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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확한 단기 력수요 측은 력계통의 최  운   

력시장 가격 결정을 해 필수 이다. 연  최  력수요

가 발생하는 추석 연휴는 우리나라의 표 인 명  가운데 

하나로 1990년부터 공휴일 조정으로 음력 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추석 , 후일을 포함한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양력으로 9월 는 10월에 치한다[1]. 추

석 연휴 력수요 특성을 분석해 보면, 추석 연휴 일 야간

부터 추석 연휴 후일 까지 연휴특성 향을 가지기 때문에 

추석 연휴 , 후일 력수요 측 오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고 있어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 , 후일을 포함한 

5일의 력 수요 측이 필요하다. 단기 력수요 측을 

해 시계열법의 지수평활화법, 인공지능형기법의 신경회로

망기법, 회귀분석법과 퍼지이론을 합한 퍼지 선형회귀분석

법, 데이터 정제를 선행한 하이 리드법등 여러 기법에 한 

연구가 되고 있다[2,3,4]. 추석 연휴  , 후일 최 력과 

최소 력 수요 측은 추석 연휴  , 후일과 평일(화- )

의 력수요 차이를 이용한 퍼지 선형회귀분석법을 사용하

다. 추석 연휴  , 후일 력수요 측 시 퍼지 입력데

이터는 양력 9월 는 10월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

기 시기의 력수요 데이터로 추석 연휴  , 후일과 직

 평일(화- )의 력수요 변동성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일과 평일의 력수요 차이를 이용한 퍼지 선형회귀분

석법을 통한 력수요 측 시 오차를 크게 하는 요인으로 

력수요변화율 분석을 통해 퍼지 입력데이터로 력수요 

변동성이 비교  일정한 4월 순의 평일(화- ) 실 수요

와 추석 연휴  , 후일의 실 수요를 사용하 다[5,6].

본 논문에서는 추석 연휴 3일 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 , 

후일을 같이 고려하여 과거 추석 D-2일부터 D+2일의 력

수요에 한 정규화 분석을 통하여 추석 연휴  , 후일 

24시간 력수요 측을 한 정규화 패턴 측과 최 /최소 

력 측에 사용되는 퍼지 입력데이터 선별 기법을 제안하

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5개년에 한 추석 연휴  , 

후일 력수요 측 사례연구를 통하여 오차율 개선을 입증

하 다.

2. 추석 연휴  , 후일 력수요 측 알고리즘

추석 연휴의 최 /최소 력수요 측은 퍼지 선형회귀분

석 모델이 사용되며, 퍼지 선형회귀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7,8].

 ⊕⊗                    (1)

여기서,    는 퍼지 넘버이며, ⊕는 퍼지 합

이고, ⊗는 퍼지 곱이다.

퍼지선형회귀 모델 식 (1)에서    ,    는 

퍼지 넘버로서 회귀분석모델의 계수로 심 이고, 스

드는 이다. 변수 는  이며, 는  이며, 이때  

와 는 평균을 와 는 표 편차로 칭형 삼각 퍼지넘

버이다. 주어진 와   그리고 와 를 통하여    , 

   를 결정하고 주어진 를 통하여 를 측하게 

된다. 삼각 퍼지넘버의 곱셈에 한 모양 보존과 주어진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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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로    ,    를 구하는 과정은 선형계획법

으로 결정된다[9,10]. i는 과거 i년  동일 특수일(추석 연휴 

 , 후일)과 4월 순 평일(화- ) 4일의 데이터에 한 

표 이다. 추석 연휴  , 후일 측 시 과거 3개년 실

을 사용한다면 X1, X2, X3, Y1, Y2, Y3가 구성되고, 측년도 

측일은 X4, Y4로 구성된다. 퍼지 선형회귀분석법을 통한 

특수일 최 /최소 력 측 시 퍼지 입력데이터로 과거 3

개년 동일 요일 특수일의 실 수요와 각 년도 특수일의 직

 평일(화- ) 4일의 실 수요를 사용하 다. 즉, 직  평

일과 특수일의 부하차이(Load Difference)를 이용한 회귀분

석을 통해 최 /최소 력을 측하 다. 추석은 음력을 따

르기 때문에 양력 9월과 10월 데이터가 혼용되고 8월에서 

10월까지의 호우, 장마, 태풍, 기온 등의 요소와 환 기로 

력수요 변동이 일정하지 않아 직  평일과 특수일과의 상

계가 떨어지는 이유로 력수요변화율 분석을 통해 퍼지 

입력데이터로 력수요 변동성이 비교  일정한 4월 순의 

평일(화- ) 력수요를 사용으로 측의 정확성을 높 다. 

