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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Electric Power Load Forecasting Model based on IT2TSK F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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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most cases, the use of electric power is associated with the economic scale of a nation closely. Thus, the 

electric power load forecasting plays an important role for the national economic plan. This paper deals with the design 

method for the electric power load forecasting system. In this paper, RCR-MA data processing, which can make the complex 

properties of the original data form simple, is proposed. Next, IT2TSK FLS, which can reflect the uncertainty of data more 

than T1TSK FLS, is applied. Consequently, the structural advantage of the proposed system can improve the forecasting 

accuracy, and is verified by using two types of electric pow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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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력 부하 데이터는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중 하나이다. 따라서 전력부하의 추세나 크기와 같은 요소들

을 분석하게 되면 그 국가의 경제 규모와 발전상태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전력 데이터의 분석은 국가의 균형발전 

등과 같이 경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1]. 하지만 이러한 전력부하 데이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다. 전력 부하 데이터는 한 국가의 경제 규모와 당

연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전력부하의 변동은 국가의 인

구 밀도, 경제 성장률, GNP 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기후 특색에

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2, 3]. 따라서 전력부하

의 변화를 예측 한다는 것은 앞서 언급된 다양한 변수들이 내포

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이러한 변수들로 인해 전력 데이터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설

계하기 위해선 많은 제약점들이 따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력부하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하는 방법으

로는 크게 수학적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과 지능형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수학적 모형으로는 ARMA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Model)이나 ARIMA (Box-Jenkins Model)와 같

은 방법을 들 수 있으며, 지능형 모델에는 인공신경망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퍼지논리시스템(FLS: Fuzzy Logic 

System), SVM (Support Vector Machines)과 같은 모델들을 들 

수 있다[4-7]. 우리 또한 TSK FLS(TSK Fuzzy Logic System)

을 적용한 예측 시스템의 구현 방법을 다루어 왔으며 시계열 예

측 분야에서 좋은 결과들을 얻어왔다[8, 9]. 물론 TSK FLS 뿐만 

아니라 ANN, SVM 등과 같은 지능형 모델들도 전력 예측 분야

에서 그 성능들을 입증 받아 왔다.

하지만 T1FSL (Type-1 Fuzzy Logic System)만으로 데이터

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완전히 기술할 수 없음이 증명되면서, 퍼

지 모델에 대한 연구는 퍼지 속에 퍼지라는 개념의 T2FLS 

(Type-2 Fuzzy Logic System)까지 확장되었으며, T2FLS의 두 

번째 소속함수(Secondary Membership Function)의 표현에서 오

는 어려움을 단순화한 IT2FLS (Interval Type-2 Fuzzy Logic 

System)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 중이다[10-12]. 

본 논문에서는 전력데이터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보다 명확히 

기술할 수 있으며, 결론부의 선형 회귀모형의 장점을 포함하고 

있는 IT2TSK FLS(Interval Type-2 TSK Fuzzy Logic System)

를 이용한 전력 부하 예측시스템의 설계 법을 다룬다. 먼저, 시스

템의 설계를 위해 사용되는 전력 부하 데이터를 데이터 전처리과

정을 통해 RCR-MA형(Relatively Changing Rate-Moving 

Average) 데이터로 가공하여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이면의 특성

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스템의 규칙기반에 대

한 편중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IT2TSK 

FLS의 규칙기반 형성을 위한 퍼지 분할에는 교차 상관성 기반 

IT2 퍼지분할을 사용하여 생성된 규칙들 상호간의 적합성이 높음

과 동시에 결론부의 모수추정의 부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설계와 검증을 위해 호주

의 분기별 전력 생산량 데이터와 대만의 서부지역 전력 부

하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Matlab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설

계하고 예측을 수행하여 본 논문에 제시된 예측시스템의 설

계 방법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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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된 시스템의 구조

그림 1은 제안된 시스템의 설계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1 제안된 퍼지 시스템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the proposed fuzzy system

그림 1에서처럼, 제안된 시스템은 크게 데이터 전처리기, 

IT2TSK 퍼지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후처리기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의 전처리기는 IT2TSK 퍼지 시스템이 데이터에 내재된 추

세와 같은 속성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범위가 

설계된 규칙기반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전력 데이

터를 RCR-MA형 데이터로 가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IT2TSK 퍼지 시스템에서는, 생성된 퍼지 규칙이 데

이터의 이면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잘 기술할 수 있도록 교차상관

성 기반 IT2 퍼지 집합을 생성한다. 그런 다음 생성된 퍼지 집합

을 기준으로 훈련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위한 퍼지 규칙을 

생성하게 되고, 또한 생성된 퍼지 규칙기반을 만족하는 입력 데

이터들로부터 시스템의 출력을 위한 TSK FLS의 모수를 추청하

게 된다. 마지막으로, 추론 엔진에서는 가공된 입력데이터를 표현

할 수 있는 규칙과 상응하는 모수로부터 국부 출력을 얻고, 차원 

감축을 통해 원하는 출력을 얻도록 한다.

