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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단기전력수요 예측을 위한 최적의 지수평활화 모델 계수 선정

Optimal Coefficient Selection of Exponential Smoothing Model in Short Term Load 
Forecasting on Week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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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Bin Song․Oh-Sung Kwon․Jeong-Do Park)

Abstract  -  Short term load forecasting for electric power demand is essential for stable power system operation and 

efficient power market operation. High accuracy of the short term load forecasting can keep the power system more 

stable and save the power market operation cost. We propose an optimal coefficient selection method for exponential 

smoothing model in short term load forecasting on weekdays. In order to find the optimal coefficient of exponential 

smoothing model, load forecasting errors are minimized for actual electric load demand data of last three years. The 

proposed method are verified by case studies for last three years from 2009 to 2011. The results of case studies show 

that the average percentage errors of the proposed load forecasting method are improved comparing with errors of the 

previou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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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력수요 측은 력계통  력시장 운 을 한 필수

인 기본 도구이며 정확성이 요구된다. 측의 불확실성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확보한 비력의 부족 상이 발생되며 

력계통의 력품질 하로 이어진다. 특히 비력이 100

만kW 이하일 경우 2011년 9월 15일과 같은 부하조정으로 

순환단 을 실시하게 되어 수용가  련 시설에 심각한 

불편함을 래한다. 본 논문에서는 평일로 정의되는 월요일

부터 요일까지의 력수요 측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해 

지수평활화법의 개선된 계수 선정기법을 제시한다.

평상일의 평일 수요 측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통

계  기반의 방법과 인공지능형 기반의 방법으로 구분된다. 

통계 인 방법에는 찰된 변수들 간에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 사이의 계식을 추정하며, 추정된 계식을 이용하여 독

립변수가 주어졌을 때 종속변수를 측하는 분석방법인 회

귀분석법과 계 , 주간, 일간 주기와 같이 시계열에 따라 특

정 주기성을 갖는 특성을 통해 력수요를 측하는 기법인 

시계열분석법등이 있다[1-3]. 인공지능 기법은 비선형  

상을 연산 처리의 속도가 빠른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습 후 

측하게 되며, 인공지능기법의 표 인 방법으로는 신경회

로망기법이 있다.[4-5]. 

본 논문에서는 평상일의 평일(월- ) 력수요 측 기법

 하나인 지수평활화법의 지수평활화계수를 선정하는 새로

운 방안을 제안한다. 선행연구된 지수평활화계수[6]에서 과

거의 가 치를 크게 부여시키는 항을 제거하고, 지수평활화

법의 정의에 맞게 지수평활화계수의 합이 1이 되게 함으로

써 지수함수 형태로 최근 데이터의 가 치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 지수평활화계수를 미지수로 설정하여 측

일 이  시 의 력수요 측 오차를 가장 최소화하는 지수

평활화계수를 추정하여 지수평활화계수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최 력 측, 최소 력 측, 24시간 력수요 측

을 한 지수평활화 모형에 제안한 지수평활화계수를 용

하여 과거 3개년(2009년, 2010년, 2011년)의 사례연구를 수행

함으로써 선행연구된 평일 력수요 측[6]보다 측의 정확

도가 향상됨을 입증하 다.

2. 본  론

2.1 평일의 력수요 특성

기온의 향을 제외한 평일(월- )의 력수요 특성을 분

석하기 해 기온이 력수요에 민감하지 않은 10월 력수

요를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은 2011년 10월 8일

(토) - 10월 24일(월)까지의 력수요와 최고기온, 최 기온

에 한 정보가 제시되어있다. 그래 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10월달은 기온이 변화함에도 력수요의 변동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력수요가 기온에 해 민감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평일 화,수,목, 은 요일에 상 없이 매우 유사

한 패턴을 보이며, 월요일의 최소 력수요는 주말의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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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1년 10월 8일(토) - 10월 24일(월)의 력수요[7]

Fig. 1 Electric Load from Oct. 8, 2011(Sat.) to Oct. 24, 

2011(Mon.)[7]

