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주거용 및 산업용 건물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70%
를  차지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을 초래한다. 인구
가 점점 증가하고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건물 
관련 에너지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건물 
설계와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1]. 이를 위해서는 언제
든지 최적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
크(스마트 그리드 등)와 건물을 설계해야한다. 이러한 전
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및 시간적 레졸루션
(spatio-temporal resolution)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사
용량을 모델링 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건물 유형별로 모
델링하기 위해서는 건물별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별 건물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 수집이 어려우며 센서
로부터 수집되기 때문에 기록된 값이 불확실할 가능성이 
높다[2]. 
  본 논문에서는 전력 수요량 예측을 위한 건물 유형별
로 모델링을 기반 모듈형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제안한
다. 7가지 건물 유형을 고려하여 모듈형으로 설계하였으
며, 계절, 평균단가, 고객호수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해 전
체 전력 수요량을 예측한다. 확률적으로 추론하는 모듈
형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설계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센서 데이터의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특성을 보완할 
수 있으며, 건물 유형별로 모델링하여 공간적 레졸루션
을 다룰 수 있고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2. 관련 연구

  전력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었
다. 표 1과 같이 전력 수요량 예측에 대한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다.

연도 저자 방법 예측 범위

2015 [3] Kaytez 등 LS-SVM 국가 규모

2016 [4] Rafe Biswas 등 신경망 주거용

2016 [5] Mocanu 등 FCRBM 주거용

2018 [6] Chen 등 앙상블 주거용

표 1. 전력소비에 대한 관련연구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서포트 벡터 머신(SVM)과 신경망을 
포함한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전력 소비량을 예측하
였다. 이러한 기계학습 기반의 제안되는 모델들은 대부
분 국가 전체 규모를 모델링해왔으며 최근에는 에너지 
소비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 예
측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규모의 모델
링이나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예측하는 것은 공간적 
레졸루션을 다루기가 어려우며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지
기 힘들다. 또한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전력 소비 예측을 위한 딥러닝을 활용한 모
델들도 제안되고 있다. Mocanu 등[5]은 Factored 
Condition Restricted Boltzmann Machine(FCRBM)을 이용
하여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하였다. 딥러
닝 기반의 방법들은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에너지 소비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전력 수요 예측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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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매년 에너지 수요량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및 산업용 건물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70%를 차지한다. 이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건물
별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건물 유형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우며 센서
로부터 수집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불완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특성을 보완
할 수 있는 건물 유형 기반의 전력 수요량 예측을 위한 모듈형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건물 유형
별로 설계함으로써 전체 수요량을 더욱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실험 결
과는 제안하는 방법의 수요량 예측 정확도가 97.6%으로 다른 기계학습 방법에 비해 가장 높은 성능을 보
였다. 또한 건물 유형별로 전력 수요량을 예측하여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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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하는 방법

3.1 전체 시스템 구조

그림 1. 전력수요 예측 시스템 구조
  그림 1은 제안하는 전력수요 예측 시스템 구조를 보여
준다. 시스템 구조는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모듈, 모듈
형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의 전력 수요량 예측 모듈로 
구성된다. 전처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설계
하며, 건물 유형별로 중요한 특징을 포착하여 전체 수요
량을 더 정확히 예측한다.
3.2 모듈형 베이지안 네트워크 설계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불확실한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추출하여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네트워크는 그래
프 와 파라미터 집합 으로 구성되며 네트워크 구조
는 변수 ⋯ 를 나타내는 노드와 변수사이의 관

계를 나타내는 엣지로 이루어진다.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설계는 학습하는 방법과 전문가 
지식을 기반으로 설계하는 방법이 있다. 학습을 이용한 
방법은 주로 데이터가 충분할 경우 이용되며 학습 데이
터에 적합한 네트워크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결측 값
이 존재하거나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이용하기 어렵다
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전문가 지식 기반의 설계 방법
은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는 전문가 지식을 기반으로 전력 수요량 예측을 위한 네
트워크를 설계하였다. 

구분 구성

모듈명

가로등, 교육용, 주택용, 심야용, 

일반용, 농사용, 산업용, 전체 수요량 

예측 모듈

입력노드

t, t-1, t-6, t-12, t-24 시점의 각 

모듈별 전력사용량, 전기요금, 

평균판매단가, 고객호수, 계절

출력노드
각 모듈별(건물 유형별) 전력 

수요량에 대한 확률

표 2. 모듈별 입출력 노드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변수들의 인과관계의 지역성을 
이용하여 단일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구조를 여러 모듈로 
구성할 수 있다. 하나의 모듈형 네트워크에서 독립된 추

론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건물 유형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모듈 
단위로 설계하였다. 각 모듈은 8개로 구성되며 모듈 내 
각 건물 유형에 대한 입력 요인이 전체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론한다. 표 2는 모듈별 입력 및 출력노드를 
나타내며, 그림 2는 설계된 가로등 모듈을 보여준다.

