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시계열 데이터 분석은 주식 시장 예측 일기 예보 교, , 
통 체증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 왔으며 과, 
거의 관측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향을 발견하거나 잠재
적인 위험을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환경과 . , 
에너지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극대
화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 전력, 
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전력 공
급을 관리하는 스마트 그리드가 차세대 전력망으로 각광
받고 있다 전력 수요 예측은 스마트 그리드의 일환으로. , 
스마트 시티에서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사
용 효율을 높여 에너지의 낭비를 막기 위해 활용된다.
전력 수요 예측과 같은 시계열 예측 문제는 시간에 따

른 변동성을 갖는 독립변수를 통해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회귀 분석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전통적인 회귀 모형. 
으로는 선형 회귀 서포트 벡터 회귀(Linear Regression), 

결정 트리(Support Vector Regression), (Decision Tree) 
기반의 랜덤 포레스트 와 같은 방법론들(Random Forest)
이 있다 또한 자기상관성 및 확률적 오차를 사용하는 . , 

는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1]
다양한 분야의 수요 예측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시계열 
분석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와 이를 기반. ARIMA
으로 한 ARIMAX(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와 같은 변형 모형Average with Exogenous Variables)[2]
들은 예측 기간이 길수록 정확도가 하락할 뿐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의 비선형적 특성을 포착하는 (Nonlinear)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선형 예측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공신경

망 과 같은 비선형 모형을 채택(Artificial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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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 RNN(Recurrent 
과 을 기반으로 변형된 구조인 Nueral Network) RNN

LSTM(Long Short-Term Memory), GRU(Gated Recurrent 
가 음성 자연어와 같은 순차 모델링을 위해 제안되Unit) , 

었으며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도 적용되고 있다 또, [3-4]. 
한 기계 번역 분야에서는 긴 길이의 문장 내에서 발생, 
하는 장기 의존성 을 모델링하기 (Long-term dependency)
위해 주의기제 기법이 제안되어 정확도 향상에 (Attention) 
기여한 바 있다[5].
전력 수요 데이터는 추세 계절 요인과 같은 시계열적 , 

특성과 기온 풍속 등의 기상정보를 비롯한 비선형적 특, 
성을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를 사용. GRU
하여 전력 데이터의 시계열적 특성과 비선형적 특성을 
반영한 과거의 장기적 흐름을 추출한다 또한 주의기제 . , 
기법을 통해 예측 시점의 단기적 정보인 외생변수

와 로 인코딩 된 과거 관측치(Exogenous variables) GRU
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예측에 있어 중요한 시점의 정. 
보를 포착하여 예측을 수행하므로 예측 정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중요도가 반영된 과거의 장. 
기적 흐름과 예측 시점의 단기적 정보를 동시에 활용하
여 예측을 수행한다 제안하는 모형의 학습 및 성능 평. 
가를 위해 센서를 통해 수집된 개의 외생변수가 있는 24
가정용 전력 소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기존의 예측 , 
방법론들과 제안하는 모형의 성능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방법론2. 

모형2.1. GRU 

본 연구에서는 과거 전력 사용량과 외생변수에 대한 
시계열 정보를 에 적용하여 장기적 흐름을 학습한GRU
다 는 의 기울기 소실 문제. GRU RNN (Gradient vanishing) 
를 보완하기 위해 의 구조를 세분화하여 제안된 모RNN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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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세계적으로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전력 수요 예측은 계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기술로 . , 
보다 효과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어 스마트 시티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와 주의기제 기법을 기반으로 중요한 시점이 반영된 과거의 장기적 흐름 정. GRU
보와 예측 시점의 단기적 외부 정보를 동시에 활용하여 예측을 수행하는 장 단기 모델링 방법론을 제안, 
한다 제안하는 방법론의 성능 평가를 위해 실제 가정용 전력 사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교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의 기법들보다 효과적인 방법론임을 입증하였다, . 