력수요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2)

여기서, i는 과거 i년  데이터를 의미하고, ∆ 는 추

석 최  력수요와 4월 순 평일(화- ) 4일 최  력수

요 평균값의 력수요변화율, 
 는 추석 최 력

수요, 
 는 4월 순 평일(화- ) 4일의 최 력수요 

평균값이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에 해당년 추석과 4월 순

(화- )과의 수요변화율을 살펴보면 0.3-0.4사이의 작은 변

동특성을 가져 퍼지 입력데이터로 과거 3개년 추석 연휴 실

수요 데이터와 각 년도 4월 순 평일(화- )의 데이터 

사용의 함을 별 하 다. 10개년에 한 력수요변화

율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4월 순(화- )과 

추석에 한 수요변화율

Fig. 1 Load Variation Rate for mid-April(Tuesday to Friday) 

and Chuseok 2001-2010

선형계획법을 바탕으로 풀면 퍼지 선형회귀분석 모델의 

계수    ,    가 계산되고 다음의 측 모형

이 구성된다[11].

 ⊕⊗               (3)

는 측 해당 년도의 4월 순의 평일(화- ) 4일의 최

값에 한 정규화된 평균값으로 알고 있는 값이며 와 

은 의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풀면 구해지므로 측 당

일의 정규화값가 계산된다. 따라서 실제 측 최 수요는 

다음과 같다.

측일 최  력수요 = 

측된 측 당일 정규화 값() × 측년도 4월 순 평일

(화- ) 4일간 최 력의 최 값                      (4)

측일 최  력수요도 최  력수요 측과 같은 방법

으로 측된다.

2.1 추석 연휴  , 후일 력수요 측 문제  분석 

 개선방안 제시

선행 연구에서 퍼지 선형회귀분석법으로 추석 연휴 최 /

최소 력수요를 측할 때 과거 동일요일 2개년의 추석 연

휴와 4월 순 평일(화- ) 데이터를 이용하 다[12]. 추석 

연휴는 1990년부터 3일 연휴가 되었으므로 1990년부터 추석 

연휴 력수요 측 데이터로 사용 가능하다. 를 들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추석 연휴 최 /최소 력수

요 측 시 과거 동일요일의 2개년 퍼지 입력데이터를 검색

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측 날짜
추석 연휴 최 /최소 력수요 측 시 

사용되는 퍼지 입력데이터

2010년 9월 21일(화)

 - 23일(목)

1990년  10월 2일(화) - 4일(목)

+ 4월 순 평일(화- )

2009년  10월 2일( ) 

- 4일(일)

2002년 9월 20일( ) - 22일(일) 

+ 4월 순 평일(화- ),

1995년  9월 8일( ) - 10일(일)

+ 4월 순 평일(화- )

2008년 9월 13일(토) 

- 15일(월)

2005년 9월 17일(토) - 19일(월)

+ 4월 순 평일(화- ),

1991년 9월 21일(토) - 23일(월)

+ 4월 순 평일(화- )

2007년 9월 24일(월) 

- 26일(수)

2004년 9월 27일(월) - 29일(수)

+ 4월 순 평일(화- ),

2000년 9월 11일(월) - 13일(수)

+  4월 순 평일(화- )

2006년  10월 5일(목) 

- 7일(토)

1999년 9월 23일(목) - 25일(토)

+ 4월 순 평일(화- ),

1996년 9월 26일(목) - 28일(토)

+ 4월 순 평일(화- )

표  1 선행 연구의 추석 연휴 최 /최소 력수요 측 

시 사용되는 퍼지 입력데이터

Table 1 Input data for Load forecasting of Chuseok Holiday 

in the form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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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추석 연휴 력수요 측을 해 1990년부터 동일