받아 평일(화- )에 비해 더 낮은 수요를 띄고, 최 력수

요는 평일(월- )과 유사하다. 력수요는 기상요인과 상

계가 있으며, 특히 기온과 상 계가 높다. 력수요의 

조도에 한 상 계를 살펴보자. 조도(운량)는 하늘을 덮

고 있는 구름양의 비율을 말하며, 하늘 체( 에 보이는 범

)의 몇 %가 구름으로 덮여 있는지에 따라 0부터 10으로 

조도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를 들어, 구름의 두께나 

종류에 계없이 하늘 체의 30%가 덮여 있을 때를 운량 

3으로 본다. 하지만, 기상청의 조도 보는 동네 보를 통해 

3시간 단 로 맑음, 구름조 , 구름많음, 흐림으로 보를 하

기 때문에 조도 보값을 명확하게 수치화 시키는 것은 어

렵다. 재 한국 력거래소에서는 실  조도는 0부터 10까

지 수치화된 조도 데이터를 얻지만, 조도 보에 해서는 

맑음, 구름조 , 구름많음, 흐림에 해 운용자의 단에 의

해 수치화하여 리하고 있다. 직 으로 조도가 높으면 

하늘 체에 구름이 가득 덮여 있어 등부하로 인해 력수

요가 높아질 것이라 상되어 과거 2008년, 2009년 평상일인 

평일(화- )의 조도와 력수요와의 상 계를 분석하 다. 

2008년, 2009년 조도, 기온에 한 최  력수요와의 상

계수를 표 1에 제시한다. 

기간(월) 5, 6, 7, 8, 9 1, 2, 3, 4, 10, 11, 12

조도(운량) 0.1098 -0.0517

최고기온 0.5639 -0.8401

최 기온 0.7528 -0.7995

평균기온 0.7030 -0.8265

표  1 기상요인과 최 력수요와의 상 계수

Table 1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Weather factor and 

Maximum Electric Load

과거 2008년, 2009년 조도, 기온에 한 최  력수요와

의 상 계수를 보면 기온에 비해 조도는 상 계수가 매우 

낮아 조도가 최 력수요와의 계가 거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한, 단기 력수요 측에 조도라는 기상요인

을 고려할 때는 실 조도 데이터뿐만아니라 명확히 수치화

된 조도 보값이 필요하나, 재로써는 명확히 수치화된 조

도 보값을 얻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조도를 력수요 

측하기 한 변수로 사용 했을 시 오차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조도의 변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2.2 평일 력수요 측을 한 지수평활화법

지수평활화법은 부하의 변동특성이 비교  은 평상일

(월- )의 수요 측에 합한 기법이다[6]. 그림 1에서 보듯

이 월요일의 최 력수요는 화, 수, 목, 과 비슷하지만, 

최소 력수요는 일요일의 향으로 월요일의 새벽시간 의 

수요가 평일(화- )과 다르게 나타나므로 지수평활화법을 

통해 최소 력수요 측 시 입력데이터가 평일(화- )과는 

다르게 입력되며, 최 력수요 측에 필요한 입력데이터는 

평일(월- )이 동일하다.

평활화 시계열 모형(Smoothing time series model)은 과

거의 데이터를 평활화시켜 측하는 모형으로 단순하면서도 

실용 이라는 에서 수요 측에 리 사용되고 있다. t번째 

시각 재 N개의 실 수요를 이용하여 t+1번째 시각의 력

수요를 측하기 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식(1)와 같이 

측된 실 수요를 이동평균하면 된다[8].

             

 



     





           (1)

여기서, 는 t시각의 실 수요, N은 측된 실 수요의 

수,  은 t번째 시각부터 t-N+1번째 시각까지 N개의 실

수요를 통해 t+1번째 시각의 력수요 측값이다.

이동평균에 의한 측모형 구성의 식(1)은 몇 가지 문제

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이동평균을 구하기 해 N개의 

측된 실 수요가 부 필요하므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

며 오래된 입력데이터 사용으로 최근추세를 반 하기 어려

운 과 측시 N개의 측치에 동일한 가 치가 부여된다

는 이다. 평활화 시계열법  지수평활화 모형(Exponential 

smoothing model)은 의 문제 을 보완한 측모형이다. 

                       (2)

는 식(2)와 같이 표 되며, 식(2)를 식(1)에 입하면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식(3)에서 시계열 측치인 평일(월- )의 력수요가 일

반 으로 유사한 력수요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식(3)

에서 t-N시각의 실 수요 신 를 입하면

  





                  (4)

가 된다. 식(4)를 다시 쓰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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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최 력수요 
측 입력데이터

최소 력수요 
측 입력데이터

평일
(화- )

측일  평일(월- ) 
3일의 최 력수요 

실 값

측일  평일(화- ) 
3일의 최소 력수요 실 값

월요일
측일  평일(월- ) 
3일의 최 력수요 

실 값

측일  3주의 
동일요일(월요일) 3일의 
최소 력수요 실 값

표  2 평일(월- )의 최 /최소 력수요 측 입력데이터 

구성

Table 2 Input Data Set for Maximum/Minimum Electric Load 

Forecasting on Weekdays(From Monday To Friday)

