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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기상정보와 전력패턴을 이용한 단기 전력부하예측

Short-term Electric Load Forecasting Using the Realtime Weather Information & Electric 

Power Pattern Analysis

김 일 주† · 이 송 근*

(Il-Ju Kim · Song-Keun Lee)

Abstract - This paper made short-term electric load forecasting by using temperature data at three-hour intervals (9am, 

12pm, 3pm, and 6pm) provid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In addition, the electric power pattern was 

created using existing electric power data, and temperature sensitivity was derived using temperature and electric power data. 

We made power load forecasting program using LabVIEW, a graphic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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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력과 기온 상관관계 분석 그래프

Fig. 1 Electric Power & Temperature Pattern Analysis Graph

1. 서  론

오늘날 산업의 발달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불규칙해지고, 점점 

복잡해지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소비자에게 보다 싸고 좋은 

전력을 공급하고, 계통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정확하게 예측하

는 것이 오늘날 중요한 과제이다. 전력부하예측의 정확도 향상은 

발전비용의 감소 및 신뢰도 향상으로 전력계통의 경제적 운용의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고려해야할 요인이 다양하고 

데이터의 양이 방대함으로 정확하고 안정된 전력부하예측을 하기

는 쉽지 않다. 그리고 전력부하예측을 위한 예측방법으로는 

Holt-Winters, ARIMA, 데이터마이닝 등을 이용하여 전력부하예

측을 하고 있다.[1] 이러한 예측방법에 사회적 요인과 기상변화 

등을 적용하여 예측하였다. 특히 기상 상태와의 상관관계에 따른 

변화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기상요인은 기온변화 및 습도, 장마, 

태풍, 우박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민감도를 추출하여 전력예측에 

사용하고 있다.[2] 이러한 요인을 이용하여 온도민감도를 도출하

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시간대별 온도민감도와 계절별 온도민감도

를 추출하여 예측하였다. 시간대별 온도민감도는 심야시간(13시～

08시)과 주간(09시～17시), 점등시간(18시～22시)로 구분하여 추

출하였다.[4]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예측할 경우 같은 

시간이어도 극심한 온도변화로 예측이 힘들다. 그리고 계절별 온

도민감도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 온도민감도를 추출하

여 예측한다.[5][6] 오늘날 이상기온으로 계절의 변화가 불규칙

하여 오차가 많다.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전력의 변화 즉, 

전력패턴을 추출하여 예측하였다. 전력패턴 추출방법은 전력부하

예측일의 전날과 전달의 전력 데이터로 패턴을 추출하고 추출한 

패턴으로 예측을 하였다.[3] 그러나 이러한 예측방법은 전날의 

사용량과 전달의 사용량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오차가 많이 난

다.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전력부하예측은 

기존 전력데이터와 기상청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기온데이터

를 이용하여 전력부하예측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전력 및 기온 데이터는 2006년∼2009년까

지의 실적데이터를 사용하여 전력 패턴 및 온도 민감도를 만들었

다. 그리고 2010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 검증

하였다. 기온과 전력사용량의 선형관계식을 유도하여 얻은 온도민

감도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상관계수를 이용한 전력패턴으로 단기 

전력부하를 예측하였다. NI(National Instrument)사의 LabVIEW

를 이용하여 단기 전력부하예측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였다.

2. 본  문

2.1 데이터 분석

본 논문에서는 전력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달의 요일별 전력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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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시간 기상정보

Fig. 2 Real-time Meteorological Data

턴을 생성하였으며, 기온과 전력사용량을 분석하여 각 달의 시간

별 온도변화 즉, 온도민감도를 도출하였다. 그림 1은 전력사용량

과 기온에 대한 분석 그래프이다.[3]

전력과 기온 데이터를 이용하여 온도민감도를 만들었고, 전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달의 요일별 새로운 전력 패턴을 만들었

다. 전력패턴과 기상청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상 예측정보

를 이용하여 전력부하예측을 하였다.

2.2 기상청 자료

본 논문에서 단기부하예측을 위하여 실시간으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자료를 이용하였다.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거의 정

확한 기상정보를 알 수 있다.[4]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당일 기상

정보는 1시간 단위로 제공하며, 1일과 2일 뒤 기상정보는 3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즉, 그림2에서 당일은 3월 1일이며 다음날(2일)

과 그 다음날(3일)은 3시간 식 기상정보 제공하고 있다.

