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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확한 전력수요 예측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전력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한다. 본 연구는 외부요

인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특정 시간대의 일 단위 전력 수요량을 참조선 (reference line)으로 한 시

계열모형을 세우고자 한다. 고려된 시계열모형은 슬라이딩 창을 이용한 이중 계절성 Holt-Winters

모형과 TBATS 모형이다. 시계열모형의 모수는 2009년 1월 4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되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29일까지의 각 모형의 전력수요량을 예측

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RMSE와 MAPE를 통해 예측 성능을 비교한 결과 TBATS 모형의 성능이

우수하였다.

주요용어: 다중계절성지수평활법, 슬라이딩창, 전력수요예측, 참조선.

1. 서론

국내 전력 사용량은 국내 산업의 고도성장과 기후 변화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현

재는폭염, 열대야, 한파와같은외부요인으로인해하루또는시간단위로크게변하고있다. 정확한전

력수요 예측을 위해서는 추세 및 단순 계절성분 뿐만 아니라 일간, 주간, 연간 등 복수의 주기성이 고려

되어진단기전력수요예측연구들이필요시되고있다.

단기 전력수요 예측을 위한 다중 계절성 지수평활기법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ylor

(2003)는 Holt-Winters 모형을 일중 주기성과 주간 주기성으로 고려한 이중 계절성 Holt-Winters 모형

(이하 DSHW)으로 발전시켰으며, 이후 연간 주기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삼중 계절성 Holt-Winters 모

형을 제안하였다 (Taylor, 2010). De Livera 등 (2011)은 기존 모형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여러 한계점

들을 보완하여 삼중 계절성 BATS (exponential smoothing state space moel with Box-Cox transfor-

mation, ARMA errors, trend and seasonal components)모형과 TBATS (Trigonometric exponential

smoothing state space model with Box-Cox transformation, ARMA errors, trend and seasonal com-

ponents)모형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는 Kim (2013b)이 TBATS 모형을 이용하여 시간단위 전력 수

요 예측모형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다중 계절성 지수평활법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외

에는 국내 전력수요예측을 위한 최신 다중 계절성 지수평활법의 활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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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에 소개한 다중 계절성 지수평활모형 중에 계산시간이 우수한 DSHW 모형과 TBATS 모형을

특정시간대국내전력데이터에적용하고전력수요예측성능을비교하고자한다.

본연구는외부요인의영향을가장적게받는특정시간대의전력부하량을일단위참조선 (reference

line)으로 간주하여 시계열 모형을 세우고자 한다. 외부요인이 전력수요량에 시간단위로 개입 (inter-

vention)되어 오차를 발생시킨다고 보았을 때, 외부요인의 개입이 적은 특정시간대의 추정결과는 다른

시간대에 비해 예측성능이 강건 (robust)하며, 보다 해석이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함수적 군집분

석을 이용하여 일 단위 전력수요패턴을 제안한 Yoon과 Choi (2015)의 연구에 본 연구결과가 참조 선으

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단위 전력수요예측 정확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 본 연구의 시계열 모형에서 고려되는 다중 계절성 지수평활

법에대해살펴보았으며, 3절에서특정시간대의전력부하량을참조선으로고려하여다중계절성지수

평활법의예측성능을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연구결과를정리하였다.

2. 분석방법 (시계열 모형)

본 논문에서 전력수요예측모형으로 고려된 시계열 모형은 주간, 연간 주기성을 고려하는 이중 계절성

Holt-Winter모형과일간, 주간, 연간주기성을고려하는삼중계절성 TBATS 모형을사용하였다.

2.1. 단순지수평활모형

Brown (1959, 1962)이소개한지수평활법은시계열에서시간에따라증가하거나감소하는추세와계

절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지수평활모형이다. 단순 지수평활모형에서 주어진 시계열의 미래 예측치는

마지막 시점의 실측치와 예측치의 가중평균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t + 1시점의 예측치는 ŷt+1|t =

αyt + (1−α)ŷt|t−1이며여기서 yt는 t시점의실측치, 0 < α < 1는가중치이다. 즉, t+1시점예측치는

과거의 모든 실측치의 가중평균으로 최근 관측치에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고 과거로 갈수록 가중치가 지

수적으로감소하게된다. 이를수식으로표현하면식 (2.1)이다.

Lt = αyt + (1− α)Lt−1 (2.1)

여기서, Lt는 ŷt+h|t이다. 단순 지수평활법은 과거 관측치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과하는 이동평균법의

발전된형태라고볼수있다.