그림 2. 가로등 건물의 모듈
각 건물 유형별 모듈에서 추론된 결과는 전체 전력 수요
량 예측 모듈의 입력 값으로 활용되며 이전 시점들의 수
요량을 기반으로 현재 시점의 수요량을 예측한다. 설계
된 네트워크의 조건부 확률 테이블은 훈련 데이터를 기
반으로 EM(expectation-maximization)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학습되었다. 그림 3은 전력 수요량 예측을 위한 설계
된 모듈형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보여준다.

그림 3. 전력 수요량 예측을 위한 모듈형 베이지안 

네트워크 

  

4. 실험 및 결과

4.1 데이터셋

  본 논문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전력 빅데
이터를 사용한다. 2002년부터 2018년 1월까지 1개월 단
위로 구성되며 날짜, 지역, 전력사용량, 전기요금, 평균판
매단가, 고객호수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공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t-1(1개월 전), t-6(6개월 전), t-12(12개월 전), 
t-24(24개월 전) 시점의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네트워크
의 노드의 상태는 이산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속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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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변수들의 입력 값을 동일 빈도수 방법을 사용하여 
전처리하였다. 연속형 변수의 모든 노드의 상태의 수는 
4개로 설정하였다. 총 168개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3,154
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2002-2014년의 데이터를 
훈련 셋으로, 2015-2018.01의 데이터를 테스트 셋으로 설
정하였다.
4.2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 평가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방법과
의 성능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표 3은 다른 기계학습 
방법(k-근접 이웃, 나이브 베이즈, 의사결정나무, 서포트 
벡터 머신)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방법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스코어
k-NN 92.2% 92.0% 91.3% 91.6%

나이브베이즈 86.3% 89.4% 82.0% 85.5%
의사결정나무 96.1% 95.9% 96.4% 96.1%

SVM 94.1% 93.6% 92.9% 93.2%
제안하는 방법 97.6% 98.8% 98.4% 98.6%

표 3. 다른 방법과 성능 비교 

제안하는 방법의 실험 결과는 97.6%으로 다른 방법에 비
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의사결정나
무, 서포트 벡터 머신이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나이브 
베이즈가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예측
1043이하 1043-1597 1597-2487 2487이상

실

제

1043이하 148 0 0 0
1043-1597 0 73 5 0
1597-2487 0 3 143 4
2487이상 0 0 3 250
정확도 100% 93.6% 95.3% 98.8%

표 4. 제안하는 방법의 혼동행렬

  표 4는 실험 결과에 대한 혼동 행렬을 보여준다. 629
개의 데이터 중에서 15개의 데이터가 오분류되었다. 
‘1043이하’의 데이터는 100%으로 모두 정확히 분류되
었으며 ‘1043-1597’구간은 93.6%으로 가장 낮은 성능
을 보였다. 이는 매년 전력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1043이하’의 클래스는 더욱 구분하기 쉬우며 수요량
이 커질수록 분류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인다. 
4.3 건물 유형별 전력 수요량 예측 비교

건물 유형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스코어
가로등 92.1% 91.1% 90.5% 90.8%
교육용 87.4% 86.7% 80.5% 82.1%
주택용 93.6% 93.5% 93.5% 93.5%
심야용 89.3% 87.9% 89.7% 88.6%
일반용 90.5% 90.0% 88.2% 89.0%
농사용 98.1% 98.4% 97.0% 97.6%
산업용 98.9% 98.8% 98.7% 98.7%
전체 97.6% 98.8% 98.4% 98.6%

표 5. 모듈별 수요량 예측 성능 비교 

제안하는 방법의 건물 유형별 전력 수요량 예측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모듈별 예측 실험을 수행하였다. 표 5는 
건물 유형별 전력 수요량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보여준
다. 농사용 및 산업용에 대한 정확도는 98%으로 매우 높
은 성능을 보였으며 교육용에 대한 정확도는 87.4%으로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력 수요 예측을 위한 건물 유형 기반
의 모듈형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건물 유형
별로 설계함으로써 다른 기계학습 방법에 비교하여 전력 
수요량 예측에 더욱 효과적이었으며 제안하는 모델의 유
용성을 입증하였다. 시공간 패턴의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에 대한 이해력을 높였다. 이로써 제안하는 
모델은 에너지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력 소비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요인이나 문화적 요인, 환경 요인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전력소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 향후 연구
에서는 이러한 전력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을 조사하여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강
건한 모델을 설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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