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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특수경부하기간의 단기 전력수요예측

Short-Term Load Forecast for Summer Special Light-Load Period

박 정 도*․송 경 빈†  

(Jeong-Do Park․Kyung-Bin Song)

Abstract  -  Load forecasting is essential to the economical and the stable power system operations. In general, the 

forecasting days can be classified into weekdays, weekends, special days and special light-load periods in short-term 

load forecast. Special light-load periods are the consecutive holidays such as Lunar New Years holidays, Korean 

Thanksgiving holidays and summer special light-load period. For the weekdays and the weekends forecast, the 

conventional methods based on the statistics are mainly used and show excellent results for the most part. The forecast 

algorithms for special days yield good results also but its forecast error is relatively high than the results of the 

weekdays and the weekends forecast methods. For summer special light-load period, none of the previous studies have 

been performed ever before so if the conventional methods are applied to this period, forecasting errors of the 

conventional methods are considerably high. Therefore, short-term load forecast for summer special light-load period 

have mainly relied on the experience of power system operation experts. In this study, the trends of load profiles during 

summer special light-load period are classified into three patterns and new forecast algorithms for each pattern are 

suggested. The proposed method was tested with the last ten years’ summer special light-load period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e excellent average forecast error nea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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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력수요 측은 발․송 설비의 증설계획수립, 정 비

력의 확보, 발 기 기동정지계획의 수립, 경제 인 력계통

의 운   안정 인 력공 에 필수 인 분야이다. 우리나

라와 같은 고립 계통의 경우 력수요 측의 성능은 매우 

요하며, 특히 발 설비의 비력이 충분하지 않은 시 에

서는 더욱 그러하다. 력수요 측은 측 상에 따라 단

기, 기, 장기로 나  수 있다. 단기 력수요 측은 주로 

익일 측을 수행하며 측 상일은 크게 평일, 주말, 특수

일  특수경부하기간으로 나뉘게 된다. 평일  주말은 통

계 인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수일의 경우 퍼지

[1-3], 신경회로망[2-4], SVM(Support Vector Machine)[5] 

등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설연휴, 추

석연휴  하계휴가 기간은 히 낮은 수 의 력사용 

패턴과 연휴의 특성을 나타내므로 특수경부하기간으로 지정

하여 특별히 취 하고 있다.

하계 특수경부하기간은 7월말부터 8월 까지 략 일주일

의 하계휴가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규모 사업장의 하계휴

가로 인한 조업 단의 여 로 일반 인 평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 의 력사용 패턴을 나타낸다. 따라서 하계 특수경

부하기간의 수요 측은 통계 인 측방법으로 수행하기 힘

들기 때문에 년 해당기간 실 치의 평일 비 수요 감율 

 수요경향을 분석한 후 년 비 부하증가율과 최근 휴일

의 평일 비 수요 감율을 반 하여 측하도록 하고 있으

며, 운 원이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 이 구간에 

한 측방법은 기존에 연구된 바가 없으며, 으로 운

원의 문가 인 식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연구  체계화

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계 특수경부하기

간의 추세를 세 가지(증가, 수평, 감소) 패턴으로 분류하여 

각 추세에 한 측 알고리즘을 제시함으로써 하계 특수경

부하기간에 한 단기 력수요 측 방법을 수립한다.

2. 본  론

하계 특수경부하기간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규모 

사업장의 하계휴가로 인해 공휴일  연휴의 특성을 동시에 

나타낸다. 하계 특수경부하기간의 수요패턴을 분석하기 해 

연도별 8월 1일의 요일과 연휴의 특성이 나타난 일자  요

일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과거에는 하계 특수경부하기간의 특성이 8월 1일부터 8월 

5일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 으나, 표 1을 

살펴보면 하계 특수경부하기간의 특성은 8월 1일의 요일에 

따라서 인근 일자의 부하패턴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각각의 패턴에 해서 력수요가 반응하는 일자(연휴 

