어 변수의 크기를 의미한다. 위의 

식에서 w 는 관성 가중치를 의미하며, c1/c2 와 r1/r2 는 각각 가속 상수와 0 과 1 

사이의 랜덤 상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가속상수는 일반적으로 2 로 정하며 랜

덤 상수는 다음 속도벡터를 정하는 데 있어서 확률적인 특성을 갖게 해준다.  

PSO 에 존재하는 particle 들이 속도와 위치 정보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어느 방

향으로 어느 정도 이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관성가중

치이다. 관정가중치 w 는 갱신되는 속도에 대하여 현재 속도를 반영하며, 적절

한 관성가중치 값의 선정은 곧 탐색과정에서의 지역극소로 빠지는 위험성을 

줄여줌과 동시에 전역해를 찾는 효율성을 높여준다. 이에 일반적으로 관성 가

중치는 식 (3.20)와 같이 탐색과정 초기에는 전역 탐색을 강화하기 위해 큰 값

으로 설정하고, 탐색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 탐색을 강화하기 위해 그 값

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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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min
max

( )w w k
w w

N

 
   (3.20) 

식 (3.20)에서 N 은 PSO 알고리즘의 전체 반복횟수를 의미하며, maxw 와 minw 은 

각각 관성가중치의 초기값과 최종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0.9 와 0.4

로 정한다. 

문제의 정식화 

여기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moderator 를 통해 전압 제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퍼지 전문가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퍼지 전문

가 시스템의 출력은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에 대한 퍼지 집합, 그리고 추론기

관의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관련 종사자 또는 

전문가의 경험이나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47]. 본 논문에서는 추론기관의 

규칙은 3.3.1 절에 설명한 것으로 설정하고,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에 대한 퍼

지 집합의 모양을 최적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압 제어를 위해 증가해야 하는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 변

화의 크기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각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을 고려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무효전력에 대한 비용 함수를 정의하였다. 무효전력에 

대한 비용 함수에는 각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증가량에 대한 비용과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였으며, 식 (3.21)과 그림 3.8 에 나타낸 바

와 같이 무효전력 증가량이 많을수록 출력 여유량이 적을수록 높은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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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2

max, , ,

1
( ) ( )

( )c i j i j
i output i j

Q Q
Q Q

 


x x  (3.21) 

식 (3.21)에서 , ,c i jQ 는 i 번째 분산전원의 j 번째 case 에 해당하는 무효전력에 

대한 비용을 나타내며, max,iQ 와 , ,output i jQ 는 각각 i 번째 분산전원의 최대 무효전

력 출력량과 전압 제어 결과로 나타나는 i 번째 분산전원의 j 번째 case 에서의 

무효전력의 출력 크기를 나타낸다. ,i jQ 는 i 번째 분산전원의 j 번째 case 에서

의 전압 제어를 위해 증가하는 무효전력 출력량을 의미한다. 즉, 식 (3.21)에서 

분모는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기 위한 항이며 분자는 무

효전력 증가량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기 위한 항이다. 

, ,c i jQ

, ,output i jQ max,iQ

,i jQ
 

그림 3.8 무효전력 비용 함수에 대한 정의 

한편, 식 (3.21)에서 x 는 입/출력 변수의 퍼지 집합을 구성하는 소속함수들의 

모양을 결정하는 제어 변수이며 27 차원 벡터로 표현되며, 각각의 제어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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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에 점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입력 변수의 퍼지 집합에서 각각 7 개, 

출력 변수의 퍼지 집합에서 13 개로 총 27 개이다. 

 

그림 3.9 퍼지 집합의 소속함수들 

(a) senQ


, (b) marQ


, (c) 


 

본 논문에서의 퍼지 전문가 시스템 입출력 퍼지 집합의 최적화의 목표는 대상 

계통에서 전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압 문제 해소 비용(F)을 최소화하는 것

으로 하였다. 한편, 대상 계통에 대해 최적화된 퍼지 전문가 시스템을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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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대상 계통의 모든 계통 상황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즉, 전압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계통 상황에 대상으로 퍼지 전문가 시스템의 최적화 

과정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만약 전압 문제가 발생한 한 개의 계통 상황에 대

해서 최적화를 수행할 경우, 그 결과는 해당 계통 상황에서 최적의 solution 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다른 계통 상황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대상 계통에서 전압 문제가 있는 cn 개

의 case 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를 최적화하였다. 

따라서, 목적함수는 앞에서 정의한 무효전력 비용 함수를 이용하여 식 (3.2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Object

1
min ( )

subject to

0 1

DGNcn

c i j
j i

i

F Q
cn

x for all i



 

 x
 (3.22) 

식 (3.22)에서 cn 은 전압 문제가 발생한 case 의 수를 나타내며 DGN 는 해당 계

통에서 전압 제어에 참여하는 분산전원의 수를 나타낸다. 

PSO 를 이용한 퍼지 전문가 시스템의 입출력집합 최적화 과정 

퍼지 전문가 시스템의 입출력집합의 모양을 결정하기 위해 식 (3.22)와 같이 

주어진 최적화 문제는 nonlinear 하며 nonconvex 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PSO 를 이용하여 그림 3.10

과 같은 퍼지 전문가 시스템의 최적화 과정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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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PSO 를 이용한 퍼지 전문가 시스템의 최적화 과정 

그림 3.10 은 계통에서 전압 제어에 참여하는 분산전원의 수가 4 개인 경우의 

최적화 과정을 나타낸다. PSO 알고리즘에서 적합도(Fitness)는 식 (3.22)에 나타

낸 목적함수로 주어진다. 대상 계통에서 PSO 알고리즘을 통해 구한 퍼지 전

문가 시스템은 moderator 에 구현되어 전압 제어 과정에서 각 분산전원의 무효

전력 출력량을 결정하게 된다. 즉, 계통에 따라 퍼지 전문가 시스템의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며 계통이 바뀌게 되면 그에 맞는 퍼지 전문가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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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Multi-agent system 을 이용한 전압 제어 과정의 검증 

본 절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multi-agent system 환경에서 분산전원을 이용한 전

압 제어 전략을 정상상태 해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3.4.1 모의 계통의 구성과 시나리오 

제안하는 전압 제어 과정을 보이기 위해 그림 3.11 과 같은 모의 계통을 구성

하였다. 

 

그림 3.11 모의 계통의 구성 

모의 계통은 총 4 개의 분산전원과 5 개의 부하로 구성하였다. 분산전원은 모

두 무효전력 출력 조절을 통해 전압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

으며, 전압 제어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각각의 DR agent 를 가지고 있다. 분산

전원의 최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출력은 모두 10 kW 와 4 kVar 로 동일하게 

하였다. 모의 계통에 포함된 부하들의 최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소모량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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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동일하게 20 kW 와 10 kVar 로 설정하였다. 선로 임피던스의 크기는 한전에

서 사용하는 CV 200SQ 선로( 0.1210 0.0971 ( / )R jX j km    )를 기준으로 선

정하였으며, Z1 과 Z2 는 각각 200 m 와 500 m 에 해당하는 선로로 모의 계통은 

총 3 km 길이의 선로로 구성하였다. 한편, 모의 계통에서 1 번 버스의 전압은 

변전소에 의해 항상 1 p.u.로 유지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Monitoring agent 는 계통 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전압을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하

고 싶은 버스에 설치하여 해당 버스의 전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

하기 위해 moderator 에 전압 제어를 요청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모의 계통에

서는 마지막 선로의 전압을 0.95 p.u. 이상의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마지막 선로에 monitoring agent 를 설치하였다. 

모의 계통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전압 제어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 모의 계통

에 적합한 퍼지 전문가 시스템을 먼저 PSO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설계 하였다. 

설계된 퍼지 전문가 시스템을 적용하여 전압 제어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case 에 대해서 그 과정을 보였다. 

 Case 1: Normal operation 상태에서 부하 증가로 인해 전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압을 보상하는 과정 

 Case 2: 비교적 큰 전압 문제가 발생하여 한 번의 전압 제어 과정으로 전

압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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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퍼지 전문가 시스템의 입출력집합 최적화 결과 

PSO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moderator 의 퍼지 전문가 시스템을 대상 모의 계통

에 최적화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100 개의 계통 상황을 무작위로 선정하였

다. 계통 상황을 선정할 때는 모의 계통에 포함된 분산전원과 부하가 최대 출

력 및 소모량 이내에서 임의의 값을 가지고 있게 하였다. 또한, 전압 문제가 

발생한 계통 상황을 대상으로 퍼지 전문가 시스템을 최적화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버스의 전압이 0.95 p.u. 이하로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경우만을 퍼지 전

문가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한 계통 상황으로 선정하였다. 

총 30 개의 particle 을 초기에 무작위로 생성하였으며 500 번의 iteration 을 통해 

퍼지 전문가 시스템에 속한 퍼지 집합의 모양을 결정하였다. 그림 3.12 는 

PSO 알고리즘에서 Gbest particle 이 갖는 Fitness 값이 iteration 횟수에 따라 변

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무작위로 생성된 30 개의 particle 에서의 Fitness 값은 

초기에 1.8161 이였으며, 500 번의 iteration 과정을 통해 Finess 값은 최종적으로 

1.1645 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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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Gbest particle 의 Finess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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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생성한 퍼지 집합의 모양은 그림 3.13~3.15 와 같다. 여기에서 생성하는 

퍼지 집합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생성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전문가가 경

험적 판단에 의해 결정한 퍼지 집합의 모양과 규칙을 적용하여 퍼지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PSO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화 과정

을 거쳐 대상 계통에 적합한 형태의 퍼지 집합 모양을 생성할 것이므로 각 퍼

지 집합에 속한 소속함수의 개수에 따라 대칭적인 모양을 갖도록 임의로 생성

하였다. 