이전 메모리 정보를 어느 정도 유지할지 결정하는 업
데이트 게이트 새로운 정보를 이전메모리(Update gate), 
와 어떻게 조합할지 결정하는 리셋 게이트 로 (Reset gate)
구성되어 정보가 선택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그림 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학습 모형으로 과거 1 , 

시점의 전력 사용량과 개의 외생변수가 에 시간 24 GRU
순으로 입력되어 과거의 장기적 흐름을 추출한다. 

주의기제 기법 2.2. 
주의기제란 주어진 작업을 수행할 때 결정을 내려야 

하는 특정 시점과 관련성이 높은 맥락에 주목하여 성능
을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입력이 길어질수록 정보 간의 
거리가 멀어져 발생하는 장기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활용된다 기계 번역에서 처음 도입되어 이미지 캡션 .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 인코딩한 과거 시계열 정보와 GRU

예측 시점의 단기적 정보인 외생변수에 대한 정보 간 유
사도를 계산하여 과거 여러 시점 중 어느 시점에 집중, 
해 예측할 것인지 학습하게 된다 여러 주의기제 기법 . 
중 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유사도를 계산한다[5] .

     (1)

    (2)

   
⊤  (3)

수식 의 1 는 과거 전력 사용량 (  과 그에 )

대한 외생변수( 
 

 
 ⊤∈ℝ 를 인코딩한 ) GRU

의 은닉 상태 를(Hidden states) 나타내며 , 는 예측 시점 

의 외생변수를 한 공간에 투영하기 위해 완전연결계층
에 통과시킨 은닉상태를 나타낸다(Fully-connected layer) . 

와 는 학습되는 가중치 행렬이다 수식 의 유사도 . 3

점수는 과거 번째 시점의 정보와 예측 시점의 외부 정
보가 얼마나 유사한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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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후 각 시점의 유사도 점수에 소프트맥스, (Softmax) 
함수를 적용하여 모든 시점의 확률 값의 합이 이 되도1
록 확률 분포를 계산한다 즉 수식 의 가중치 . , 4  는 각 

시점의 주의 집중 가중치를 나타내게 된다.

  
 



  (5)

수식 의 5 는 주의 집중 가중치와 은닉상태를 가중합

한 문(Weighted Sum) 맥 벡터 로 과거 정(Context vector) , 
보와 예측 시점의 외생변수간의 유사도가 반영되었다. 
이후 수식 과 같이 과거의 장기적 정보에 중요도가 반6
영된 와 예측 시점의 단기적 정보인 를 연결

하여 예측 시점 (Concatenate) 의 전력 사용량을 예측한
다. 

   (6)

실험 및 결과3. 
데이터3.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력 소비 데이터1)는 년 월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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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전력 사용량 데이터이다 각 시점의 전력 사용량(Wh) . 
과 가정 내부 외부의 온도 및 습도 풍속 기압 등의 기, , , 
상 관측치에 대한 개의 외생변수 데이터를 포함한다24 . 
데이터의 개수는 총 개로 학습 검증 테19,735 (80%), (10%), 
스트 셋으로 분리하여 모형을 학습 및 평가하였다(10%) .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으로 데이터의 단위를 일정하게 , 

맞추는 스케일링 작업을 진행하였다 스케일링은 (Scaling) . 
데이터의 값이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 모형이 불안정하, 
게 학습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처리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 최대 정규화. - (Min-Max 

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측정값을 으로 normalization) [-1, 1]
변환하였다 또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적용하여 예. , 
측 시점 이전의 개 시점을 학습하여  시점을 예측하 
였으며 실험에서는 ,   으로 설정하였다.

실험 환경 및 모수 설정3.2. 
본 모형은 기반의 프레임 워크를 Python Tensorflow 

활용하여 구현되었으며 실험은 , NVIDIA GeForce GTX 
가 장착된 에서 진행되었다 학습은 1080 GPU PC . Adam 

최적화 기법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과적합 을 , (Overfitting)
막기 위해 각 에폭 마다 검증 데이터를 통해 성능(Epoch)
을 측정하여 번의 에폭 동안 , 5 MSE(Mean Square Error) 
기준으로 성능 개선이 없는 경우 학습을 초기 종료(Early 

하였다 학습에 사용한 모수는 표 과 같다stopping) . 1 .