2.2. Holt (선형)모형

Holt (1957, 2004)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성을 고려한 지수평활모형을 제

안하였다. t시점의 성장부문을 Gt라고 하면 Holt 모형에서 Gt는 전 시점 대비 수준 (L)의 변화분과

t− 1시점의성장부문의가중평균으로정의되어지고모형을수식으로표현하면식 (2.2)이다.

Lt = αyt + (1− α)(Lt−1 +Gt−1)

Gt = β(Lt − Lt−1) + (1− β)Gt−1 (2.2)

ŷt+h|t = Lt +Gth

여기서 α와 β는 각각 수준과 성장부문의 가중치이고 h는 계절평활 가중치로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만약 β = 0이라면 매 시점의 성장부문이 동일하게 고정되어 예측치가 매 시점 그만큼 단조 증감함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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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Holt-Winters 모형

Winters (1960)는 Holt 모형에일정한형태의주기를가지고움직이는계절성을고려한 Holt-Winter

모형을제안하였으며계절성분변화의양상에따라가법의경우와승법의경우로나누어볼수있다. 여

기서계절성분은매 m시점마다반복되는패턴으로 t시점의계절성 St는 t시점의데이터 yt에서전시점

의 수준과 성장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m시점 전 계절성의 가중평균으로 정의된다. 데이터가 추

세 (수준+성장)와계절성의합으로이루어진가법계절성 Holt-Winters 모형은식 (2.3)이다.

Lt = α(yt − St−m) + (1− α)(Lt−1 +Gt−1)

Gt = β(Lt − Lt−1) + (1− β)Gt−1

St = γ(yt − Lt−1 −Gt−1) + (1− γ)St−m (2.3)

ŷt+h|t = Lt +Gth+ S
t−m+h+

m

여기서 γ는 α, β와 마찬가지로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 가중치이며 h+
m = [(h− 1) mod m] + 1로 정의

된다. mod는 modulo의약자로서나눗셈의나머지를계산하는수학적연산을의미한다.

반면, 데이터가추세와계절성의곱으로이루어진승법계절성 Holt-Winters 모형은식 (2.4)이다.

Lt = αyt/St−m + (1− α)(Lt−1 +Gt−1)

Gt = β(Lt − Lt−1) + (1− β)Gt−1 (2.4)

St = γyt/(Lt−1 −Gt−1) + (1− γ)St−m

ŷt+h|t = (Lt +Gth)St−m+h+
m

가법 계절성 Holt-Winters 모형은 데이터의 계절성의 변동의 폭, 즉 분산이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일정한 경우에 적합하며 분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로 커지는 경우에는 승법 계절성 Holt-Winters

모형이적합하다.

2.4. 이중 계절성 Holt-Winters 모형

Taylor (2003)은 단일 계절성에서 하나의 계절성을 더 추가하여 이중 계절성을 고려하는 모형으로 발

전시켰다. 이를식으로나타내면식 (2.5)이다.

Lt = α(yt − St−m1 −Dt−m2) + (1− α)(Lt−1 +Gt−1)

Gt = β(Lt − Lt−1) + (1− β)Gt−1

St = γ(yt − Lt −Dt−m2) + (1− γ)St−m1 (2.5)

Dt = δ(yt − Lt − St−m1) + (1− δ)Dt−m2

ŷt+h|t = (Lt +Gth) + St−m1+h +Dt−m2+h

여기서 m1과 m2는각각첫번째와두번째계절성의반복주기이며 γ과 δ는각각의계절성에해당하는

평활모수 (smoothing parameter)이다.

2.5. TBATS 모형

De Livera 등 (2011)은 기존 모형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여러 한계점들을 보완한 삼중 계절성모형

TBATS (Trigonometric, Box-Cox transform, ARMA errors, Trends, and Seasonal component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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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한계점들을 보안한 부분은 먼저, 종속변수의 비선형성 (nonlinearity)에 관련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Box와 Cox (1964)의 지수변환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지수평활모형의 오차항 (ϵt)은 자기

상관 (serially correlated)이없는백색잡음 (white noise)이가정되었으나, TBATS모형은오차항이백

색잡음을 따르지 않는 기존 실증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ARMA(p, q)를 따를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기

존 모형에서는 다룰 수 없었던 비정수 주기의 주기성을 고려할 수 있어, 연간 주기성을 고려할 때 정확

한 양력주기인 365.25일을 가정할 수 있다. 기존 모형에서 추정해야할 파라미터의 수가 많아 추정에 시

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한계점을 TBATS 모형은 몇 개의 삼각함수으로 주기성을 표현하여 모형의 추정

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켰다. 계절성을 소수의 삼각함수의 합으로 표현한 TBATS 모형은 식 (2.6)이

다.