특성 일자)는 서로 다르지만 해당 일자에 한 요일을 악

해보면 표 1과 같은 규칙을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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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의 
요일

패턴 연휴
특성일자

연휴 특성 
요일

연도

일 증가 2,3,4 월,화,수 2004, 2010

월 증가 1,2,3 월,화,수 2005, 2011

화 수평 - - 2006

수 수평 - - 2007

목 감소 31,1,2 수,목, 2002, 2003

감소 30,31,1 수,목, 2008

토 증가 3,4,5 월,화,수 2009

표 1 하계 특수경부하기간의 부하 패턴

Table 1 Load pattern of summer special light-load period

증가패턴은 8월 1일이 토, 일, 월요일인 경우에 해당되며, 

연휴 특성 요일은 모두 월, 화, 수요일에 나타난다. 이것은 

규모 사업장의 하계휴가로 인한 조업 단 특성이 주말부

터 수요일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다. 2002년 이후 증가 패

턴에 해당하는 연도는 5개년(2004년, 2005년, 2009년, 2010

년, 2011년)으로 각각에 한 실 수요를 정규화하여 그림으

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하계 특수경부하기간 증가 패턴

Fig. 1 Increasing pattern of summer special light-load period

그림 1의 정규화된 5개년의 데이터는 직 으로 매우 유

사함을 알 수 있다. 2004년과 각 연도의 상 계수를 구하면 

최소 0.9719로 나타나 매우 강한 상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이후 감소패턴에 해당하는 연도는 3개년(2002

년, 2003년, 2008년)으로 각각에 한 실  수요를 정규화하

여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 하계 특수경부하기간 감소 패턴

Fig. 2 Decreasing pattern of summer special light-load period

2002년에 한 각 연도의 상 계수를 구하면 최소 0.9462

로 역시 매우 강한 상 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증가패턴

일 경우 8월 1일 포함 혹은 이후의 월, 화, 수요일에 새로운 

알고리즘을 용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감소패턴일 경우 8

월 1일 포함 혹은 이 의 수, 목, 요일에 새로운 알고리즘

의 개발이 필요하다.

 

2.1 최 수요 증가 패턴

2.1.1 증가 패턴의 최 수요 측

아래의 그림은 2004년 하계 특수경부하기간의 수요 데이

터이다. 그림에서 아래쪽 선은 2004년 8월 1일(일요일)의 

최 값과 2004년 8월 6일( 요일)까지의 실측치의 최 값을 

연결한 직선이며, 최 수요가  선형 으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요일의 최 수요를 시작으

로 차 으로 증가하여 요일의 최 수요를 기 으로 증

가가 멈추게 된다. 따라서 일요일의 최 값과 요일의 최

값을 사 에 알 수 있으면 하계 특수경부하기간의 최 부하

에 한 측이 가능하다. 증가패턴의 경우 연휴특성을 나타

내는 요일은 표 1과 같이 월, 화, 수요일이며 각각에 한 

측 방안을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그림 3 하계 특수경부하기간 증가패턴의 최 수요 

Fig. 3 Maximum load trend for the increasing pattern of   

summer special light-load period

① 월요일 최 부하 측

월요일의 최 부하는 그림 3의 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주 일요일Ⓑ의 최  부하와 요일Ⓓ의 최 부하 사이의 

선형 인 계를 통하여 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월요일Ⓒ

의 측은 이 주 요일Ⓐ에 수행하므로 이 주 일요일Ⓑ

의 최 부하를 먼  측하여야 한다. 일요일의 력수요는 

평일에 비하여 낮은 최 ·최소 력수요 특성을 보이며, 24

시간 패턴 한 평일과 다른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을 

반 하기 해 회귀분석법, 퍼지-선형 회귀분석법[7] 등을 

이용하여 주말을 측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계 특수경

부하기간에 해 고찰하는 것이 주목 이므로 단순한 지수

평활화법을 이용하여 일요일의 최 값을 측한다. 지수평활

화법은 가장 최근의 측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차이에 

합한 상수를 사용하여 과거로 올라 갈수록 자료의 요성

이 감소한다는 가정에서 과거 자료에  낮은 가 치를 

부여하여 측을 하는 기법이다. 주로 시계열 특성을 가지는 

데이터의 측에 사용이 되며 식⑴로 나타낼 수 있다.    

