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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ustomer clustering method is used to make a TDLP (typical daily load profile) to estimate the quater 

hourly load profile of non-AMR (Automatic Meter Reading) customer. In this paper, repeated small-sized clustering 

method is supposed to improve the classifying ability of TDLP. K-means algorithm is well-known clustering technology 

of data mining. To reduce the local maxima of k-means algorithm, proposed method clusters average load profiles to 

small-sized clusters and selects the highest error rated cluster and clusters this to small-sized clusters repeatedly to 

minimize the local max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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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배 선로의 15분 단 의 부하분석은 배 선로의 안정 인 

운 을 해 필요한 기술 의 하나이다. 배 선로의 15분 

단 의 부하분석을 해서는 선로를 구성하는 회선이나 구

간에 한 15분 단 의 부하곡선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변

소에서 공 하는 회선에 한 15분 단  부하를 측정하여 

SOMAS(Substation Operating results MAnagement 

System)에 장하고 회선에 한 부하분석에 활용하 다. 

최근에는 과부하의 험이 있는 일부 설비에 자동검침 장비

를 이용하여 특정 구간에 한 부하를 분석하는 연구도 진

행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구간에 한 부하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설비에 자동검침 장비를 설치해야 되므

로 비용 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자동검침 

장비가 설치된 고객의 15분 단 의 부하곡선을 이용하여 고

객들을 군집화하고 각 군집별로 표 부하패턴을 생성하여 

자동검침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고객들을 분류

(classification) 기법을 이용하여 부하형태가 가장 유사할 것

으로 상되는 군집의 표 부하패턴을 선택하여 월 기사

용량을 입하여 가상 부하곡선을 만드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1][2]. 자동검침 고객들의 실제 부하곡선과 미 검침 고

객들의 가상 부하곡선을 이용하면 모든 구간에 한 부하분

석이 가능하게 된다[3]. 자동검침 고객의 실제 부하곡선과 

미검침 고객의 가상 부하곡선을 이용할 경우 배 망의 리 

 자동화[4], 부하 측, 노후설비의 수명 측[5] 등의 분야

에서의 활용을 통해 보다 안정 인 배 선로의 운 이 가능

하게 된다 

2. 고객 부하곡선을 이용한 군집화 방법

자동검침 고객의 부하곡선을 군집화하는 방법으로 종래에

는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한 군집화를 주로 사용하 다. 

k-means 알고리즘은 공간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서로 가

까운 데이터들 끼리 묶어서 몇 개의 군집으로 나 는 군집

화 방법  하나로 데이터가 벡터 공간을 이룬다고 가정하

고, 각각의 묶음에 속하는 들이 다른 묶음의 심에서의 

유클리디안 거리보다는 자신이 속한 묶음까지의 유클리디안 

거리가 최소화 되도록 군집화하여 묶음의 분산도를 최소화

하는 방식이다[6]. 

그림 1 K-means 방법을 이용한 고객 군집화 

Fig. 1 Example of customer clustering using k-means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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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부하곡선을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군집화하

는 방법을 를 들어 설명하면 그림 1과 같다. 군집화를 

한 자동검침 데이터로 13명의 자동검침 고객의 실제 부하곡

선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데이터마이닝에서 주로 사용

되는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3개의 군집으로 군집화

할 경우 C1, C2, C3 군집이 생성되게 된다. 이때 각 군집에 

속한 고객의 실제 부하곡선에 한 평균값이나 표값을 계

산하여 이를 표 부하패턴으로 정의하게 된다. 그러나 고객 

군집화를 해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할 경우, 데이터가 

많이 편 된 지역의 오차를 이기 해 심에서 먼 지역

의 소수의 데이터들의 오차는 무시되는 지역편  상이 발

생하게 되어 그림 1의 고객 A의 경우에는 하나의 군집이 

되지 못하고 군집 C1에 속하게 되어 고객 A의 패턴이 무시

되는 상이 발생하게 된다. 고객 군집화의 주된 목 은 군

집화를 통해 얻어진 표 부하패턴을 이용하여 자동검침 장

비가 설치되지 않은 고객을 분류 기법을 이용하여 군집에 

할당하여 가상 부하패턴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때 C2와 C3

의 경우에는 표 부하패턴이 유사하여 분류 성능이 떨어지

는 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유사한 형태의 표 부하

패턴을 가지면서 가상 부하패턴의 오차를 이는 것 보다는 

약간의 오차의 증가를 감수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표 부하

패턴을 갖도록 하는 것이 효과 이다. 

