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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발전소 관리의 단기 전력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우스 커널 함수 네트워크 (GKFNs)의 심층 구조를 이용하여 일일 최대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 된 GKFN의 깊이 구조는 표준 GKFN에 비해 예측 정

확도를 향상시킨다. 한국의 일일 최대 전력 수요를 예측하기위한 시뮬레이션은 제안 된 예측 모델이 GKFN 

모델, k-NN 및 SVR과 같은 다른 예측 모델에 비해 예측 성능에 이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GKFN의 제안 

된 심층 구조는 시계열 예측 및 회귀 문제의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

키워드: 가우스 커널 함수 네트워크(GKFNs),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수요 분석(Dem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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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발전소를 관리할 때 필요한 전력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하거나 

적게 생산하면 잔여 전력을 폐기하거나 정전 또는 비상 전원 공급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익일 최대 전력 수요 

예측과 같은 단기 전력 수요의 정확한 예측은 전력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1,2]. 전력 수요 데이터

는 계절적 추세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불규칙하고 동적인 시간 계열로 

취급될 수 있으며, 단기적 부하예측의 경우 최대 1일, 중기적 부하 

예측의 경우 1일~1년, 장기적 부하 예측은 1~10년의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익일의 최대 전력 수요를 

예측 즉, 단기 부하 예측을 하며, 동적 오버헤드를 줄이고 네트워크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적 싱크 재배치와 클러스터 편성을 함께 

고려한다.

II. Preliminaries

일반적으로 단기 부하 예측 방법은 통계 기법, 인공지능(AI) 기법, 

지식 기반 전문가 시스템, 하이브리드 기법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통계 기법의 경우 회귀 모델이나 자기 회귀(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모델과 같은 확률적 시계열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III. The Proposed Scheme

발전소 관리에 있어 단기적인 전력 수요의 정확한 예측은 전력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우스 커널 함수 네트워크(GKFNs)의 

심층 구조를 사용하여 일일 최대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예측 모델의 경우, 전체 시계열 데이터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각 부분은 GKFN을 사용해 학습한다.

Fig. 1. 가우시안 커널 함수 네트워크의 깊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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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습된 GKFN을 GKFN의 심층 구조를 사용해 결합하여 

예측 모델의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화한다. 결론적으로 제안 기법의 

GKFN 심층 구조는 표준 GKFN에 비해 예측 정확도가 향상되며, 

제안 기법의 GKFN 심층 구조는 시계열 예측이나 회귀 문제의 다양한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환경 특성을 사용하지 않고 최대 전력 수요 데이터만

을 사용하여 다음날 최대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다. 가우시안 커널 함수를 가진 네트워크(Gaussian Kernel Function 

Networks, GKFN)는 다양한 함수 근사 문제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선택하였으며, 일일 최대 전력 수요의 예측을 위한 

입력 구조는 일일 최대 전력 수요 데이터의 위상 공간 분석을 이용해 

찾는다. 그 후 예측 모델의 분산을 줄이기 위해 GKFN의 심층구조를 

분석하며, 결과적으로 제안된 모델은 다른 예측 모델과 비교했을 

때 정확한 예측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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