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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구의 증가와 기술의 발전으로 전력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기 에너지는 생산과 동

시에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정확하게 예측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주거용 전력수요 예측을 위해 Particle swarm 

optimization(PSO) 기반 CNN-LSTM 신경망을 제안한다. PSO 알고리즘은 하이퍼 파라미터 공간

에서 움직이는 입자를 사용하여 최적의 신경망을 검색한다. 또한 최적의 CNN을 이용하여 전

력 수요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사이의 특징을 추출하고 LSTM을 이용하여 전력 수요의 

불규칙한 추세를 학습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UCI 저장소에서 제공하

는 가정용 전력 소비 데이터를 사용한다. 실험은 PSO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

존의 예측 신경망과 제안하는 방법의 MSE를 비교한다. 또한 각 신경망에 대해 전력 수요 예

측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분석하여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한다. 

1. 서론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주거용 전기 에

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전기 에너지는 물리적인 특

성으로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뤄지므로 안정적인 전

력 공급을 위해서는 정확한 전력 수요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높은 성능

을 달성하는 딥러닝 모델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딥러닝 

모델의 구조는 수많은 하이퍼 파라미터에 의해 결정되

므로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구조를 

설계해야한다. 하지만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불규칙

적이며 사용자의 경험적 설계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또

한 최적의 구조를 찾기 위한 탐색 공간이 매우 넓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주거용 전력 수요량 예측을 

위해 PSO 기반 CNN-LSTM 신경망을 제안한다. PSO 알

고리즘은 CNN-LSTM 신경망 학습을 위한 최적의 하이

퍼 파라미터 구성(커널 크기, LSTM, DNN 출력 크기 등)

을 검색하여 보다 정확한 전력 수요 예측 성능을 제공

하며 기존 진화연산에서 사용하는 crossover와 mutation 

연산을 제거하여 하이퍼 파라미터를 탐색을 위한 계산

량을 최소화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CNN 구조를 이용하

여 전력 수요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 사이

의 특징을 추출하고 LSTM 구조를 이용하여 전력 수요

의 불규칙한 추세와 시간 정보를 학습한다. PSO 알고리

즘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예측 신경망과 제

안하는 방법의 예측 성능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2. 관련 연구 

전력 소비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고 전력 수요

를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표 1은 

전력 수요 예측을 위한 여러 관련연구들을 나타낸다. 

표 1. 전력 수요 예측에 대한 관련연구 

분류 저자 연도 방법 

기계학습 
Fumo 등 2015[1] 선형 회귀 

Jain 등 2014[2] SVM 

딥러닝 
Kong 등 2017[3] LSTM 

Marino 등 2016[4] LSTM 

진화연산 
Bouktif 등 2018[5] 진화 연산 

Ye 등 2017[6]  진화 연산 

기존 연구들은 주로 기계학습 방법과 딥러닝 방법을 

이용하여 주거용 전력 소비량을 예측하였다. 기계학습 

방법으로는 선형 회귀 분석, SVM 등이 사용되었다. 이러

한 방법은 단변량 전력 수요 예측 문제에 적합하였으나 

다변량 전력 수요 예측 문제를 모델링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다양한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의 불확실성으로 인

해 예측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었다. 딥러닝 방법으

로는 주로 LSTM이 사용되었다. LSTM 방법은 전력 수요

량의 시간 정보를 잘 모델링 하였지만 변수들 간의 상

관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최적의 모델을 설계하

기 위한 경험적인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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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하는 방법 

 

그림 1. 주거용 에너지 소비 예측을 위한 구조 

그림 1 은 제안하는 주거용 에너지 소비 예측 구조를 

보여준다. 제안하는 구조는 PSO를 이용하여 CNN-LSTM

에 대해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검색하여 주거용 전

력 수요량을 기존의 방법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 

3.1 하이퍼 파라미터 검색을 위한 PSO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주거용 전력수요 예측 성능

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경망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자동

으로 검색하는 PSO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PSO 는 생물

체 군집의 움직임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한 것으로 서로 

다른 입자들을 이용해 검색 공간을 탐색하며 특정 입자

에 의해 최적의 위치가 발견되면 결과를 갱신한다. 그림 

2 는 제안하는 PSO 알고리즘의 의사코드를 나타낸다. 우

리는 CNN-LSTM 의 커널 크기, LSTM, DNN 출력 크기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하이퍼 파라미터

에 8 비트를 할당하였고 총 32 비트로 구성된 염색체를 

사용하였다. 적합도 함수는 수식 (1)을 사용하여 평가하

였고 50세대를 생성하였다. 