PSO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화 결과로 구한 각 퍼지 집합은 그림 3.16~3.18 과 

같다. 그림 3.18 의 출력 변수에 대한 퍼지 집합의 경우는 ‘VS’와 ‘S’의 소속함

수가 y 축에 align 되어 그림 상에 표현이 되지 않았다. 이는 규칙 6, 8, 9 에 의

해 평가된 입력 퍼지 집합은 전력 제어 참여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초기 퍼지 집합과 최적화된 결과의 퍼지 집합의 규칙 

평가 결과를 그림 3.19~3.20 과 같이 3 차원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입력 변수의 값에 따른 전력 제어 참여도의 값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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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입력 변수 Qs 의 초기 퍼지 집합 

 

그림 3.14 입력 변수 Qm 의 초기 퍼지 집합 

 

그림 3.15 출력 변수  의 초기 퍼지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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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입력 변수 Qs 퍼지 집합의 최적화 결과 

 

그림 3.17 입력 변수 Qm 퍼지 집합의 최적화 결과 

 

그림 3.18 출력 변수   퍼지 집합의 최적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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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초기 퍼지 집합을 이용한 규칙 평가 결과 

 

그림 3.20 최적화된 퍼지 집합을 이용한 규칙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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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Case 1: 부하 증가에 따른 전압 문제가 발생한 경우 

Case 1 에서는 그림 3.21 과 같은 계통 상황에서 부하 증가에 따른 전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전압 보상 방법에 따른 전압 제어 과정과 

결과를 살펴본다. 

그림 3.21 Case 1 의 초기 계통 상황 

 

그림 3.22 Case 1 의 초기 계통 상황에서의 전압 프로파일 

그림 3.22 는 그림 3.21 과 같은 계통 상황에서의 전압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초기 계통 상황에서의 10 번 버스의 전압은 0.9613 p.u.로 0.95 p.u.보다 높은 값

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상 범위 내에서 운전되고 있다. 이 때, 10 번 버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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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소모량이 각각 18 kW 와 4 kVar 로 증가하게 되면 

10 번 버스의 전압이 0.9451 p.u.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계통에서 유지

하고자 하는 전압 범위를 벗어나게 되므로, 10 번 버스의 전압을 측정하고 있

던 monitoring agent 는 moderator 에 전압 보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보내게 된다. 

Monitoring agent: (0.0049)  Moderator 

여기서 monitoring agent 가 보내는 값은 10 번 버스의 전압이 0.95 p.u.로 회복되

는데 필요한 전압의 크기이며, monitoring agent 또는 계통 운영자는 필요에 따

라 전압 margin 을 고려하여 전압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Moderator 가 전압 보

상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되면, DR agent 들에게 RFP 메시지를 보내어 전압 보상

이 필요함을 알림과 동시에 bid 제출을 요청한다.  

RFP 를 받은 DR agent 들은 moderator 에게 bidding 을 제출함으로써 전압 제어

에 참여를 하게 된다. 여기서 제출하는 bidding 은 무효전력 민감도와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에 해당하는 값으로 Case 1 에서 각각의 DR agent 들이 moderator 에 

제출하는 bidding 값은 다음과 같다. 

DR agent 1: (0.5034, 0.75)  Moderator 

DR agent 2: (1.0022, 0.50)  Moderator 

DR agent 3: (1.5245, 0.75)  Moderator 

DR agent 4: (2.0358, 0.50)  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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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or 는 DR agent 들로부터 받은 bidding 정보를 바탕으로 퍼지 전문가 시

스템을 통해 각 분산전원이 전압 제어를 위해 추가적으로 출력해야 하는 무효

전력의 양을 결정한다. Moderator 의 퍼지 전문가 시스템의 입력변수는 표 3.1

에 나타낸 ˆ
sQ 과 mQ 이며 출력값은  와 같다. Moderator 는 퍼지 전문가 시스

템의 출력값을 바탕으로 각 분산전원의 전압 제어 참여도 ̂ 를 구한다. 이렇

게 보정한 전압 제어 참여도의 합은 1 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각 

DR agent 에 전달하는 분산전원이 조정해야 할 무효전력량은 표 3.2 의 Q 와 

같다. 

표 3.1 Case 1 의 모의 결과 

 

Moderator 의 퍼지 전문가 시스템에서 각각의 DR agent 에서 받은 정보를 바탕

으로 수행하는 규칙 평가 결과는 그림 3.23~그림 3.26 에 나타내었다. 이는 앞

에서 구한 퍼지 전문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규칙 평가 과정이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각각의 분산전원이 전압 제어를 위해 어느 정도의 무효

전력의 출력 조정이 필요한 지가 결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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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DR agent 1 에 대한 규칙 평가 결과: Case 1 

 

그림 3.24 DR agent 2 에 대한 규칙 평가 결과: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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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DR agent 3 에 대한 규칙 평가 결과: Case 1 

 

그림 3.26 DR agent 4 에 대한 규칙 평가 결과: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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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Case 1 의 전압 프로파일 변화 

마지막으로 그림 3.27 은 Case 1 에서의 전압 제어 과정에 따른 전압 프로파일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붉은 선은 10 번 버스에 연결된 부하의 증가로 인

해 0.9451 p.u.로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우의 전압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전압 제어가 수행된 이후에는 그림 3.27 의 파란선과 같이 모든 버스의 전압이 

0.95 p.u. 이상으로 회복되어 normal operation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27 에서 검정선은 식 (3.22)와 같은 목적함수를 갖는 OPF 를 수행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퍼지 전문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량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분산 제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 OPF 를 수행한 결과는 분산 제어가 아닌 중앙 제어를 통해 

각 버스에서의 부하의 크기 등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의 최적 운전점을 나타

낸다. 실제 OPF 결과로 각 분산전원이 증가하는 무효전력의 크기는 표 3.2 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이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전압 제어 방법이 중앙 제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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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류 계산 과정 없이도 최적 운전점과 유사한 해를 같게 되며, 그림 3.27

에 보인 바와 같이 계통의 전체적인 전압 프로파일도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 Case 1 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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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Case 2: 계통에 발생한 전압 문제가 큰 경우 

Case 2 에서는 Case 1 과 달리 발생한 전압 문제를 한 번의 전압 제어 과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최종적으로 전압을 정상 범위 내로 회복하는

지를 검토하였다. 그림 3.28 과 같은 계통 상황에서 그림 3.29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마지막 버스의 전압 크기가 0.9355 p.u. 로 Case 1 에 비해 비교적 크게 떨

어진 경우의 전압 제어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림 3.28 Case 2 의 초기 계통 상황 

 

그림 3.29 Case 2 의 초기 계통 상황에서의 전압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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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번 버스의 전압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monitoring agent 는 moderator

에 전압 보상을 요청하며, 이 때 needV 는 0.0145 p.u. 이다. 전체적인 전압 보

상 과정은 Case 1 의 경우와 같으며, 전압 문제에 대해 DR agent 들이 moderator

에 제출하는 bidding 정보와 퍼지 전문가 시스템을 거쳐 moderator 가 각 DR 

agent 들에게 지령하는 무효전력 출력량에 대한 결과는 표 3.3 과 같다. 

표 3.3 Case 2 의 모의 결과–수행 1 

 

Case 2 의 경우는 모든 분산전원이 역률을 1 로 제어하고 있어 전압 제어 이전

에 출력하고 있는 무효전력량이 0 이다. 이에 따라 모든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 mQ )은 1.0 p.u. 이다. 그 결과, Moderator 에서 각 분산전원이 전압 

제어에 기여할 참여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기준 중에서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

이 모두 동일하므로, 퍼지 전문가 시스템과 moderator 의 출력은 각 분산전원

의 무효전력 민감도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퍼지 전문가 시스템에서 입력 

변수를 바탕으로 출력 변수( )의 값을 결정하는 과정은 그림 3.30~3.33 에 나

타내었다.  

DR agent 4 의 경우, 퍼지 전문가 시스템의 출력에서는 전압 제어 참여도( )가 

0.9162 지만, moderator 에 의해 분배되는 최종적인 전압 제어 참여도( ̂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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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30 으로 전체 보상해야 할 전압 크기의 절반 정도를 분산전원 4 가 보상하

게 된다. 한편, 여기에서 각 분산전원이 증가하는 무효전력량은 무효전력 민감

도의 절대적인 크기에 비례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퍼지 전문가 

시스템에서 무효전력 민감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각 분산전원이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에 대한 비용 함수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부 분산전원이 

무효전력에 대한 margin 없이 전압 보상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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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DR agent 1 에 대한 규칙 평가 결과: Case 2-수행 1 

 

그림 3.31 DR agent 2 에 대한 규칙 평가 결과: Case 2-수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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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DR agent 3 에 대한 규칙 평가 결과: Case 2-수행 1 

 

그림 3.33 DR agent 4 에 대한 규칙 평가 결과: Case 2-수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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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Case 2 에서 전압 보상 결과-수행 1

 

Case 2 에서 전압 보상 과정을 한 번 수행했을 때의 결과는 표 3.4 와 같다. 전

압 보상을 하였지만 마지막 버스의 전압이 0.9497 p.u. 로 보상이 완전히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무효전력 민감도가 실제 계통에서는 선형적이

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monitoring agent 가 moderator 에 다시 한번 전압 보상 요청( needV =0.0003)을 하

여 전체적인 전압 보상 과정을 다시 수행한다. 

표 3.5 Case 2 의 모의 결과–수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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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에서 보인 바와 같이 두 번째 전압 보상 과정의 수행에서는 계통 상황

이 바뀌었기 때문에 각 DR agent 에서 bidding 하는 정보인 무효전력 민감도와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 모두 첫 번째 수행에서의 값과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한편, DR agent 1 과 DR agent 4 의 경우, 퍼지 전문가 시스템의 입력 값이 

다르지만 그 결과 값( )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DR 

agent 1 은 무효전력 민감도가 작지만 DR agent 4 에 비해 매우 많은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실제로 무효전력 민감도가 

높은 분산전원은 그렇지 않은 분산전원보다 더 적은 양의 무효전력 출력 증가

로 전압 보상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도 전압 보상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설계하였으며, 이러

한 결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이 전압 제어 참

여도를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퍼지 전문가 시스템의 설계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표 3.5 에 나타낸 퍼지 전문가 시스템에 의한 결과 추론 과정은 그림 3.34~3.37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moderator 가 각 DR agent 에 지령한 무효전력 출력 증

가량( Q )에 따라 두 번째 전압 보상 과정이 수행되었을 때의 결과는 표 3.6

과 같다. 표 3.6 에서 두 번의 전압 보상을 통해 마지막 버스의 전압이 0.95 p.u.