후처리기에서는 퍼지 시스템에서의 출력을 원형의 전력 데이

터로 역변환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주어진 전력부하 데이터들은 

시스템 설계를 위한 훈련 데이터와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한 

검증데이터로 분할되어 사용된다.

3. 데이터의 전처리

데이터의 전처리는 원형의 전력데이터를 RCR-MA데이터로 가

공함으로써 데이터 이면에 내재된 특성들이 시스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증가 추세나 감소 추세로 인한 

데이터의 편중현상을 완화하여 시스템의 규칙기반의 적합성을 높

이고 이를 통해 시스템의 예측 성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위

해 수행된다.  

본 논문에 사용되는 RCR-MA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생

성되어 진다. 만약 개의 관측된 훈련용 전력데이터   ⋯ 

이 주어진다면, 논문에 사용된 MA(Moving Average)데이터의 

번째 표현식은 다음과 같다. 

 

 ⋯  



 



     ⋯         (1)

여기서 는 원형 전력데이터의 번째 이동 평균 데이터 값이 

된다.

다음의 과정은 생성된 MA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이웃하는 데이

터 상호간의 상대적 변화율을 측정하여 전력데이터를 RCR-MA

데이터로 변환하게 된다.

식 (2)는 1차 가공된 MA데이터가 RCR-MA데이터로 변

환되는 과정을 표현한다.

 

 

 






 









 

  

  



 




    ⋯  (2)

여기서 는 번째 MA데이터와 번째 MA데이터 사이의 상대 

변화율을 나타내며, 결국 번째 RCR-MA데이터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생성된 모든 RCR-MA데이터는 -1에서 1 사이의 값으

로 분포되며, 이후 예측을 위한 데이터 또한 같은 연산과정을 통

해 시스템에 입력되므로 시스템의 규칙기반이 표현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 할 수 있다.

4. IT2TSK 퍼지 예측 시스템

데이터 전처리과정을 거친 RCR-MA데이터는 제안된 시

스템의 입력으로써, 시스템의 학습과 모수 추정을 위한 정

보로 사용된다. 먼저, 일반적인 T1TSK FLS의 번째 규칙기반은 

식 (3)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and    and⋯and   
     ⋯

          (3)

식 (3)에서 보이듯 TSK FLS의 규칙은 조건부의 언어적 규칙

표현과 결론부의 수학적 모형의 이점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구

조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논문에 사용된 IT2TSK FLS

의 번째 규칙은 식 (3)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형하여 표현하

게 된다.

   
 

 and    and⋯ and   
   

 







 
    

  
 

  
 

 

     (4)

여기서 는 IT2 퍼지집합을 의미하며, 
은 규칙의 후건부의 추



기학회논문지 64권 7호 2015년 7월

1090

그림 2 3차원 입력공간의 IT2 퍼지분할

Fig. 2 IT2 fuzzy partitioning for 3D input space

정되어야 할 파라미터를 의미한다. 또한, 
은 

의 중심(평균)을 

의미하며, 
은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모수들의 폭을 의미한다.

식 (4)의 IT2TSK FLS의 번째 규칙은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한 조건부의 IT2 퍼지집합의 사용과, 이 

IT2 퍼지집합의 추론으로부터 유도되는 결론부의 이 인터벌 

집합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번째 퍼지 규칙의 국

부출력 을 얻기 위해선 IT2 퍼지 집합의 상위 소속함수

(UMF: Upper Membership Function)와 하위 소속함수(LMF: 

Lower Membership Function)로부터 유도되는 점화집합(Firing 

Set)을 얻어야 추론이 가능하다[11, 12]. 아래의 식들은 IT2TSK 

FLS의 각 규칙의 점화집합을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d  

  d   d                              (5)


  d 


 
  ⋆


 
  ⋆⋯⋆



               (6)

  d     ⋆    ⋆⋯⋆               (7)

  

여기서 

는 하위 소속함수에 대한 점화강도(Firing Strength)를 

의미하고 는 상위 소속함수에 대한 점화강도를 의미하며, 는 

점화강도로 표현되는 IT2TSK FLS의 번째 규칙의 출력을 위한 

점화집합이 된다. 그리고 ⋆는 퍼지논리연산의 T-norm 연산자로 

minimum 연산자를 적용하였다.