 

 
그림 2. 하이퍼 파라미터의 염색체 표현 

3.2. 전력수요 예측을 위한 CNN-LSTM 신경망 

전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컨

볼루션층과 풀링층을 통해 학습된다. 수식 (2)는 𝑖 번째 

입력 벡터 부터 M까지에 대한 컨볼루션 연산을 나타낸

다. 𝑙은 각 층의 순서, 𝑗는 커널의 순서, 𝜎는 활성화함수

를 나타내고 𝑏𝑗 는 바이어스, 𝑤𝑚
𝑀 는 가중치를 나타낸다. 

수식 (3)은 𝑙번째 풀링층에서 최대 특징값을 추출하는 

것을 나타낸다. 𝑅은 풀링층이 적용되는 크기를 나타내

고 𝑇는 풀링영역이 이동하는 거리를 나타낸다. 

 
𝑐𝑖

𝑙,𝑗
=  𝜎(𝑏𝑗 +  ∑ 𝑤𝑚

𝑀
𝑀

𝑚=1
𝑥𝑖+𝑚−1

0,𝑗
) (2) 

 
𝑃𝑖

𝑙,𝑗
= 𝑚𝑎𝑥𝑟∈𝑅𝐶𝑖×𝑇+𝑟

𝑙,𝑗
 (3) 

전력 수요예측에서 LSTM은 복잡한 시계열 추세를 예

측하기 위한 시간정보를 모델링하는데 사용된다. 수식 

(4)는 수요량 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LSTM 의 입력 게이

트 𝑖𝑡 , 출력 게이트 𝑜𝑡 , 망각 게이트 𝑓𝑡  를 제어하기 위한 

각각의 수식을 나타낸다. 또한 𝜎는 𝑡𝑎𝑛ℎ  활성화함수를 

나타내고 𝑤는 LSTM의 가중치 행렬을 나타낸다. 

 𝑖𝑡 =  𝜎(𝑊𝑥𝑖𝑥𝑡 + 𝑊ℎ𝑖ℎ𝑡−1 + 𝑊𝑐𝑖 ∘ 𝑐𝑡−1 +  𝑏𝑖) 

𝑓𝑡 =  𝜎(𝑊𝑥𝑓𝑥𝑡 + 𝑊ℎ𝑓ℎ𝑡−1 + 𝑊𝑐𝑓 ∘ 𝑐𝑡−1 +  𝑏𝑓) 

𝑜𝑡 =  𝜎(𝑊𝑥𝑜𝑥𝑡 + 𝑊ℎ𝑜ℎ𝑡−1 + 𝑊𝑐𝑜 ∘ 𝑐𝑡 +  𝑏𝑜) 

(4) 

수식 (5)는 LSTM 의 현재 메모리 셀 상태 𝑐𝑡와 은닉 

상태인 ℎ𝑡를 나타낸다. 이 두 상태값은 입력, 출력, 망각 

게이트의 출력값에 의해 결정된다. 𝑏는 바이어스 벡터를 

나타내며 ∘는 셀 상태를 계산하기 위한 Hadamard 곱을 

나타낸다. 

 𝑐𝑡 = 𝑓𝑡 ∘ 𝑐𝑡−1 + 𝑖𝑡 ∘ tanh(𝑊𝑥𝑐𝑥𝑡 +  𝑊ℎ𝑐ℎ𝑡−1 +  𝑏𝑐) 

ℎ𝑡 =  𝑜𝑡 ∘ 𝑡𝑎𝑛ℎ(𝑐𝑡) 
(5) 

4. 실험 및 결과 

4.1. 가정용 전력 소비 데이터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UCI 저장소

에서 제공하는 가정용 전력 소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프랑스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실제 수집

한 전력 소비량으로 2006년 12월 16일부터 2010년 11월 

26일 약 4년동안 1분 단위로 수집되었다. 수집 데이터는 

5개의 시간정보 속성과 7개의 센서정보 속성을 포함한

다. 데이터는 총 25,979 개의 결측치를 포함하며 전처리

를 통해 제거하였다. 시계열 데이터 학습을 위해 슬라이

딩 윈도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전처리하였다. 또한 같

은 방법으로 예측되는 전력 수요량을 레이블링 하였다. 