로 회복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압 프로파일의 변화는 그림 3.38 에 나타냈

다. 이를 통해, 보상할 전압의 크기가 한 번에 완전히 보상되지 않더라도 전압 

보상 과정을 다시 한 번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전압 제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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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DR agent 1 에 대한 규칙 평가 결과: Case 2-수행 2 

 

그림 3.35 DR agent 2 에 대한 규칙 평가 결과: Case 2-수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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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DR agent 3 에 대한 규칙 평가 결과: Case 2-수행 2 

 

그림 3.37 DR agent 4 에 대한 규칙 평가 결과: Case 2-수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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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Case 2 에서 전압 보상 결과-수행 2

 

 

그림 3.38 Case 2 의 전압 프로파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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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Multi-Agent System 을 이용한 고조파 보상 

4.1 배전계통에서의 고조파 문제 

배전계통에 설치된 주변압기를 통해 송전계통으로부터 받는 전력의 전압과 전

류 성분은 이상적인 상태에서 정현파이다 [49]. 하지만, 이러한 정현파 전압을 

비선형부하에 인가하면 주기성을 갖는 왜형파가 되는데 이러한 파형은 기본주

파수와 정수배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여 해석할 수 있으며 이 정수배 성분을 

고조파라고 한다. 배전계통에서 이러한 고조파 성분은 주로 정지형 전력변환

기, 변압기, 전동기나 전력전자 기기 등에 의해 발생되며 최근 전력 컨버터 사

용의 증가로 고조파 왜곡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고조파 성분은 변압기나 전동기와 같은 전력 기기의 과열 또는 보호기

기나 제어기의 오작동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계통에 공진 현상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30]. 그러므로 고조파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고조파에 민

감한 전력계통기기와 부하를 보호하기 위한 고조파 저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

하다 [50]. 일반적으로 전력 계통에서는 고조파에 민감한 기기를 보호함과 동

시에 고조파 저감을 위해 능동필터를 이용하여 고조파 보상을 실시한다. 이러

한 고조파 보상은 전력 인버터를 활용한 것으로 전력전자기기의 빠른 스위칭 

동작을 이용하여 출력 전압 또는 전류에 고조파 보상 성분을 포함하여 능동필

터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조파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51-52]. 

최근 배전계통에 설치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나 배터리 시스템과 같은 소규모 

분산전원들은 계통과의 동기화와 전력 제어를 위해 일반적으로 전력 인버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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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계통에 연계되고 있다 [53]. 이러한 인버터 기반의 분산전원들을 활용하

여 고조파 성분을 보상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54-56]. 계통에 설

치되는 분산전원을 이용하여 고조파 성분을 보상할 경우, 고조파 저감을 위한 

필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수의 인버터 

기반 분산전원을 이용한 고조파 보상에는 각 분산전원의 출력과 운영 전략 등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산전원의 출력 제어를 통해 고조파 보상을 하기 위

해서는 해당 분산전원의 전력 인버터를 통해 계통에 주입되는 전류의 크기가 

증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52]. 그러므로 다수의 분산전원을 이용하여 고조파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분산전원의 출력 여유용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계통에 설치되는 분산전원 각각의 특성과 운영 전략을 고려하여 고

조파 보상 크기에 대한 지령값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계통의 

고조파 보상을 실시할 때, 다수의 분산전원의 특성과 운영전략 및 출력 여유

용량 등을 고려하여 각 분산전원의 출력 제어를 통한 고조파 보상 크기를 결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80 

4.2 고조파 보상을 위한 multi-agent system 설계 

4.2.1 Multi-agent system 의 기본적인 구조 

여러 형태의 분산전원이 포함된 배전계통에서 계통 내에 존재하는 고조파를 

보상하기 위해 multi-agent system (MAS) 기반의 구조를 갖는 고조파 보상 과정

을 제안하였다. 배전계통 내에 다른 고조파 보상 기기가 없을 때, 분산전원의 

출력 조정만으로 고조파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기서 MAS 

platform 은 그림 4.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3 장에서 전압 제어를 위해 설계한 

기본적인 구조와 비슷하다.  

 

그림 4.1 고조파 보상을 위한 MAS 의 예 

본 논문에서 제안한 MAS platform 에 정의된 DR agent, Monitoring agent, 그리고 

moderator 라는 세 가지 agent 는 전압 제어를 위해 동작하는 agent 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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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며, 각각의 agent 들이 수행하는 일의 목적이 고조파 보상이라는 점

이 다른 점이다. 

고조파 보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산전원들은 기본적으로 PWM 기반의 인버

터를 통해 계통과 연결되어야 하며, 필요한 고조파의 크기만큼 자신의 출력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각각에 해당되는 DR agent

를 가지고 있고, 이는 분산전원이 고조파 보상 과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분

산전원 운영자의 의도를 반영한 전략적인 bidding 을 하며 다른 agent 들과 정

보 교환을 통해 분산전원의 출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Monitoring agent 는 

계통 연계점(point of common coupling; PCC)에 설치되어 해당 분산전원에 존재

하는 비선형 부하에 의해 발생하는 고조파의 크기를 측정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이는 계통 내에 존재하는 고조파의 크기에 대해 계통 운영자의 의도를 반

영하며, 고조파 보상을 moderator 에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moderator 는 monitoring agent 로부터 고조파 보상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DR 

agent 들에게 이를 알리고 DR agent 들이 제출하는 bidding 을 고려하여 모든 

agent 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조파 보상의 크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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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Multi-agent system 을 이용한 고조파 보상 과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고조파 보상 과정은 CNP 를 기반으로 agent 들과 통신

을 하여 모든 agent 들이 만족하는 평형점에서 계통 내에 존재하는 고조파 중

에서 보상할 크기를 결정함과 동시에 각 분산전원이 고조파 보상을 위해 증가

해야 하는 피상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이다. 전체적인 고조파 보상 과정은 

그림 4.2 와 같다. 

1DG

2DG

3DG

2DGS
3DGS

1DGS

uc
hS



 

그림 4.2 CNP 기반의 고조파 보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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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파 보상 과정에서도 전압 제어 과정과 마찬가지로 CNP 를 통해 agent 들

끼리 고조파 보상이라는 일을 공유하고, 어떻게 분배할 지를 결정한다. CNP 의 

전체적인 과정은 Recognition, Announcement, Bidding, Awarding, Expediting 이라는 

다섯 개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고조파 보상 과

정에서도 이와 같은 과정을 따라 고조파 보상이라는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동작한다. 

계통 연계점에 설치되어 있는 monitoring agent 는 해당 배전계통의 전류를 측

정하여 고조파 성분의 크기를 계산한다. 여기서 monitoring agent 는 계통 운영

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계통 운영자가 정해둔 기준 이상의 

고조파 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 이를 moderator 에 알려주며, 고조파 보상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된다 (Recognition). 

Moderator 가 monitoring agent 로부터 고조파 보상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되면, 

moderator 는 고조파 보상 과정을 시작하며 계통 내에 존재하는 DR agent 들과 

monitoring agent 에 bidding 을 요청(request for proposals)한다 (Announcement). 

DR agent 들과 monitoring agent 는 moderator 로부터 RFP 메시지를 받은 경우 고

조파 보상에 대한 각자 자신의 전략에 따라 bidding process 에 참여하게 된다 

(Bidding). 여기서 고조파 보상에 대한 전략은 일종의 만족도 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다. DR agent 들은 현재 분산전원의 출력과 agent 들이 가지고 있는 고조파 

보상에 대한 의사를 고려하여 고조파 보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출력해야 하는 

피상전력에 대한 만족도 함수를 생성한다. Monitoring agent 는 계통에 존재하는 

고조파 성분 전력에 대한 만족도 함수를 생성한다. 이렇게 각 agent 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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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만족도 함수를 moderator 에 제출함으로써 고조파 보상 과정에 참여한

다. 

다음으로는, moderator 는 agent 들로부터 받은 만족도 함수들을 바탕으로 모든 

agent 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평형점을 찾는다. 이 평형점에서 각 분산전

원이 고조파 보상을 위해 증가해야 하는 출력 전류의 크기가 결정되고 이를 

각 DR agent 들에게 알려주어 (Awarding), DR agent 들이 해당 분산전원에 고조

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출력 전류의 조정을 명령함으로써 고조파 보상 과정

이 끝나게 된다 (Expediting). 한편, 여기서 결정되는 평형점에서는 계통 내에 

존재하던 모든 고조파 성분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조파 성분이 남아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계통 

운영자가 고조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자신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분산전

원의 고조파 보상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려야만 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계통에 존재하는 모든 고조파 성분의 전력을 보상하여 제거하

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계통에 고조파 성분이 존재할 때, 분산전원들의 참여 

의사 또는 참여 만족도에 따라 보상할 고조파 전류의 크기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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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Multi-agent system 을 이용한 고조파 보상 전략 

4.3.1 고조파 전류 보상 전략의 개요 

여기에서는 고조파 전류를 분산전원의 출력 제어를 통해 보상하기 위한 계통 

연계형 인버터의 제어 방법과 monitoring agent 에서 고조파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고조파 보상 전략에서 사용된 

고조파 전력 또는 고조파 성분의 전력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였다. 

고조파 보상을 위한 분산전원 제어 방법 

본 논문에서는 고조파 전류를 보상하기 위해 전류 제어 기반의 PWM(CRPWM) 

인버터로 계통과 연계된 분산전원만이 고조파 보상 과정에 참여한다고 가정하

였다. 이를 이용한 고조파 전류를 보상하기 위한 CRPWM 인버터의 제어 블록

은 그림 4.3 과 같다. 

일반적인 CRPWM 의 출력 전류 지령값은 유효전력 성분의 전류 지령값과 무

효전력 성분의 전류 지령값의 합으로 결정된다 [57]. 여기에 보상하고자 하는 

고조파 전류( hi )를 더해주어 출력 지령값을 바꿔주면 CRPWM 을 통해 제어되

는 분산전원의 출력에 고조파 보상성분이 포함되게 된다. 보상하고자 하는 고

조파 전류의 크기는 monitoring agent 에서 측정한 값에 moderator 에서 결정되는 

각 분산전원의 고조파 보상 참여도에 의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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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고조파 보상을 위한 CRPWM 의 제어 블록 

고조파 전류의 측정 방법 

Monitoring agent 가 계통에 존재하는 비선형 부하에 의해 발생하는 고조파 성

분의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참고문헌 [58] 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입력신호에 대한 각 고조파 차수에 해당하는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adaptive detection method 를 이용한 방법이다. 