2.3 온도민감도

본 논문에서 사용한 기온데이터는 서울을 포함한 6대 광역도

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인천)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예측에 사용한 전력데이터는 전국 전력사용데이터이므

로 기온데이터를 각각의 지역 부하분포비율을 적용한 시간별 전

국 평균기온을 구하였다. 부하분포비율은 한국전력 전력경제청에

서 사용한 지역별 전력사용 가중치를 적용하여2006∼2009년의 

각각의 지역별 부하분포비율을 도출하였다.[3]

부하분포비율을 적용하여 전국평균기온을 구한 식은 식 (1)과 

같다.

  ×× × ×

× ××

    (1)

 : 전국평균온도,   : 서울온도,  : 대전온도

 : 대구온도,  : 부산온도,  : 광주온도

 : 울산온도,  : 인천온도

본 논문에서 적용한 각 지역별 가중계수는 표 1과 같다.

표    1 부하분포비율

Table 1 Load Distribution Rate

지    역 부하분포비율

서    울 0.33

부    산 0.14

대    전 0.06

대    구 0.09

광    주 0.05

울    산 0.18

인    천 0.15

(a) 기온:전력 관계

(a) Temperature-Electric Power Relationship

(b) 변환한 기온:전력 관계

(b) Transformed Temperature-Electric Power Relationship

그림 3 전력 : 기온 관계 그래프

Fig. 3 Temperature-Electric Power Relationship Graph

본 논문에서는 전력사용량과 전국평균기온을 이용하여 온도민

감도를 도출하였다. 기존의 온도민감도는 계절 및 온도 변화에 

따라 결정되었다.[3][4][5][6]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사용한 온도

민감도는 예칙일과 같은 달, 같은 요일의 기온데이터를 이용하여 

온도민감도를 도출하였다. 즉, 2010년 6월 7일 월요일을 예측하

려면 2006년 6월~2009년 6월까지의 매년 6월의 월요일 기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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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월요일 총 데이터

Fig. 4 Monday Total Data

그림 5 기준 패턴

Fig. 5 Reference Pattern

그림 6 상관관계가 있는 데이터

Fig. 6 Correlation Data

그림 7 월요일 전력패턴

Fig. 7 Monday Electric Power Pattern

이터를 이용하여 온도민감도를 도출한다. 그림 3(a)와 같이 기온

에 대하여 불규칙한 관계를 그림 3(b)와 같이 기온 대 전력*기온

의 선형적인 관계로 유도하여 온도민감도를 도출하였다.

2.4 전력패턴

전력 패턴은 하루 시간별 전력 사용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전력패턴을 만들었다. 

다음은 요일별 전력 패턴을 추출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월요일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그림 4와 같은 월요일 총 데이터(2006

년~2009년 월요일 데이터)를 가져온다. 가져온 데이터들의 평균을 

구해서 그림 5와 같이 처음 기준이 되는 전력패턴을 선정한다.

그림 6은 그림 5의 기준 패턴과 상관계수가 기준 값 이상을 

갖는 데이터 들이다. 이 데이터들을 그림 4의 총 데이터에서 제외

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상위그룹과 하위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

에 대하여 그림 5와 6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12달(1월∼12월)에 되한 요일별 24시 전력패

턴을 만들었다. 그림 7은 2006년∼2009년까지의 특수일을 제외한 

월요일 총 데이터의 상관관계가 있는 전력데이터를 패턴으로 추

출한 그래프이다.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요일별 24시간 전력 패턴을 추출

하였다. 추출한 전력패턴을 이용하여 전력부하를 예측하였다. 상

관계수를 0.75로 하였을 때 전력패턴은 약 211개가 만들어졌다. 

그림 8은 기준 상관계수를 0.75로 하였을 때의 전력패턴이다.

그림 9는 상관계수를 0.95로 하였을 때의 전력패턴이다. 상관계

수를 0.95로 하였을 때 전력패턴은 109개가 만들어졌다.

그림 8 전력패턴(상관계수 = 0.75)

Fig. 8 Electric Power Patterns(correlation coefficient = 0.75)

그림 9 전력패턴(상관계수 = 0.95)

Fig. 9 Electric Power Patterns(correlation coefficient =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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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전력부하예측 프로그램

Fig. 10 Electric Load Forecasting Program

(a) 실측값과 예측값

(a) Measured and Predicted

(b) 기온과 전력패턴

(b) Temperature and Electric Power Patterns

(c) 전력패턴

(c) Electric Power Patterns

(d) 예측 오차

(d) Forecast Error

그림 11 예측프로그램 그래프

Fig. 11 Forecasting Program Graph

그림 8과 그림 9를 비교하면 기준 상관계수 값에 따라 전력패

턴의 개수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력부하예측을 위해 전력패턴이 많으면 정확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준 상관계수를 0.95로 하였다.

