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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에너지 수요량 예측 분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센서로부터 수집된 저수준 시계열 데이터가 가지는 희소성 

및 불연속성에 의한 제약으로 인해 딥러닝 알고리즘을 그대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본 논문

에서는 데이터로부터 학습한 필터 및 예측용 신경망 가중치를 확률분포의 형태로 저장하는 베이지안 컨볼루션 

신경망에 기반하여 에너지 수요량 예측 분야의 센서수준 데이터 불확실성에 대처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시간

해상도 별 10겹 교차검증으로 평가되었고, 기존 딥러닝 및 기계학습 알고리즘 대비 21%의 성능향상을 보임으

로써 해당 분야에의 베이지안 딥러닝 접근의 유효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1. 서 론 

산업화와 기술의 고도화의 이면에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량에 의한 여러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연구로부터 제안되고 있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의  

보편적인 작업주기는 Plan-do-check-act(PDCA)로 구분된다 

[1]. 반면 PDCA의 전반적인 효율을 결정하는 에너지 수요량 

예측 단계는 센서로부터 수집된 저수준 시계열 데이터가 

가지는 희소성 및 불연속성에 의한 제약으로 최근 시계열 

모델링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는 심층 순환 신경망을 포함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그대로 도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수요량 예측 분야에서 저수준 

시계열 데이터를 모델링하기 위한 베이지안 접근방식의 

컨볼루션 신경망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딥러닝을 

포함한 기계학습 알고리즘 대비 최고의 예측정확도를 

달성함을 대표적인 시간해상도 별로 10겹 교차검증하였고, 

희소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강건성을 확보하는 케이스를 

시각화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2. 관련 연구 

기존 결정적 기계학습 모형 기반의 연구에서는 센서기반의 

전력수요 데이터가 기존 선형적인 회귀모형으로 모델링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 및 

신경망 기반의 비선형 사상기능을 활용하였다[2], [3]. 시계열 

데이터를 확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은닉 마코브 모델과 순환 

신경망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각각 산업 및 주거용 전력데이터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접근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4],[5].  

한편 Gal et al. 에서는 기존의 결정적인 딥러닝 알고리즘이 

센서기반 저수준 시계열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모델링할 수 

없다는 가정으로부터 기학습된 가중치에 대해 몬테카를로 

Dropout 기반의 베이지안 변분추론을 적용하여 시간별 

이산화탄소 농도의 예측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표 1에서 

언급한 연구사례를 분야와 접근방식 별로 정리하였다. 

표 1 에너지 수요량 예측을 위한 시계열 모델링 방법 

Approach Author Method Domain 

Machine 

Learning, 

Deterministic 

Deep Learning 

Wolf [2] Support Vector Machine 
Photovoltaic 

power capacity 

Ahmad [3] Random Forest, Neural Network Industrial power 

consumption Lee [4] Recurrent Neural Network 

Ullah [5] Hidden Markov Model Residential power  

Bayesian 

Deep Learning 
Gal [6] 

Bayesia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O2 

concentration  

 

 
그림 1 베이지안 컨볼루션 신경망 기반 에너지 수요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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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 법 

3.1. 컨볼루션 신경망 기반 에너지 수요량 모델링 

그림 1에서 센서로부터 수집된 저수준 에너지 시계열 

데이터를 모델링하기 위한 컨볼루션 신경망의 학습과 샘플링 

기반의 가중치 분포 획득과정을 도식화하였다.  

컨볼루션 신경망은 데이터로부터 태스크에 유효한 필터를 

학습하는 신경망으로 컨볼루션-풀링연산을 파라미터화하여 

구현한다. 입력벡터의 원소 간의 공간적인 상관관계를 

추출하도록 고안된 컨볼루션 연산 ϕc 와 입력벡터로부터 

대표값을 추출하는 최대값-풀링연산 ϕp 는 l번째 층의 i행 j열 

노드 출력 x𝑖𝑗
𝑙 에대해 수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때 

(m ×m) 크기의 f 번째 컨볼루션 필터 wf
𝑙 와 (k × k) 크기의 

풀링영역에 대한 풀링거리 τ를 사용한다. 