고조파 전력의 정의 

3 상으로 구성된 전력계통에서 전류를 측정하고 그 전류에 포함된 고조파 성

분의 크기를 차수 별로 구하였을 때, 고조파 전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59]. 

먼저, 부하의 피상전력의 크기( LS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 rms rms
L L LS V I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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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1)에서 rms
LV 와 rms

LI 는 부하의 전압과 전류의 rms 값을 의미한다. 여기서 

부하의 rms 전류는 다음과 같이 기본파 성분( rms
iI )과 고조파 성분( rms

hI )으로 나

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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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위 식에서 1I , kI , kw , k 는 각각 전류의 기본파 성분의 크기, 전류의 k 차 고조

파 성분의 크기, k 차 고조파의 각속도, k 차 고조파의 위상각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식 (4.2)를 식 (4.1)에 대입하여 고조파 전력, 즉 고조파 성분의 피상

전력(harmonic apparent power)의 크기 m
hS 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 2

1
m
h LS S S   (4.3) 

식 (4.3)에서 1 13 rms rms
LS V I 을 의미하고, 3 rms rms

h L hS V I 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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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고조파 보상 전략의 기준 

배전계통에 있는 비선형 부하에 의해 고조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인버

터로 계통과 연계된 분산전원의 출력으로 보상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것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고조파 보상 전력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본 논문에서 고려

한 사항을 설명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버터의 출력 지령값 조정을 통해 계통의 고조파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분산전원의 출력이 보상하는 크기만큼 증가할 수 밖에 없

다. 즉, 인버터를 통한 분산전원이 계통에 주입하는 전류의 크기가 증가한다 

[52]. 하지만, 각 분산전원의 계통에 주입할 수 있는 피상전력의 용량이 한정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분산전원이 최대 피상전력 용량에 가까운 상태로 운전되

고 있다면 그 분산전원은 고조파 보상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각 분산

전원이 출력하고 있는 순시전력은 그 분산전원이 보상할 수 있는 고조파 전력

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즉, moderator 가 

고조파 보상 크기를 각 분산전원에 분배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출력 여유용량

을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분산전원의 출력 크기는 그 분산전원의 비용과 관련이 있다. 더 많은 용

량의 피상전력을 계통에 주입하는 경우, 분산전원 운영자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산전원 운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DR 

agent 는 고조파 보상에 참여하기 위한 만족도 함수를 생성할 때, 분산전원의 

출력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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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배전계통에 설치된 분산전원들은 그 형태와 운영전략에 따른 각

기 다른 제어기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배터리 시스템의 경우 state-of-charge 

(SOC)로 나타나는 잔여 에너지량(energy margin)이 충/방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출력 제어에 있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60]. 그러

므로 고조파 보상 크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배터리 시스템의 경우 다른 분산

전원들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전원들이 고조파 보상

에 대한 만족도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배터리 시스템의 경우 SOC

를 고려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PWM 기반의 분산전원을 이용한 고조파 보상 시 고려할 사항

들을 바탕으로 DR agent 가 고조파 보상을 위해 moderator 에 제출하는 만족도 

함수의 생성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Output cost criterion: 분산전원의 출력에 대한 비용은 고조파 보상 참여에 

대한 만족도 함수에 영향을 미친다. 

 Output margin criterion: 분산전원이 고조파 보상에 참여할 수 있는 용량은 

자신의 정격 용량에 따라 결정된다. 

 Energy margin criterion: 배터리 시스템의 고조파 보상 능력은 SOC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분산전원과 배터리 시스템은 각자의 목적함수 

가지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퍼지 논리의 소속함수를 이용하였다. 퍼지 

논리에서 소속함수는 일종의 만족도 함수로 설명될 수 있다 [46, 61].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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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i 번째 목적함수를 나타내기 위한 퍼지 집합의 iF

에서 만족도의 크기 iA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

iF i
i

if

f
A

f


    (4.4) 

여기서 ( )
iF if


는 퍼지 집합 iF

에서 입력 값 if 에 대한 소속함수의 값이며 퍼

지 집합 iF

에 대한 소속도(degree of membership)를 의미한다. 또한 iA 는 i 번째 

목적함수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만족도 함수는 각 분산전원의 관리자나 계통 운영자와 같은 의사결정

권자에 의해 결정된다. Moderator 는 agent 들로부터 받는 만족도 함수를 기준으

로 모든 agent 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지점에서 고조파 보상의 크기를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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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고조파 보상 참여도 결정 방법 

고조파 보상 참여도는 각 agent 가 moderator 에 제출하는 bidding 정보를 바탕

으로 결정된다. 고조파 보상을 위해 제출하는 bidding 정보는 DR agent 의 경우 

고조파 보상에 대한 만족도 함수이며, monitoring agent 의 경우 계통에 존재하

는 고조파 성분의 크기에 대한 만족도 함수이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고조파 보상 전략의 기준에 따라 각 agent 가 제출

하는 bidding 정보의 형태와 퍼지 집합의 소속함수로 표현되는 만족도 함수의 

형태에 대해 알아본다. 한편, 고조파 보상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분산전

원들과 다른 특성을 가지는 배터리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만족도 함수도 살

펴보았다. 또한, monitoring agent 가 생성하는 고조파 크기에 대해 계통 운영자

가 가질 수 있는 만족도 함수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만족도 함수

를 바탕으로 moderator 가 모든 agent 들이 최대한 만족하는 평형점을 찾는 과

정에 대해 살펴본다. 

분산전원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퍼지 소속함수 생성 방법 

분산전원이 생성하는 고조파 보상 참여에 대한 만족도 함수는 기본적으로

Output cost criterion 과 Output margin criterion 에 의해 DR agent 가 생성한다. 여기

서 설명하는 만족도 함수는 퍼지의 소속함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i 번째 분산전원의 고조파 보상 크기에 관련된 퍼지 집합을 iX

라 

할 때 생성할 수 있는 소속함수를 설명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산전

원이 보상할 수 있는 고조파의 크기는 출력 여유용량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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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분산전원의 출력 여유용량을 m
ix 이라 할 때, 퍼지 집합 iX


는 [0, ]m

ix 에서 

정의되는 소속함수를 갖게 된다. 퍼지의 소속함수를 나타내는 데 많이 이용되

는 S-function 를 이용하여 소속함수를 정의하였으며 이는 분산전원이 고조파 

보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만족도의 최대 

크기는 1 로 하였으며 고조파 보상에 대한 의사가 없을 때는 만족도 값을 0 으

로 갖는다. 한편, 각 분산전원은 운영 전략에 따라 유지하고 싶은 출력 여유용

량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ic 라 정의하였다. 이 값은 의사결정권자에 의해 정

해지는 값이며, 이는 일종의 예비력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이 때 m
i i ia x c 

라 하면, 분산전원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퍼지 소속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

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4 의 (a)와 같다. 

  
 

2

2

2

2

1 0

( ) 1 2

2

m
i i i i
m

i i i

m m
i i i i
m
i i

i i

x a a x
X i i ix a

x x a x m
i ix a

x a

x a x

x x

  



 



 

   

  



 (4.5) 

식 (4.5)에서 ix 는 i 번째 분산전원이 고조파 보상을 위해 증가해야 하는 피상

전력의 크기를 나타낸다. 

분산전원이 출력 여유용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림 4.4 (a)와 같

이 퍼지 소속함수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i 번째 분산전원은 고조파 보상이 

필요한 경우 ia 까지는 제약 없이 만족도 1 이란 값을 유지하며 자신의 출력을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출력을 증가하게 되면 만족

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며, 이것은 고조파 보상에 대한 참여 의사가 점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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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분산전원의 출력 여유용량이 적어서 m
i ix c 가 0

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식 (4.5)에서 ia 를 m
i ix c 로 정의하지 않고 0

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때 소속함수는 그림 4.4 (b)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
ixia ix

( )
iX ix


( )i if x

0

1

m
ixia ix

( )i if x

0

1

ic ic

( )
iX ix


 

그림 4.4 i 번째 분산전원의 소속함수 (a) 0ia  , (b) 0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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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시스템의 SOC 를 고려한 소속함수 생성 방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분산전원들과는 달리 에너지 총량에 대한 제한

이 있는 배터리 시스템의 경우, 이를 고려해서 소속함수를 생성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즉, 배터리 시스템은 앞서 설명한 분산전원의 소속함수 생성 방법과 

같이 Output cost criterion 과 Output margin criterion 를 고려함과 동시에 추가적으

로 Energy margin criterion 을 고려하여 만족도 함수를 생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배터리 시스템의 만족도 함수는 앞서 설명한 일반적인 분산전원의 경우와 같

이 출력 여유용량을 고려한 만족도 함수에 현재의 SOC 에 따른 가중치를 주

어 그 크기를 scaling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배터리 시스템의 SOC 는 일반적으로 30~100% 사이에서 운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SOC 가 일정 수준(upper bound) 이하일 

때, 배터리 시스템의 가중치 함수가 특성 함수에 따라 감소하게끔 설정하였으

며, SOC 가 너무 작은 값(lower bound)일 때는 배터리 시스템이 고조파 보상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0 이라는 만족도를 갖게 하였다. SOC 값은 0 과 100 사이

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가중치 함수는 식 (4.6)와 같이 [0,100]에서 정

의되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5 와 같다. 

 

0 0

( ) ( )

1 100

l

l u
BAT

u

SOC SOC

wf SOC g SOC SOC SOC SOC

SOC SOC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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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6)에서 lSOC 과 uSOC 는 배터리 시스템 운영자가 설정하는 값이며, 앞에

서 설명한 SOC 와 관련된 lower bound 와 upper bound 를 의미한다. 또한 

( )g SOC 는 만족도가 줄어드는 특성 함수를 나타내며, 만족도가 선형적으로 줄

어든다고 가정하면, 식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l

u l

SOC SOC
g SOC

SOC SOC





 (4.7) 

최종적인 배터리 시스템의 소속함수는 앞에서 살펴본 식 (4.5)와 같은 만족도 

함수에 식 (4.6)과 같은 함수로 주어지는 가중치 값을 곱해서 생성된다. 그러

므로 배터리 시스템의 만족도 함수는 출력 여유용량과 SOC 가 작을수록 감소

하는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 

0 lSOC (%)SOC

( )g SOC

uSOC 100

1

( )BATwf SOC

 

그림 4.5 배터리 시스템의 가중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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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내 존재하는 고조파 크기에 대한 소속함수 생성 방법 

Monitoring agent 가 고조파 보상을 위해 moderator 에 제출하는 bidding 정보는 

계통 운영자 입장에서 계통 내에 존재하는 고조파 크기와 관련된 것으로 앞서 

설명한 DR agent 의 bidding 정보와 다른 형태의 만족도 함수로 표현될 수 있

다. DR agent 의 만족도는 고조파 보상을 위해 증가하는 전력의 크기( ix )에 따

라 변하는 함수로 주어지지만 monitoring agent 의 만족도는 보상 후에도 계통

에 남아있는 고조파 성분의 전력( uc
hS ), 즉 보상되지 않은 고조파 성분의 전력 

크기에 따른 함수로 주어진다. 