yωt =


yωt − 1

ω
, ω ̸= 0,

log(yt), ω = 0,


Lt = α(yωt − S

(i)
t ) + (1− α)(Lt−1 + φGt−1)

Gt = β(Lt − Lt−1 + Ḡ) + (1− β)Gt−1

S
(i)
t =

ki∑
j=1

S
(i)
j,t (2.6)

S
(i)
j,t = γ(i)(yωt − Lt − S

(i)
t ) + (1− γ(i))(S

(i)
j,t−1 cosλ

(i)
j + S

∗(i)
j,t−1 sinλ

(i)
j )

S
∗(i)
j,t = ψ(i)(yωt − Lt − S

(i)
t ) + (1− ψ(i))(−Sj,t−1 sinλ

(i)
j + S

∗(i)
j,t−1 cosλ

(i)
j )

ŷωt+h|t = (Lt−1 + φhGt−1) +

T∑
i=1

S
(i)
t−1

T개의 주기성을 가정한 TBATS모형은 TBATS (ω, φ, p, q,m1, k1,m2, k2, · · ·mT , kT )로 표시한다.

여기서 ω는 Box와 Cox 변환의 파라미터이고 φ는 Holt모형에서의 평활 모수, p와 q는 ARMA의 차

수, mi는 각 주기성 (S
(i)
t )의 반복주기, γ(i)와 ψ(i)는 평활모수이며 λ

(i)
j = 2πj/mi, ki는 i번째 계절성

(S
(i)
t )를 이루는 삼각함수의 개수이다. Ḡ는 G의 평균으로 장기적인 추세성을 반영하고 S

(i)
j,t는 S

(i)
t 의

확률적수준을나타내며 S
∗(i)
j,t 는 S

(i)
j,t의확률적추세부분을나타낸다.

3. 자료 분석

3.1. 분석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원 자료는 2009년 1월 1일 01시부터 2012년 12월 31일 24시까지 한국 전력거래소

에서 수집된 시간단위 전력수요 자료이며, 총 데이터 개수는 35,064개 이다. 그 중에 외부요인의 영향

을 가장 적게 받는 특정시간대의 전력 부하량 자료를 이용하여 일 단위 참조 선 (reference line)으로 선

택하였다. 외부요인이 전력수요량에 시간단위로 개입 (intervention)되어 오차를 발생시킨다고 보았을

때, 외부요인의 개입이 적은 특정시간대의 추정결과는 다른 시간대에 비해 예측성능이 강건 (robust)하

며, 보다해석이직관적이기때문이다. SSE (sum of squared error) 값의비교를통해외부요인의영향

을 가장 적게 받는 특정시간대를 선택하였으며 SSE의 식은 (3.1)이다. 시간대별 SSE를 계산하여 비교

한 결과, 오전 5시부터 오전 6시의 시간대의 SSE가 가장 낮았으며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의 시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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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높았다 (Table 3.1).

SSE =

T∑
t=1

(yt − ŷt|t−1)
2 (3.1)

여기서 yt는 t기의실측치이며, ŷt|t−1는 t− 1기에예측한 t기의예측치이다.

Table 3.1 Hourly SSE during training periods

Hour 1 2 3 4 5 6 7 8

SSE 2457 2421 2399 2313 2211 2141 2388 3296

Hour 9 10 11 12 13 14 15 16

SSE 4946 5723 5645 5560 4462 5228 5595 5564

Hour 17 18 19 20 21 22 23 24

SSE 5658 5352 4756 4213 3578 3022 2608 2681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전 5시부터 오전 6시의 전력부하량을 선택하여 시계열로 나타낸 그림은 Fig-

ure 3.1이다.

(a) Original time series data (b) Adjusted time series data

Figure 3.1 Time series data for electricity demand

Figure 3.1 (a)을 보면 전력 부하량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세성과 계절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의 중

간 중간에 보이는 전력부하가 평소보다 낮은 기간은 설날과 추석기간으로 윤달에 따른 반복주기를 확정

할 수 없어 설날과 추석의 전주와 차주의 같은 요일의 평균값으로 대체하여 그 효과를 제거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Figure 3.1 (b)).

Figure 3.2를 보면 7일의 주간 주기성을 살펴볼 수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전력 사용량이 높

다가금요일에점차감소하면서토요일, 일요일에는매우크게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주간또는

요일별 주기성은 1주 간격으로 반복되는 패턴으로 특정요일 고유의 패턴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국내

시간별 전력수요의 요일별 패턴은 월요일 패턴, 화 금요일 패턴, 토요일패턴, 일요일 패턴으로 나눌 수

있다 (Kim,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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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Time series data for electricity demand in 5 weeks

모형의 예측력 평가를 위한 측도로 제곱근 평균제곱오차 RMSE (root mean squared error)와

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를사용하였으며식 (3.1)과식 (3.2)이다.