                           

     
  

   (1)

식⑴에서 는 평활화계수이고 는 d일의 측된 값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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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 날짜에 속하는 실측 데이터가 된다. 본 논

문에서는 식(1)의 최우변항을 무시하고 가 치의 합이 1이 

되도록 정규화한 다음 식을 사용하기로 한다.

                

 
 


 


 

    (2)

측 입력데이터가 많아지면 측일에 가장 가까운 데이

터의 가 치가 작아지기 때문에 과거 실  데이터는 력수

요 특성을 고려하기 해 측일  과거 3주 일요일 데이터

를 이용하 고 는 [8]의 방법을 통해 0.77을 사용하여 시계

열 측모형을 구성하 다.

한편, 월요일Ⓒ 측을 해서는 요일Ⓓ의 최 부하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요일Ⓓ에 한 측이 필요하게 된다. 

요일Ⓓ은 월요일Ⓒ+4일이 되어 규모 사업장의 하계휴가

가 끝나는 시 이 되어 조업단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요일Ⓓ의 최 부하는 가장 최근 평상주(이 주) 

평일(월~목)의 최 부하 평균 수 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가

정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max maxmaxmaxmax      (3)

여기서, 
max는 이  주 월~목요일의 최 력수요 평균

값이며,  
max는 이  주 요일별 최 력수요 실측치이다. 

(단,는 월요일:1, 화요일:2, 수요일:3, 목요일:4)

앞에서 구한 일요일 최  측값과 요일 최  측값을 

이용하여 월요일 최 값 측을 다음과 같은 선형 방정식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max    maxmax× max               (4)

여기서, max  는 월요일의 최 력수요 측값이며, 


max와 max는 요일Ⓓ, 일요일Ⓑ의 최 력수요 측 

값이다. 한 는 요일 값이다. (단, 일요일:0, 월요일:1, 화

요일:2, 수요일:3, 목요일:4, 요일:5, 토요일:6) 

② 화, 수요일의 최 부하 측

화요일 측은 월요일에 수행하고, 수요일 측은 화요일

에 수행하므로 이 주 일요일Ⓑ의 실측값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주 일요일Ⓑ의 실측값과 요일 최  측값을 

이용하여 화, 수요일 최 값 측을 다음과 같은 선형 방정

식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max    maxmax× max      (5)

 

여기서, max  는 해당요일의 최 력수요 측값이고, 


max는 요일의 최 력수요 측값이며. 

max는 일요일
의 최 력수요 실측값이다. 

2.1.2 증가패턴의 최소수요 측

다음 그림은 2004년 하계 특수경부하기간의 수요를 나타

낸다. 다음 그림에서 아래쪽 선은 2004년 8월 2일(월요일)

Ⓐ의 최소값과 2004년 8월 6일( 요일)Ⓑ까지의 실측치의 

최소값을 연결한 직선이며, 최소수요가  선형 으로 증

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월요일의 최소 수요

를 시작으로 차 으로 증가하여 요일의 최소수요를 기

으로 증가가 멈추게 된다. 따라서 월요일의 최소값과 요

일의 최소값을 사 에 알 수 있으면 하계 특수경부하기간의 

최소부하에 한 측이 가능하다.

그림 4 하계 특수경부하기간  증가패턴의 최소수요

Fig. 4 Minimum load trend for the increasing pattern of 

summer special light-load period

① 월요일 최소부하 측

월요일 최소부하 측은 (2)번식을 이용하고 측일 이  

3주 월요일의 데이터를 입력데이터로 사용하여 측한다.