요일 추석 연휴 과거 데이터를 검색하면 1개년의 데이터 밖

에 없어 추석 측 모형 구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동일요일

의 패턴을 검색할 경우 10년 이상의 오래된 정보로 추석 

측 모형의 정확도가 크게 훼손된다. 한 선행 연구에서는 

추석 연휴의 , 후일에 한 연구가 없어 추석 연휴 , 후

일에 한 력수요 측 오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

이다. 추석 연휴의 , 후일은 추석 연휴의 향 때문에 추

석 D-2일 야간부터 추석 D+2일까지 추석 연휴 특징을 나타

낸다. 기존의 추석 D-2일, D+2일의 한 측방법에 따르면 

D-2일, D+2일이 평일인 경우에는 평일(월- ) 수요 측에 

사용되는 지수평활화법을 사용하 는데 사례 연구 결과에서 

보면 오차율이 크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데이터

에 가 치를 높여 사용하는 지수평활화법 사용 시 D+2일의 

경우는 D-1일부터 D+1일 데이터는 추석 연휴로 사용하지 

못하여 최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더욱 오차가 크

게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추석 D-2일, D+2일이 주

말(토, 일)일 경우는 퍼지 선형회귀분석법을 통해 력수요

를 측 하게 되며 퍼지 입력데이터로 측일 직  3주 동

일요일 데이터를 사용하여 최 /최소를 측해 왔는데 이 

한 직  3주와는 패턴이 틀려 력수요 측 시 오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과거 추석 연휴의 력수요 

패턴을 분석하여 최근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력수요 측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추석 연휴 력수요 측 오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

다. 과거 추석 연휴의 패턴 분석은 추석 연휴 력수요에 

한 정규화를 통하여 분석하 다. 정규화 수식은 다음과 

같다.

  

 
             (5)

여기서, 는 추석 연휴의 각 날들의 24시간 정규화값이고 

 ,  , 는 추석 연휴 해당일에 한 력수요 

데이터의 최 수요값, 최소수요값, 시간당 수요값을 나타낸다.

2009년 추석 연휴의 력수요에 해 식(5)를 이용하여 

정규화하고 그림 2에 제시하 다. 기존의 추석 연휴의 력

수요 측기법은 과거의 동일 요일 2개년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그림 2에 제시된 것처럼 1995년과 2002년이 동일 요일 

유형이며 력수요의 정규화 패턴이 매우 상이하여 추석 연

휴의 력수요 측 모형으로 이용했을 경우 정확도가 떨어

지는 문제 이 발견되었다.

그림  2 2009년 추석 연휴 패턴 분석

Fig. 2 The analysis of Load Pattern for Chuseok Holiday in 2009

한 입력자료 선정 문제를 해결하기 해 과거 추석 

연휴 력수요 특성 분석을 통하여 추석 연휴 력수요 

측에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과거 추석 연휴 3일은 요

일에 상 없이 추석만의 패턴이 있음을 추석 연휴의 력수

요를 분석하여 확인하 다. 추석은 9월과 10월  치하는 

특성과 추석 연휴의 기온 등에 의하여 약간의 차이는 있지

만 최근 과거 3개년 추석 연휴의 력수요를 정규화하고 평

균을 취해 추석 연휴 력수요의 정규화 모형의 측의 정

확도를 개선하 다. 추석 연휴 측 시 직  과거 3개년의 

력수요에 해 정규화 평균을 하여 추석 연휴의 력수요 

정규화 모형을 구성한다. 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6)

여기서, 는 측일의 24시간의 력수요 정규화값이고 

 ,  , 는 측일  각각의 검색된 데이터들

의 최 수요값, 최소수요값, 시간당 수요값을 나타낸다.

선행 연구된 사례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2006년부터 2010

년까지 5개년 추석 연휴 , 후일 력수요 측 결과의 24

시간 평균 오차가 크게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

기 해 과거 추석 연휴 , 후일에 한 력수요 정규화 

패턴을 분석하여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 , 후일

에 한 력수요 측 방법을 제안한다.

추석 D-2일, D+2일은 추석 연휴와는 달리 완 한 공휴일

은 아닌 추석 연휴에 의한 향성 때문에 평소 같은 요일의 

력수요와는 차이가 있어 추석 연휴 , 후일도 추석 연휴

와 같은 특수일처럼 고려를 하여 측하지만 추석 연휴와는 

다르게 추석 연휴 , 후일은 요일에 한 향성이 있는 차

이가 있다. 추석 연휴 일 는 후일이 평일(월- ), 토요

일, 일요일인 때로 나 어 각각의 정규화 패턴 측 시 필요

한 데이터 선정법을 제시하여 력수요 정규화 패턴 측을 

개선한다.