2.5 전력부하예측 시뮬레이터

NI사의 LabVIEW를 이용하여 전력부하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

었다. 그림 10은 LabVIEW를 이용하여 단기 전력부하예측 프로

그램을 제작한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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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전력부하예측 프로그램화면

Fig. 13 Screen of Electric Load Forecasting Program

표    2 하절기 예측

Table 2 Forecast for Summer

오차

날짜

최대

오차

최소

오차

평균

오차

01/07/2010 4.961 0.85 2.27

02/07/2010 2.252 0.075 0.84

03/07/2010 1.766 0.037 0.68

평 균 2.99 0.32 1.26

표    3 동절기 예측

Table 3 Forecast for Winter Fault

오차

날짜

최대

오차

최소

오차

평균

오차

20/01/2010 2.683 0.002 0.08

21/01/2010 9.768 0.006 2.85

22/01/2010 4.671 0.015 2.31

평 균 5.71 0.01 1.75

표    4 득수일 예측

Table 4 Forecast for Special Days

오차

날짜

최대

오차

최소

오차

평균

오차

01/03/2010 18.64 1.01 8.1

05/05/2010 14.34 0.524 2.19

02/06/2010 19 8.24 11.48

평 균 17.33 3.26 7.26

예측을 실행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상청의 예측일 다음날의 

기온을 읽어오고 온도 민감도에서 기온에 맞는 전력을 구한후 이 

값들에 가장 잘 맞는 전력 패턴을 선택하면 이 전력 패턴이 예측

일의 전력부하 예측값이 된다.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0년의 하루를 예측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

림 11과 같이 그래프로 표현된다.

2.6 부하예측 알고리즘

그림 12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실시간 기상정보를 이용한 단

기부하예측의 알고리즘이다.

그림 12 부하예측 알고리즘

Fig. 12 Load Forecasting Algorithm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부하예측방법은 그림 12와 같이 예측하고

자하는 예측일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기상청의 기상정보(9시, 

12시, 15시, 18시)를 가지고 온다. 

이러한 기상청보를 기존의 기온정보로 이용하여 추출한 온도

민감도에 적용하여 예측일의 전력량을 구한다, 구한 전력량을 예

측일의 같은 달, 같은 요일의 패턴에 값을 대입하여 단기부하예

측을 하였다.

2.7 예측사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하절기와 동절기를 예측하였다. 

오차산출은 식 2과 같이 구하였다.

실측값
예측값실측값

×        (2)

그림 13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프로

그램의 작동화면이다. 첫 번째 그래프는 예측 값과 실측값의 비

교 한 그래프이고, 두 번째는 전력패턴과 기온의 비교 그래프이

며, 세 번째는 오차 그래프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력패턴 그래

프이다. 

표 2는 하절기, 표 3은 동절기의 예측오차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하절기와 동절기를 예측한 결과 

하절기의 예측오차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4는 특수일의 예

측오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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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특수일을 예측할 경우 표 4와 

같이 오차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사용한 전력

데이터는 2006∼2009년의 4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력패턴을 만

들었다. 그런데 특수일의 경우 1년에 1개의 데이터 즉, 4개의 데

이터만 존재한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는 4∼5년에 한

번 이기 때문에 정확한 특수일 패턴을 추출할 수 없었다. 그러므

로 특수일의 전력패턴을 추출하여 예측할 경우 표 4와 같이 오차

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4는 삼일절 (01/03/2010)과 어린이날 

(05/05/2010), 지방선거 (02/06/2010)에 대한 예측오차이다.

3. 결  론

기존의 전력패턴 및 온도민감도는 예측일 전의 3일 및 3주전

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그러나 예측일의 기온이 3일 

및 3주 전과 온도차가 날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전력데

이터를 이용하여 월별 요일/시간에 대한 새로운 전력패턴을 만들

었다. 그리고 기온과 전력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측일의 월별 요일

에 대한 온도민감도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2006∼2010년까지의 전력과 기온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2010년

은 제안한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한 비교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하절기과 동절기를 예측

하였다. 예측한 결과 하절기가 동절기보다 더 정확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특수일은 따로 패턴을 만들어주지 않아 오차가 많

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 부족

으로 패턴을 만드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특수일은 

예측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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