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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력은 모든 나라에서 사회 발 과  경제 성장에 가장 기본 인 자원이다. 산업이 고도화 되고 경제의 

규모가 발 하면서 력의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력을 공 하는 쪽에서는 력을 생산할 때 자원의 낭비

를 이기 해 력 사용량을 측하는 것은 요한 일이다. 한 력 수요 측을 통해 여름과 겨울의 피크 타임

에서의 력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비 력의 측은 국내에서 수요자원 거래시장(Negawatt 

market)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요하게 되었다. 더구나 력 소비량 측은 소비자가 력 시장에 직간 으로 

참여하는 수요 리 방법을 제공해 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내총생산, 1인당 국민총소득, 부

가세, 국내 력소비량을 이용하여 제주도의 어업 력 사용량을 측하는데 유 자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유

자 알고리즘은 다양한 조합 최 화 분야에서 최 해를 찾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본 논문에서 유

자 알고리즘에서 최 의 동작을 한 라미터들을 찾는다. 그리고 실제 력 소비량 측을 해 사용되는 계수

(coefficient)들의 최 값을 찾아 측값과 실제 력 소비량의 오차를 최소화하는데 목 이 있다.

• 주제어 : 력 소비량 측, 유 자 알고리즘, 네가와트, 수산업, 경제지표

Abstract   Energy is a vital resource for the economic growth and the social development for any 

country. As the industry becomes more sophisticated and the economy more grows, the electricity demand  

is increasing. So forecasting electricity demand is an important for electricity suppliers. Forecasting 

electricity demand makes it possible to distribute electricity demand. As the market for Negawatt market 

began to grow in Korea from 2014, the prediction of electricity consumption demand becomes more 

important. Moreover, power consumption forecasting provides a way for demand management to be 

directly or indirectly participated by consumers in the electricity market. We use Genetic Algorithms to 

predict the energy demand of the fishing industry in Jeju Island by using GDP, per capita gross national 

income, value add, and domestic electricity consumption from 1999 to 2011. Genetic Algorithm is useful for 

finding optimal solutions in various fields. In this paper, genetic algorithm finds optimal parameters. The 

objective is to find the optimal value of the coefficients used to predict the electricity demand and to 

minimize the error rate between the predicted value and the actual power consumption values.

• Key Words : forecasting energy consumption, Genetic algorithm, Negawatt, fishing industry, economic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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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력 수요의 증가에 따라 력 수요를 측하는 기능

이 요한 기능이 되고 있다. 특히, 2014년에 개설된 에

지 효율화와 보존을 통한 소비감량을 의미하는 네가와트

(Negawatt) 시장에서는 소비 력을 측하는 일이 핵심

이 되고 있다. 네가와트라는 용어는 력단 인 메가와

트(MegaWatt)와 네거티 (Negative)가 합쳐진 용어이

다. 네가와트 시장에서 력 측이 요한 이유는 에

지 정책이 공 주에서 수요 리 심으로 변하면서 수

요자원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2035년까지 수요 리

를 통한 력수요를 15% 감축을 목표로 하는 등의 수요 

측에 기반 한 력 소비 감축이 요한 기본이기 때문

이다. 력 수요의 측에는 다양한 환경  요인을 고려

[1,2]하기도 하고, 국가의 경제  지표들(economic indicators)

을 사용하기도 한다. 련 연구로는 터키의 력 수요 

측을 해 유 자 알고리즘을 사용한 연구[3,4]와 기계학

습을 사용하여 특정 건물의 력 수요 측 연구[5] 등이 

존재 한다. 본 논문에서는 력 수요 측을 해 경제  

지표를 이용하기 때문에 선형 수식(linear equation)에 비

해 비선형 수식(non-linear equation)에 의한 측이 좀 

더 효과 인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력 수요 

측에 유 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사용한다. 

유 자 알고리즘은 다양한 분야에서 최 해를 찾는데 유

용하게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본 논문의 목 은 여러 

산업 분야  제주 지역의 어업에 련하여 력 소비량

을 측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유 자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liner-logarithm model의 변수를 설정하여 실제 

데이터와 측 데이터의 차이를 최소가 되게 하고 결과 

같을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이용한 결과와 비교

한다[6].

향후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유 자 알고리즘을 설명과 문제를 정의하

며, 3장에서는 실험 결과에 해 정리와 향후 연구 방향

을 기술한다. 

2. 유전자 알고리즘  
유 자 알고리즘은 다양한 최 화 문제에 우수한 성

능을 발휘는 하는 알고리즘으로 리 알려져 있다. 이름

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생태계의 진화 모델을 모방한 것

으로 1989년 Goldberg에 의해 고안되었다.[7] 기존의 최

화문제를 한 알고리즘으로 타부서치(tabu search), 

시뮬 이티드 어닐링(simulated annealing) 등)들이 하나

의 해를 사용하여 이웃해를 탐색하는 방식이므로 지역 

최 해(local minima)에 수렴할 확률이 높았으나, 이들에 

비해 유 자 알고리즘은 복수 개의 잠재 인 해의 집단

(population)을 이용하여 탐색을 하고 우수한 해들을 다

음 세 (generation)로 달하기 때문에 역해에 수렴할 

확률이 높다.