전처리된 데이터에 대해 90%는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였

고 10%는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𝐹𝑖𝑡𝑛𝑒𝑠𝑠 𝑓𝑢𝑛𝑐𝑡𝑖𝑜𝑛 =  1 −
1

𝑛
∑ (𝑌𝑖 − 𝑌�̂�)

2

𝑛

𝑖 = 1

 (1) 

Algorithm: Particle Swarm Optimization Algorithm 

     Input: 𝑃 = Particle initialization() 

Output: Updated particle 𝑃 

1   for each particle 𝑝 in 𝑃 do 

 2      𝑓𝑝 ← 𝑓(𝑝) 

 3      if 𝑓𝑝 is better than 𝑓(𝑝𝐵𝑒𝑠𝑡) 

 4         𝑝𝐵𝑒𝑠𝑡 ← 𝑝 

 5   𝑔𝐵𝑒𝑠𝑡 ← 𝑝𝐵𝑒𝑠𝑡 in 𝑃 

 6   for each particle 𝑝 in 𝑃 do 

 7      𝑣 ← 𝑣 + 𝑐1 ∗ 𝑟𝑎𝑛𝑑 ∗ (𝑝𝐵𝑒𝑠𝑡 − 𝑝) 

8      𝑣 ← 𝑣 + 𝑐2 ∗ 𝑟𝑎𝑛𝑑 ∗ (𝑔𝐵𝑒𝑠𝑡 − 𝑝) 

9      𝑝 ← 𝑝 + 𝑣 

10   return Updated particle 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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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SO 알고리즘을 이용한 실험 평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PSO

를 이용하여 세대별 적합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을 위하

여 총 50세대를 생성하며 CNN-LSTM의 하이퍼 파라미

터를 인코딩한 유전자를 최적화하였다. 그림 3은 주거용 

전력 수요 예측문제에서 PSO를 이용하여 각 세대의 증

가에 따른 적합도를 측정하였다. PSO를 이용하여 세대를 

거듭할수록 전력 수요 예측을 위한 적합도가 증가한다. 

 
그림 3. 전력 수요 예측을 위한 세대별 적합도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기

계학습, 딥러닝 방법과 성능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4는 서로 다른 기계학습 방법과 딥러닝 방법을 10

겹 교차 검증을 수행하여 비교한 박스 플롯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방법의 실험 결과는 평균 0.34 MSE로 다른 방

법에 비해 가장 낮은 오류를 기록하였다.  

 

그림 4. 방법별 전력 수요 예측 MSE 성능 비교 

4.3. PSO 기반 CNN-LSTM 분석 

 제안하는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 클래스 활성화 맵을 

사용하여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였다. 가

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Sub metering1으로 냉난방

기 사용량 변수가 예측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림 5

는 클래스 활성화 맵을 이용하여 전력 수요 테스트 데

이터를 그린 그림이다. 클래스 활성화 맵에서 파란색 영

역은 전력 수요 예측에 높은 영향을 미친 변수를 나타

나며 빨간색 영역은 예측에 낮은 영향을 미친 변수를 

나타낸다. 냉난방 사용량 변수인 Sub metering1에서 파란

색 영역이 진하게 표시되었고 그 다음으로 과거의 전력 

수요량인 Global active power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었다.  

 

그림 5. 클래스 활성화 맵을 이용한 예측 변수 분석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주거용 전력수요 예측을 위해 

PSO 기반 CNN-LSTM 신경망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UCI 저장소에서 제공하

는 가정용 전력 소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고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RMSE를 달성

하였다. 우리는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CNN-LSTM 

신경망의 최적의 하아퍼 파리미터를 검색하였다. 또한 

최적의 CNN-LSTM 신경망 학습에 영향을 미친 전력 소

비 변수를 분석하여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신경망의 입력신호를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활성화함수를 결정하기 위한 진화연산 알고리즘을 적용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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