먼저, Monitoring agent 에서 측정된 고조파 성분의 전력을 m
hS 라 하고 고조파 

보상 과정에 의해 각 분산전원이 증가하는 전력의 크기를 ix 라 할 때, 고조파 

보상 후에도 보상되지 않는 전력의 크기 uc
hS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uc m
h h i

i

S S x   (4.8) 

이 때, 보상되지 않는 고조파 전력의 크기 uc
hS 가 작을수록 고조파 보상 성능

이 좋다고 볼 수 있다. 한편, monitoring agent 가 생성하는 만족도 함수는 

[0, ]m
hS 에서 정의되며 식 (4.9)와 같이 uc

hS 에 대해 감소하는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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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고조파 성분 전력에 대한 소속함수 

다목적함수의 최적화 방법 

Moderator 가 agent 들이 제출한 만족도 함수를 고려해서 모든 agent 들이 최대

한 만족하는 평형점을 찾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퍼지 환경에서의 다목적함수

의 의사결정 모델(multi-objective 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하였다 [62, 63]. 

여러 개의 퍼지 목적함수들 중에서 어떤 것도 무시할 수 없을 때는 모든 목적

함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결정함수(decision function) D 를 퍼지 집합들

의 교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퍼지 집합 연산에서 교집합은 최소값을 의미

하며, 결정함수 D 에 대한 소속도는 식 (4.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2

( ) min[ ( ), ( ), , ( ), ( )]
n hD X X X S    x x x x x

   
  (4.10) 

식 (4.10)에서 벡터 x 는 1 2[ , , , ]T
nx x x 이며 ix 는 고조파 보상을 위해 i 번째 

분산전원이 증가해야 하는 전력의 크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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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함수 D 가 정해지면, 식 (4.11)와 같이 ( )D x 를 최대화하는 점에서 퍼지 

다목적함수의 최적점(optimal solution) *x 를 찾을 수 있다. 

 *( ) max( ( ))D D x x  (4.11) 

퍼지의 소속함수는 만족도 함수를 의미하므로 다목적함수의 의사결정 방법은 

결론적으로, 가장 작은 만족도를 가진 대상의 만족도를 최대화하는 점에서 최

적점을 찾게 된다 (max-min principle).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찾은 최적점이 고

조파 보상을 위해 각 분산전원이 출력해야 하는 고조파 성분 전력의 크기를 

의미한다. 

한편, 각 분산전원의 고조파 보상 참여도는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 i
im m

h h

x
pf pf x

S S
 

*
* x

x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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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Multi-agent system 을 이용한 고조파 보상 과정의 검증 

본 절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multi-agent system 환경에서 분산전원을 이용한 고

조파 보상 전략을 통해 계통에 존재하는 고조파 성분이 적절하게 제거됨을 동

적 모의를 통해 검증하였다. 

4.4.1 모의 계통의 구성과 시나리오 

제안하는 고조파 보상 방법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인버터 

기반의 분산전원 두 개와 배터리 시스템 한 개, 고조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비

선형 부하로 이루어진 모의 계통을 그림 1 과 같이 구성하였다. 

1DGi 2DGi BESSi
loadi

sourcei

 

그림 4.7 모의 계통의 구성 

모의 계통은 380V/60Hz 의 3 상 평형시스템으로 DG1, DG2, BESS 의 정격 용량

은 각각 30 kVA, 30 kVA, 40 kVA 로 하였다. 비선형 부하는 다이오드 정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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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7.23 kVA 의 고조파 전력을 계통에 주입하게 하였다. 

계통에 설치된 분산전원들은 모두 고조파 보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

였으며, 고조파 보상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각각 DR agent 들을 가지고 있다. 

한편, 비선형 부하에서 발생한 고조파 성분은 부하 전류를 통해 monitoring 

agent 가 측정하게 하였다. 

한편, 모의계통에 속한 각 agent 들이 가지고 있는 고조파 보상 전략은 앞서 3

장에 설명한 바와 같다고 하였으며 필요한 parameter 는 표 4.1 과 같이 설정하

였다. 표 4.1 의 아래첨자 1,2,3 은 각각 DG1, DG2, BESS 를 의미한다. 분산전원

들은 모두 고조파 보상에 대해 자신의 50% 수준의 출력까지는 최대의 만족도

로 참여하고 그 이상의 출력을 통한 고조파 보상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감소하

게끔 하였다. 배터리 시스템은 자신의 출력에 대해 87.5%까지 최대의 만족도

로 참여한다고 가정하였다. 한편, 배터리 시스템은 SOC 가 40% 이하일 때는 

고조파 보상에 참여하지 않게 하였으며, 80% 이상일 때는 출력 여유용량에 의

해 결정된 만족도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였다. SOC 가 40~80%에서는 배터

리 시스템의 energy margin 을 고려하여 출력 여유용량에 의해 결정된 만족도 

함수의 크기가 선형적으로 감소하게 하였다. 

표 4.1 DR agent 의 고조파 보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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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한 고조파 보상 과정이 각 분산전원의 만족도 함수로 표현되

는 출력 여유용량과 출력 비용, 배터리 시스템의 energy margin 등을 고려하여 

계통에 존재하는 고조파 보상의 크기를 고조파 보상에 참여하는 모든 unit 들

이 최대로 만족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case 에 대해 모의 하였으며, 이 때의 각 분산전원의 운전 상태는 표 4.2

와 같다. 

 Case 1: 모든 분산전원의 출력 여유용량이 충분한 경우 

 Case 2: BESS 의 SOC 는 충분하지만 출력 여유용량이 작은 경우 

 Case 3: BESS 의 출력 여유용량은 충분하지만 SOC 가 부족한 경우 

표 4.2 모의 case 에 따른 각 분산전원의 운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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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Case 1: 모든 분산전원의 출력 여유용량이 충분한 경우 

Case 1 에서는 고조파 보상에 참여하는 모든 분산전원들의 출력 여유용량이 충

분한 경우에 각 분산전원의 고조파 보상 참여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먼저, 고조파 전류에 대해 monitoring agent 가 moderator 에 고조파 보상

을 요청하게 되면 moderator 는 각 agent 에 RFP 를 요청하게 된다. RFP 를 받은 

agent 들은 고조파 보상에 참여하기 위해 moderator 에 만족도 함수로 주어지는 

bidding 을 제출하게 된다. 이 때, 만족도 함수는 분산전원의 출력 여유용량과 

비용 및 BESS 의 경우 SOC 를 고려하여 생성되며, Case 1 에서 각 agent 가 

moderator 에 제출하는 만족도 함수는 그림 4.8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8 Case 1: agent 들의 만족도 함수 

Moderator 는 그림 4.8 과 같은 만족도 함수에서 모든 agent 가 최대한 만족하는 

평형점을 찾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의사결정 모델에 따라 결정되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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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점에서의 각 agent 들의 만족도와 이에 따라 각 agent 가 보상하는 고조파 전

력의 크기에 대한 결과는 표 4.3 과 같다. 

표 4.3 Case 1 의 모의 결과 

 

표 4.3 은 왼쪽부터 각 분산전원의 고조파 보상을 위해 출력하는 고조파 전력

의 크기와 보상되지 않은 고조파 전력의 크기, 고조파 보상에 대한 각 agent

들의 만족도 결과, 각 분산전원의 고조파 보상 참여도를 나타냈다. 결과에서 

분산전원의 고조파 보상 참여도의 합이 1 이며, 비선형 부하에 의해 발생한 고

조파 전력 모두가 보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분산전원 1 의 경우, 분산전

원 2 보다 더 많은 출력 여유용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양의 

고조파 성분을 보상하였다. 또한 Case 1 의 결과에서 monitoring agent 의 만족도

가 다른 agent 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BESS 가 만족도 0.8750 으로 유지하

면서도 고조파 보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동적 해석에서 1 초에 고조파 보상을 시작하였으며, 고조파 보상에 따른 

전원 전류 및 분산전원들의 출력 변화와 부하 전류는 그림 4.9~4.1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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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Case 1 결과-전원 전류 

  

그림 4.10 Case 1 결과-부하 전류 

 

그림 4.11 Case 1 결과-DG 1 의 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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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Case 1 결과-DG 2 의 출력 변화 

 

그림 4.13 Case 1 결과- BESS 의 출력 변화 

 

그림 4.14 Case 1 결과-분산전원들의 전체 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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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Case 2: BESS 의 출력 여유용량이 작은 경우 

Case 2 에서는 BESS 의 SOC 가 80%로 충분하지만 출력 여유용량이 작은 경우

에 각 분산전원의 고조파 보상 참여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았다. 

Case 1 과 비교를 위해, DG1 과 DG2 의 출력은 동일하게 하였으며, BESS 의 출

력을 0.36 p.u. 으로 하여 BESS 의 정격 대비 90%로 설정하였다. 

Case 2 에서 생성되는 각 agent 들의 만족도 함수는 그림 4.15 와 같다. 

 

그림 4.15 Case 2: agent 들의 만족도 함수 

표 4.4 는 그림 4.15 와 같은 만족도 함수를 기반으로 moderator 가 결정한 각 

분산전원의 고조파 보상 크기와 고조파 참여도 및 만족도의 크기를 나타냈다. 

