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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의  전력  수요  데이터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웹의  형태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상청  데이터의  기후  요소를  매개변수로  삼아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가시적으로 
 시각화하는  것까지의  전  과정을  최대한  간결하게  진행하였다.  추후  한층  더  발전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면, 
 전력시장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나아가 시스템 상용화를 위해 계속 연구 활동에 정진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전력수요예측은  전력계통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력시장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에  있어  중요하다  [1-2]. 
 또한,  전력은  저장이  불가능하고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설비를  단기간에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전력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미  국내에는  전력수요예측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3]에서는  전력  수요예측을  위해  한국의 
 사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절적  주기성에  따른  최적의 
 전력수요예측  모델을  분석함으로써  4가지  계절의 
 구간별  최적의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한반도의  기후를  반영하여  기후  대응 
 정책을 강조하고자 하는 연구도 존재한다[4]. 

 본  논문은  근래  들어  심화되고  있는  기후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후  요소를  매개  변수로  하는  인공 
 지능  기반의  전력  수요  예측  모델을  제안한다.  기상청의 
 종관기상관측(ASOS)  데이터  1  를  바탕으로  평균 
 기온∙풍속∙습도∙예비력∙예비율 등을 고려하였다. 

 입력  변수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예측을  위해 
 앙상블과  회귀  모델의  대표격인  Random  Forest  Regr- 
 ession과  Linear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또한  Python의 
 FLASK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예측한  전력  수요  결과를 
 웹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시스템  상용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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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data.kma.go.kr/data/grnd/selectAsosRltmList.do?pgm 
 No=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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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데이터 전처리 

 앞서  언급한  종관기상관측(ASOS)데이터와  상관성이 
 깊은  여러  데이터를  수집한  후  기간을  한정하여  시계열 
 간격을  통일하였다.  이후  컬럼  및  인덱스를  정제하고 
 결측치  및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제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Python의  데이터  분석  및  수정,  조작이 
 가능한 라이브러리인 Pandas를 사용하였다. 

 기상  변수로는  1분  단위로  기록된  기온(°C),  풍속(m/s), 
 습도(%)와  6시간  단위  강수량(mm),  시간당  일조량(hr)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EDA  단계에서  관측된 
 시계열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휴일과  주말 
 정보도  변수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한국전력거래 
 소의  <한국전력  거래소_5분  단위  전력  수급현황>  2  데이터 
 를  수집하여  5분  단위로  기록된  전력사용량(kWh)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전력수요량과의  상관변수  또한  고려하고 
 자 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2021년  07월  10일부터 
 2022년  07월10일  까지의  구간을  절삭하여  분리하였다. 
 이  때  index는  시계열성을  반영하는  datetime  변수로 
 하였는데,  <종관  기상관측(ASOS>데이터의  시계열  간격 
 은  1분  단위이므로  5분  단위로  시계열  간격을  수정하고 
 index를 통일하였다. 

 이후  데이터  내의  단위,  data  type,  format  등을  통일 
 하였고,  결측치의  경우  해당  열의  평균값으로  대체 
 하거나  보간법을  통해  처리하였다.  시계열  데이터에서 
 계절성도  고려하고자  공휴일  변수를  추가하고  공휴일 
 이면  1,  아니면  0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기  위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를 
 대입하여 선형회귀분석을 모형으로 실험하였다. 

 3.  모델링 

 본  연구는  데이터  분석을  웹  플랫폼에  접목시킴으로써 
 연구자들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경험해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  다수가 
 데이터  분석  입문자인  점을  고려하여,  모델링  단계는 
 최대한 간결하게 진행하였다. 

 모델은  Randomforest  Regressor와  Linear  Regression  두 
 가지를  선정하여  진행하였고,  교차  검증과  하이퍼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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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data.go.kr/data/15099819/fileData.do?recomme 
 ndDataYn=Y 

 미터  튜닝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변수 
 간  상관도는  1에  가까운데  비해,  MSE  점수는  500점  정도 
 로 그리 좋지 않은 결과를 내었다. 

 본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코드와  로직을  이용해 
 연구자들이  함께  모델링의  전반적인  단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개선 
 하고  싶은  부분이  많다.  일차적으로는  모델별  특성을 
 파악해  다양한  모델을  비교해보며,  교차  검증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거듭해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그  후 
 에는  데이터셋  정규화와  변수  선정  등으로  데이터  순도 
 를 높이고자 한다. 

 4. 소결 

 위에서  서술한  일련의  과정을  바탕으로  얻은  데이터를 
 Python  Flask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웹으로  구현하였다. 
 전력  사용량  예측은  Radio  button을  통해  Linear 
 Regression과  Random  Forest  중  선택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4-1>과  같이  분석하고자  하는  모델을  선택한  후, 
 <그림  4-2>와  같이  평균  기온∙풍속∙습도∙예비력∙예비율 
 등을  입력받아  각  라디오  버튼에  맞춰  예측  정보를 
 출력하는 형태이다. 

 입력이  들어오면  각  모델(Linear  Regression,  Random 
 Forest)별로  산출된  예측값을  pickle  형태로  저장하고 
 <그림  4-3>과  같은  결과를  불러온다.  또한  <그림  4-1> 
 상단에  있는  The  National  Weather  Service  버튼을  눌러 
 접속하면,  <그림  4-4>와  같이  기상청의  종관기상관측 
 페이지로  연결되어  기상  관측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4-1> 웹으로 구현한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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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각 변수 입력 화면 

 <그림 4- 3> 예측 전력 사용량 출력 화면 

 <그림 4-4> National Weather Service 접속 모습 

 5. 마치며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전력  수요  예측  모델을 
 제시한다.  이  때  모델의  매개  변수는  기상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균  기온∙풍속∙습도∙예비력∙예비율  값을  사용 
 한다.  입력  변수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예측을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잘  활용되는  앙상블  및  회귀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인공지능을  통해  예측한  전력 
 수요  결과는  Python의  FLASK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웹에 시각적으로 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  완성된  서비스를 
 구현하고,  많은  데이터  과학자들이  남긴  학문적  발자취 
 를  찾을  수  있었다.  연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계속해서 
 탐구한다면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  내공 
 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서비스를 
 유의미한  수준까지  발전시킨다면,  궁극적으로는  전력 
 시장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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