개선 방안은 추석 D-2일 는 D+2일이 평일(월- )  

치하면 측년  과거년도에서 추석 D-2일, D+2일이 평일

(월- )에 포함되는 3개년을 선정하여 정규화 평균을 통하

여 추석 연휴 , 후일에 한 패턴을 측한다. 추석 D-2

일, D+2일이 토요일 는 일요일인 경우 과거 동일 요일의 

3개년 데이터를 검색하면 데이터 부족과 오래된 과거 데이

터 사용으로 인한 정규화 패턴 측 모형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 추석 D-2일, D+2일이 일요일인 경우는 측일  과

거 동일요일 3주의 데이터로 패턴을 측해도 같은 휴일로 

유사한 특성을 나타남을 확인하여 정규화 패턴 측의 정확

성을 높이고 데이터 부족에 한 문제를 해결하 다. 하지

만 추석 D-2일, D+2일이 토요일인 경우는 측년  과거 

동일 토요일 2개년의 정규화 평균을 통하여 패턴을 측한

다. 추석 D-2일, D+2일이 토요일인 경우는 측일  과거 

동일요일 3주의 데이터와 패턴이 틀려 측에 사용되지 못

하여 과거 오래된 데이터 사용으로 정규화 패턴 측 모형

에 오차가 크게 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추석 연휴 3일은 요일에 상 없이 추석만의 패턴이 있음

을 추석 연휴의 력수요를 분석하여 확인하 다. 추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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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의 최 /최소 력수요 측 시 요일에 상 없이 측년 

직  3개년 각 년도의 추석연휴 실 수요와 각 년도 4월 

순에 평일(화- ) 4일의 실 수요를 퍼지 입력데이터로 사

용한다. 추석의 D-2일, D+2일은 요일에 의한 향을 받기 

때문에 평일(월- ), 토요일, 일요일로 나 어 추석 , 후일

의 퍼지 입력데이터를 선정한다.

추석 연휴가 평일(월- )  치하면 측년  과거년도

에서 추석 D-2일이 평일(월- )에 포함되는 3개년을 선정하

여 각 년도의 추석 D-2일 데이터와 각 년도 4월 순에 평

일(화- ) 4일의 실 수요를 퍼지 입력데이터로 사용한다. 

추석 D-2일, D+2일이 토요일 는 일요일인 경우는 과거 

데이터가 많지 않으므로 기존의 방법과 같이 측년  동

일 요일의 과거 2개년을 선정하여 각 년도의 추석 D-2일 

데이터와 각 년도 4월 순에 평일(화- ) 4일의 실 수요

를 퍼지 입력데이터로 사용한다. 그다음 Mixed Linear 

Programming 문제로 변형하여 최 화 모델링을 하여 수치

해석 Tool인 IMSL의 LP(Linear Programming)으로 연산하

여 풀어 퍼지 선형회귀분석 모델의 계수가 계산되고 식(4)

을 통하여 최 /최소 력수요를 측한다. 최종 측은 식

(7)과 같이 표 되며, 이를 통하여 24시간 력수요를 측

하게 된다.

    ×             (7)

여기서, 는 측일의 시간당 수요값이며, 는 측

일의 최 값, 는 측일의 최소값이고, 는 24시간 

정규화 값이다.

3. 추석 연휴  , 후일 력수요 측 사례연구

제안한 방법을 통해 2009년 추석 연휴  , 후일에 

한 24시간 정규화 패턴 측 시 사용된 데이터를 검색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측일
제안된 방법을 통한 측 시 

사용된 데이터

2009년 10월 

1일(목) 추석(D-2)

2008년 9월 12일( ), 2005년 9월 

16일( ), 2003년  9월  9일(화)

2009년 10월 

2일( ) 추석(D-1)

2008년 9월 13일(토), 2007년 9월 

24일(월), 2006년 10월  5일(목)

2009년 10월 

3일(토) 추석(D)

2008년 9월 14일(일), 2007년 9월 

25일(화), 2006년 10월  6일( )

2009년 10월 

4일(일) 추석(D+1)

2008년 9월 15일(월), 2007년 9월 

26일(수), 2006년 10월  7일(토)

2009년 10월 

5일(월) 추석(D+2)

2008년 9월 16일(화), 2007년 9월 

27일(목), 2005년  9월 20일(화)

표   2  제안된 방법을 통한 2009년 추석 연휴  , 후일

에 한 24시간 정규화 패턴 측 데이터

Table 2 The Forecasting Data on Normalized Electric Load 

Pattern as suggested for the day before and after 

Chuseok Holiday in 2009

2009년 추석 연휴  , 후일에 한 각 측일의 과거 

3개년의 측 데이터를 사용하여 24시간 정규화 패턴을 

측하면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제안한 기법의 2009년 추석 연휴  , 후일 력