로 표 되며, 최근의 측치 에 1/N의 가 치가, 최근의 

측치 에 1-(1/N)의 가 치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식(5)에서 1/N 신에 를 입하면

                    (6)

으로 표 되는데, 식 (6)을 단순 지수평활화 모형식이라 부

르며, N개의 데이터 신에 최근의 측치와 측치  값

만을 가지고 측을 할 수 있다. 지수평활화 모형의 특성과 

의미를 검토하기 하여 식(6)에 의 개식을 입해보면,

        

   
 

          (7)

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도 개하면,

      
          (8)

되고, 식(8)을 식(7)에 넣어 정리하여 이와 같은 과정을 반

복하면,

     
 

   
   

  
        

   

    (9)

이 된다[8]. 이들 개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 

측치에 용된 가 치가 지수 으로 감소하여 작용하며, 가

치를 모두 합하면 1이 된다. 

수요 측 시 측일의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이 측 시 효과 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측 입력데이

터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측일의 가장 가까운 데이터에 

가 치가 작아지게 되어 문제가 있다. 력수요는 같은 한

주간의 변화보다 주단 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력

수요 측 시, 측일 최근 입력데이터에 가 치를 더 부여

하며 주단 로 변화하는 력수요 특성을 고려하기 해 

측일  과거 3일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측하 다. 지수평

활화법을 이용한 평일(월- )의 최 력수요와 최소 력수

요 측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표 2와 같다.

력시장운 규칙에 의거하여 한국 력거래소에서는 력

수요 측 시 15시 이 에 측이 가능해야 하므로 측일 

하루 의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고, 측일 일을 최  

데이터로 사용하며 다음의 수식에 의해 평일의 최 력수

요와 최소 력수요가 측된다[9].

     
  

 

  (10)

식 (10)에서 값은 1/N 로서, 측일 3일을 사용하므로 

=0.33이 되고,  은 측일(d)  d-4의 측 력수요로써 

d-4일 의 N개의 과거 실 수요로부터 식 (8)에 의해 력

수요를 측하게 된다. 하지만 측일(d)의 시 에는 d-4일

의 력수요를 알고 있으므로 실수요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리하여 계수를 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

타낼 수 있다[8].

 

     
  

 

        (11)

식(11)의 계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된다.

           (12)

식(12)를 분석해 보면 d-4요일의 가 치가 d-2요일 보다 

높아 최근 데이터 보다 오래된 데이터를 더욱 요하게 취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수평활화법의 가 치에 한 

분석을 통하여 평일(월- )의 24시간 력수요 측 오차율

을 개선하기 한 지수평활화계수를 재선정하는 방안을 제

시하 다.

2.3 지수평활화계수 선정기법

선행 연구된 지수평활화계수 =0.33 사용 시, 식(12)에서 

보듯이 나  데이터인 d-4요일의 데이터에 가 치가 크게 

부여됨을 볼 수 있다. 지수평활화법을 통한 평일 력수요

측 시, 최신 수요실 에 가 치를 더 부여하는 Case1과 

측일  과거 직  일년에 한 평일의 실 자료를 이용

하여 학습을 통한 지수평활화계수를 선정하는 방안을 Case2

로 제시하 다. 

Case1 : 과거의 자료에 한 가 치가 큰 식(10)의  

항을 제거하여, 지수평활화법의 정의에 맞게 평활화계수의 

합은 1로서 지수함수 형태로 최근 데이터에 가 치를 높이

는 방안으로 제시한다[10].

            (13)

Case2 : 식(10)의  항을 제거하여, 지수평활화법의 정

의에 맞게 평활화계수의 합은 1로서 지수함수 형태로 지수

평활화계수를 A, B, C로 설정하여 측일 과거 년도에서 오

차가 가장 게 나오는 지수평활화계수를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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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식(14)의 A, B, C 계수는 새로운 지수평활화계수로, 측

일 직  년도에서 평일(월- )의 최 력수요 측 오차를 

최소로 하는 지수평활화계수와 평일(화- )과 월요일로 구

분하여 최소 력수요 측 오차를 최소로 하는 지수평활화

계수를 추정하 다. 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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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to    

여기서, n은 지수평활화계수를 추정하기 한 측일 직

 년도의 분석 기간의 일수, 는 가 치, 는 과거 i일의 

실  력수요, 는 i일의 측 력수요, 는 과거 i일의 

실  력수요 데이터와 측 력수요의 차,   ,   , 

 는 과거 i일을 측일(d)을 측하기 한 입력데이터

로 측일  d-2일, d-3일, d-4일의 실  력수요이다.

