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최근 환경문제로 인한 지구 온난화 등 체감

가능한 문제점들이 도래한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화석연료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저탄소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와 청정 연료기술이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입력 전원을 쉽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지에서 무한정한 에너지원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다. 이런 이점을

바탕으로 기존 태양광 발전소에서 독점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구조에서, 전력 중개 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발전 사업자의 발전량을 예측하고

수익창출에 참여하는 구조로 에너지 시장의 거래

형태가 변화되고 있다. 변화된 에너지 거래시장에서

효과적인 전력 중개를 위해서는 발전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력 중개를 위한 태양광 발전 예측에는

기후의 간헐성으로 인한 예측 정확도 감소, 소규모

발전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제약이 존재 한다

[2]. 이로 인해 소규모 발전 사업자는 수익과도

직결되는 전력공급의 안정성 저하, 잉여 전력에 대한

지속적인 낭비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고, 소규모

발전 사업자와 중개 사업자의 원활한 수익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CNN-LSTM 모델과 연합학습을

사용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방식을 제안한다.

연합학습은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다량의 로컬

데이터를 모두 중앙 서버로 전송할 시 생길 수 있는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유출과

같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로컬

모델의 업데이트 정보만을 송수신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비용의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2. 연합학습 기반 전력 중개용 태양광 발전 에측

그림 1. 제안된 CNN-LSTM 모델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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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두된 환경문제로 인해 다양한 재생 에너지의 실리적인 활용 방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그린뉴딜’, ‘K-RE100’ 등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소규모
발전 사업자의 태양광 발전 참여율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산정하는 전력 중개 시스템의 태양광 발전 예측은 에너지 시장의 핵심요소로 부각
되었다. 하지만 전력 중개용 태양광 발전 예측에는 기후의 간헐성으로 인한 예측 정확도 감소,
소규모 발전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제약이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전력 중개용 태양광 발전
예측의 제약을 해소하고, 전력 중개 활성화를 지원키 위한 CNN-LSTM 기반 연합학습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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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기후적 간헐성을 극복하고 예측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 노이즈 제거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CNN-LSTM 모델을

사용한다. 각기 다른 4가지 기후대(1A : 온난하고

습함, 2A: 덥고 습함, 3A : 혼합, 4A : 춥고 습함)에

위치한 소규모 발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발전량은

시공간의 불규칙한 패턴을 포함하는 다변수

시계열이다.

CNN-LSTM 모델은 CNN을 이용하여 Convolution

Layer와 Pooling Layer에서 시계열 변수의 공간적

특성을 추출하고 비선형 특성 및 구조를 발견하며

노이즈를 제거한다. LSTM은 CNN에서 전송된

공간적 특성을 사용하여 시간적 변화를 모델링하고

다음 단계의 예측 결과를 얻는다 [3].

제안된 모델은 소규모 발전 사업자로부터 One-hot

encoding 처리된 시간, 발전량(Wh), 실외온도(°C),

실외습도(%) 데이터를 받아 입력 벡터로 사용한다.

CNN은 2개의 1D Convolution layer로 구성되며,

Convolution Layer 사이에 MaxPooling Layer를

추가하여 계산 부하를 줄이고 모델의 속도 향상을

위해 ReLU(Rectified Linear Unit) Layer를 통합한다.

Convolution layer를 통해 나온 출력은 gate unit에

입력되어 20개의 hidden node를 가진 3개의 LSTM

Layer로 연결된다. LSTM을 통해 시퀀스 데이터

모델링이 완료된 후, Full connected Layer로 최종

출력을 생성한다.

소규모 발전 사업자는 CNN-LSTM으로 50회의 라운드

동안 학습한 로컬 모델의 가중치(W)를 중개 사업자의

Aggregation server로 전송한다.

그림 2 연합학습 기반 전력 중개용 태양광 발전 예측

대부분의 소규모 발전 사업자는 로컬 내 실제 발전량

등 개인정보에 대해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 이에

연합학습을 이용하면 낮은 페이로드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향상 시키며 중개 사업자가 정확한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가능하다 [4].

연합학습에 참여한 4가지 기후대의 소규모 발전

사업자의 로컬 모델 훈련을 위해 하이퍼파라미터(

시간, epoch, 라운드)를 지정하고 최적화 함수로

Adam을 사용한다. 라운드 종료 후 로컬 모델의

가중치를 중개 사업자의 Aggregation server에

업데이트 한다. 글로벌 모델(g)은 업데이트 된 가중치를

집계하고 FedAvg를 통해 학습한다. 연합학습에 참여한

소규모 발전 사업자의 민감 데이터는 공유하지 않지만

로컬 모델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전체 데이터 셋을

학습한 것과 동일한 글로벌 모델을 완성한다. 글로벌

모델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중개를 위한

태양열 발전량을 예측하고, 예측된 결과 값을 전력

거래소로 보낸다. 또한 글로벌 모델을 다시 소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전송한 뒤 로컬 모델과 교체함으로써

지속적인 모델 업데이트가 이뤄진다.

3. 결론

이 논문에서는 CNN-LSTM과 연합학습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중개를 위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 방식을

제안한다. CNN-LSTM은 기존 CNN과 LSTM을 결합한

모델로, 다변수의 시계열 데이터에서 비선형적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 CNN의 이점과 시간적 관계를 학습해

시퀀스 데이터를 모델링 할 수 있는 LSTM의 이점을

결합하여 시계열 데이터의 예측 값의 정확도를 높인다.

또한, 연합학습을 이용하여 각기 다른 기후대에 분산된

소규모 발전 사업자로부터 민감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전체 데이터 셋을 학습시키며, 계속

업데이트되는 고성능의 모델을 이용한다. 이 논문은

기존 태양광 발전 예측의 제약을 해소하여 소규모 및

중개 사업자의 원활한 수익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예측 방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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