그림 2 분별력을 높이는 고객 군집화 

Fig. 2 Example of customer clustering to improve the 

classification ability

그림 2를 살펴보면 가상 부하패턴의 오차는 증가하겠지

만, 고객 A가 하나의 군집으로 분류되어 세 가지 군집의 

표 부하패턴이 그림 1에 비해 분별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검침 고객의 부하곡선을 군집화하는 

방법으로,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한 군집화 방법의 지역

편  상을 해결하고자 하나의 군집을 소규모의 군집들로 

나 고, 각각의 군집들 에서 평균 오차율이 가장 높은 군

집을 다시 소규모의 군집으로 나 는 과정을 반복 으로 수

행하는 군집화 방법을 제안하 다.

3. 소규모 군집화 수행 차

그림 3은 반복 인 군집화를 수행하는 차를 나타낸다. 

자동검침 데이터는 자동검침 장비가 설치된 고객들로부터 

수집된 매 15분 단 의 사용 력( )을 이용하여 하루 단

로 표 된 각각의 고객에 한 일일 부하곡선을 말한다. 고

객 c에 한 일일 부하곡선(LP: Load Profile)은 아래의 식

과 같이 나타난다.

  

 

  


   


 

처리 과정에서는 하나의 고객에 해서 매월 평일에 

하여 동일한 시각에 한 매 15분 단 의 사용 력의 평균값

( )을 계산하여 고객의 일일 평균 부하곡선(ALP: Average 

Load Profile)을 만들게 된다. 

 

  






 (주 5일 × 4주 = 20일)

   

 


  


  


 

자동검침 고객의 일일 평균 부하곡선의 생성이 완료되면 

고객의 일일 평균 부하곡선의 최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정

규화 과정을 거쳐 정규화된 일일 평균 부하곡선을 만들게 

된다. 모든 그래 의 y축의 값을 최  1로 만드는 정규화 

과정은 력 사용량을 나타내는 그래 의 패턴 유사도를 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다. 

그림 3 반복 인 소규모 군집화 수행 차

Fig. 3 Flow chart of repeated small-sized clustering process

군집화를 수행하기 해서는 최종 목표 군집수, 소군집 

분할 개수, 군집 허용 최소 고객수를 입력받게 된다. 최종 

목표 군집수는 입력받은 군집을 최종 으로 몇 개의 군집으

로 만들 것인가를 나타내며, 소군집 분할 개수는 하나의 군

집을 k-means 처리기로 군집화할 때 몇 개의 소규모 군집

으로 분할 할 것인가를 나타낸다. 군집의 분할 허용 최소 고

객수는 하나의 군집을 소규모 군집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

우 해당 군집에 최소한으로 존재하는 고객의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최소 고객 수보다 은 경우에는 군집의 분할을 허

용하지 않게 된다. 

처리가 완료되면 하나의 군집에 속한 일일 평균 부하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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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들을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소규모의 군집으로 

나 고, 각 군집(Gj)에 속한 일일 평균 부하곡선들의 동일 

시각에 한 평균값( )을 계산하여 일일 표 부하패턴

(TLP: Typical Load Profile)을 계산하게 된다. 

 

  






 (m: Gj 군집에 속한 고객의 수)

  

 


   


  


 

소규모 군집화가 완료되면 군집에 속한 각 고객의 일일 

평균 부하곡선과 일일 표 부하패턴과의 15분 단 의 오차

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표 부하패턴의 평균 오차를 

계산하게 된다. Gj 군집의 심값( )과 Gj 군집에 속한 Ck 

고객 간의 15분 단  오차( )  Gj 군집의 평균 오차

()는 아래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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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에 한 계산이 완료되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최

종 목표 군집수, 소군집 분할 개수, 군집 허용 최소 고객수

를 이용하여 소규모 군집화의 반복수행 여부를 단하게 된

다. 반복 으로 군집화를 수행하면서 재 분할되어 있는 군

집의 수가 최종 목표 군집의 수보다 은 경우, 군집의 고객

수가 군집의 분할 허용 최소 고객수보다 많고, 평균 오차가 

가장 큰 군집을 선택하여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소

규모 군집화를 수행하게 된다. 소규모 군집화를 반복하여 최

종 으로 생성된 군집의 수가 목표 군집수와 동일하게 되면 

군집화를 종료하고 목표한 만큼의 표 부하곡선의 생성을 

완료하게 된다.