② 화요일 최소부하 측 

화요일의 최소부하는 월요일의 최소 측값과 요일의 

최소 측값의 선형 계를 이용하여 측이 가능하기 때문

에 월요일Ⓐ과 요일Ⓑ의 최소부하를 먼  측하여야 한

다. 월요일 최소부하는 (2)번식을 이용하고 과거 3주 월요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측한다. 요일의 경우 최소값을 이  

주 화~ 의 최소값의 평균으로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min minminminmin      (6)

여기서, 
min는 이  주 화~ 요일의 최소 력수요 평균

값이며,  
min는 이  주 요일별 최소 력수요 실측치이다. 

(단, 는 화요일:2, 수요일:3, 목요일:4, 요일:5)

앞에서 구한 월요일 최소 측값과 요일 최소 측값을 

이용하여 화요일 최소값 측을 다음과 같은 선형 방정식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min    minmin× min      (7)

 

여기서, min  는 화요일의 최소 력수요 측값이며, 


min와 min은 요일, 월요일의 최소 력수요 측값이다. 

한 는 요일값이다.

③ 수요일의 최소부하 측

수요일의 최소부하는 화요일과 마찬가지로 선형 방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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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측하지만 수요일의 측은 화요일에 수행을 하

므로 월요일Ⓐ의 실측값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요일의 

측은 월요일Ⓐ의 실측값과 요일의 최소 력 측값을 

이용하여 선형 방정식을 사용하여 측한다. 

                        

min    minmin× min      (8)

 

여기서, min  는 수요일의 최소 력수요 측값, 
min

는 요일 최소 력수요 측값, 
min은 월요일의 최소 력

수요 실측값이다.

2.2 최 수요 수평 패턴

다음 그림은 2001년 하계 특수경부하기간의 수요 데이터

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평패턴인 경우 연휴시작

으로 짐작되는 7월 30일(월)은 7월 27일( )에 비해 약 87%

의 수요 감율 보이고 나머지 평일의 부하는 월요일에 비해 

큰 변동이 없다.

그림 5 하계 특수경부하기간 수평패턴의 최 ·최소수요

Fig. 5 Maximum and minimum load trend for the horizontal 

pattern of summer special light-load period

하계휴가 향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7월 28일(토) ~ 8

월 3일( ) 일자를 측하면 지수평활화법의 특성상 화요일

만 오차가 크고 나머지는 감내할만한 수 이므로 기존의 방

법을 이용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

2.3 감소 패턴

2.3.1 감소패턴의 최 수요 측 

다음 그림은 2008년의 하계 특수경부하기간의 수요 데이

터이다. 그림 6에서 직선은 2008년 7월 29일(화요일)Ⓐ의 최

값과 2008년 8월 3일(일요일)Ⓑ까지의 실측치의 최 값을 

연결한 직선이며, 최 수요가  선형 으로 감소하고 있

는 추세이다.

그림 6 하계 특수경부하기간 감소패턴의 최 수요

Fig. 6 Maximum load trend for the decreasing pattern of 

summer special light-load period

화요일의 최 수요를 시작으로 차 으로 감소하여 일요

일의 최 수요를 기 으로 감소가 멈추게 된다. 따라서 화요

일의 최 값과 일요일의 최 값을 사 에 알 수 있으면 하

계 특수경부하기간의 최 부하에 한 측이 가능하다. 

① 수요일 최 부하 측 

수요일의 최 부하 측은 화요일Ⓐ의 최 수요 측값과 

일요일Ⓑ의 최 수요 측값을 이용하여 측한다. 일요일의

Ⓑ 경우 2.1에서 설명한 일요일 측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 값을 측하고 화요일Ⓐ의 경우 실측치가 존재하지 않

으므로 ⑵번식을 사용하여 측일의 최  력수요를 측

한다. 측을 한 입력데이터는 측 수행일을 기 으로 

즉, 화요일 이 의 가까운 과거 3일의 평일 력수요 데이터

를 선택하여 측한다. 따라서 화요일의 최  측값과 일요

일의 최  측값을 이용하여 수요일의 최 값 측을 다음

과 같이 수행한다.