Case 2 의 경우, 모든 agent 들의 만족도의 크기가 0.8770 로 동일하게 나왔으며, 

monitoring agent 가 가지는 계통에 존재하는 고조파 전력의 크기에 대한 만족

도가 Case 1 과 달리 1 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고조파가 보상되지 않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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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비선형 부하에 의해 발생한 고조파 전류의 크기 0.0723 p.u. 중

에서 75.38%가 보상되었는데, 이것은 더 많은 고조파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DR agent 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표 4.4 Case 2 의 모의 결과 

 

Case 1 과 마찬가지로 분산전원 1 은 분산전원 2 보다 출력 여유용량이 크기 때

문에 더 많은 크기의 고조파를 보상하였다. BESS 의 경우, SOC 는 80%로 충분

하지만 출력 여유가 0.1 p.u. 밖에 되지 않아 고조파 보상에 대한 참여도가 다

른 분산전원에 비해 작았다. 

고조파 보상에 따른 전류 파형은 그림 4.16~4.21 에 나타냈으며, Case 1 과 달리

고조파가 모두 보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조파 보상이 이루어진 1 초 후에도 

전원 전류가 완전한 정현파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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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Case 2 결과-전원 전류 

 

그림 4.17 Case 2 결과-부하 전류 

 

그림 4.18 Case 2 결과-DG 1 의 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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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Case 2 결과-DG 2 의 출력 변화 

 

그림 4.20 Case 2 결과-BESS 의 출력 변화 

 

그림 4.21 Case 1 결과-분산전원들의 전체 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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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Case 3: BESS 의 SOC 가 부족한 경우 

Case 3 에서는 Case 1 과 같이 모든 분산전원의 출력 여유용량이 충분하지만, 

SOC 가 Case 1 에 비해 작은 경우를 모의하였다. Case 1 에서는 SOC 가 75%로 

BESS 의 만족도 함수에 적용되는 가중치( wf )가 0.8575 였지만, Case 3 에서는 

낮은 SOC (60%)로 인해 가중치( wf )가 0.5 이다. 그 결과 BESS 의 만족도 함수

는 0.5 에서 시작하게 된다. 

Case 3 에서 생성되는 각 agent 들의 만족도 함수는 그림 4.22 와 같다. 

 

그림 4.22 Case 3: agent 들의 만족도 함수 

Moderator 가 만족도 함수를 바탕으로 각 agent 에게 분배한 고조파 보상의 크

기는 표 4.5 와 같다. Case 3 에서는 BESS 의 만족도가 다른 agent 들의 만족도 

에 비해 작아서 고조파 보상에 대한 참여도가 0 이였으며, 이에 따라 고조파 

보상 결과에서도 만족도 값이 0.5 가 되었다. 한편, BESS 를 제외한 다른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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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만족도는 0.8688 로 동일하게 나왔다. 고조파 보상 후에도 계통에는 18.5 

kVA 만큼의 고조파 전력이 남아있었으며, 비선형 부하에 의해 생성된 고조파 

전력의 크기 0.0723 kVA 중에서 74.41%만 보상되었다. 고조파 보상을 추가적

으로 더 하게 되면 monitoring agent 의 만족도는 증가할 수 있지만, 다른 agent

들의 만족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moderator 가 결정한 고조파 보상 크기는 총 

5.34 kVA 가 되었다. 

표 4.5 Case 3 의 모의 결과 

 

한편, 그림 4.23~4.28 은 Case 3 에서의 고조파 보상에 따른 전류 파형을 보여준

다. Case 2 와 비슷한 크기만큼 고조파 전력이 보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 

4.23 에 나타낸 전원 전류의 파형은 Case 2 의 그림 4.16 과 비슷한 형태의 결과

를 보여준다. BESS 의 경우, 고조파 보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

산전원이 고조파 보상을 실시한 1 초 후에도 출력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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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Case 3 결과-전원 전류 

 

그림 4.24 Case 3 결과-부하 전류 

 

그림 4.25 Case 3 결과-DG 1 의 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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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Case 3 결과-DG 2 의 출력 변화 

 

그림 4.27 Case 3 결과-BESS 의 출력 변화 

 

그림 4.28 Case 3 결과-분산전원들의 전체 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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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례 연구 

본 장에서는 3 장과 4 장에서 각각 제안한 multi-agent system 환경에서 분산전

원을 이용한 전압 제어 방법과 고조파 보상 방법을 동시에 배전 계통에 적용

하였을 때의 동작과정 및 결과를 확인해본다. 앞에서는 전압 문제와 고조파 

문제 각각에 대해 multi-agent system 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제안한 방법들이 구현된 통합적인 시스템 안에서 

전압과 고조파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

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동적 모의를 통해 검증하였다. 

5.1 모의 계통의 구성과 시나리오 

5.1.1 모의 계통의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전압 제어 과정과 고조파 보상 과정을 보이기 위해 그림 

5.1 과 같은 모의 계통을 구성하였다. 모의 계통은 380V/60Hz 의 3 상 평형시스

템으로 총 2 개의 분산전원과 3 개의 부하로 구성하였으며, 계통에 존재하는 

부하 중 한 개는 다이오드 정류기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여 일정한 크기의 고조

파 전류를 계통에 발생시키게 하였다. 모든 분산전원의 최대 유효전력과 무효

전력 출력은 각각 10 kW 와 4 kVar 로 동일하게 하였으며, 계통에 존재하는 부

하들의 최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소모량은 모두 동일하게 20 kW 와 10 kVar

로 설정하였다. 선로 임피던스의 크기는 한전에서 사용하는 CV 200SQ 선로

( 0.1210 0.0971 ( / )R jX j km    )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선로의 



 

115 

길이는 모두 500 m 라 하였다. 한편, 모의 계통에서 1 번 버스의 전압은 변전소

에 의해 항상 1 p.u.로 유지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1DGi 2DGi
nlisourcei

 

그림 5.1 모의 계통의 구성 

모의 계통의 monitoring agent 는 전압 제어를 위한 monitoring agent 와 고조파 

보상을 위한 monitoring agent 를 각각 설치하였다. 전압 제어를 위한 monitoring 

agent 는 전압을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하고 싶은 node 에 설치하여 전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moderator 에 알리고 전압 제어 과정을 시작하는 역할을 한

다. 여기에서는 마지막 버스의 전압을 0.95 p.u.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압 제어를 위한 monitoring agent 는 마지막 버스에만 

설치하였다. 한편, 고조파 보상을 위한 monitoring agent 는 계통에 존재하는 비

선형 부하에 의해 야기되는 고조파 성분의 전류를 저감시키기 위해 비선형 부

하에서 소모하는 전류의 파형을 측정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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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전압 제어와 고조파 보상을 위한 인버터 제어 블록 

계통에 설치된 분산전원은 모두 전압 제어를 위한 무효전력 제어와 고조파 보

상을 위한 출력 전류 제어가 가능한 기기로 하여 두 개의 분산전원 모두 전압 

제어와 고조파 보상 과정에 참여한다고 가정하였다. 분산전원들의 출력은 그

림 5.2 와 같은 전류제어 기반의 인버터를 통해 제어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한 전압 제어 과정에서는 분산전원 인버터의 무효전력 출력 지령값( refQ )을 

조절하여 원하는 전압 제어를 수행하였으며, 고조파 보상 과정에서는 고조파 

전류의 지령값( hi )을 통해 분산전원의 출력 전류를 제어하여 고조파를 보상할 

수 있게 하였다. 

전압 문제와 고조파 문제가 동시에 발생되는 상황에서의 계통 모의를 위해 그

림 5.3 과 같은 계통 상황을 가정하였다. 그림 5.4 는 사례 연구 대상 계통에서

의 전압 프로파일을 나타내며, 마지막 버스의 전압은 0.945 가 되어 정상 전압 

범위를 벗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5 는 사례 연구 대상 계통에 포함

된 비선형 부하가 소모하는 전류 파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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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사례 연구 대상 계통 

 

그림 5.4 대상 계통의 전압 프로파일 

 

그림 5.5 비선형 부하의 전류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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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전압 제어를 위한 퍼지 전문가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전압 제어 과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모의 계통을 대상으

로 한 퍼지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PSO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moderator 의 퍼지 전문가 시스템을 대상 모의 계통에 최적화

하기 위해 100 개의 계통 상황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최적화 과정에서는 30

개의 particle 을 생성하여 500 번의 iteration 을 통해 퍼지 전문가 시스템에 속

한 퍼지 집합의 모양을 결정하였다. 

 

 

그림 5.6 Gbest particle 의 Finess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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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은 PSO 알고리즘에서 Gbest particle 이 갖는 Fitness 값이 iteration 횟수

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5.6 에 나타낸 바와 같이 Fitness 값은 

초기에 0.9838 이였으며, 최종적으로 최적화된 퍼지 전문가 시스템에서의 

Fitness 값은 0.6995 가 되었다. PSO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화 결과로 구한 각 

퍼지 집합은 그림 5.8~5.10 에 나타냈다. 이러한 퍼지 집합을 갖는 퍼지 전문가 

시스템에서 무효전력 민감도와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에 따라 최종적으로 출력

되는 전압 제어 참여도는 그림 5.7 에 표현한 규칙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성한 퍼지 집합은 moderator 의 퍼지 전문가 시스템에 구현

되어 전압 제어 과정에서 각 분산전원이 전압 보상을 위해 출력해야 하는 무

효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그림 5.7 최적화된 퍼지 집합을 이용한 규칙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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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입력 변수 Qs 퍼지 집합의 최적화 결과 

 

그림 5.9 입력 변수 Qm 퍼지 집합의 최적화 결과 

 

그림 5.10 출력 변수   퍼지 집합의 최적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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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모의 시나리오 

전압 문제와 고조파 문제가 포함된 대상 계통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들

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Case 1: 전압 제어만 실시한 경우 

 Case 2: 고조파 보상만 실시한 경우 

 Case 3: 전압 제어 후 고조파 보상을 실시한 경우 

 Case 4: 고조파 보상 후 전압 제어를 실시한 경우 

Case 1 과 Case 2 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전압 제어 과정과 고조파 보상 

과정이 대상 계통에서 각각 적절하게 수행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Case 3

과 Case 4 에서는 전압 문제와 고조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과정을 보이기 

위해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multi-agent system 환경에서

는 전압 문제나 고조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monitoring agent 가 이에 대한 

보상을 moderator 에 요청하게 된다. 두 개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동시

에 존재하는 경우, moderator 는 보상에 대한 요청 메시지를 먼저 받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후에 다음 메시지를 기다리게 된다. 즉, Case 3 는 전압 제어에 

대한 요청 메시지가 먼저 moderator 에 전달된 경우이며, Case 4 는 고조파 보상

에 대한 요청 메시지가 moderator 에 먼저 전달된 경우를 모의한 결과를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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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Case 1: 전압 제어만 실시한 경우 

Case 1 에서는 대상 계통에서 전압 제어 과정이 적절하게 수행됨을 보이기 위

해 전압 제어를 위한 monitoring agent 에서 moderator 에 전압 제어에 대한 요청 

메시지를 보낸 경우만을 살펴보았다. 이 때, 각 agent 들 간의 통신을 통해 수

행되는 전압 제어 과정은 그림 5.11 에 나타낸 것과 같다. 