4. 실험 결과 분석

4.1 K-means 군집화 실험 결과

그림 4는 2887명의 고객의 자동검침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k-means 알고리즘만을 이용하여 10개의 군집으로 

군집화한 일일 표 부하패턴을 나타낸 그래 이다. 하나의 

그래 는 하나의 군집을 나타내며, 회색실선으로 표시된 그

래 는 군집에 속한 각 고객의 일일 평균 부하곡선을 나타

내며,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그래 는 군집의 일일 표 부

하패턴을 나타낸다. 

표 1은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군집화한 결과 각 

군집에 속한 고객의 수와 고객의 실제 부하곡선과 고객이 

속한 군집의 표 부하패턴과의 오차거리에 한 합과 평균, 

표 편차, 분산을 나타낸다. 각 군집의 일일 표 부하패턴

을 살펴보면 TLP 2, TLP 5, TLP 6, TLP 9의 경우에는 부

하패턴이 유사하고 고객의 수도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4.2 반복 인 군집화 실험 결과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반복 인 소규모 군집화를 

통한 군집화 차에 따라 소군집 분할 개수는 3, 군집 허용 

최소 고객수는 100, 최종 목표 군집수는 10으로 군집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4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한 군집화 결과

Fig. 4 Clustering result using k-means algorithm

표 1 군집별 고객수  평균 오차거리(k-means 알고리즘)

Table 1 Number of customers and average error distance 

for clusters (k-means algorithm)

군집

번호
고객수

실제 부하곡선과   표 부하패턴과의 

오차거리

합 평균 표 편차 분산

1 177 249.3 1.41 0.35 0.12

2 492 468.1 0.95 0.27 0.07

3 108 258.1 2.39 0.37 0.14

4 29 134.8 4.65 0.53 0.29

5 462 494.0 1.07 0.30 0.09

6 426 421.4 0.99 0.27 0.07

7 208 425.3 2.04 0.46 0.21

8 75 297.5 3.97 0.54 0.29

9 629 571.1 0.91 0.27 0.07

10 281 451.0 1.61 0.32 0.10

체 2887 3771.1 1.30 0.40 0.16

2887명의 고객에 한 정규화된 일일 평균 부하곡선은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3개의 소군집으로 분할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3개로 분할된 군집은 각각 5.05, 1.95, 1.80

의 평균 오차거리(AED)를 갖게 된다. 이 에서 AED가 가

장 큰 첫 번째 군집을 선택하여 다시 3개의 군집으로 소규

모 군집화를 수행하여 총 5개의 소규모 군집이 생성된다. 5

개의 소규모 군집의 AED를 살펴보면 4.28, 3.49, 2.41, 1.95, 

1.80이 된다. 이 에서 AED가 4.28로 가장 큰 군집은 고객

의 수가 26명으로 군집 허용 최소 고객수보다 으므로 배

제하고, AED가 3.49로 두 번째로 큰 군집을 선택하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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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군집으로 소규모 군집화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규모 군집화를 총 5회 수행하여 최종 으로 10

개의 군집에 한 일일 표 부하패턴을 생성하게 된다.

그림 5 반복 인 소규모 군집화의 진행과정 

Fig.  5  Example of repeated small-sized clustering process

그림 6 반복 인 군집화 방법을 이용한 군집화 결과

Fig.  6  Clustering result using repeated clustering

표   2  군집별 고객수  평균 오차거리(제안된 방법)

Table 2 Number of customers and average error distance 

for clusters (proposed method)

군집

번호
고객수

실제 부하곡선과   표 부하패턴과의 

오차거리

합 평균 표 편차 분산

1 26 111.2 4.28 0.52 0.27

2 618 750.0 1.21 0.32 0.10

3 1765 3176.7 1.80 0.43 0.19

4 26 40.4 1.56 0.19 0.03

5 44 149.7 3.40 0.37 0.14

6 17 50.6 2.98 0.40 0.16

7 106 185.3 1.75 0.38 0.15

8 44 58.4 1.33 0.27 0.07

9 31 52.3 1.69 0.38 0.14

10 210 331.1 1.58 0.42 0.18

체 2887 4906.2 1.69 0.43 0.18

4.3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한 분별력 분석

표 1과 2의 체 고객에 한 분산을 살펴보면 제안된 방

법이 k-means 방법에 비해 분산이 0.02정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지역편  문제를 해결하