또한, IT2TSK 퍼지 예측 시스템은 식(4)와 같이 조건부의 언

어적 규칙 표현을 위한 입력공간의 퍼지 분할과 결론부의 국부 

출력을 얻기 위한 모수 추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먼저 1차원

으로 주어지는 RCR-MA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입출력 데

이터 쌍으로 변환된다.

                         (8)

 

여기서,   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국부 출력 값으로 TSK 퍼

지규칙의 결론부에 있는 모수 추정을 위해 사용되고  ~  까

지 3개의 데이터가 시스템의 입력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1 입력공간의 퍼지분할

본 논문에서는 생성되는 규칙 상호간의 적합성을 높이며, 

각 차원의 입력 데이터 속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교차 상관성 기반 IT2 퍼지분할을 사용하였으며, 

그림 2는 제안된 방법의 개념도 나타낸다.

그림 2는, 먼저 첫 번째 입력 집합이     라면, 두 번째 

입력 집합은     가 되고, 이렇게 표현된 모든 입력 집합들

에 대하여 군집의 중심과의 교차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2개의 

군집에 입력 집합들을 분류하고, IT2 퍼지 분할은 생성되어진 입

력집합들의 각 차원별로 수행함으로써 각 차원의 입력 데이터들

이 포함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시스템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식 (4)에서 알 수 있듯, 하나의 입력 데이터 집합이 하나

의 규칙을 표현하게 되므로 교차상관성 기반 군집화 과정은 규칙

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군집화 과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IT2 퍼지분할은 규칙의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입력, 그리

고 세 번째 입력에 위치하는 데이터들의 소속정도에 의해 각 규

칙의 점화 강도가 결정되므로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 

입력 공간을 각 차원별로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군집화 기법의 구조적 이점을 이용하여 적

은 규칙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측을 실현하기 위해 IT2 퍼지 

분할 수를 차원별로 2개로 정의 하였으며, 전체 군집의 수도 2개

로 정의 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2의 개념적 접근을 토대로 교차 상관성 기반 군집화 과

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먼저 임의의 군집 중심 

 
  

  
    로 주어지면 초기 군집의 중심 

와 입력 데이터 집합과의 교차상관성을 분석하여 상관성이 높은 

중심의 군집으로 입력데이터집합을 분류해 나간다.

 









   
 







 
  


 



   
 

  

           (9)

여기서, 는 번째 군집 중심과 입력 데이터 집합의 교차상관성

을 의미하고, 는 분류되기 위한 입력데이터 집합의 평균을 의

미한다. 또한 는 번째 군집 중심의 평균을 의미한다.

같은 방법으로 개의 모든 입력데이터 집합에 대한 군집화 

과정이 끝나면, 각 군집의 중심은 다음처럼 갱신과정을 거친다.





  




                           (10)

여기서 는 번째 군집에 분류된 입력 데이터 집합의 수를 의

미하고, 
 는 번째 군집에 분류된 모든 입력 데이터 집합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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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진 군집의 중심은 다음의 종료 조건이 만족 될 때까

지 반복 수행된다.




≤                    (11)

여기서 는 갱신전의 군집 중심을 의미하고, 는 갱

신후의 군집 중심을 의미한다. 

교차 상관성 기반 군집화 과정을 통해 찾아진 각 군집의 

중심 값을 이용하여, 입력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FOU(footprint of uncertainty)는 각 차원별로 식 (12)와 

같이 구간 내의 데이터 상호간의 표준 편차로 정의 된다.

  





 



    
    

       (12)

여기서 는 각 차원별로 군집 중심 값 사이에 분포된 데이터의 

수를 나타내며, 는 입력 데이터의 차원을 의미한다. 또한, 

  
 는 번째 차원의 번째 데이터를 의미하고  는 

번째 차원의 입력데이터들 중 군집 중심 값들 사이에 위치한 데

이터의 평균을 의미한다. 