                                  

max    maxmax× max      (9)

여기서, max  는 수요일의 최 력수요 측값이며, 


max와 max는 일요일Ⓑ, 이  화요일Ⓐ의 최 력수요 

측값이다.

② 목, 요일 최 부하 측 

목, 요일의 경우 화요일의 실측치가 존재하므로 화요일

Ⓐ의 실측치와 일요일Ⓑ의 측치를 이용하여 목, 요일의 

최 값을 측한다.

                                 

max    maxmax× max           (10)

여기서, max  는 해당요일의 최 력수요 측값이며, 


max는 일요일Ⓑ의 측값,

max는 화요일의Ⓐ 실측치이다. 

2.3.2 감소패턴의 최소수요 측

다음은 2008년 하계 특수경부하기간의 력수요 데이터

이다. 그림에서 선은 2008년 7월 29일(화)의 최소값과 

2008년 8월 3일(일)의 최소값을 연결한 직선이다. 최소부하 

역시 화요일Ⓐ과 일요일Ⓑ의 최소수요의 선형 인 특징을 

고려하여 측할 수 있다.

그림 7 하계 특수경부하기간 감소패턴 최소수요

Fig. 7 Minimum load trend for the decreasing pattern of 

summer special light-loa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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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패턴의 입력 데이터 감소패턴의 입력 데이터

측
일
의
요
일

월

최
부하 
측


max  : 이  일요일 최 수요 측값, 지수

평활(과거 3주 일요일 데이터)

max  : 요일의 (3)식 최 부하 측값

측
일
의 
요
일

수

최
부하 
측


max  : 화요일 최 수요 측값, 

지수평활(과거 평일 3일 데이터)

max  : 일요일 최 수요 측값, 

지수평활(과거 3주 일요일 데이터)

최소
부하 
측

과거 3주 월요일 데이터
최소
부하 
측


min  : 일요일의 최소수요 측값, 

지수평활(과거 3주 일요일 데이터)

min  : 화요일 최소수요 측값, 

지수평활(과거 평일 3일 데이터) 

화

최
부하 
측


max  : 이  일요일의 실측값


max  : 요일 최 부하 측값 (3)식

목

최
부하 
측


max  : 화요일 최 부하 실측치


max  : 일요일 최 수요 측값, 

지수평활(과거 3주 일요일 데이터) 

최소
부하 
측


min  : 지수평활화(과거 3주 월요일 데이

터)로 측한 값

min  : 요일의 최소부하 측값 (6)식

최소
부하 
측


min  : 일요일의 최소수요 측값, 

지수평활(과거 3주 일요일 데이터)

min  : 화요일 최소수요 실측값 

수

최
부하 
측


max  : 이  일요일의 실측값


max  : 요일 최 부하 측값 (3)식

최
부하 
측


max  : 화요일 최 부하 실측치


max  : 일요일 최 수요 측값, 

지수평활(과거 3주 일요일 데이터) 

최소
부하 
측


min  : 일요일의 최소수요 측값, 

지수평활(과거 3주 일요일 데이터)

min  : 화요일 최소수요 실측값

최소
부하 
측


min  : 월요일의 실측값

min  : 요일의 최소부하 측값 (6)식

표 2 하계 특수경부하기간 측 알고리즘 입력 데이터

Table 2 Input data for summer special light-load period forecast

① 수요일 최소부하 측

수요일의 최소부하 측은 감소패턴 구간의 화요일Ⓐ 최

소수요 측값과 일요일Ⓑ 최소수요 측값을 이용하여 다

음 식으로 수행한다.

 

min    min  min  ×   min     (11)

min  은 수요일의 최소수요 측값이며 
min는 일요

일Ⓑ의 최소수요 측값, 
min는 화요일Ⓐ의 최소수요 측

값이다.

