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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전력 부하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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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1] 데이터 집합  으로 부터 임의의 K개의 벡터를 선택
하여 tK개의 기 심 집합   을 만든다.

[단계2] 만약 데이터 이 에 가장 가깝다면 cluster 에 속하도

록 clustering 한다. 결국 데이터 집합은 K개의 cluster 
 로 나 어진다.

   ≤      

[단계3] 2단계에서 구한 새로운 cluster들에 해서 각각의 심을 갱
신한다.

     

[단계4]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cluster 심들과의 거리의 합으로 총 
왜곡(distortion)을 구한다. 

  






여기서,     ∈
[단계5] 새로운 cluster의 심 값들이 이  iteration의 값과 같다면 

계산을 종료한다. 그 지 않으면 새로운 cluster의 심 값들
로 단계2 ～단계4를 반복한다. 

Abstract - 복잡하고 규모화된 력계통의 최 계획  경제  운용
을 해서는 시간별 력 부하에 한 단기간의 력 부하 측이 필요
하다. 이러한 단기 부하 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서는 력 부하를 
유형별 특성에 맞게 하게 분류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본 논문에
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보다 효율 이고 체계 으로 력 
부하 패턴을 분류하고, 분류된 그룹의 특징을 분석하 다. 

1. 서    론

  력시스템을 안정 으로 운용하기 해서는 시시각각으로 변동되는 
력수요를 정확하게 측하는 일이 매우 요하다. 사회환경이 고도 산

업화, 정보화 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일반 수용가
에서의 냉․난방 설비가 증함에 따라 기상의 변화나 휴일에 따른 
력사용의 패턴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확하고 안정
된 측 값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해서 정확한 력 부하의 패턴 
분류는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력 부하 유형은 부분 요일별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지만 특수일의 
향으로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를 들어 같은 수요일이라 할

지라도 화요일이 평일인 경우와 공휴일인 경우의 부하유형은 다르게 나
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력 부하 유형을 단순히 요일별로 분류하는 것
은 합하지 않고, 주어진 부하 데이터를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한 분류기의 사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력 부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새롭고 의미 있는 정보를  
분석하거나 추출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데이터 속에 감추어
져 있는 어떤 경향과 패턴을 찾는데 그 목 이 있다. 력 부하는 분류 
클래스가 미리 정의되지 않은 데이터이며, 이 경우 데이터의 유사도를 
이용하여 비슷한 것들끼리 unsupervised clustering을 하게 된다. 이 방
법에는 K-means, K-medoids, EM(Expectation Maximization) 
algorithm, Modified follow-the-leader 등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분할기법인 K-means방법을 사용하 다. 
    

2. 본    론

  2.1 Clustering이란?

  물리  혹은 추상  객체들을 비슷한 객체들의 클래스로 그룹화하는 
것을 clustering이라고 한다. Clustering은 패턴 인식, 데이터 분석, 이미
지 처리 등 여러 공학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분포에 
한 지식을 얻고, 각각의 cluster의 특징을 찰하고, 추가 인 분석을 
해 특정 cluster 집합에 을 맞추기 한 독립 인 도구로써 사용

된다.
  Cluster를 정의하기 해서는 패턴을 특정한 cluster 심의 역으로 
배정하기 한 유사도(similarity measure)를 정의해야 한다. 유사도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두 패턴간의 거리의 척도
로서 유사성을 단하는 방법, 두 값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처럼 비계
량(nonmetric) 값으로 유사도를 단하는 방법, 패턴이 2진 값을 가질 
경우 사용하는 Tanimoto 척도와 같은 이진 변형 방법이 있다.
  사용할 패턴의 유사도를 고른 뒤 데이터를 cluster 역으로 분할하기
한 차가 필요한데 이때 clustering 기 이 사용된다. Clustering 기
은 크게 특정한 성능 지표의 최소( 는 최 )화에 바탕을 둔 방법과 

경험과 직 에 의한 방법인 휴리스틱 근 방법으로 나  수 있다. 
  
  2.2 K-means 알고리즘

  K-means 알고리즘은 Cox(1957)와 Fisher(1958)에 의해 제안되었고, 
Hartigan(1975)과 MacQueen(1967)에 의해 개발된 후 계속 으로 연구되

고 있다. Clustering방법 에서 가장 보편 으로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
의 하나이며, 데이터를 특정한 k 개의 cluster로 분할하는 모수
(parametric)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이다[2]. K-means 알고리즘은 
cluster 내 유사성은 작게 하고, cluster 간 유사성은 크게 분류를 하는 
것이 목 이다. 
  본 논문은 K-means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력 부하 데이터를 
clustering을 하 고 구체 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2.2.1 K-means 알고리즘의 단계
    

   2.2.2 알고리즘 순서도    

  본 연구에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력 부하유형 분류의 알
고리즘 순서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알고리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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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사례연구

  본 논문에서는 2008년 부하 데이터를 이용하여 요일별, 계 별로 부하
패턴을 분류하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3.1 요일별 부하패턴 비교

  우리나라 부하데이터는 크게 분류하면 평일(화,수,목, ), 월요일, 토요
일, 일요일, 특수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월요일의 부하는 날인 일요일의 향으로 오
시간의 부하가 평일보다 낮게 나타나고, 토요일의 부하는 오 시간 는 
평일과 비슷하지만 오후시간 는 평일 부하보다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일요일의 부하는 다른 요일의 부하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공휴
일이나 설날, 추석 같은 특수일은 일요일의 부하패턴과는 다르게 나타난
다. 

그림 2. 2008년 요일별 부하패턴 

    2.3.2 계절별 부하패턴 비교

  우리나라는 사계 마다 부하패턴이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 으로 사계
을 구분하는 기 은 은 3월～5월, 여름은 6월～8월, 가을은 9월～11

월, 겨울은 12월～2월로 한다. 그러나 부하패턴의 분류 결과를 보면 통
상 인 계  분류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여름이 6～9월, 가을이 10～11월로 나타나 통상
인 분류와는 달리 가을이었던 9월이 여름의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분류의 결과에 따르면 계 의 구분도 월을 기 으로 사계
을 나 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겨울에서 으로 가는 3월의 경우 순
까지는 겨울의 부하 형태를 나타내고, 여름의 시작인 6월도 순까지는 
의 형태를 보이다가 이후부터 여름 부하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 여

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9월은 하순부터 가을 부하패턴을 나타내기 시
작하여 10월에 완 한 가을 부하패턴을 보인다. 
  

그림 3. 2008 계절별 부하패턴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부하 데이터를 요일별, 
계 별로 분류하 고, 비교  정확한 분류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
만 요일별 부하패턴 분류의 경우에는 특수일이 토요일, 일요일의 형태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계 별 분류에서도 특수일이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향후에는 특수일등의 이상치도 보다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K-means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력 부하 측 시 측 모델의 학습 데
이터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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