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00 -

Abstract - Accurate and robust load forecasting model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power system operation. In case of short-term
electric load forecasting, its results offer standard to decide a price of
electricity and also can be used shaving peak. For this reason,
various models have been developed to improve accuracy of load
forecasting. This paper proposes a newly forecasting model for
weather sensitive season including temperature and Cooling Degree
Hour(C.D.H) data as an input. This Forecasting model consists of
previous electric load and preprocessed temperature, constant,
parameter. It optimizes load forecasting model to fit actual load by
PSO and results are compared to Holt-Winters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Proposing method shows better performance than
comparison groups.

1. 서    론

전력수요예측의 결과는 전력시스템의 운영, 계획에 있어서 다양한 용
도로 사용된다. 중·단기 수요얘측의 경우 전력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피크 저감을 위한 정확한 전력소비패턴을 찾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정확한 단기전력수요예측은 경제적이면서 안정적
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발전예비력을 정하는데에도 결정적인 역
할을 하기 때문에 최근 발생한 정전사 태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한 연구는 꼭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전력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
한 예측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능시스템과 관련된 접근법과
통계적인 접근법, 전문가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는데, ANN(Artificial
Neural Network)은 지능시스템의 대표적인 예측 알고리즘으로 최근에는
training data를 Chaotic Genetic algoriothm을 적용하여 학습을 시키거
나[1], 여러개의 ensenble ANN 모델의 결과를 이용하는 연구결과도 발
표되었다[2]. 이밖에도 통계적인 방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ARIMA와
기법과 결합한 형태나, Neuro-fuzzy, Support Vector Machine-Particle
Swarm Optimization 등 두 가지 이상의 알고리즘을 결합한 형태의 연
구도 다수 진행되고 있다.[3]-[5]. 그러나 전력수요예측 알고리즘은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은 최적의 기법을 하나로 특정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단기 전력수요예측 중에서 특히 하계의 경우 동계와 함께 연중 가장
기상데이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간으로 주로 냉방 부하가 그 변화를
야기한다. 이는 피크부하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로 예측이 빗나갈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더욱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온을 이용한 전력수요예측 이외에 누적기온을 추가하여 하계
기간의 평일 단기 전력수요예측을 실시하였다.

2. 본    론

  2.1 기상데이터의 이용
우리 나라의 하계와 동계기간의 피크 시간대의 냉난방 부하는 각각
전체 부하의 23.8%, 24.7%(2012년 기준)로 전체 계통의 전력수급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진행되지 않
으면 전압불안정,송전선과부하 심하게는 순환정전을 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계기간의 전력수요는 기온과 습도 데이터를 주로 사용
하고 강수나 태풍과 같은 기상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같은 기
온이라 하더라도 냉방부하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 몇시간
또는 며칠동안의 기온이 계속해서 냉방부하가 필요할 정도로 높거나 낮
아야 냉방부하량이 증가하고, 순간적인 이상고온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냉방부하량이 증가하지 않거나 적은양의 부하만 증가하게 된다.

<그림 1> 전국의 기온변화와 그에 따른 전력수요의 패턴 변화

그림1은 2012년 7월 17일∼20일 사이의 시간별 기온과 전력수요를 나
타낸 그래프이다. 그림1과 같이 최고 기온을 기준으로 하여 기온의 경우
7월 18일에 전날대비 3.5°C의 기온상승을 보였지만 전력수요는
2508MW상승하여 721MW/°C의 민감도를 보였다. 반면에 2012년 6월 3
일부터 9월7일 사이의 평일 최고기온 기준 전력수요와 기온사이 의 민
감도는 그림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1388MW/°C로 7월17일과 18일 사
이의 민감도가 전체 하계의 평일 피크시 간대의 민감도에 비해 낮게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하루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의 기온변화가
전력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면
9·15 순환정전 당시에는 9월 12일에 27.4°C 였던 최고 기온이 13일
29.5°C, 14일 28.3°C을 기록하면서 전력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며
15일에는 30.4°C를 기록하면서 이 기간동안의 냉방수요가 계속해서 증
가하게 되었고 이 기간동안의 평일 최고기온 기준 전력수요와 기온사이
의 민감 도는 5864MW/°C로 누적기온의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기상 데이터 중 기온과 습도를 이용 한 보정기온 적
용을 통해 전력수요자가 체감하는 온도와 유사하도록 데이터를 가공하
고 CDH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 동안의 기온변화와 지속적인 기온변화에
따른 전력수요의 변화를 모델링하여 전력수요예측을 실시하였다.

