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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Short-Term Load Forecasting Algorithm Using Hourly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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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hort-term load forecasting(STLF) for electric power demand is essential for stable power system operation 

and efficient power market operation. We improved STLF method by using hourly temperature as an input data. In order 

to using hourly temperature to STLF algorithm, we calculated temperature-electric power demand sensitivity through 

past actual data and combined this sensitivity to exponential smoothing method which is one of the STLF method.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by case study for a week. The result of case study sh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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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력수요 측은 력시장의 가격결정  력계통운

의 필수 이며, 정확한 력 수요의 측은 력시장의 경

제성과 효율성을 개선시키고 력계통 운 에 해 안정성

을 높인다. 력수요는 단기 으로 기상의 변화, 사회  경

제  격한 변동에 향을 받으며, 불확실성을 내포한 비선

형  특징을 갖는다. 단기 력수요 측을 한 표 인 

통계 인 방법으로 회귀분석 모델과 시계열분석 모델이 있

다. 력수요 측의 회귀분석 모델은 독립변수로 기상 요소

나 요일과 같은 요소를 사용하여 종속변수인 력수요의 

계를 분석한 회귀모델을 사용한다[1-2]. 시계열분석 모델은 

자기 회귀, 이동평균, 자기 회귀와 이동 평균의 혼합 모형

(ARMA), 지수 평활법 등이 있다. 시계열 분석과 회귀분석

을 이용한 측은 특정 이벤트 발생 시 매우 취약한 측 

정확성을 보인다는 단 이 있다[3]. 비선형  모델 구성에 

강 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형기법으로 신경회로망기법이  

력수요 측에 용되고 있다[4-5]. 최근에는 력수요 측

을 정확성을 높이기 해 유사일의 자료를 입력 자료로 축

출하는 데이터마이닝 기반의 하이 리드 방법에 한 연구

가 심을 받고 있다. 단기 력수요에 해 기상요소는 매

우 향이 크고 기상요소는 최고기온, 최 기온, 평균기온, 

불쾌지수, 체감온도, 조도(운량), 일조시간, 상 습도 등이 있

다. 재까지 기상 보의 신뢰성이 높은 기온을 요 인자

로 취 하고 최  력수요  최소 력수요와 기상요소의 

상 분석 결과를 통해 가장 높은 상 계수를 갖는 기상요소

를 선택하여 단기 력수요 측 기법에 사용하 다[6]. 더운 

기간에 최  력수요를 측하기 해 상 계가 높은 일 

최 기온을 용하고, 추운기간에 최  력수요를 측하기 

해 상 계가 높은 일 최고기온을 용한다[6]. 본 논문

에서는 최 기온과 최 기온을 반 한 지수평활화법 기반의 

단기 력 수요 측 알고리즘을[6] 개선하여 시간 별 기온을 

이용한 단기 력수요 측 알고리즘을 제시하다. 기존에는 

새벽에 춥다가 낮에 기온이 상승하는 경우와 새벽에 따듯했

다가 낮에 기온이 하강하는 경우 최고기온과 최 기온은 동

일하고 기온 패턴은 상이함에도 구별할 수 없어 력수요

측 오차를 유발하는 원인  하나 다. 따라서 시간 별 기

온을 이용할 경우, 하루  최고  최 기온 이외에 24시간 

기온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온변화에 해 수요패턴의 변화

를 반 할 수 있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용하여 최  력

수요 측 오차  평균오차를 개선한 사례연구 결과를 제시

한다.

2. 시간 별 기온을 이용한 력수요 측 알고리즘

일일 력수요는 계 과 요일특성  기상의 향을 받는

다. 재 사용 인 력수요 측기법  하나인 지수평활

화법은 계 에 따라 하루  최고기온 는 최 기온만을 

활용하여 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발생하는 기온

변화에 해서는 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7-8]. 그림 

1은 일반 인 겨울철의 시간 별 기온과 함께 특수한 경우

가 발생한 날의 기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겨울철 

최 기온이 주간에 발생하지 않고 새벽시간에 발생하게 된

다면 력수요 측 알고리즘은 발생 시간 를 고려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새벽시간 의 기온을 이용하여 력수요

측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기온패턴 A는 겨울철 일반 인 24시간 기온변화패턴이다. 

0시부터 06시 사이에 하루  최 기온이 나타나고, 12시부

터 18시 사이에 하루  최고기온이 나타나지만 기온패턴 B

의 경우 하루  최고기온은 1.8℃이며 발생시간은 새벽 01

시 이다. 그러나 낮 최고기온은 -3.2℃이며 발생시간은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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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겨울철 기온패턴

Fig. 1 Temperature patterns in Winter

측일 최고기온[℃] 최 부하오차[%] 평균오차[%]

기온패턴B
1.80 3.03 3.00

-3.20 1.15 2.07

표   1 기온패턴B 날짜의 입력기온 차이에 따른 수요

측오차

Table 1 Load Forecasting Results according to Difference 

of Input Temperature in 'Temperature Pattern B' 

day

15시이다. 해당요일의 기온입력데이터  최고기온을 1.8℃

로 사용한 경우와 -3.2℃로 사용한 경우에 한 수요 측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을 통하여 겨울철 최  력수요 발생시간 의 기온