여 표 부하패턴의 분별력을 높이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으므로 0.02정도의 분산의 증가는 감수하고 표 부하패턴

들 간의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계산하여 두 방

법의 분별력의 증가를 비교하 다. 코사인 유사도는 다차원 

공간에 있는 임의의 두 에 해 원 에서 출발하는 방향 

벡터를 만들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에 한 코사인 값을 

구한 것으로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근 할수록 

두 벡터의 유사도는 증가하게 된다[7]. 하나의 표 부하패

턴 C1을 (C11, C12, …, C196) 벡터로 정의하면 두 표 부하

패턴 C1과 C2의 코사인 유사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   × ⋯ ×

   ⋯ ×   ⋯
표 3은 10개의 표 부하패턴에 해 서로간의 코사인 유

사도를 계산하여 합과 평균, 표 편차, 분산을 구한 것이다. 

유사도가 높아질수록 두 패턴은 비슷한 형태를 갖게 되어 

분별력이 낮아지고, 유사도가 낮아질수록 두 패턴의 분별력

은 높아지게 된다. 

제안된 방법이 k-means 방법에 비해 표 부하패턴의 분

별력이 높다는 것을 통계  추론(Statistical Inference) 방법

의 하나인 가설검정(Hypothesis Testing) 방법으로 검정하

다[8].

․귀무가설 H0 : 제안된 방법의 유사도(μ)는 k-means 방

법의 유사도(μ0)와 같다 (μ = μ0)

․ 립가설 H1 : 제안된 방법의 유사도(μ)는 k-means 방

법의 유사도(μ0) 보다 작다. (μ < μ0)

실험에서 얻은 두 방법의 표 부하패턴간의 유사도는 정

규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비모수(non-parametric) 방식

인 Mann-Whitney 검정방법을 사용하 다[8]. 검정의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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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해 각각 8, 10, 15, 20개의 군집으로 나 도록 실험하

으며, 10개의 군집으로 나 었을 경우를 살펴보면 유의수

 5%로 검정하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인 P값이 0.0415

로 유의수  0.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따라서 립가설이 성립하여 제안된 방법이 k-means 방법

에 비해 유사도가 작아지게 되므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

법이 기존의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서 

분별력이 높은 일일 표 부하패턴을 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두 방법의 코사인 유사도  가설검정을 한 P값 

Table 3 Cosine similarity and p-value for hypothesis testing 

of each clustering methods

군집

수
군집방법

Cosine Similarity (     )
P값

합 평균 표 편차 분산

8
k-means 24.76 0.8844 0.1216 0.0148

0.0447
proposed 23.89 0.8535 0.1201 0.0144

10
k-means 39.75 0.8834 0.1240 0.0154

0.0415
proposed 38.29 0.8732 0.1087 0.0118

15
k-means 94.00 0.8952 0.1159 0.0134

0.0424
proposed 92.45 0.8806 0.1133 0.0128

20
k-means 171.10 0.9006 0.1189 0.0141

0.0037
proposed 168.20 0.8853 0.1100 0.0121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객의 일일 평균 부하곡선을 이용하여 고

객에 한 군집화를 수행하는 경우에 k-means 알고리즘만

을 이용하여 군집화를 수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지역편  

상을 일 수 있도록 하나의 군집을 소규모의 군집으로 나

고, 평균 오차가 큰 군집을 선택하여 소규모 군집으로 나

는 작업을 반복 으로 수행하는 군집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고객의 자동검침 데이터를 이용하

여 기존의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10개의 군집으로 군집화하고, 표 

부하패턴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Mann-Whitney 검

정방법을 이용하여 제안된 방법이 표 부하패턴의 분별력

을 높일 수 있음을 검정하 다.

향후에는 반복 인 군집화를 한 입력 값으로 요구되는 

소군집 분할 개수나, 군집 허용 최소 고객수와 같은 값을 사

용자가 입력하지 않고 최 의 군집화 결과를 얻을 수 있도

록 자동으로 계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하

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활용할 경우 군집화

를 통해 얻어지는 일일 표 부하패턴의 분별력이 높아지게 

되어 배 선로의 부하분석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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