  2.2 예측 모델의 수식 모델링
  2.2.1 CDH(Cooll Degre Hour)의 적용 전력수요와 기온과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 하계에는 기온이 높아

질수록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 기온이 낮아질수록 전력수
요가 증가하는 동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전력수요가 가장 높고, 기온이 가장 높은 하계 냉방 집중 기간에는 오히
려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계속된 냉난방으로
인해 기온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폭이 크지 않거나 너무
적고 오히려 더 줄어드는 현상이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냉방 부하
는 같은 기온에 항상 같은 부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전
력수요자의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며, 이는 기준온도 대비 지속적인 초과
분을 누적한 식(1)의 CDH를 통해 수치화가 가능하다.

    = 
  



     (1)

   : 시간의 보정기온
  : CDH의 기준온도
그림2에서 온도와 전력수요간의 상관관계보다 CDH와 전력수요간의 상
관관계가 훨씬 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온도만 고려하는 것 보다 CDH를 고려하는 것이 전력수
요예측 오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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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 CDH(a)와 기온(b)에 따른 전력수요 패턴

  2.2.1 제안한 예측모델
전력수요는 동일한 시간대의 전날수요나 바로 전 시간의 전력수요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하계의 경우 기온에 따른 변화량을 반영하여 예측
을 실시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전력수요는 이전 시간의 수요에 기온에
따른 민감도를 더한 형태로 모델링 할 수 있으며 여기서 CDH에 따른
전력수요의 증감분은 아래와 같이 계수를 곱한 형태의 함수로 모델링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전력수요와 기온과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모형에 CDH항을 추가할 것을 식(3)과 같이 제안한다.

       
          (3)

또한, 적합도함수 F는 아래 식(4)과 같이 예측수요와 관측수요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 t시간의 예측 전력수요
 : CDH

: t시간의 보정기온
: t-24시간의 관측 전력수요
: 가중치
n: 예측모델에 반영되는 과거데이터의 수

제안한 수식의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해서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를 이용하였으며, PSO의 시뮬레이션 설정은 표1에 나타내
었다.[6]

  <표 1> PSO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설정 값

파라미터 설명 값

dimension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의

개수
3

swarm size 해공간의 전체 개체 수 1,000,000

 가속상수 2

 가속상수 2

 랜덤계수 0∼1

max 세대수의 최댓값 10,000

max ,min 관성가중치 0.8, 0.4

  2.3 사례연구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전력수요예측모델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도민감도가 높은 하계기간에 해당하는 2012년 6월 3일∼2012년 9월 7
일의 우리 나라 전체 전력수요데이터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온, 상대
습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일 전력수요예측을 실시하였다. CDH의 기준
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18°를 설정하였고, 예측 모델은 각 시간별로 구
성하여 전일까지의 전력수요데이터와 PSO를 이용하여 계수를 추정한다.
이 때 사용하는 과거 데이터는 예측일 기준 7일∼28일 이전까지의 데이
터를 사용하고 시간에 따라 가장낮은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를 가지는 데이터의 개수를 적용하였다. 
  제안한 논문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Holt-Winter multiplicative
알고리즘(case1)과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알고리즘
(case2), 제안한 모델에서 CDH항을 제외한 모델의 결과(case3)와 비교
하였다. Holt-Winters multiplicative의 평활상수 α,β,γ는 0.1부터 1까지
0.01 단위로 증가시켜가면서 가장 낮은 예측 오차를 나타내는 값을 선택
하여 비교하였다. ANN은 MLP(Multilayer Percentron)타입의 74개의 입
력노드와 하나의 은닉층을 포함한 2개의 층, 24개의 출력층을 가진 형태
로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훈련하였고 오차가 0.005 이하이면 종료하는 형
태로 시뮬레이션 하였다.
표1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case1의 경우 univariate 형태의 기
온을 반영하지 않은 형태로 예측오차가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예측의 편차도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한 형태인 case4의 경우 예측오차가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예측
의 결과가 case2비해 일정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1> 2012년 하계기간(6월~9월) 전력수요예측 결과          (%)

3. 결    론

본 논문은 하계 기간의 기온에 따른 전력수요의 변화를 모델링 하기
위해서 CDH를 적용한 전력수요예측을 실시하였다. 제안한 모델은 수요
데이터와 기온데이터, CDH를 선형결합 한 형태로 예측 모델의 파라미
터를 PSO로 추정하여 예측 오차가 가장 적은 파라메터값을 추정하였다.
제안한 모델의 호용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단기 전력수요예측에 많이 이
용되는 단변수 알고리즘과 지능 알고리즘의 대표 알고리즘과 CDH를 제
외한 모델의 예측결과와 제안한 모델의 예측결과를 비교하였다. 예측 결
과 제안한 모델은 평균 예측 오차에서는 가장 적은 결과를 보였으나 예
측의 편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모델의 수정을 통해 계속해
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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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case2 case3 case4

평균 2.016 1.130 1.091 1.082

표준편차 1.326 0.246 0.588 0.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