이렇게 모든 차원에 대한 FOU를 찾게 되면 그림 2에 나

타난 IT2 퍼지 집합에 대한 각 입력 데이터들의 소속 정도

는 식 (13)과 같이 정의된다. 

if   ∈  and    ≤ 



      



      

   ∈  and    ≥ 



      



      

  
     




     

  
   

    
   



     

  
   

    
   


     

    


 
     



     

    


 
     

     (13)

여기서 
    는   번째 데이터가 IT2 퍼지집합 을 만족

하는 상위 소속함수 값을 의미하고,  
    는   번째 데이

터가 IT2 퍼지집합 를 만족하는 상위 소속함수 값을 의미한

다. 또한, 

 로 표현된 소속함수는 하위 소속함수 값을 의미한다.

4.2 퍼지 규칙 기반과 모수 추정

제안된 퍼지 예측 시스템은 3개의 입력을 받아 독립된 3쌍의 

IT2 퍼지 집합을 이용하여 규칙기반을 생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앞서 설명하였듯이 최소의 규칙을 이용하여 효율적 

예측을 수행하기 위해 입력데이터 각 차원별로 2개의 IT2 퍼지

집합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제안된 시스템의 규칙기반은 다음과 

같이 8개의 IT2 퍼지규칙으로 구성되어 진다. 

   

 and      and     

   

 and      and     

   

 and      and     

   

 and      and     

              

     

 and      and     

   

 and      and     

   

 and      and     

   

 and      and     

         (14)

여기서 
 는 번째 입력 데이터 차원에 있는 IT2 퍼지집

합 중 번째 퍼지 집합을 의미한다. 

식 (14)의 8개의 규칙은 시스템의 운용 규칙이고 개의 

모든 입력 데이터 집합은 이 8개의 규칙들 중 어느 하나의 규칙

을 만족하게 되므로 하나의 규칙을 만족하는 입력데이터 집합은 

다수일 수 있으며, 규칙기반 결론부의 모수들은 그 규칙을 만족

한 모든 입력 데이터 집합으로 유도된다.

하지만, IT2TSK FLS의 각 규칙의 결론부는 데이터의 불확실

성을 반영하는 모수들의 폭 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수 추

정이 쉽지 않으며, 결국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를 0으로 간주하

여 T1TSK 퍼지 규칙의 결론부와 같은 모습으로 사상시켜 모수

를 추정한 후 다른 방법을 통해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표현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모수들이 최소자승법(LSM: Least Squared 

Method)으로 쉽게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만약 번째 퍼지 규칙을 만족하는 입력 집합이 개라면 번

째 퍼지규칙의 결론부는 식 (4)로부터 다음과 같이 개의 연립방

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 ⋮ ⋮

  
  

 

 

  
 

  


                  (15)

식 (16)의 행렬식으로 변환 후 식 (17)의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
  







 




 

   
   



 
   

   


⋮ ⋮ ⋮ ⋮
 

   
   






























                  (16)

   
 

   
             (17)

여기서, 은 번째 규칙의 결론부의 모수를 의미하고 은 

1을 포함한 에서 번째까지 입력으로 사용된 데이터 행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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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은 모수 추정을 위해 사용된 개의 번째 데이터

들을 의미한다.

4.3 시스템의 출력

모든 규칙에 대한 모수 추정이 끝나면 이를 이용하여 각 규칙

의 국부 출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제안된 예측 시스템은 

IT2TSK퍼지 규칙 기반이므로 규칙을 점화 시키는 조건이 상위 

소속함수와 하위 소속함수로 유도되는 점화집합으로 주어지게 된

다. 이는 결국 출력이 다음과 같이 상한 출력과 하한 출력으로 

구성되는 인터벌 집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d 







  d


  




  d  




  




  d


  




  d     

  
 

   (18)


 d 





  d


  


  d  




  


  d


  


  d     

  
 

   (19)

식에서  
 은 하위 소속함수들에 의해 연산된 T1TSK FLS

의 하한 출력을 의미하고,  
 는 상위 소속함수들에 의해 연

산되는 T1TSK FLS의 상한 출력을 의미한다. 식 (18)과 (19)로 

주어지는 출력은 TYPE 감축을 통해 최종 출력을 유도하게 되며, 

이를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KM(Karnik-Mendel) 알고

리즘[12]으로 최소 가중 무게 중심 출력  
 과 최대 가중 무

게 중심 출력  
 을 얻어 그 평균을 취하는 방법이다. 