1) https://archive.ics.uci.edu/ml/datasets/Appliances+energy+prediction

그림 1 제안하는 모형 구조. 



Hyperparameter Value

Epoch 50

Batch size 32

Sliding Window size 7 steps

GRU hidden size 8

Attention size 8

Dropout rate 0.8

Learning rate 1e-3

표 모형 학습에 사용된 모수1. 

평가 척도3.3. 
본 연구에서는 예측 성능 평가 지표로 평균 절대 오차

와 평균 제곱근 오차(Mean Absolute Error, MAE) (Root 
를 사용하였으며 아래의 수식Mean Square Error, RMSE) , 

과 같다 예측 값과 실제 관측 값의 차이를 다룰 때 주. 
로 사용하는 척도로 정밀도 를 표현하는데 적, (Precision)
합하다.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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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분석3.4. 
표 는 제안하는 방법론과 모형만을 사용한 경2 GRU 

우 그리고 기존의 예측 방법론과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 
였다 선형 회귀는 . 종속변수와 한 개 이상의 독립 변수
의 선형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회귀 분석 기법이며 서, 
포트 벡터 회귀는 초평면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의 
거리를 최대화하는 결정 경계 를 찾는 (Decision boundary)
알고리즘이다 랜덤 포레스트는 결정 트리를 기반으로 . 
앙상블 기법을 적용한 방법이며 는 결정 트리 , XGBoost[6]
기반의 그래디언트 부스팅 을 이용한 (Gradient Boosting)
병렬 처리 알고리즘이다 또한 는 모형. , ARIMAX ARIMA 
에 외생변수를 함께 고려하는 예측 기법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예측 방법론 중에서는 선형 회귀 

분석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심층신경망 기반의 . 
를 사용한 결과 기존의 회귀 및 예측 알고리즘보다 GRU

예측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를 통해 . GRU 전력 사
용 데이터의 시계열적 특성 및 비선형적 특성을 모두 고
려하여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인 주의기제 기법을 적용하
여 장 단기적 정보를 모두 활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 
은 경우보다 기준 기준 하락함을 MAE 3.85, RMSE 4.35 

보여 장 단기 모델링 방법론이 예측의 성능 향상에 기, 
여함을 입증하였다 주의기제 기법을 적용하여 중요한 . 
시점이 강조된 장기적 흐름과 예측 시점의 단기적인 외
부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 예측을 진행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 , 
하는 방법론이 전력 수요 예측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론
임을 입증하였다 그림 는 제안하는 모형을 사용하여 . 2
테스트 기간의 예측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전력 수요량을 예측하고자 시계열 데, 

이터의 장기적 단기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 
제안하였다 먼저 를 사용하여 전력 사용 데이터의 . , GRU
시계열적 특성과 비선형적 특성을 고려한 과거의 장기적 
흐름을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정보에 주의 기제 기법을 , 
적용해 중요한 시점 정보를 반영하였다 최종적으로 중. 
요도가 반영된 과거의 장기적 흐름 정보와 예측 시점의 
단기적 정보를 동시에 활용하여 예측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검증을 위해 가정용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 
이용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기존의 기법들보다 효과적인 , 
방법론임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예측에 사용하는 변수들 . , 
간의 중요도 또는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지 않은 한계
가 있어 추후에는 변수 선택 또는 변수간의 주의기제를 , 
적용한 확장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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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 [Wh] RMSE

Linear Regression 51.62 88.35

SVR 54.41 88.63

Random Forest 66.21 99.16

XGBoost 73.02 101.97

ARIMAX 54.77 99.08

GRU 34.66 70.10

Proposed method 30.81 65.75

표 비교 실험 결과2. 

그림 2 테스트 기간의 전력 사용량 및 예측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