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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가전기기별 에너지 사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에서 효
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가전기기별 사용정보를 효과적으
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NILM (Non-Intrusive Load Monitoring) 기법이
필요하다.본 논문에서는 개별 가전기기 분류단계에서 쓰이는 DTW
(Dynamic Time Warping) 기법을 소개한다. DTW 기법은 다른 두 시계열
데이턴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패턴인식 기법 중 하나이다. 이 유사도를 이
용하여 가전기기의 동작여부를 판별하고 분류를 수행한다.

1. 서    론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혹은 홈 네트워킹 자동화는 가정별 에너
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스마트 그리드분야에 관련되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가전기기별로 에너지 사용정보량을
제공해준다면 개별 사용자들이 전기 사용량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
에 전기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전기기별로 각각의 측정 장비를 달고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
법은 측정 장비의 설치 가격과 설치 시간의 이유로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NILM 기법이 필요하게 된다. NILM 기법은 하나의 측정 장비로 한 가
정의 전체 전류와 전압을 측정한 후 수학적 분류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전체 패턴 내에 내재되어 있는 각 가전기기별 패턴을 분류해낸다[1],[2].
이처럼 NILM 기법을 이용한다면 측정 장비의 설치 가격과 설치 시간이
매우 간소화 된다. 다만 전체 가정 부하 패턴에서 각각의 가정기기를 분
류를 해내야하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수학적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REDD (Reference Energy Disaggregation Data Set)을
이용하여 별도의 측정 장비를 통해 데이터를 취득하지 않았다[3].
REDD 데이터로부터 대표 가전기기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데이터를 추출하여 DTW 기법 분류 알고리즘에 적용시켜 보았다.

2. 전력신호의 특징을 이용한 부하식별

  2.1 가전기기의 전력신호의 특징
전력신호를 기반으로 가전기기 부하를 식별할 경우 가정에서 사용되
어 지는 모든 개별 가전기기의 전력사용량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전
력신호는 배전반에서 측정한다.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력소비 패
턴을 분석 후 식별에 이용할 특징을 추출한 후 해당 특징을 이용하여
가전기기 부하식별을 수행한다. 이때 계량기 뒷단에서 전력사용량을 측
정할 때에는 1Hz 내외의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전압
과 유효전력을 측정한다[1],[4].
가전기기의 전력사용 패턴을 분석하면 3가지 동작특성으로 가전기기를
분류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On-Off 동작을 하는 가전기기로 대부분의
가전기기가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가전기기로는 전기보일러, 백열전
구등이 있다. 두 번째로는 유한개의 동작을 가지는 가전기기(Finite
state machines, FSM)가 있다. 두 번째 동작특성을 가지는 가전기기는
해당 가전기기에 설정되어 있는 동작 상태에 따라서 전력사용량이 달라
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다양한 동작에서 나타나는 전력패턴을
분석을 통해 해당 기기를 분류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가전기기로는 세탁
기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용시간이 길면서 지속적인 전력을 소
비하는 가전기기이다. 이 가전기기들은 어떤 주기적인 패턴도 가지지 않
으며 전력레벨의 상태 또한 변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가전기기로는 조명
과 세톱박스 등이 있다[1].
  
  2.2 전력신호 기반 가전기기 분류 알고리즘
분류 알고리즘은 크게 데이터 취득 및 특징 정의 단계와 특징 추출
및 분류 단계로 구성되어진다. 1단계에서는 취득한 전력사용량 정보는
기기의 동작 판별 시점(실시간, 준실시간, 비실시간)에 따라서 사용하는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반영하여 전력사용량 정보의 전처리를

수행한다. 다음으로는 전력 패턴을 분석하여 어떤 이벤트에서 가전기기
를 분류하는 동작을 수행할지를 정해야 한다. 이벤트의 설정은 전력패턴
을 분석하여 주관적으로 정의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벤트가 존재
한다. 이때 대표적인 가전기기 On, Off를 나타내는 이벤트로 각각 상승
모서리(Rising edge)와 하강모서리(Falling edge)가 존재한다. 앞에서 설
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 발생을 감지한다. 2단계에서는 이벤트
발생 시점에서 일정 시간만큼 전력신호정보를 추출하여 DTW기법을 이
용하여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특징 정보와 비교하여 가전기기별 동작여
부를 판단을 수행한다.

3. Dynamic Time Warping 기법  

시계열의 길이가 각각 n이고 m 인 두개의 시계열 데이터 X=
{⋯ }와 Y={ ⋯ }가 있다. 여기서 ×의 행렬이 존재

한다고 가정한다. 행렬의 (i, j)의 요소는 와 를 의 거리 값을 나타

낸다. 다음으로 워핑 경로(Warping path)를 정의한다.  

{⋯}이고 K의 범위는 max(n, m)의 값 보다 크거나 같고

n+m-1 인 값 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를 가진다. 여기서 는 행렬의

(i, j) 성분이 된다. W는 다음 아래에 있는 몇 개의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다[5-7].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s):        (1)

-연속성 조건(Continuity):
       

   
  

 일 때

     ≤       ≤  (2)

- 단조성 조건(Monotonicity) :
               일 때

   ≥      ≥  (3)

아래 그림 2는 워핑 경로가 가능한 경로 중에 합산되는 거리가 가장 작
은 DTW 경로를 나타내주는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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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TW 경로

DTW 경로는 다음 아래식과 같이 정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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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례 연 구

DTW 기법을 이용한 가전기기 패턴 분류 시 선행 되어야할 것은 기
준데이터를 정해야 한다. 기준 데이터는 20개의 학습 데이터(Training
data)를 평균을 낸 데이터이다. 각 <그림 3>, <그림 4>, <그림 5> 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의 기준데이터를 나타낸 그림이다. 기준
데이터 생성 후 설정한 이벤트 발생 시 분류를 수행하면 된다. 본 논문
에서는 상승 모서리 발생 시 일정시간 만큼의 프레임을 잘라낸 데이터
를 취득하여 기준 데이터와 취득 데이터를 DTW 기법을 이용하여 두
그래프간의 거리 비교를 수행한다.

<그림 3> 냉장고 기준데이터

<그림 4> 식기세척기 기준데이터

<그림 5> 전자레인지 기준데이터

          <표 1> 특정 신호와 각 가전기기별 기준 거리 값

거리 값

냉장고 72198

식기세척기 70953

전자레인지 123

위 <표 1>은 시험 데이터(Test data) 중 특정 데이터 하나와 기준
데이터간의 거리 값을 시험 데이터와 기준 데이터간의 거리 값을 구한
후 값을 비교한 표이다. 이때 특정 신호의 분류 기준 데이터와의 거리
값이 가장 작은 값을 기준으로 분류를 수행한다. 특정 신호와 전자레인
지 기준 데이터 간의 거리 값이 아주 작기 때문에 특정 신호는 전자레
인지가 작동했을 때 발생하는 신호로 분류한다.

5. 결    론

DTW 기법을 이용한 분류 알고리즘은 각각의 시계열 그래프간의 거
리 값을 측정하여 작은 거리 값을 가지는 그래프를 유사패턴으로 인식
한다. 이는 다른 패턴인식 방법에 비해 간단하며 효율적이다. 그러나 이
기법은 만약 기기 작동 중간에 서지(surge)가 발생하거나 또 동시에 여
러 가지 가전기기가 발생할 때에는 거리 값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 경우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사전 입력되어 있는 기준데이터
패턴에 포함돼있지 않는 전력패턴이 발생한다면 인식을 수행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진
행 된다면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분류 알고리즘을 완성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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