RMSE =

√√√√ 1

n

n∑
t=1

(yt − ŷt)2 (3.2)

MAPE =
1

n

n∑
t=1

∣∣∣∣∣yt − ŷt

yt

∣∣∣∣∣ (3.3)

여기서 n는자료적합에사용한표본수이고, yt는 t시점에서실제값, ŷt는예측값이다.

3.2. 모형 성능비교 및 예측

국내 전력수요 자료는 매 주기마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모형의 기본 가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다 (Kim, 2013b). 이러한 불안정한 패턴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슬라이딩 창 (sliding

window) 방식을이용하여분석을하였다. 슬라이딩창방식은표본내샘플기간의크기를일정하게유

지 (고정)한 채 시작점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매 시점마다 모형의 계수를 새롭게 추정하는 방식이다.

슬라이딩 창의 크기는 주간 및 연간을 고려할 수 있는 1,092일 (7일×52주×3년 개의 일별 데이터)로 고

정하고매슬라이딩창의다음 1일의일별부하를예측한다.

모형의 추정에 사용된 표본 내 샘플 기간을 1,092일 (7일×52주×3년)로 일정하게 유지한 채 시작점

2009년 1월 4일을 순차적으로 1일 단위씩 이동하면서 총 364개의 슬라이딩 창에 대하여 모형계수를 추

정하였다. 그리고각각의슬라이딩창에서추정된모형계수를근거로다음 1일의예측치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29일까지 364일에걸쳐도출하였다.

일별 전력수요 자료는 주간, 연간의 주기성을 가지므로 두 가지 주기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이중

계절성 Holt-Winters 모형, TBATS 모형을 고려한다. TBATS 모형은 일간 주기성까지 포함하여 삼중

주기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중 계절성 Holt-Winters 모형과의 성능 비교를 위해 이중

주기성까지만 고려한다. 모형의 예측성능 비교는 RMSE (root mean sqaure error)와 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를 구하여 비교하였으며, 매 1일 기준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계

절과월을기준으로비교하고정리하였다 (Table 3.1) (Figure 3.4).



Electricity forecasting model using specific time zone 281

Table 3.2에서 각 모형에서 나온 월 별 기준 RMSE와 MAPE를 통해서 예측성능을 비교한 결과 모

든 월에서 TBATS 모형이 이중 계절성 Holt-Winters 모형에 비하여 예측성능이 우수함을 보였다. 또

한 전체 예측 기간 (364일)에 대해 모형 예측성능을 비교한 결과 TBATS 모형이 이중 계절성 Holt-

Winters 모형에비해 RMSE 및 MAPE 기준으로약 160% 예측성능이향상됨을보였다.

Table 3.2 Monthly RMSE and MAPE during test periods

Month
DSHW TBATS

RMSE MAPE RMSE MAPE

Jan 1155.7 0.020 679.2 0.012

Feb 1752.3 0.030 758.3 0.013

Mar 1012.3 0.019 808.1 0.015

Apr 954.3 0.019 645.2 0.013

May 1236.8 0.027 573.9 0.012

Jun 722.4 0.016 275.9 0.006

Jul 946.5 0.020 552.9 0.012

Aug 990.9 0.021 772.6 0.016

Sep 757.3 0.016 408.8 0.009

Oct 785.4 0.016 642.7 0.013

Nov 847.6 0.016 603.2 0.011

Dec 1529.1 0.026 1101.8 0.019

Total 1053.8 0.021 652.8 0.013

Figure 3.3은 이중 계절성 Holt-Winters 모형과 TBATS 모형의 실제 값과 표본 외 예측 값의 편차를

분기별로나누어나타낸시계열그림이다.

Figure 3.3 Quarterly Bias (first, second, third, fourth)

분석 결과 모든 분기에서 TBATS 모형이 이중 계절성 Holt-Winters 모형 (DSHW)에 비해 실제 값

과의 편차가 작게 나타났다. 첫 번째 분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의 시계열 그림을 살펴보면 편차가

양의 값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기온 (기상요인)의 값이 크게 떨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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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력소비가 평소에 비해 급증함에 따라 전력수요 예측 값이 과소 예측함으로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된다. 한 예로 2월 2일을 살펴보면 55년 만에 가장 추운 한파로 인하여 전력 소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

신하였다. 반대로 편차가 음의 값으로 크게 치우치는 경우도 보이는 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양력 공휴

일에전력소비가평소에비해감소함에따라전력예측값이과대예측함으로서발생한것으로판단된다.