 
𝜙𝑐
𝑙(𝑥) =∑ ∑ 𝑤𝑎𝑏

𝑙 𝑥(𝑖+𝑎)(𝑗+𝑏)
𝑙−1

𝑚−1

𝑏=0

𝑚−1

𝑎=0
 

𝜙𝑝
𝑙 (𝑥) = 𝑚𝑎𝑥 𝑥𝑖𝑗×𝜏

𝑙−1  

(1) 

추출된 공간-시간적 특징으로부터 향후 시간단위의 에너지 

수요량 예측값 �̂� 을 출력하기 위해서 수식 (2)의 간단한 

신경망구조를 사용하였다. 이때 1차원으로 펼쳐진 공간-시간 

특징벡터에 대해 가중치 𝑤𝑙 , 편향 𝑏 , 그리고 시그모이드 

활성화함수 σ를 사용한다. 

 �̂� = 𝜙(𝑥) = 𝜎(𝑤𝑙𝜙𝑝(𝜙𝑐(𝑥)) + 𝑏) (2) 

제안하는 방법이 학습이 완료된 후 신경망의 가중치를 

베르누이 분포를 가정한 몬테카를로 Dropout방식으로 

샘플링하는 측면에서, 손실함수 LW 를 기존 회귀문제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MSE 대신 에너지 수요량 예측값과 실제 

에너지 수요량과의 차이간의 크로스 엔트로피로 정의하였다. 

 L𝑊 = −∑ 𝑦𝑖
𝑖

log(𝜙(𝑥𝑖;𝑊)) (3) 

3.2. 베르누이 변분추론 기반 컨볼루션 신경망 가중치 샘플링 

베이지안 컨볼루션 신경망은 데이터로부터 학습한 필터 및 

예측용 신경망 가중치를 분포의 형태로 저장하는 신경망으로, 

가중치의 사후분포를 획득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Dropout 

방식의 베르누이 변분추론 과정을 거친다. 

에너지 수요량 예측용 신경망의 손실함수 최소화 과정은 

최적의 가중치 W∗  탐색목적의 우도함수 최대화 과정과 같다. 

반면 센서기반 저수준 시계열 데이터의 희소성 및 불연속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수식 (4)와 같이 샘플링한 신경망의 

출력값 𝑦∗ 에 대해 베이지안방식의 가중치 최대 사후 확률 

추정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q(y∗|x∗) = ∫𝑝(𝑦∗|𝑥∗, 𝜔)𝑞(𝜔)𝑑𝜔 (4) 

이때 가중치 집합 ω은 {Wi}𝑖=1
𝐿  으로 L개 레이어로 구성된 

신경망으로부터 샘플링된 확률변수로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 

센서기반 에너지수요량 데이터의 희소성 및 불연속성의  

모델링을 위해 제안하는 컨볼루션 신경망 가중치에 대한 

몬테카를로 Dropout기반의 변분추론은 T번의 샘플링을 통해 

획득된  베르누이분포 Dropout 벡터 {𝑟1
𝑡, … , rL

𝑡}𝑡=1
𝑇  를 테스트 

시 기학습된 컨볼루션 신경망의 가중치에 곱하여 출력한 

결과값 ϕ∗으로 수식 (5)와 같이 정의한다. 

 𝜙∗(𝑥;𝑊1, … ,𝑊𝐿) = 𝑟 ∗ 𝜙(𝑥;𝑊1, … , 𝑋𝐿) (5) 

T번 샘플링된 신경망의 결과값은 수식 (6)과 같이 평균을 

취함으로써 실제 예측값을 계산한다. 

 E𝑞(𝑦∗|𝑥∗)(�̂�) ≈
1

𝑇
∑ 𝜙∗(𝑥;𝑊1

𝑡 , … ,𝑊𝐿
𝑡)

𝑇

𝑡=1
 (6) 

한편 기학습된 신경망의 가중치를 확률적으로 버림으로써 

일반화성능을 보완하는 Dropout 을 사용하여 다회 샘플링한 

신경망 출력값의 평균을 사용하는 것은 가중치 사후분포에 

대한 가우시안 프로세스와 동일하다 [6]. 직관적으로 출력시 

확률적으로 가중치를 선택하는 몬테카를로 Dropout으로부터 

상이한 다수의 신경망이 생성되고, 출력값들을 평균냄으로써  

신경망 집합의 앙상블효과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실험 및 결론 

4.1. 에너지 수요량 예측 및 센서수준 불확실성 모델링 성능 

제안된 베이지안 컨볼루션 신경망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UCI 벤치마킹 데이터셋중 Individual Household Electric 

Consumption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1]. 2006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의 가정용 전력 수요량을 기록한 약 207만 

건의 멀티채널 센서데이터로 그림 2와 같이 Date, Global 

Active/Reactive Power (kW), Voltage (V), Intensity (A)와 

추가 3개의 계량기 (Wh)로부터 수집되었다. 데이터는 정규화 

및 슬라이딩-윈도우 처리하였고, 예측모형은 단위시간만큼의 

7가지 속성 기록을 입력받아 다음 단위시간의 Global Active 

Power를 출력한다. 