수요 정규화 패턴 측

Fig. 3 The forecasting of the normalized electrical Load 

pattern for the day before and after Chuseok Holiday 

in 2009

제안한 추석 연휴  , 후일에 한 24시간 정규화 패

턴 측 방법으로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 , 후일

을 고려하여 2009년 10월 1일(목)부터 10월 5일(월) 5일 각 

측일의 24시간 정규화 모형을 측하여 기존의 방법보다 

제안한 방법의 추석 연휴  , 후일 정규화 패턴 측이 

우수함을 그림 3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체 으로 추석 D-2일에 한 최소 력수요 측 오차

는 우수 하 지만 2010년 추석 D-2의 경우 유난히 최소 

력수요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다. 8월 말부터 

10월 까지 최소 력수요의 변동이 거의 없는 특성을 통

해 추석 D-2일의 최소 력 측은 측일  3주의 동일 

요일의 최소 력 수요의 평균을 통해 측일의 최소수요를 

측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추석 D-2일의 최소 력 

측 사례로 검증하여 추석 D-2일의 최소 수요 측에 오차

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를 개선하 다. 다음 표는 2001년부

터 2010년까지 10개년에 한 추석 D-2일의 력수요 측 

결과이다.

측일
2010

9월20일 

2009

10월1일

2008

9월12일

2007

9월23일

2006

10월4일

실제 최소 력 40486 40420 39509 34233 33120

측 최소 력 40230 40821 39278 35596 35799

최소 력

오차 (%)
0.632 0.992 0.585 3.981 8.089

측일
2005

9월16일

2004

9월26일

2003

9월9일

2002

9월19일

2001

9월29일

실제 최소 력 33747 28481 30281 28997 26474

측 최소 력 34309 30382 30052 29287 27060

최소 력

오차 (%)
1.664 6.673 0.755 1.001 2.213

표   3 추석 D-2일 최소 력 수요 측 개선을 한 10개

년 사례연구

Table 3 Case sudies of minimum Load forecasting for the 

day before Chuseok Holiday in the past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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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에 한 추석 D-2일 최소 

력 평균 오차율은 2.659%로 우수하 고, 특히 특정년도에

서 오차가 크게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 다.

선행 연구[6]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에 한 추

석 연휴  , 후일에 한 력수요 측 결과와 제안한 

알고리즘을 통한 5개년의 추석 연휴  , 후일에 한 

력수요 측 결과는 다음 표 4, 5와 같다.

년도 요일 추석 연휴
최 수요

오차(%)

최소수요

오차(%)

24시간

평균오차(%)

2010

9월 20일(월) 추석(D-2) 0.3 1.8 2.3

9월 21일(화) 추석(D-1) 2.6 3.2 3.0

9월 22일(수) 추석(D) 8.6 3.2 3.9

9월 23일(목) 추석(D+1) 11.1 1.7 6.3

9월 24일( ) 추석(D+2) 34.1 32.7 33.5

2009

10월 1일(목) 추석(D-2) 8.0 1.4 7.2

10월 2일( ) 추석(D-1) 4.3 3.5 2.8

10월 3일(토) 추석(D) 1.4 1.2 2.7

10월 4일(일) 추석(D+1) 2.7 1.4 2.8

10월 5일(월) 추석(D+2) 19.3 17.3 21.1

2008

9월 12일( ) 추석(D-2) 7.2 1.8 7.3

9월 13일(토) 추석(D-1) 7.3 7.2 7.7

9월 14일(일) 추석(D) 3.0 4.4 5.9

9월 15일(월) 추석(D+1) 6.4 4.6 6.6

9월 16일(화) 추석(D+2) 11.7 29.3 16.6

2007

9월 23일(일) 추석(D-2) 10.5 4.4 8.5

9월 24일(월) 추석(D-1) 2.6 4.9 4.5

9월 25일(화) 추석(D) 4.9 5.8 6.6

9월 26일(수) 추석(D+1) 5.1 4.1 6.2

9월 27일(목) 추석(D+2) 15.7 35.5 22.2

2006

10월 4일(수) 추석(D-2) 19.9 8.4 15.5

10월 5일(목) 추석(D-1) 8.3 1.1 6.8

10월 6일( ) 추석(D) 1.0 0.7 3.5

10월 7일(토) 추석(D+1) 0.4 2.2 3.6

10월 8일(일) 추석(D+2) 9.0 24.8 17.6

체

평균
8.2 8.3 9.0

표  4 선행 연구된 알고리즘을 용한 추석 연휴  , 

후일 력수요 측 오차율[6]