다음의 표 3은 2008년, 2009년, 2010년의 3개년에 한 평

일의 력수요 측 오차를 최소로 하는 지수평활화계수 추

정값이다.

년도 요일

A B C

최
력수요

최소
력수요

최
력수요

최소
력수요

최
력수요

최소
력수요

2008년

평일
(화- )

0.80645 0.82481 0.16129 0.14847 0.03226 0.02672

월요일 0.80645 0.87192 0.16129 0.11335 0.03226 0.01474

2009년

평일
(화- )

0.85288 0.81559 0.12793 0.15496 0.01919 0.02944

월요일 0.85288 0.76191 0.12793 0.19048 0.01919 0.04762

2010년

평일
(화- ) 0.83410 0.95012 0.14180 0.04751 0.02411 0.00238

월요일 0.83410 0.81559 0.14180 0.15496 0.02411 0.02944

표   3  연도별 지수평활화 계수 추정값

Table 3 Estimates for Coefficients of Exponential Smoothing 

Model by Year

2.4 측일의 24시간 력수요 측을 한 정규화 패턴 

모형 구성

선행 연구의 24시간 력수요 측을 한 정규화 방법은 

측일  3일의 정규화 값을 평균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0].


 max min 


 min 

max min 


 min 
 

                        max min 


 min  ÷
              ,                       (16)

여기서, 
는 측일 이  3일에 한 동시간  력

수요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규화한 값의 평균값으로 측일 

t시간의 력수요 정규화값이다. max , min , 는 
측일  최 력수요, 최소 력수요, 시간 t의 력수요

값을 나타내며, d-2, d-3, d-4는 측일  평일의 측일

d-2일. 측일 d-3일, 측일 d-4일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24시간 력수요를 측하기 한 정규화 

값의 입력데이터 구성을 선행연구보다 개선된 입력데이터 

선정  Case1과 Case2의 지수평활화 가 치를 사용하여 

24시간 력수요를 측하기 한 측일 24시간 패턴모형

을 구성하 다.

지수평활화계수를 개선하여 최 력수요와 최소 력수요 

측에서 기존의 지수평활화계수를 사용한 것 보다 력수

요 측의 정확도를 개선하 다. 이는 력수요 측 시 

측일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사용 할수록 개선되어 24시간 

수요 측을 한 정규화 방법에서도 기존의 3주  동일요일

에 평균을 내는 기법에서 최근의 데이터에 가 치를 더 부

여하는 방법으로 Case1과 Case2의 지수평활화계수를 사용

하여 24시간 측을 한 정규화 패턴 측을 수행하 다.

측일의 24시간 력수요 패턴모형 구성 시, Case1 지수

평활화계수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다.


 max min 


 min 

max min 


 min 
  

       max min 


 min 

                ,                        (17)

여기서, 
는 측일 이  3일에 한 동시간  력

수요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규화한 값에 Case1의 지수평활화

계수를 사용하여 구한 측일 t시간의 력수요 정규화값이

다. max , min , 는 측일  최 력수요, 최

소 력수요, 시간 t의 력수요값을 나타내며, d-2, d-3, d-4

는 측일  평일의 측일 d-2일. 측일 d-3일, 측일 

d-4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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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일의 24시간 력수요 패턴모형 구성 시, 측일  

년도 24시간 력수요 측 오차를 최소화하는 지수평활화계

수 추정값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다.


max min 


 min 

max min 


 min 
    

                        max min 


 min 
   

                  ,                      (18)

여기서, 
는 측일 이  3일에 한 동시간  력

수요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규화한 값에 측일  년도 24

시간 력수요 측 오차를 최소화하는 지수평활화계수 추정

값을 사용하여 구한 측일 t시간의 력수요 정규화값이다. 

max , min , 는 측일  최 력수요, 최소

력수요, 시간 t의 력수요값을 나타내며, d-2, d-3, d-4는 

측일  평일의 측일(d)-2일. 측일(d)-3일, 측일

(d)-4일을 의미한다.

다음의 표 4는 Case2의 방법을 사용하여 24시간 정규화 

력수요 패턴을 측하기 해 과거 2008년, 2009년, 2010

년 3개년에 한 패턴 가 치를 추정한 값이다.