을 사용하게 된다면 력수요 측오차가 더욱 어듦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하루  최고 

 최 기온이외에 24시간 기온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

여, 일일 력수요 측 정확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력수요와 기온과의 민감도는 시간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 별 기온- 력수요민감도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온- 력수요민감도는 기온 역에 따라 그 변화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온 역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2.1 단기 력수요 측 알고리즘

선행 력수요 측 알고리즘은 시계열 측방법  하나

인 지수평활화법을 용하여 측일의 최 ·최소 력수요와 

측일의 24시간 패턴을 측을 수행한다[7]. 지수평활화법

은 측치 를 측하기 하여 사용되는 측치 가 많

아짐에 따라 각 측치에 용되는 가 치의 값이 지수 으

로 감소하는 시계열 측방법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9].

     
 

  


       
   

    (1)

여기서 는 t시각의 측치이고,  은 t-1시각의 측

치이며  은 t번째 시각부터 t-N+1번째 시각까지 N개의 

측치를 통해 측되는 t+1번째 시각의 측치이다. 

이 개식을 통해 측치에 가까운 측치는 가 치가 더

욱 크게 용되어 최근자료가 측치에 향을 더욱 미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력수요에 용하 을 경우, 측일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 인 측방안임

에 틀림없으며, 많은 과거데이터를 사용하기보다 최근 3일의 

과거데이터만 사용하여 측하는 것이 효과 임을 선행연구

를 통해 입증하 다[7].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지수평활화법 

 다음 수식을 이용하여 최 ·최소 력수요와 24시간의 

측일의 패턴을 측한다[9]. 

     
 



      
       (2)

 최 력수요의 측은 최근 3일의 최 수요를 식 (2)의 

가 평균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수행된다. 

max max ×× max
 × × max

×

max max max 

         (3)

여기서 max는 측일의 최 력수요를 나타내고, 

max는 일의 최 력수요를 나타낸다. 최 력수요 신 

최소 력수요를 입력하면 측일의 최소 력수요를 계산한

다. 는 지수평활상수이며, 0∼1사이의 값을 갖는다.

측일의 24시간 력수요 패턴 측을 해 과거 3일의 

력수요를 식 (3)을 이용하여 정규화하고 이를 식 (2)로 가

평균하여 측일의 24시간 력수요패턴을 도출한다. 패

턴 선택을 해 선택되는 요일은 스 일이 다르기 때문에 

최 ·최소 력수요를 바탕으로 한 정규화 과정이 필요하며 

정규화 방법은 식 (1)과 같다.

 




 


       (4)

여기서, 는 번째 입력데이터의 시간에서의 정규

화된 력수요를 나타내며 는 번째 입력데이터의 시간

에서의 력수요, 


은 각각 번째 입력데이터의 최

·최소 력수요를 의미한다. 식 (4)의 정규화를 바탕으로 

측일의 패턴은 지수평활화법을 이용하여 아래의 식과 같

이 생성된다.

  × ××
 × × 



×

   

      (5)

여기서, 는 측일 의 시간 정규화된 력수요 

측값을 나타낸다. 

측된 24시간 력수요에 측최 ·최소수요를 이용하여 

복원하면 24시간 력수요 측이 완성된다. 기존의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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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례연구기간  하루에 한 력수요 측 패턴 비교

Fig. 2 Comparison Load Forecasting Patterns of Case 

Study Period

력수요 측 방안은 최 ·최소 력수요를 측할 때만 일별 

최 기온 는 최 기온을 반 하여 측최 ·최소 력수요

를 보정하 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를 확장  개선하여 시

간별 기온을 이용한 기온- 력민감도를 활용하여 일일 력

수요 측방안을 제시하 다.

2.2 시간 별 기온- 력수요민감도 알고리즘

시간 별 기온- 력수요민감도는 시간 별 력수요와 

기온과의 회귀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회귀분석은 최소

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사용하여 기온과 력수요

의 집합을 통과하는 회귀식을 탐색한다. 선형회귀방정식은 

   의 1차 함수 형식으로 나타나며 계수 a와 b는 다

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6)

∑ ∑
∑∑ ∑∑

           (7)

n은 기온- 력수요민감도를 탐색하고자 하는 구간의 동

일요일타입 날짜의 개수를 나타내며, 는 기온, 는 력수

요를 나타낸다. 이를 다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8)

여기서, 는 t시각에 한 력수요와 기온의 회귀계수이

고, 는 t시각에 한 력수요와 기온의 회귀상수이며, 

 는 t시간의 기온이고, 는 t시각의 력수요이다. 

이 식을 통해 계산된 를 t시각의 기온- 력수요민감도

를 구하기 한 회귀계수로 사용한다. 이 회귀계수는 요일

타입과 탐색하고자 하는 구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식 (3)을 통해 측된 최 력수요 max와 최소 력수

요 min과 를 이용하여 t시각의 기온에 한 력민감도 

를 계산하며, 그 과정은 다음의 식과 같다.

 max min 


            (9)

여기서 는 측일 t시각의 기온에 한 력민감

도이다.