② 목, 요일의 최소부하 측

목, 요일 최소부하 측은 화요일의 실측치를 이용하여 

아래 식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min    min  min  ×   min     (12)

min  는 해당요일의 최소수요 측값이며 
min는 일

요일Ⓑ의 최소수요 측값, 
min는 화요일Ⓐ의 최소수요 실

측값이다.

2.4 24시간 시간 별 측

하계 특수경부하기간의 최 ·최소 수요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증가·감소 패턴에 따라 선형 인 증가  감소 

추세를 나타낸다. 하지만, 24시간 시간 별 력 사용패턴은 

최근 일자와 유사하므로 다음과 같이 평일  최근 3일의 데

이터를 지수평활화법으로 시간 별 측하고 정규화하여 산

출한다.

① 시간 별 수요 측 

시간 별 수요 측은 다음 식을 사용하여 각각의 시간

별 부하를 측한다.

 


 




 




 

   (13)

여기서 는 t시간 의 측값이고 
 는  의 날짜

에 속하는 t시간  실측값이다.(단, t는 1, 2, … 24 )

② 시간 별 정규화값 산출

다음 식을 사용하여 의 시간 별 정규화패턴을 산출한다.

    
minmax  min    ⋯   (14)

여기서, 는 t 시간의 정규화값, 
min는   최소값, 


max는   최 값 

③ 최종 시간 별 수요 측

  max  min ×   min   ⋯     (15)

여기서, max는 하계 특수경부하기간 알고리즘으로 측

한 최 수요, min은 하계 특수경부하기간 알고리즘으로 
측한 최소수요

제안한 알고리즘의 유형별, 요일별 입력데이터와 측식

을 종합하여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Trans. KIEE. Vol. 62, No. 4, APR, 2013

하계 특수경부하기간의 단기 력수요 측              487

증    가
패    턴

기존방법 제안방법

최 부하
오차(%)

최소부하
오차(%)

최 오차
(%)

24시간
오차(%)

최 부하
오차(%)

최소부하
오차(%)

최 오차
(%)

24시간
오차(%)

2004-08-02(월) 11.62 1.75 14.24 8.23 3.87 1.77 4.75 2.63

2004-08-03(화) 15.94 11.68 17.18 12.89 0.32 2.00 4.79 1.89

2004-08-04(수) 11.27 9.44 12.46 9.84 0.48 2.17 2.80 1.35

2005-08-01(월) 19.08 4.79 23.54 14.33 2.67 4.84 7.52 3.58

2005-08-02(화) 13.44 10.00 13.52 10.74 2.74 4.65 4.65 2.28

2005-08-03(수) 13.07 9.37 14.37 10.46 6.87 4.95 8.24 4.97

2009-08-03(월) 18.38 0.93 18.38 10.50 0.01 0.93 4.20 1.35

2009-08-04(화) 8.29 8.67 11.37 7.25 3.06 1.50 7.25 3.00 

2009-08-05(수) 3.29 6.29 6.77 3.81 3.19 1.04 7.23 2.83

2010-08-02(월) 12.17 0.19 12.27 7.58 5.47 0.19 6.27 3.75

2010-08-03(화) 11.81 9.46 12.89 9.55 0.97 2.14 2.96 1.73  

2010-08-04(수) 3.54 7.33 8.91 4.54 2.58 2.2 6.75 3.54

2011-08-01(월) 17.17 3.29 17.17 10.7 0.33 3.29 3.61 1.4

2011-08-02(화) 14.44 12.03 16.18 12.2 1.15 4.16 4.22 2.17 

2011-08-03(수) 11.18 11.41 12.46 10.06 2.49 5.01 5.01 2.47

평   균 12.31 7.11 14.11 9.51 2.41 2.72 5.35 2.60

표 3 하계 특수경부하기간 증가패턴 알고리즘의 결과 비교

Table 3 Forecast result comparison for the increasing pattern of summer special light-load period

감    소
패    턴

기존방법 제안방법

최 부하
오차(%)