그림 3에서 기존의 결정적 컨볼루션, LSTM 신경망을 

포함하는 딥러닝 및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평균제곱오차(MSE) 

를 10겹 교차검증하였다. 공간-시간 특징을 명시적으로 

모델링하기위해 고안된 딥러닝 알고리즘인 CNN-LSTM 연결 

신경망 대비 21%의 예측오차 감소를 달성하였다. 

 

그림 2 시간별로 수집되는 7채널 센서 전력 데이터 

 

그림 3 기타 알고리즘과의 평균제곱오차 10겹 교차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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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간해상도 및 모델링 방법 별 평균제곱오차 비교 

Resolution LR DT RF MLP CNN LSTM 
CNN-

LSTM 
Ours 

1M 0.0844 0.1026 0.0802 0.1003 0.0666 0.0741 0.0660 0.0516 

15M 0.2515 0.4234 0.3972 0.2370 0.2123 0.2208 0.2085 0.1838 

30M 0.3050 0.5199 0.3951 0.2813 0.2684 0.2773 0.2592 0.2366 

45M 0.3321 0.4804 0.4315 0.3208 0.3183 0.3220 0.3133 0.2838 

1H 0.3398 0.5259 0.4344 0.3072 0.2865 0.2903 0.2803 0.2662 

1D 0.1083 0.1891 0.1190 0.1134 0.1069 0.1129 0.1013 0.0983 

1W 0.0624 0.0706 0.0617 0.0441 0.0333 0.0387 0.0328 0.0305 

 

그림 4 하이퍼파라미터 별 평균제곱오차 비교 

제안하는 방법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2에서 1분, 15분, 

30분, 45분, 1시간, 1일, 1주 각각의 시간해상도 별 예측성능을 

비교하였다. 각 평균제곱오차는 10겹 교차검증한 결과이며 

모든 경우에서 베이지안 컨볼루션 신경망의 오차가 가장 

낮았다. 단위시간 45분 및 1시간에서 예측오차가 가장 높았고, 

시계열 특징중 장기 변산요소 모델링을 위한 단기 변산요소를 

손실함으로써 단기적인 성능저하가 발생하였다. 

그림 4에서는 1분으로 고정된 시간해상도 조건상에서 

데이터 전처리 파라미터인 윈도우 크기와 모델링 파라미터인 

신경망 가중치 샘플링 회수 별 예측오차를 비교하였다. 이전 

50분으로부터 향후 1분의 Global Active Power를 예측하기 

위해 가중치를 100번 샘플링하는 경우에 최소 오차를 보였다. 

그림 5에서는 베이지안 컨볼루션 신경망의 가중치 샘플링 

및 앙상블효과로부터 기대되는 저수준 시계열데이터의 희소성 

및 불연속성 모델링 성능을 정성적으로 보였다. 에너지 

수요량의 예기치 못한 변칙요소가 발생하는 경우에서 CNN-

LSTM 신경망의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데 비해 베이지안 

컨볼루션 신경망에서는 해당 영역을 효과적으로 예측하였다. 

4.2.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수요량 예측 분야에서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저수준 시계열 특징의 희소성 및 불연속성에 

대처하기위해 기학습된 컨볼루션 신경망의 가중치를 다회 

샘플링하는 베이지안 컨볼루션 신경망을 제안하였다.  

시간 해상도 별로 딥러닝 알고리즘을 포함한 여러 기계학습 

방법의 오차를 교차검증하였고 베이지안 컨볼루션 신경망의 

예측오차가 가장 낮음을 보임으로 해당 분야에의 베이지안 

딥러닝 접근의 유효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그림 5 센서수준 희소성 및 불연속성에 대한 강건성 

제안하는 몬테카를로 Dropout 방식의 신경망 가중치 

샘플링은 구현의 용이성과는 반대로 다회의 테스트를 필요로 

하기에 실용성을 위해 알고리즘의 경량화 연구가 필수적이다. 

한편 모형의 고도화 측면에서 명시적인 시계열 데이터의 

모델링을 위해 LSTM 층을 추가한 베이지안 CNN-LSTM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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