식 (20)은 가중 무게 중심 출력을 얻는 방법을 나타내며, 

여기서  는 스위칭 점(Switching Point)으로 무게의 중심이 

변동하는 점이 되며, KM알고리즘으로 쉽게 찾아질 수 있다. 


 d 





  d  

   




  d


  




 d   

   




 d 







  d  

   




  d


  


  d     

   




  d   

         (20)


 d 







  d  

  




  d


  




 d   

  




 d 









  d  

   


  d


  




  d     

   


  d   

        (21)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가중무게 중심 출력을 

이용하면, 식 (22)와 같이 IT2TSK FLS의 최종 출력을 얻

을 수 있게 된다.

 d 

 d  d

              (22)

여기서  d는 RCR-MA 데이터 구조를 띄고 있으며, 따라

서 시스템의 최종 출력은 다음과 같이 후처리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d 

 



          (23)

여기서   는 번째까지의 원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측하고자 

하는 한 단계 전방 예측 값을 의미한다. 결국 식(23)은 데이터의 

전처리과정에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의 역변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5. 시뮬레이션

Case 1.  호주의 분기별 전력 생산량

제안된 예측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전력부하로

는 호주의 분기별 전력 생산량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총 155개

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시스템 설계 및 학습을 위해 70

개의 값을 사용하고 나머지 값들은 시스템 검증에 사용하도록 하

였다. 

그림 3은 원형 데이터로부터 전처리가 이루어지는 모양을 보

여주고 있으며, a)는 원형데이터로 1956년부터 1994년까지 수집

된 1차원적 데이터를 보여준다. 그림 b)는 원형데이터를 입출력 

데이터 집합으로 변환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

이 1~3번까지 세 개의 데이터가 입력으로 사용되고 4번째 데이

터는 국부 출력 값으로 사용되어 진다. 그림 c)는 입출력 데이터 

집합에 대한 이동 평균 데이터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처리는 불규칙하던 원형 데이터를 매끄러운 구조로 표현 할 수 

있게 하여 시스템의 설계와 학습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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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형 데이터  

a) Original Data

b) 데이터 입출력 집합

  b) input-output sets

 

c) 이동 평균 데이터    

c) Moving Average data

d) RCR-MA 데이터

d) RCR-MA data 

그림 3 원형 데이터의 전처리

Fig. 3 Preprocessing for the original data

a) 교차상관성 군집화 모양

a) CCBC algorithm      

b) IT2 퍼지분할 (1차원)

b) IT2 fuzzy partitioning (1D)

 

a) IT2 퍼지분할 (2차원)    

a) IT2 fuzzy partitioning (2D) 

 
b) IT2 퍼지분할 (3차원)

b) IT2 fuzzy partitioning (3D)

그림 4 입력공간의 퍼지 분할

Fig. 4 Fuzzy partitioning for the input space

수행한다. 그림 d)는 제안된 RCR-MA 데이터의 구조로 모든 데

이터들이 초기 데이터 변화량을 벗어나지 않는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을 살펴보면 유사한 범위 내에서 모든 데이터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시스템의 규칙기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는 제안된 시스템의 교차 상관성 기반 군집화 방법

(CCBC algorithm: Cross Correlation Based- Clustering 

Algorithm)과 그에 따른 입력 차원의 IT2 퍼지 분할 모습을 보

여준다.

그림 a)는 3차원 벡터의 2개 중심을 기점으로 입력 데이터 집

합들이 분포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은 서

로 다른 군집을 의미하며, 이렇게 찾아진 군집의 중심을 이용하

여 입력데이터의 각 차원별로 IT2 퍼지분할 한 모습을 나머지 

그림들이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입력 차원에 대한 퍼지 분

할은 그림에서도 나타나듯 서로 다른 특성의 불확실성을 사용하

게 되므로 입력데이터에 내재된 특성을 퍼지 규칙기반이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각 입력

차원의 FOU를 표현하는   ,   ,   으

로 적용되었다.

아래의 그림은 제안된 시스템의 최종 성능을 보여준다.

그림 5에서 검은 색은 원형의 전력부하 데이터를 의미하고 빨

간색은 제안된 시스템이 예측한 값을 의미한다. 그림 a)의 전체 

예측 모양을 살펴보면, 제안된 시스템이 원형 전력데이터를 전 

구간에서 거의 모두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확대한 결

과들에서도 검은색과 빨간색이 중복되어 보이듯 제안된 시스템의 

예측 성능이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표 1은 제안된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들에 대한 성능 비교를 

나타낸 것으로 각각의 지표들은 비교 논문들에서 사용된 것과 동

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성능지표로는 다음의  MRE (Mean 

Relative Error)를 이용하였다.

