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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 들어서 력산업에 규제완화가 도입되면서 환경이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가지의 환경

변화가 상되지만, 그 에서도 공 자간에 경쟁 도입이 력산업 참여자간에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력시스템의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경 략에도 큰 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요자 서비스의 제공이 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 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수요자 정보의 수집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수요자 정보의 분석은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에서도 수요특성을 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력 수요자

의 부하 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하여 수요특성별로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분류된 

그룹의 특징을 검토하 다.  

1. 서론

   력사 는 력 수요자는 부하의 특성을 분석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수요 리, 수요 측  계

획, 력 부가 서비스, 가격 련 설계 사항 등 다양

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하 분석을 

효과 으로 하기 해서는 력 수요자를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표  모

델의 도출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수 이다. 이와 같

은 표  부하 모델을 구하기 해서는 고객의 력 

수요정보가 필요하다.  력 수요정보는 크게 구분

하여 요  정보와 사용량 정보로 나 어진다.  통

인 부하 분석은 기계식 력량계에 의해 수집된 

요 정보에 포함되는 월간 력수요를 이용하여 수

행되어 왔으나, 이는 수요의 특성을 구분하기에는 

불충분한 정보 다.  최근 들어 자식 력량계의 

설치가 확산되어 Load Profile 혹은 Interval Data라

고 불리는 15분 간격으로 된 수요정보의 수집이 가

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식 력량계에 의해 취

득된 검침정보를 분석하여 력수요의 특성을 악

하는 것은 부하의 분석 등에 있어서 기본 요소가 된

다.  본 논문에서는 자식 력량계로부터 수집된 

Load Profile을 이용하여 수요자 그룹을 분류하고, 

분류된 그룹에 한 구성 고객의 특성을 분석하 으

며 이를 소개한다. 

2. 수요그룹 분류 

1. 데이터 처리   

   일반 용량고객의 력설비에 설치되어 있는 

자식 력량계는 15분 주기의 수요정보를 자체 내에 

장하고 있으며, 원격 검침 시스템(AMR)에서 1 시

간 간격으로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재 AMR 

시스템에는 약 10만호의 고객이 포함되어 있으며 

Load Profile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려면,  그 용량이 아주 커서 

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한 이와 같은 

정보들은 오류  락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에 한 주요 원인은 계량기로부터 데이터를 수

집하는 서버까지의 경로 상에서  발생하는 통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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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수집된 정보의 변환 과정 그리고 국내의  각 

지역별 서버에서 앙서버로 송되는 과정에서 오

류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한 매일 빈번히 일어

나는 고객 정보의 변화에 한 데이터베이스 교체작

업이 시차를 가지는 등의 문제도 포함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락 는 오류 정보를 처리하기 한 

방안을 설정하 다.  이를 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월별, 계 별, 년간 등의 분석기간내의 락

정보가 20%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고객을 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일간 데이터인 96개의 수요 값 

에서 부분 으로 락된 정보는 경계 값을 이용한 

선형 증감으로 가정하여 보정을 한다. 그리고 데이

터 에서 나타나는 돌출 값  평균의 ±3σ를 과

하면 역시 락정보에 포함시킨다...

 2. 분류 알고리즘 개발  

   고객의 수요정보인 Load Profile은 15분 간격의 

수요를 나타내는 일간 96개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분류를 해서는 알고리즘에 용하기 해 사

에 변수들의 정의가 필요하다.  우선 각 고객들의 

일간 Load Profile 데이터를 분석 기간 내에서 평균

값을 구한다. 이 게 하여 특정 구간에 한 각 고

객의 표 인 수요정보를 추출하게 되며 이를 일간 

Load Diagram이라 한다.  수요자들을 Class들로 구

분하기 하여 일간 Load Diagram에 련된 특정 

인덱스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구분한다.  다음

은 분류과정을 간단히 설명한다. 먼  Load 

Diagram의 집합을 l={ l h h=1,...,H}  이라 정의

한다.  그리고 M 고객을 가진 특정그룹의 일간 

Load Diagram을   L={ l (m ) m=1,...,M}  이라 

한다. M Customer를  K 그룹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고려하면, L의 Subset인  L ( k)는 

n ( k )  k=1,...,K  개의  Load Diagram들을 포함한

다. 각 Class에 해 표 인 Load Diagram r ( k )

