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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최근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따라, 세계적으로 전력에너지
절감을 통한 수요자원 확보 및 활용을 위한 부하 예측의 중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요관리용 전지전력저장시스템을 효율적으
로 운영하고 계획하는데 필수적인 부하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동평균법, 지수가중이동평균법, 최소자승법, 인공신경망 방법을 적용하
였다. 시계열 데이터인 부하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대부하일, 근무일, 토
요일, 공휴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방법으로 예측한 부하를 적용시켜
전기요금 절감을 목표로 하는 전지전력저장시스템의 최적 충·방전 운전
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이용하여 산출된 전기요금과 실제 전기요금을 비
교·분석하였다.

1. 서    론

최근 폭염 및 한파와 같은 이상기온, 경제 수준의 향상, 인구의 증가
로 인해 전력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따라 공급예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 영향으로 실제 수요가 예
측 수요보다 크게 웃돌고 이는 수용가의 정전으로 이어지며, 그에 따른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전력 수요의 증가로 인해 공급 위
주의 기존 전력 수급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전력 수요의 공급
을 확대하는 공급 중심의 계통 운영에서 수요를 절감하는 수요관리 중
심 계통운영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기온과 경기변동성 등으로
수요예측이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정확한 부하 예측은 합리적인 전력
공급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9.15
정전사태를 계기로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충분한 예비력의 필요성이 증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관리용 전지전력저장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확한 부하 예측
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인 부하데이터를 분석하여 최대부하일과,
근무일, 토요일, 공휴일로 분류한 뒤 이동평균법과 지수가중이동평균법,
최소자승법, 인공신경망 방법을 이용하여 부하를 예측하였다. 각각의 방
법으로 예측한 부하를 이용하여 전기요금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BESS
의 충·방전 스케줄링 최적화를 수행하였고, 최적 충·방전 운전계획을 통
하여 얻어진 전기요금 절감액을 분석하였다.

2. 부 하 예 측 기 법

  2.1 이동평균법
시계열 예측 기법 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기법인 이
동평균법(Moving Average, MA)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이용방법
이 간편하여 시계열 예측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측시점을 기준으로,

일 전 번째 시간의 과거부하데이터인 를 이용하여 예측한 번째

시간의 부하 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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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지수가중이동평균법
지수가중이동평균법(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
EWMA)[1]은 MA에 가중치의 개념을 결합한 방법이다. 예측을 위해 사
용되는 과거데이터는, 예측시점과 가까울수록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며,
예측시점과 멀수록 낮은 가중치가 부여된다. EWMA를 이용하여 예측된

번째 시간의 부하는 식 (2), (3)과 같이 계산된다. 식 (2)에서, 는

예측하고자 하는 부하일을 기준으로 일 전의 번째 시간의 부하 데이

터이고, 는 EWMA의 가중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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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최소자승법
회귀분석방법에서 회귀방정식의 계수를 구할 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인 최소자승법(Least Squares Method, LSM)[2]은 실제 값을 기준
으로 직선추세선상의 예측한 값과의 오차자승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

는 오차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예측하고자 하는 부하일을 기준으로 
일 전의 번째 시간의 부하 에 LSM을 적용하였을 경우 식 (4)와

같이 예측일의 번째 시간의 부하인 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와 는 오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오차계수이고, 식 (5), (6)에 의해
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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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인공신경망
생물학적 신경망을 모방하기 위해 개발된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3]은 생물학적인 구조 및 기능에서 얻은 영감을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계산이 가능하도록 만든 모델이다. ANN의 중요한
특징인 학습(learning)은 비선형적인 패턴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ANN의 학습과정에서는, 입력에 의해 계산된 출력값(model output)과
목표값(desired output)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결 가중치를 갱신
시켜 나간다. ANN의 경우, 적용영역(domain)의 사전정보가 필요 없고,
오직 입출력 학습데이터만을 가지고 예측모델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으므로, 예측모델의 구현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ANN을 학습시키는 방법 및 그 구조는 다양하며, 본 논문에서는 예측
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차
역전파(Error back propagation) 알고리즘의 다중퍼셉트론(Multi Layer
Perceptron, MLP)을 이용하여 부하를 예측하였다. 다중퍼셉트론은 입력
층(Input layer)과 출력층(Output layer) 사이에 하나 이상의 은닉층
(Hidden layer)이 존재하는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전방향(feedforward) 구조의 3층 MLP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ANN을 식 (7)-(10)과 같이 학습시킬 수 있으며,
학습된 MLP는 부하예측을 위해 사용된다. 은닉층의 출력 값과 출력층
의 출력 값은 각각 식 (7), (8)과 같이 계산된다[4]. 출력층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목적함수를 식 (9)와 같이 정의하고, 식 (10)
과 같이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의 연결 가중치를 갱신하여 목적함수인
식 (9)를 최적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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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방향 인공 신경망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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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례 연 구