식 (9)를 통해 계산된 기온- 력민감도 는 시간별 

기온을 이용한 측을 해 이미 생성된 24시간 력수요패

턴인 에 반 하여 새로운 24시간 수요패턴인 

_를 생성하며 다음의 수식으로 표 할 수 있다.

_     ×      (10) 

여기서 _는 조정된 t시각의 력수요패턴 정규

화 값이고,  는 측된 t시각의 력수요패턴 정규화 

값이며, 는 측일 t시각의 측기온이고, 는 

t시각의 과거3일 가 평균기온이다.

새롭게 생성된 24시간 력수요패턴과 지수평활화법으로 

측한 최 ·최소수요를 사용하여 측일의 24시간 력수

요를 복원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max min ×_ min        (11)

여기서 는 측 상일의 t 시각의 수요를 나타낸다. 

3. 사례연구

제안한 단기 력수요 측방안의 측정확도를 확인하기 

하여 2013년 2월 18일(월) ∼ 2월 24일(일)에 해 수요

측을 수행하고 오차율을 제시하 다. 오차는 최 력수요 

오차와 최소 력수요 오차, 24시간  최 오차, 24시간 평

균오차를 나타내었다. t 시각에서의 수요 측 오차식은 다음

과 같다. 

  






×       (12)

여기서, 
는 측일 시간 t의 력수요 측값이고, 


는 측일 시간 t의 력수요 실 값이다.

아래의 그림 2는 사례연구 상일  2013년 2월 19일

(화)에 한 단기 력수요 측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일의 최 수요는 오  10시에 발생하 으며 해당 시간의 수

요는 68,490MW이다. 기존알고리즘을 이용한 측결과 오  

10시의 측값은  67,773MW이며, 개선 알고리즘을 이용한 

측값은 68,378MW이다. 측일의 최고기온은 2.2℃이며 오

후 3시에 발생하 고, 최 수요 발생시각인 오  10시의 기

온은 -0.4℃, 오  9시의 기온은 -1.1℃ 다. 최고기온이 최

수요시각의 기온이 아니기 때문에 기온 민감도가 히 

반 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 수요

시각과 최 기온이 같은 시간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해당 사

례연구결과와 같은 기온차에 의한 최 수요 측 실패를 가

져올 수 있을 것이다. 

표 2는 2013년 2월 18일(월) ∼ 2월 24일(일) 일주일에 

한 기존알고리즘과 개선알고리즘의 력수요 측 오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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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개선알고리즘은 일일 최 수요 발생시간인 10시

의 측정확도가 기존 알고리즘보다 높아졌음을 알 수 있

다. 20시부터 24시까지의 측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기온에 의한 향을 받지 않는 측당일의 특이사항이 발생

한 것으로 단된다.

날짜

기존알고리즘 개선알고리즘

최 력

오차[%]

평균오차

[%]

최 력

오차[%]

평균오차

[%]

2013-02-18(월) 2.25 1.56 0.09 1.51 

2013-02-19(화) 1.11 0.80  0.16 0.51  

2013-02-20(수) 1.03 1.11  1.08 1.33  

2013-02-21(목) 0.79 1.18  0.08 1.11  

2013-02-22( ) 1.27 1.24  1.41 0.64  

2013-02-23(토) 2.90 1.73  2.40 1.38  

2013-02-24(일) 2.31 2.21  2.27 2.63  

평균 1.67 1.40 1.07 1.30 

표   2  사례연구기간에 한 력수요 측 오차율

Table 2 Percentage Errors of Load Forecasting on Case 

Study Period

기존알고리즘을 이용한 측보다 개선된 알고리즘을 사용

하 을 경우, 최 력오차는 1.67%에서 1.07%로 개선되었

고, 평균오차는 1.40%에서 1.30%로 개선됨을 알 수 있다. 

체 으로 개선알고리즘의 수요 측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  론

 

시간 별 기온을 반 한 단기 력수요 측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단기 력수요 측의 정확도를 개선하 다. 제안

한 알고리즘은 각 시간 별 력수요에 한 기온의 민감도

를 계산하여 지수평활화법에 기반을 둔 력수요에 기온의 

민감도를 반 하여 수요를 측한다. 기존의 지수평활화법

에 최 기온과 최 기온을 고려하여 최 수요와 최 수요를 

측하고 과거의 입력 자료로부터 구성된 일 력수요패턴

으로 력수요를 측했을 때 보다 측의 정확도가 개선된

다. 사례연구에서 기존의 기온을 고려한 지수평활화법과 비

교하여 최 력오차는 1.67%에 1.07%로 0.5%를 개선하

으며, 평균오차는 1.40%에서 1.30%로 0.1%를 개선하 다. 

향후, 력수요에 한 기온의 민감도를 기온 구간별로 보다 

정 하게 계산하고 유사일에 한 데이터마이닝 기법 등을 

용한 력수요 측기법의 개발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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