는 L ( k )  내에 있는 Load Diagram들의 평균으로 구

한다. 따라서 각 Class들의 표  Load Diagram의 

집합인 R= {r ( k ), k=1,...,K}  이 생성된다.  각 그

룹을 구분하기 척도로 Diagram들 간의 거리를 사용

하므로 아래의 거리들에 한 정의가 필요하다. 

가. 두 Load Diagram 사이의 거리

 d(l ( i), l ( j ))= 1
H ∑

H

h= 1
( l ( i )h - l (m )

h ) 2

나. 분류된 특정 그룹의 표 Load Diagram과 

L
( k ) 사이의 거리

 d(r ( k ),L ( k ))=
1

n
( k ) ∑

n
( k )

m=1
d 2(r ( k ), l (m ))

다. L 내의 l
( i) Diagram과 고정 Diagram과의 거리 

 d(l ( i),c)= 1
H ∑

H

h=1
( l ( i)h - c) 2

이 값이 최소일 때에 Squared Mean Error 면에서 

최 의 Interpolation이 됨

라. L과 M 구성원사이의 기하 평균거리

 d̂ (L)= 1
2M ∑

M

m=1
d 2( l (m )-L)

그리고 다수의 데이터로 이루어진 Load Diagram의 

특성을 추출하기 해서는 인덱스가 필요하며, 이들

을 보면 Diagram의 최 , 최소, 평균값들로 이루어

진 Non-Uniformity Coefficient, Fill-up Coefficient

와 피크  비 피크 시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Modulation Coefficient 들이 있다.   본 알고리즘에

서는 분류그룹의 수에 한 기화가 필요 없으며, 

한 각 그룹의 센터도 자동으로 찾아낸다. 각 

Diagram에 용하는 인덱스는  Weighting Factor가 

부가되었다. 사용된 Weighting Factor는 σ2
j/ σ

2  로 

정의되며, 여기서 σ2
j
 는 jth 인덱스의 표 편차이고, 

σ
2 는 각 인덱스 표 편차의 평균값이다.  표 편

차가 큰 값을 가진 인덱스는 Weighting Factor에 

의해 향이 확 가 된다.  그림 1은 그룹분류의 과

정을 flow chart로 나타내고 있다.  우선 각 고객의 

diagram들에 해서 순차 으로 에 정의된 인덱

스를 산출하여 특성 벡터를 형성한다.  이들을 이용

하여 각 그룹과 거리를 산출한다.  이  최소 거리

를 선정하여 거리의 threshold값과 비교한다.  

Threshold 값보다 클 경우에는 새로운 그룹을 형성

한다.  그리고 threshold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최소거리에 해당하는 그룹으로 포함되게 된다.  따

라서 해당 그룹은 그룹 내의 요소가 증가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그룹 심을 변경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

룹수와 각 그룹에 속하는 패턴을 선정하게 된다.  

다음에 각 그룹의 심이 변경됨으로써 각 그룹간의 

거리도 변하게 됨으로 처음 과정에서 정해진 그룹들

에 하여 다시 거리인덱스의 threshold 값을 비교

함으로써 하여 그룹요소들의 그룹변경 여부를 확인

하게 된다.  그리하여 분류과정을 종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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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TAT