본 논문에서는 ANN으로 예측된 부하를 전기요금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BESS의 최적 충·방전 운전계획[5]에 적용시켜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12월에 대하여 부하패턴을 분석하였고, 최대부하일과
근무일, 토요일, 공휴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분류한 부하 데이터의 최
대부하일과 근무일, 토요일, 공휴일을 16일과 1일, 6일, 7일로 선정하여
여러 가지 부하 예측 방법인 MA, EWMA, LSM의 비교를 위해 ANN에
적용시켜 각각 부하를 예측하였다.
EWMA으로 예측할 경우 가중치를 0.1, 0.2, 0.3으로 설정하여 예측하
였다. ANN의 구조는 5-3-1 전방향 구조를 사용하였고, 은닉층 뉴런
(neuron)과 출력층 뉴런의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는 각각
tangent sigmoid 함수와 선형함수(linear function)를 사용하였다.
MA와 EWMA, LSM, ANN 방법으로 예측된 부하를 전기요금 최소를
목적으로 하는 BESS의 최적 충·방전 운전계획에 적용시켜 전기요금을
산출하였다. 예측한 부하로 산출한 전기요금을 실제 전기요금과 비교하
여 전기요금 절감액을 산출 할 수 있으며, 각각 표 1과 그림 2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 예측 부하별 일일 전기요금 절감액 [단위:원]

<그림 2> 예측 부하별 일일 전기요금 절감액 그래프

최대부하일의 경우, LSM을 이용하여 예측한 값을 적용시켜 산출한
전기요금이 실제 전기요금보다 151,765원 절감되어 다른 예측방법과 비
교하여 가장 많이 절감되었고, ANN으로 예측한 부하를 적용시켜 산출
한 전기요금은 실제요금과 비교하여 151,202원으로 LSM과 유사하게 전
기요금이 절감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근무일의 경우에서, ANN 기법으로
예측한 값을 적용시켜 산출한 전기요금이 실제 전기요금과 비교하여
149,847원 절감되었으며, EWMA 중 가중치를 0.2로 설정하여 예측한 부
하를 적용시켜 구한 전기요금 절감액은 144,394으로 ANN 기법으로 예
측하여 얻은 전기절감액과 유사했다. 토요일의 경우, EWMA 중 가중치
를 0.3으로 설정하여 예측한 값을 적용시켜 구한 전기요금 절감액이
148,376원으로 가장 많이 절감되었으며, ANN으로 예측하여 얻은 값을
적용시켜 전기요금을 산정한 경우는 실제 전기요금보다 130,805원 더 절
감되었다. 공휴일의 부하 예측에서는 ANN으로 예측한 값을 적용시켜
산출한 전기요금이 실제 전기요금보다 111,201원 더 절감되었으며, 이는
MA와 EWMA, LSM을 이용하여 산출한 전기요금 절감액과 비교하였을
때 적게는 0.6배에서 많게는 2배 이상 절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방법으로 부하를 예측하여 BESS의 운전 계획에 적용시켜 최
대부하일과 근무일, 토요일, 공휴일의 전기요금을 산출한 뒤 비교·분석
한 결과 ANN으로 예측된 값을 적용시켜 산출한 전기요금이 MA,
EWMA, LSM을 이용하여 예측한 값을 적용시켜 산출한 전기요금보다
더 많이 절감되어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014년 12월의 부하패턴을 분석한 뒤 최대부하일과
근무일, 토요일, 공휴일로 분류하였고, MA, EWMA, LSM, ANN 방법을
이용하여 부하를 예측하였다. 각각의 방법들로 예측한 부하를 BESS의
최적 충·방전 운전계획에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산출하였고, 실제 부하로
BESS를 최적 충방전 운전 계획한 결과와 하여 산출한 전기요금과 비교
하여 전기요금 절감액을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ANN 방법으
로 예측한 부하를 이용하여 BESS 충·방전 운전을 하였을 경우가 MA,
EWMA, LSM으로 부하를 예측하고 전기요금을 산출한 결과와 비교하
여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절감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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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대
부하일

근무일 토요일 공휴일 합 계

MA 135,971 100,602 75,445 27,093 339,111

E
W
M
A

=0.1 95,895 101,308 76,828 32,710 306,741

=0.2 136,281 144,394 78,078 39,104 397,857

=0.3 76,114 64,260 148,376 46,487 335,237

LSM 151,765 106,527 113,667 69,946 441,905

ANN 151,202 149,547 130,805 111,201 542,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