 


  





 
×        (24)

여기서 는 번째 원형 전력부하 데이터 값을 의미하고 

는 시스템의 예측 값을 의미한다. 

표 1을 살펴보면 Fuzzy AR 모형은 가장 성능이 나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GA-RS시스템은 유전알고리즘과 러프집합이론

을 적용한 비교적 복잡한 구조임에도 최근에 제시된 시스템의 성

능보단 나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MFPS(Multiple Fuzzy 

Prediction System)의 경우는 차분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이 역시 다수의 예측기 구

동에 따른 구조적으로 복잡성을 초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의 처리방법이나 군집화 과정, 퍼지 분할 

등에서 시스템이 데이터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매우 좋은 예측 성능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들

은 결국 제안된 예측 시스템의 설계 방법이 매우 유용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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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측 결과 (Case 1)           

a) Prediction result (Case 1) 

b) 확대 구간 1    

b) Zoomed region 1

c) 확대 구간 2 

c) Zoomed region 2

  

그림 5 시스템의 출력 결과

Fig. 5 Output result of the proposed system

표   1 제안된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의 성능 비교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the proposed and 

other systems

    sys.

index

Fuzzy 

AR
GA-RS

MFPS RCR-MA

T1TSK IT2TSK T1TSK IT2TSK

MRE 3.1254 1.8100 1.7077 1.6585 0.87 0.43

reference [9, 10]
Proposed 

System

case 2. 대만의 서부지역 전력 부하 데이터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위해 대만의 지역별 전력 부하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이 데이터는 20행 4열로 4개 지역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중 서부 지역 데이터를 

예측 데이터로 사용하였으며, 16개의 데이터를 훈련 이용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그림 6은 교차 상관성 기반 군집화와 그에 따른 IT2 퍼지분할

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표현

한   ,   ,   으로 적용되었다. 

a) 원형 데이터

a) Original Data

b) 데이터 입출력 집합

b) input-output sets

  

c) 이동 평균 데이터   

c) Moving Average data

d) RCR-MA 데이터

d) RCR-MA data

그림 6 입력공간의 퍼지 분할

Fig. 6 Fuzzy partitioning for the input space

아래의 그림 7은 대만의 전력 부하 데이터에 대한 제안된 시

스템의 최종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a) 예측결과 (Case 2)     

a) Prediction result(Case 2)

b) 확대 구간

b) Zoomed region

그림 7 시스템의 출력 결과

Fig. 7 Output result of the proposed system

그림 7에서 검은 선은 원형의 전력 데이터를 의미하고, 빨간 

선은 제안된 시스템의 예측 결과를 의미한다. 그림에서 보이듯 

설계된 예측 시스템의 성능이 실제 데이터를 거의 근사하게 예측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제안된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들 

사이의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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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안된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의 성능 비교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the proposed and 

other systems

    sys.

index
Regression ANN  ARMA RCR-MA

MRE[%] 4.10 3.62 0.77 0.71

reference [13]
Proposed 

System

표 2에서 제안된 시스템의 예측 성능이 0.71%로 다른 시스템

들의 성능 보다 매우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결국 이러한 결과들은 

예측 시스템의 설계를 위해 제안된 데이터의 전처리 변환 과정이

나 군집화 기법 및 IT2TSK FLS 기반 예측 시스템의 구현 방법

들이 매우 적합하고 효용성을 가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력부하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한 예측 시스템

의 구현방법을 다루었다. 본 논문에서는 예측 시스템의 설계를 

위해 원형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RCR-MA형 데이터로 변환하고, 

데이터를 취급하는 퍼지 시스템에는 교차 상관성 기반 IT2 퍼지

분할을 이용한 IT2TSK FLS를 사용함으로써 설계된 시스템이 데

이터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보다 명확히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호주의 분기별 전력 생산량 데이터와 대만의 서부지역 전력부하 

데이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 지표가 최근 나온 시스템들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함을 보

여 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전력부하 예측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들이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제시된 기법들은 전력부하 데이터

뿐만 아니라 유사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는 시계열 데이터들의 예

측분야에서도 매우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구조가 큰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대용량 데이터를 다룰 경우 퍼지 집합의 분할 수에 대

한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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