최소부하
오차(%)

최 오차
(%)

24시간
오차(%)

최 부하
오차(%)

최소부하
오차(%)

최 오차
(%)

24시간
오차(%)

2002-07-31(수) 4.01 2.69 5.69 4.05 0.52 1.60 2.40 1.40

2002-08-01(목) 10.97 5.90 12.82 8.78 4.33 3.58 6.55 3.69

2002-08-02( ) 12.05 6.93 14.02 9.02 4.52 5.39 6.69 3.79

2003-07-30(수) 2.25 4.23 4.26 2.00 1.18 2.70 2.76 1.50

2003-07-31(목) 3.15 3.55 5.59 3.80 3.22 0.94 3.95 1.64

2003-08-01( ) 9.44 4.62 9.70 6.67 1.62 2.33 4.61 2.04

2008-07-30(수) 3.14 2.50 4.80 3.10 2.23 0.65 3.37 1.35

2008-07-31(목) 7.38 4.26 8.99 5.89 0.58 0.92 2.29 0.90

2008-08-01( ) 6.55 3.98 8.46 5.28 2.18 0.54 3.65 1.87

평   균 6.55 4.30 8.26 5.40 2.26 2.07 4.03 2.02

표 4 하계 특수경부하기간 감소패턴 알고리즘의 결과 비교

Table 4 Forecast result comparison for the decreasing pattern of summer special light-load period

3. 사례 연구

2002년부터 2012년  하계 특수경부하기간이 증가패턴과 

감소패턴에 해당하는 연도에 해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측하고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 다. 기존방법은 평일 측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지수평활화법[9]을 사용하 다. 

오차는 최 부하 오차와 최소부하 오차, 24시간  최

오차, 24시간 평균오차를 나타내었다. 시간 t에서의 수요

측 오차식은 다음과 같다.

  






× ,   ⋯   (16)

3.1 증가패턴의 사례 고찰

하계 특수경부하기간은 하계휴가의 향으로 력사용 변

화가 극심하여 기존의 방법을 사용하면 최 부하오차 평균

은 12.31%이며, 최소부하오차 평균은 7.1%, 최 오차 평균

은 14.11%, 그리고 24시 오차 평균은 9.51%로 큰 오차율을 

발생하여 측의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하계 특수경부하기간을 측하면 최 부하오차 평

균은 2.41%이며, 최소부하오차 평균은 2.72, 최 오차 평균

은 5.35% 그리고 24시 오차 평균은 2.60%로 기존의 방법과 

비교한 결과 략 4%~10%의 큰 오차율 개선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감소 패턴의 사례 고찰

감소패턴에 해 기존의 방법을 사용하면 최 부하오차 

평균은 6.55%이며, 최소부하오차 평균은 4.30%, 최 오차 

평균은 8.26% 그리고 24시 오차 평균은 5.40%로 큰 오차율

을 발생하 다. 제안한 방법으로 하계 특수경부하기간의 감

소패턴에 해 측하면 최 부하오차 평균은 2.26%이며, 

최소부하오차 평균은 2.07%, 최 오차 평균은 4.03%, 그리

고 24시 오차 평균은 2.02%로 략 2.2%~4.3%의 오차율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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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하계 특수경부하기간의 부하특성을 분석하

여 하계 특수경부하기간을 8월 1일의 요일에 따라 세 가지

패턴으로 분류하 다. 증가  감소 패턴에 한 하계 특수

경부하기간의 최 부하, 최소부하, 24시간 부하의 수요 측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증가  감소 패턴에 해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측을 수행한 결과 최 부하 오차, 최소부하 

오차, 24시간 오차가 2% 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 인 평

일의 오차율과 유사한 수 으로 장 용이 가능한 수 의 

우수한 성능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하계 특수경부

하기간 력수요 측 오차를 큰 폭으로 여 오차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제안한 알고리즘에 기온에 따른 수요

의 민감도를 용시킨다면 측 오차를 더욱 개선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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