특성벡터산출
특성(최대, 최소, 평균) 이용

특성벡터산출
특성(최대, 최소, 평균) 이용

거리 인덱스 선정
그룹간의 거리 기준 설정

거리 인덱스 선정
그룹간의 거리 기준 설정

고객과 그룹들과 거리 계산고객과 그룹들과 거리 계산

거리 인덱스 비교거리 인덱스 비교

최소거리 그룹선정최소거리 그룹선정
신규 그룹 생성신규 그룹 생성

최소거리가
인덱스보다 큰 경우

최소거리가
인덱스보다 작은 경우

최소 거리 산출최소 거리 산출

그룹 병입그룹 병입

그룹센터 변경그룹센터 변경

그림 1. 분류 알고리즘

3. 분류그룹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국내에서 운 되고 있는 

원격 검침 시스템의 사용량  고객정보이다.  그리고 

재 약 10만호 정도의 고객이 원격 검침 시스템에 포

함되어 있다.  본 분류시험에는 샘 링이 없이 그 시

스템에 포함된  고객을 상으로 하 다.  이상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2003.07에 해 그룹분류시험을 하

으며 평일에 한 수요패턴의 분류 결과가  그림 2

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는 분류 그룹이 8개인 

경우를 표시하고 있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일간 패턴

을 나타내므로 시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로축은 패턴 

비교를 해서 15분 주기의 수요 값이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각 그룹에 

속하는 수요자들의 수가 그룹명과 함께 범례를 표시하

는 상자에 나타나 있다.  패턴의 분류 결과를 보면 각 

그룹간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2003.07 평일의 수요 패턴

8개의 그룹을 보면 크게 3 종류로 볼 수 있다.  1, 

2, 4, 8 그룹들은 주간에 수요가 높은 분류에 속하고 

3, 5, 7 그룹들은 주야간에 별 차이가 없는 분류에 속

하고 6그룹은 심야 력을 사용하는 분류를 나타낸다. 

 

그림 3. 2003.07 평일의 그룹별 평균수요

그림 3은 분류된 8개 그룹에 하여 각 그룹에 속하는 

고객들의 평균 수요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평균

수요의 비교를 나타내기 해 8개의 그룹을 동시에 나

타내고 있으며, 각 그룹의 실제 인 시간 별 수요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는 심야 력그

룹을 제외하고는 각 그룹의 수요크기의 형태 구분이 

어렵다. 그래서 그림 4에서 그룹1의 평균 수요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그룹1의 2003.07의 평균 수요

그림 4는 35988 고객으로 이루어진 그룹1의 계약 력

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100-500 kW의 고객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형 인 

고압 고객의 수요패턴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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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그룹1의 계약 력별 구성비

그림 5는 그룹2에 속한 수요자들의 산업분류별 구성비

를 나타내고 있다.  패턴에서의 구분을 그룹1과 비교

하면 이 그룹에 속하는 업종은 일과 후의 수요가 그룹

1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포함된 

산업분류가 다양하여 산업분류별에 의한 수요패턴의 

구분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그룹2의 산업분류별 구성비

그리고 그림 6에서는 각 그룹별 2003년 7월에 한 실

제 수요의 일 평균값을 하여 나탠 것이다.  따라

서 각 그룹의 면 은 일간 사용량이 되며 시간 별 총 

사용에 한 기여 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자료는 

시간 별로 피크 기여도 분석 등의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림 6. 2003.07 평일의 그룹별  수요

 

4. 결 론

통 으로 수요자 정보의 분석은 월간 력사용량

을 사용하여 통계 인 분석 수 에 그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AMR 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실제 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하여 

원격검침을 시행하는  고압 수요자의 정보를 이용하

여 시간 별 수요에 한 패턴을 구분하 다.  여기서 

개발한 분류 알고리즘의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에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그리고 개

발된 분류 알고리즘을 용하면 각 수요 그룹에 한 

표  부하 모델을 선정 할 수 있다.   한 그 모델들

을 이용한 부하의 분석 시스템의 개발, 수요 리, 시스

템 계획, 부하 리, 매 략 수립 등 력 부가서비

스의 개발에 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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