,1 ,1( , )s mQ Q

,2 ,2( , )s mQ Q

needV

1Q 2Q

 

그림 5.11 Case 1 에서의 agent 동작 

전압 제어를 위한 monitoring agent 에서 전압 제어 요청을 moderator 에 보내게 

되면 moderator 는 이를 DR agent 들에게 알려 전압 제어에 대한 bidding 을 요

청하기 된다 (RFP). DR agent 가 moderator 에 제출하는 bidding 정보는 무효전력 

민감도와 출력 여유용량에 대한 것으로, 각각의 값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두 개의 분산전원 모두 역률 1 로 운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효전력 출력 여

유용량은 1 p.u.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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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agent 1: (0.7377, 1)  Moderator 

DR agent 2: (1.4867, 1)  Moderator 

Moderator 는 DR agent 들의 bidding 정보를 바탕으로 퍼지 전문가 시스템을 이

용하여 각 분산전원이 전압 제어를 위해 참여할 크기를 정하게 된다. 이렇게 

정한 전압 제어 참여도를 이용하여 각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 증가량을 결

정하게 되는데 moderator 에서 각 DR agent 에 전달되는 무효전력 출력 증가량

은 다음과 같다. 

Moderator: (2,594 Var)  DR agent 1 

Moderator: (2,108 Var)  DR agent 2 

이러한 지령에 의해 각 분산전원이 계통에 주입하는 무효전력의 크기를 조정

하게 되면 마지막 버스의 전압이 0.945 p.u.에서 0.95 p.u.로 상승하게 되며 정상 

전압이 되어 전압 제어 과정을 마치게 된다. 그림 5.12 와 그림 5.13 은 각각 

0.2 초에 전압 제어가 실시되었을 때의 각 버스의 전압 변화와 분산전원의 무

효전력 출력 변화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상 계통에서 전압 제어

가 적절하게 수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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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Case 1: 버스 전압의 변화 

 

그림 5.13 Case 1: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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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Case 2: 고조파 보상만 실시한 경우 

Case 2 에서는 대상 계통에서 고조파 보상 과정이 적절하게 수행됨을 보이기 

위해 고조파 보상을 위한 monitoring agent 에서 moderator 에 고조파 보상에 대

한 요청 메시지를 보낸 경우만을 살펴보았다. 이 때, 각 agent 들 간의 통신을 

통해 수행되는 고조파 보상 과정은 그림 5.14 에 나타낸 것과 같다. 

 

그림 5.14 Case 2 에서의 agent 동작 

고조파 보상을 위한 monitoring agent 에서 고조파 보상 요청을 moderator 에 보

내게 되면 moderator 는 이를 DR agent 들에게 알려 고조파 보상에 대한 bidding

을 요청하기 된다 (RFP). DR agent 가 moderator 에 제출하는 bidding 정보는 각 

분산전원의 고조파 보상 참여에 대한 만족도 함수를 나타낸다. 사례 연구에서

는 두 개의 분산전원이 같은 크기의 출력을 내고 있으며 충분한 여유용량을 

가지고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계통에 존재하는 고조파 성분의 전류를 보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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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있어 두 개의 분산전원이 갖는 고조파 보상 참여도가 각각 0.5 가 된다. 

그 결과, 그림 5.15 와 그림 5.16 에 나타낸 DG1 과 DG2 의 출력 전류 파형은 

같은 형태를 갖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0.2 초에 고조파 보상이 

실시된 경우, 전원 전류의 파형은 그림 5.17 에 나타낸 것과 같다. 

 

그림 5.15 Case 2: DG1 의 출력 전류 

 

그림 5.16 Case 2: DG2 의 출력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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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Case 2: 전원 전류 

결과에서 비선형 부하에 의해 전원 전류에 포함된 고조파 성분이 0.2 초에 수

행된 고조파 보상에 의해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림 5.18 은 각 버

스의 전압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고조파 보상 과정에서 분산전원의 출력 변

동에 따라 전압 상승 효과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마지막 버스

의 전압은 0.945 p.u.에서 0.946 p.u.로 약간 상승하였다. 

 

그림 5.18 Case 2: 버스 전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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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Case 3: 전압 제어 후 고조파 보상을 실시한 경우 

Case 3 에서는 대상 계통에 존재하는 전압 문제와 고조파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경우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multi-agent system 환경에서의 배전계

통 운영 방법에서는 계통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보상 요청이 moderator 에 전

달되는 순서에 따라 문제 해결을 하게 된다. Case 3 의 경우, 전압 제어에 대한 

요청이 먼저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고조파 보상에 대한 요청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였다. 이 때, 각 agent 들 간의 통신을 통해 수행되는 전압 제어와 고조

파 보상 과정은 그림 5.20 에 나타낸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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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Case 3 에서의 agent 동작 

전압 제어를 위한 monitoring agent 에서 전압 제어에 대한 요청을 moderator 에 

보내 전압 보상이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고조파 보상 과정이 진행되게 되며, 

전압 제어는 0.2 초, 고조파 보상은 0.3 초에 수행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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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버스 전압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전압 제어와 고조파 보상에 따른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 변화는 그림 5.22 에 나타낸 것과 같다. 

 

그림 5.21 Case 3: 버스 전압의 변화 

 

그림 5.22 Case 3: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 변화 

Case 3 에서의 전압 제어 과정은 Case 1 과 같은 계통 상황이기 때문에 Case 1

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전압 제어를 위해 각 분산전원이 증가하는 무효전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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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도 Case 1 에서와 마찬가지로 DG1 과 DG2 가 각각 2,594 Var 와 2,108 Var 가 

된다. 그림 5.21 에 나타낸 것과 같이 0.2 초에 이루어진 전압 제어에 의해 마

지막 버스의 전압은 0.945 p.u.에서 0.95 p.u.로 상승하여 정상 전압 범위 내로 

회복하게 된다. 한편, 전압 제어 후에 이루어진 고조파 보상 과정에서는 비선

형 부하에서 발생한 고조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두 개의 분산전원이 같은 

크기의 고조파 전류를 출력하여 고조파 보상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0.3 초에 수

행된 고조파 보상으로 인해 분산전원의 출력이 약간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각 버스의 전압도 상승하며, 마지막 버스의 전압은 0.951 p.u.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3~5.25 는 전압 제어와 고조파 보상에 따른 분산전원의 출력 

전류 변화와 전원 전류 파형을 보여준다. 0.2 초에 수행된 전압 제어에 의해 분

산전원의 출력 전류가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0.3 초에 수행된 고조파 보

상에 따라 분산전원의 출력 전류에 고조파 보상 성분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원 전류에 포함된 고조파 성분은 0.3 초에 이루어진 고조파 보상에 

따라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3 Case 3: DG1 의 출력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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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Case 3: DG2 의 출력 전류 

 

그림 5.25 Case 3: 전원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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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Case 4: 고조파 보상 후 전압 제어를 실시한 경우 

Case 4 에서는 Case 3 과 달리 고조파 보상에 대한 요청이 먼저 이루어지고 다

음으로 전압 제어에 대한 요청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모의하였다. 이 때, 각 

agent 들 간의 통신을 통해 수행되는 고조파 보상과 전압 제어 과정은 그림 

5.26 에 나타낸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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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Case 4 에서의 agent 동작 

Case 4 에서는 고조파 보상을 위한 monitoring agent 에서 고조파 보상에 대한 요

청을 moderator 에 보내 고조파 보상이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전압 제어 과정이 

진행되게 되며, 고조파 보상은 0.2 초, 전압 제어는 0.3 초에 수행된다고 가정하

였다. 그림 5.27 과 그림 5.28 은 각각 모의 결과로 나타난 버스 전압의 변화와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 변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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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Case 4: 버스 전압의 변화 

 

그림 5.28 Case 4: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 변화 

Case 4 에서 수행되는 고조파 보상 과정은 Case 2 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분산전원이 동일한 크기의 고조파 전류를 계통에 주입하여 비선형 부하에 의

해 전원 전류에 발생되는 고조파 성분을 제거한다고 가정하였다. 앞서 Case 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조파 보상에 따라 계통 전압에 약간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0.2 초 이후에 마지막 버스의 전압이 0.945 p.u.에서 0.946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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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한다. 이에 따라 고조파 보상 후에 이루어지는 전압 제어 과정에서 

monitoring agent 가 moderator 에 요청하는 전압 보상의 크기가 0.004 p.u.가 된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각 분산전원에 전달되는 전압 제어를 위한 무효전력 출

력 증가량은 DG1 과 DG2 각각 1,686 Var 와 2,023 Var 로, 앞에서 살펴본 사례 

연구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즉, 고조파 보상에 의해 계통에 마지막 버스

의 전압이 약간 상승하게 되어 전압 제어를 위해 분산전원이 출력해야 하는 

무효전력의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그림 5.29~5.31 은 고조파 보상과 전압 제어에 따른 분산전원의 출력 전류 

변화와 전원 전류 파형을 보여준다. 0.2 초 이후의 분산전원 출력 전류에는 보

상해야 하는 고조파 성분이 포함되었으며, 0.3 초 이후에는 moderator 에서 전압 

제어를 위해 요구하는 크기에 따라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원 전류의 경

우, 0.2 초에 수행된 고조파 보상 결과로 나중에 수행되는 전압 제어와 관계 없

이 고조파 성분이 제거된 정현파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9 Case 4: DG1 의 출력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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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Case 4: DG2 의 출력 전류 

 

그림 5.31 Case 4: 전원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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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배전계통에서 분산전원을 이용하여 계통에 발생할 수 있는 전

압 문제와 고조파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사업자가 

소유하는 분산전원을 계통 운영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각 분산전원의 운영 전

략과 계통 운영 참여에 대한 의사를 고려하기 위해 수직적인 중앙 제어를 기

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존의 계통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분산적이고 자율적

인 제어를 목표로 multi-agent system 을 이용한 배전계통의 전압 제어와 고조파 

보상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배전계통에서 분산전원을 이용하여 전압 제어와 고조파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분산전원이 agent 로 계통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끔 multi-agent system

을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ulti-agent system 은 계통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른 agent 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monitoring agent, 분산전원이 

계통 운영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의사 결정 과정을 수행하는 DR agent, 이러한 

agent 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각 agent 가 효율적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

종의 coordinator 역할을 담당하는 moderator 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agent 들을 

기반으로 배전계통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다른 agent 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일을 분배하여 해결하는 과정은 multi-agent system 에서 일반적으

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contract net protocol (CNP)을 이용하였다. 