년도 요일 A B C

2008년

평일
(화- )

0.788395 0.173447 0.038158

월요일 0.960061 0.038402 0.001536

2009년

평일
(화- ) 0.779484 0.179281 0.041235

월요일 0.753239 0.195842 0.050919

2010년

평일
(화- )

0.779484 0.179281 0.041235

월요일 0.881523 0.105783 0.012694

표   4 연도별 24시간 력수요 측을 한 정규화 가

치 추정값

Table 4 Normalized Weight Estimates for 24 Hourly Load 

Forecasting by Year

 따라서 측일 t시간의 력수요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10].


 max min ×min  ,       (19)

여기서, 
는 측일의 시간당 력수요 측값, max

는 측일의 최 력수요 측값, min는 측일의 최소

력수요 측값이고, 
는 측일의 24시간 정규화 패턴 

측값이다.

3. 사례연구

제안한 단기수요 측 방법의 측 정확도를 확인하기 

해 2009, 2010, 2011년 3개년에 해 수요 측을 수행하고 

오차율을 제시하 다. 오차는 최 력수요 오차와 최소

력수요 오차, 24시간  최 오차, 24시간 평균오차를 나타

내었다. 시간 t에서의 수요 측 오차식은 다음과 같다.

  






×      (20)

여기서, 
는 측일 시간 t의 력수요 측값이고, 


는 측일 시간 t의 력수요 실 값이다.

아래의 표 5는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에 해 특수

일기간  특수경부하기간을 제외하여 2009년에는 234일, 

2010년에는 233일, 2011년은 229일의 각 년도의 평일(월- )

에 한 력수요 측 오차를 나타낸다.

년도 방법
최 력 
오차(%)의 
연평균

최소 력 
오차(%)의 
연평균

24시간 
최 오차
(%)의 
연평균

24시간 
평균오차
(%)의 
연평균

2009

지수
평활화법 2.5932 2.8215 4.5442 2.5744

Case1 2.3938 2.6219 4.2946 2.3944

Case2 2.3035 2.4971 4.2322 2.2930

2010

지수
평활화법

2.6540 2.6638 4.6832 2.5550

Case1 2.4455 2.5050 4.4450 2.3896

Case2 2.3030 2.3668 4.4056 2.2916

2011

지수
평활화법

2.5951 2.3644 4.2469 2.3701

Case1 2.4072 2.1703 3.9822 2.1945

Case2 2.2890 2.0432 3.9088 2.0926

표    5 3개년(2009년, 2010년, 2011년)에 한 평일(월- ) 

력수요 측 오차율

Table 5 Percentage Errors of Load Forecasting on 

Weekdays for three years(From 2009 To 2011)

변동특성이 비교  은 평상일(화- )의 수요 측 시 

합한 새로운 계수를 찾는, 최근 데이터에 가 치가 더 부여

되는 계수 선정기법에서 기존 연구된 평활화계수 =0.33 
보다 Case1의 개선된 평활화계수 0.4720, 0.3163, 0.2117 사

용시 3개년(2009년, 2010년, 2011년) 24시간 평균 오차율이 

2.4998%에서 2.3262%로 0.1736% 개선되었고, 기존 연구된 

평활화계수 =0.33 보다 Case2의 개선된 평활화계수 사용
시 3개년(2009년, 2010년, 2011년) 24시간 평균 오차율이

2.4998%에서 2.2257%로 0.2428%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 다. 

체 으로 Case1보다 Case2의 지수평활화계수를 사용한 

측이 력수요 측에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평일(월- )의 수요 측 시 주로 사용되는 

시계열 기반의 지수평활화 모델에 해 기존의 연구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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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지수평활화계수를 개선하기 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 다. 연구결과 평상일(월- ) 최 력수요 측의 경

우 가장 최근일에 한 지수평활화 계수의 추정값 A는 80% 

~ 85%, 최소 력수요 측의 경우 76% ~  95%로 나났다. 이

것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   최소 력수요 측에

는 최근일의 요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략 

85% 선에서 최근 경향을 반 하는 것이 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최 력수요 측, 최소 력수요 측, 24시

간 평균 측에 한 지수평활화 계수의 추정값 A는 각각 

서로 다른 범 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측의 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수평활화 계수의 범 를 달리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한 24시간 수요 측을 한 정규화 방

식을 개선하고 최근 3개년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제안한 방

법이 수요 측 오차율의 개선에 기여함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지수평활화 계열의 방법을 사용한 

각종 측 수행시 가 치 설정에 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향후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개선된 

알고리즘에 여름과 겨울에 한 온도민감도를 반 한다면 

력수요 측 오차율을 보다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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