Table 4 Error of Load Forecasting for the day before and 

after Chuseok Holiday based on the Former 

Research[6]

특히 추석 연휴 , 후일에 한 력수요 측 오차만을 

보면 5개년 24시간 평균오차의 체 평균이 9.90% 개선되는 

우수함을 보 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추석 연휴  , 후일 

24시간 측을 한 정규화 시 측에 필요한 데이터 선별 

기법과 최 /최소 력수요 측을 한 퍼지 입력데이터 

선별 기법으로 우수한 최근 데이터 사용과 선행 연구되지 

않아 력수요 측 오차가 크게 발생했던 추석 연휴 , 후

년도 요일 추석 연휴
최 수요

오차(%)

최소수요

오차(%)

24시간

평균오차(%)

2010

9월 20일(월) 추석(D-2) 0.9 0.6 1.5

9월 21일(화) 추석(D-1) 2.3 1.2 2.6

9월 22일(수) 추석(D) 3.9 0.2 1.6

9월 23일(목) 추석(D+1) 6.4 0.3 3.4

9월 24일( ) 추석(D+2) 15.7 2.5 11.2

2009

10월 1일(목) 추석(D-2) 0.8 1.0 1.1

10월 2일( ) 추석(D-1) 5.8 4.7 4.2

10월 3일(토) 추석(D) 2.0 2.0 2.0

10월 4일(일) 추석(D+1) 0.8 2.7 1.8

10월 5일(월) 추석(D+2) 7.5 1.6 6.1

2008

9월 12일( ) 추석(D-2) 5.2 0.6 0.5

9월 13일(토) 추석(D-1) 6.9 3.3 5.4

9월 14일(일) 추석(D) 3.0 0.3 3.3

9월 15일(월) 추석(D+1) 6.0 0.1 4.6

9월 16일(화) 추석(D+2) 5.0 1.4 4.5

2007

9월 23일(일) 추석(D-2) 2.7 3.3 1.4

9월 24일(월) 추석(D-1) 2.7 4.6 3.9

9월 25일(화) 추석(D) 4.9 5.3 6.5

9월 26일(수) 추석(D+1) 5.3 4.5 6.4

9월 27일(목) 추석(D+2) 11.1 4.2 10.0

2006

10월 4일(수) 추석(D-2) 19.6 8.1 13.0

10월 5일(목) 추석(D-1) 8.3 1.2 5.4

10월 6일( ) 추석(D) 1.0 0.6 2.2

10월 7일(토) 추석(D+1) 0.9 1.4 2.7

10월 8일(일) 추석(D+2) 7.5 3.1 3.5

체

평균
5.2 2.4 4.4

표  5 제안한 알고리즘을 용한 추석 연휴  , 후일 

력수요 측 오차율

Table 5 Error of Load Forecasting as suggested for the day 

before and after Chuseok Holiday

일에 한 알고리즘 반 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에 한 선행 연구된 알고리즘을 통한 추석 연휴  , 후

일 력수요 측 보다 24시간 평균 오차의 체 평균이 

4.6% 개선됨을 확인 하 다. 2006년 10월 4일 수요일은 개

천 의 D+1일이며 동시에 추석의 D-2일로 보통의 추석 

D-2일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 오차율이 높게 나온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3. 결  론

과거 추석 연휴와 , 후일에 한 력수요 정규화 분석

을 통하여 24시간 력수요 측을 한 정규화 패턴 입력 

자료 선정 방법과 최 /최소 력수요 측 입력 자료 선정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선행 연구된 추석 

연휴 력수요 측 입력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측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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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에 어려움을 해결하고 추석 연휴 , 후일의 력수요 

측 방법을 추가 제안하여 추석 연휴 , 후일 오차가 크게 

발생하던 문제 을 해결하 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

년 추석 연휴  , 후일 력수요 측 시뮬 이션 사례연

구를 통하여 선행 연구보다 5개년 24시간 평균 오차의 체 

평균을 4.6% 개선하여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검증하 다. 추

석 연휴  , 후일에 한 온도 특성 등을 고려한 알고리

즘이 추가 용된다면 력수요 측 오차가 더 개선될 것

으로 기 된다.

감사의 

본 연구는 한국 력거래소 과제 단기 력수요 

측 기법  용방안에 한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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