계통을 측정하고 있던 monitoring agent 가 전압이나 고조파 문제가 발생 하였

을 때, 이를 moderator 에 알리면서 제안하는 보상 과정이 시작된다. 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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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bidding 을 각 DR agent 들에게 요청하고, DR 

agent 들은 각 문제에 대해 정해진 정보를 moderator 에게 전달해준다. Moderator

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 DR agent 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효율적으로 동

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운전점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DR agent 들이 분산전원

을 통해 보상을 위한 제어를 함으로써 계통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전압 제어에서는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민감도와 무효전력 출력 여유량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각 분산전원이 전압 제어를 위해 조정해야 할 무효전력 출력

량을 결정하며, 이러한 무효전력 출력을 통해 계통의 전압을 원하는 값으로 

제어한다. 이 때, 다수의 분산전원이 전압 제어에 참여할 경우 전압 제어에 대

한 무효전력 출력량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moderator 가 전압 제어 참여

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퍼지 전문가 시스템을 사용

하였다. 또한, 퍼지 전문가 시스템은 대상 계통에 따라 효율적인 운전점을 결

정할 수 있도록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을 통해 최적화하였다. 전압 제

어 참여도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에 따른 비용을 최

소화한 지점에서 결정되며, 무효전력 민감도의 값이 크고 무효전력 출력 여유

량이 많을수록 큰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통에 존재하는 비선형 부하에 의한 고조파 전류를 인버터로 계통과 

연계된 분산전원의 출력 제어를 통해 보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고조파 보

상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multi-agent system 환경을 이용하였다. Multi-agent system 에서 agent 로 표현되는 

고조파 보상 과정에 참여하는 기기들이 자신의 운영 전략이나 고조파 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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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참여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는 퍼지 함수를 이용

하였다. 먼저, monitoring agent 는 계통에 존재하는 고조파의 크기를 측정할 뿐 

아니라 계통 운영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계통에 존재하는 고조파의 크기에 대

한 만족도 함수를 생성한다. 또한, 각 분산전원의 운영 전략을 반영하는 기능

을 가진 DR agent 는 해당 분산전원의 출력 비용(output cost)와 여유량(output 

margin) 등을 고려하여 고조파 보상 참여에 대한 만족도 함수를 생성한다. 또

한, 다른 분산전원과 달리 에너지 용량에 대한 제약이 있는 배터리 시스템의 

경우 SOC (state-of-charge)로 표현되는 에너지 여유용량(energy margin) 도 고려

한 만족도 함수를 생성하게 하였다. 최종적으로 moderator 는 각 agent 들로부터 

받은 만족도 함수를 기준으로 절충해를 찾기 위해 다목적 퍼지 함수의 의사결

정모델에 사용되는 max-min principle 을 이용하였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전압 제어와 고조파 보상 과정에서 각 분산전원이 여유

용량에 대한 정보를 moderator 에 제공하고, moderator 는 이를 고려하여 각 분

산전원의 출력 제어 크기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계통 제어를 위해 

요구되는 분산전원의 출력 크기보다 모든 분산전원의 여유용량의 합이 더 큰 

경우에만 계통에서 발생한 전압이나 고조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다. 만약 분산전원의 여유용량이 충분하지 않아 계통에서 요구되는 보상을 수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전계통에 설치되어 있는 전압 보상기기나 고조파 보

상기기를 통한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multi-agent system 을 기반으로 하는 계통 운영 

방법은 최근 분산전원이 포함된 배전계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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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미래형 배전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Agent 를 기반으로 계통 운영을 할 경우, 기존의 제어 및 보상 기기들과 분산

전원의 협조 제어를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다. 이는 계통에 설치하고자 하는 

분산전원의 진입장벽을 낮춰줌과 동시에 이를 계통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앙에서 계통의 모든 정보를 취득하고 제어하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인 분산 제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복잡해지고 있는 

배전계통 운영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전원 및 다양한 기기들을 소

유한 다수의 전기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계통 운영에 참여할 경우 multi-agent 

system 환경에서 각 기기들이 agent 를 통해 자신의 운영 전략 등을 반영하여 

계통 문제에 반응하여 전체적인 운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러한 multi-agent system 을 전력시스템의 운영에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정도(stability)와 제어 가능성(controllability)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전력계통에 발생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agent 들 

간의 통신을 통해 각 기기들의 운전점을 결정하고 제어하는 과정에서 time-

dependent 한 system 으로서 이를 이용하였을 때 제어 가능한 범위와 한계에 대

해 좀 더 명확한 시스템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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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voltage control and harmonic compensation method using multiple 

distributed resources (DRs) based on multi-agent system environment. First, multi-agent 

system is designed to solve voltage and harmonic problem in distribution system in 

distributed control manner. In this paper, three kinds of agents are utilized in the proposed 

multi-agent system: monitoring agent, DR agent and moderator. Monitoring agent is 

located at the specific node which desired to maintain voltage within the normal limits or 

to compensate harmonic current. This agent is charge of monitoring local voltage and 

current and sends a request message to the moderator when the voltage or harmonic 

problem occurs. Each DR participate the distribution system operation such as voltage 

control and harmonic compensation through its DR agent. The moderator is responsible 

for managing multiple agents to share information of each agent and accomplish the 

efficient operation as a coordinator. The main issue of implementing multi-agent system 

is how to cooperate and negotiate agents to achieve the global goal. In this paper, the 

contract net protocol which is widely used in practice to coordinate multi agents has been 

adopted. 

In the proposed voltage control process, the moderator determined the reactive power 

output of each DRs for regulating the voltage within the normal limits based on the 

reactive power sensitivity and reactive power margin which are delivered from each DR 

agents. The fuzzy inference system (FIS), on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is 

adopted to distribute the voltage control to multiple DRs efficiently in the moderator. The 

input and output fuzzy sets of FIS are optimized to improve its performance, minimizing 

the sum of increased reactive power outputs of all DRs with considering the cost of 

reactive power margin of each DRs, by particle swarm optimization. The stead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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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is conducted in the distribution network including four voltage-controllable DRs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voltage control process. 

Last, a new harmonic compensation method of utilizing multiple power inverters that 

integrate DRs to a distribution network is proposed to reduce the harmonic current 

induced by nonlinear electronic loads. Multi-agent system environment is utilized to 

reflect various participants’ opinion in determining the magnitude of harmonic 

compensation. To coordinate multiple various DRs such as small distributed generators 

(DGs) and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s (BESSs), the proposed method considers 

multiple objectives in terms of energy cost, generation margins of DGs and energy 

margins of BESSs. The optimization algorithm is constructed based on fuzzy multi-

objective optimization model so that moderator assigns the additional output power of 

each DR that is needed for harmonic elimination to DR agents. Simulations of the 

suggested coordination strategy for harmonic compensation using multiple DRs are 

conducted in the microgrid including two inverter-based DGs and one BESS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Keyword: Distributed resources, Fuzzy logic, Harmonic compensation, Multi-agent 

system, Voltage control 

Student number: 2005-21321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논문의 구성

	제 2 장 미래형 배전시스템과 Multi-agent system
	2.1 미래형 배전시스템
	2.2 Multi-Agent System의 개요
	2.2.1 Agent 기술의 개념 및 정의
	2.2.2 Multi-agent system기술과 특징


	제 3 장 Multi-Agent System을 이용한 전압 제어
	3.1 배전계통에서의 전압 제어
	3.2 전압 제어를 위한 multi-agent system 설계
	3.2.1 Multi-agent system의 기본적인 구조
	3.2.2 Multi-agent system을 이용한 전압 제어 과정

	3.3 효율적인 전압 제어를 위한 Moderator 설계
	3.3.1 Moderator의 퍼지 전문가 시스템 설계
	3.3.2 퍼지 전문가 시스템의 입출력집합 최적화

	3.4 Multi-agent system을 이용한 전압 제어 과정의 검증
	3.4.1 모의 계통의 구성과 시나리오
	3.4.2 퍼지 전문가 시스템의 입출력집합 최적화 결과
	3.4.3 Case 1: 부하 증가에 따른 전압 문제가 발생한 경우
	3.4.4 Case 2: 계통에 발생한 전압 문제가 큰 경우


	제 4 장 Multi-Agent System을 이용한 고조파 보상
	4.1 배전계통에서의 고조파 문제
	4.2 고조파 보상을 위한 multi-agent system 설계
	4.2.1 Multi-agent system의 기본적인 구조
	4.2.2 Multi-agent system을 이용한 고조파 보상 과정

	4.3 Multi-agent system을 이용한 고조파 보상 전략
	4.3.1 고조파 전류 보상 전략의 개요 
	4.3.2 고조파 보상 전략의 기준 
	4.3.3 고조파 보상 참여도 결정 방법 

	4.4 Multi-agent system을 이용한 고조파 보상 과정의 검증
	4.4.1 모의 계통의 구성과 시나리오
	4.4.2 Case 1: 모든 분산전원의 출력 여유용량이 충분한 경우
	4.4.3 Case 2: BESS의 출력 여유용량이 작은 경우
	4.4.4 Case 3: BESS의 SOC가 부족한 경우


	제 5 장 사례 연구
	5.1 모의 계통의 구성과 시나리오
	5.1.1 모의 계통의 구성
	5.1.2 전압 제어를 위한 퍼지 전문가 시스템
	5.1.3 모의 시나리오

	5.2 Case 1: 전압 제어만 실시한 경우
	5.3 Case 2: 고조파 보상만 실시한 경우
	5.4 Case 3: 전압 제어 후 고조파 보상을 실시한 경우
	5.5 Case 4: 고조파 보상 후 전압 제어를 실시한 경우

	제 6 장 결론
	[참 고 문 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