음력 공유일 효과를 제거하여 설날에 대한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1월 1일 양력 공휴일과 3월

1일에 전력 소비가 매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분기 (4월 1일부터 6월 31일)의 시계열 그림

을살펴보면어느한쪽으로크게치우지는경향은보이고있지않지만 5월 1일과 5월 28일에공휴일효

과로 인하여 전력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었고 예측 값이 실제 값 보다 높게 예측하면서 편차가 크게 발

생했다. 세 번째 분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의 시계열 그림을 살펴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

향은 보이지 않았지만 기온 (기상요인)의 영향과 휴가철, 명절 효과에 따라 편차가 크게 발생했다. 8월

6일에는사상최장의폭염으로인한전력소비가급증하여예측모형값이실제값보다과소예측하였으

며 7월 말과 8월 초에는 휴가 기간, 9월 27일에는 추석으로 인하여 전력소비가 감소하면서 과대 예측하

여편차가크게발생했다.

네 번째 분기 (10월 1일부터 12월 29일)의 시계열 그림을 살펴보면, 기온 (기상요인)으로 편차가 양

의 값으로 조금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공휴일에는 편차가 음의 값으로 크게 치우쳤다. 10월

초에는추석연휴이후개천절로인하여징검다리연휴가발생하면서전력수요량이크게감소하였고예

측 값이 실제 값 보다 높게 예측하면서 편차가 크게 발생했다.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로 전력 소비가

감소하였지만, 전후로한파가발생하면서전력소비의변동성이크게나타나편차가발생했다

Figure 3.4는 TBATS 모형을이용하여도출한 1일의표본외예측치를총 364일에대해실측치와함

께 나타낸 시계열 그림이다. 분석결과 양력 공휴일 효과와 외부요인 효과 (기온)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

측치에가까운예측치를도출하였다.

Figure 3.4 Electricity demand forecasting by TBATS method

4. 결론

본연구는기존의여러연구에서수행되었던일단위최고및평균전력수요예측과는다르게외부영향

을가장적게받는특정시간대 (오전5시부터오전 6시)를참조선 (reference line)으로고려하여전력수

요를 예측하였다. 분석 모형은 주간 (7일), 연간 (7일×52주)의 두 가지 주기성을 고려할 수 있는 이중

계절성 Holt-Winters 모형과 TBATS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일 단위 전력 수요량 예측은 슬라이딩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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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사용하였다. 슬라이딩창크기는 1,092일 (7일×52주×3년)로고정하여다음 364일 (7일×52주)

을예측하였으며, RMSE와 MAPE를이용하여모형의예측성능을비교하였다.

전체 예측 기간 (364일)에 대해 모형의 예측성능을 비교한 결과 TBATS 모형이 이중 계절성 Holt-

Winters 모형에 비해 약 160% 예측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분기별 시계열 그림을 통해서 예측성능을

확인한결과모든분기에서양력공휴일효과로인하여예측치가실측치보다높게추정하는경향을보였

으며, 기온 (기상요인)의 효과로 인하여 예측치가 실측치보다 낮게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예측

기간에서양력공휴일효과와기상요인의효과를제외하고실측치에가까운예측치를도출하였다.

향후전력수요예측의정확도를높이기위해서는외부요인 (기상, 공휴일)의효과도함께고려할수있

는 전력수요예측모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 고려한 외부 요인의 효과를 가장 적

게받는특정시간대의참조선을 Yoon과 Choi (2015) 연구의참조선으로활용하는방법을생각할수

있다. Yoon과 Choi (2015)의 연구에서는 함수적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일 단위 전력수요패턴을 제안하

였으며 전력수요패턴에는 계절, 평일, 휴일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특정시간대의

참조 선에 계절, 평일, 휴일별 일 단위 패턴이 적용된다면 시간단위 전력수요예측과 더불어 정확도를 높

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Lee 등 (2013)의 연구와 같이 에너지 예측에 시계열모형 뿐

만 아니라 신경망 모형을 활용하여 예측성능을 비교한다면 전력수요예측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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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urate electricity demand forecasts is essential in reducing energy spend and pre-

venting imbalance of the power supply. In forcasting electricity demand, we considered

double seasonal Holt-Winters model and TBATS model with sliding window. We se-

lected a specific time zone as the reference line of daily electric demand because it is

least likely to be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The forecasting performance have been

evaluated in terms of RMSE and MAPE criteria. We used the observations ranging

January 4, 2009 to December 31 for testing data. For validation data, the records has

been used between January 1, 2012 and December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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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line, sliding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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