유 자 알고리즘의 이론은 단순하고 해의 탐색이 우

수하여 많은 최 화문제에 다양하게 용 가능하며, 특

히 복잡한 해 공간의 탐색이 가능하여 변수와 제약 조건

이 많은 문제에 용가능 한 것이 장 이다. 특히, 유 자 

알고리즘의 가장 큰 이 은 다음 탐색 공간으로 이동하

기 해 유 자에 유용한 정보나 최 해에 가까운 유

자 정보의 일부를 계속 사용하거나 발 시켜 나갈 수 있

다는 것이다[3]. 유 자 알고리즘은 크게 4 개의 부분으

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문제의 탐색 공간에서 불능해를 

포함하여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유 자  표

(genetic representation)으로 나타내는 개체 표  방법

(encoding scheme)이고, 두 번째는 유 자들 에서 최

해에 가까운 해들을 높게 평가하여 다음 세 에 유

될 확률을 높여 주는 평가함수(fitness function), 세 번쩨

는 해의 탐색 공간을 넓히고 다양한 유 자  표 을 만

들어 내기 한 유 자 연산(genetic operation)이며, 마

지막으로 유 자 알고리즘 자체의 성능 향상을 해 개

체 집단의 크기, 유 자 연산자의 용 확률 등을 나타내

는 제어 라미터(control parameter)로 구성된다. 유

자 알고리즘에서 세 (population)는 각 가능해(feasible 

solution)를 나타내는 염색체(chromasome)로 이루어지

며, 염색체는 비트로 구성된 스트링으로 구성된다. 유

자 알고리즘의 특징  하나은 하나의 해(염색체)를 탐색 

공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염색체로 구성된 

세 (population)라는 넓은 탐색 공간을 가짐으로써 지역

해에 빠질 확률이 어든다. 세 (population)을 구성하

는 염색체의 수는 최 화 문제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각 염색체의 평가는 목 함수(fitness function)

에 의해 결정된다. 유 자 알고리즘이 수행되면서 각 세

는 이  세 에서 목 함수에 의해 높은 평가를 받은 

염색체 주로 다향한 유 자 연산들을 수행하여 좀 더 

좋은 해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다음은 유 자 알고리즘

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유 자 연산에 해 설명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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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전자 연산

2.1.1 선택 연산(selection operator) 
한 세 에서 다음 세 로 달되는 해(chromasome)

들을 세 에서 선택하는 과정으로 문제에 따라 목 함수

( 합도 함수, fitness function)를 만들고 함수의 계산에 

의해 만들어진 값( 합도)에 따라 선택한다. 선택 연산의 

종류에 따라 최 해에 수렴하는 속도와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며, 잘못된 선택 연산은 지역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 에서 염색체 선탯 시에 합도가 높은 유

자는 높은 확률로 선택되지만, 합도가 낮은 유 자

도 낮은 확률로 선택될 확률은 존재한다. 선택 연산의 종

류는 룰렛휠 선택, 순  선택, 토 먼트 선택 등 존재한다.

2.1.1 교차 연산(crossover operator) 
자연환경에서는 교배를 통해 부모의 형질을 물려받아 

다음 세 를 생성하게 되는데, 유 자알고리즘에서도 한 

세  내의 선택된 두 염색체들의 교배연산을 통하여 다

음 세 에 좀 더 다양한 염색체를 구성하게 된다. 각각 

부모 염색체에서 교차연산을 통해 서로 겹치지 않는 

치의 유 자를 이용하여 새로운 유 자로 구성된 자식 

세 를 생성한다 이 때 교차 연산의 방법에 따라 일 교차, 

이 교차, 균등교차, 순서교차, PMX(Partially Matched 

Crossover), 휴리스틱 교차 등이 존재한다[9].

다음 [Fig. 1]은 일 교차연산을 표 한 것이다. 일  

교차 연산을 통해 두 개의 부모 염색체 1010100111과 

1110010001에서 두 개의 자식 염색체 1110000111과 

1010110001이 생성된 것을 보여 다. 일 교차연산자는 

그림과 같이 부모 염색체의 하나의 특정 지 에서 다른 

부모 염색체와 교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 One point Crossover

2.2 돌연변이 연산(mutation operator) 

기존 세 에서 얻은 염색체(chromasome)와  다

른 해를 얻기 해 유 자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연산

자이다. 이 연산을 통해 유 자 알고리즘이 지역해(local 

optima)에 수렴할 확률을 이고 다양한 해 공간을 탐색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교차 연산 후에 염색체 단

로 수행되며 일정한 확률 이하의 빈도로 염색체의 임

의의 치의 값을 교체하는 연산이다. 

아래 그림의 경우 염색체1010100111에서 여섯 번째 

비트가 0에서 1로 변경되어 1010110111로 변경된 것이다.

[Fig. 2] Mutation

2.3 적합함수(Fitness function) 

각 세 에서 만들어낸 염색체들은 모델에 사용된다. 

이 때 모델에서 측된 값과 실제 데이터 값 사이의 차이

가 최소가 되도록 합함수가 정의된다. 그리므로 실제 

력사용량을 라 하고, 측된 력사용량을 

라 하면, 평가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10,11].

     
여기서 n은 population의 크기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력사용량을 측을 해 아래와 같

은 선형로그함수모델(Linear logarithmic model)을 사용

한다[12,13].

   ×  × 

×  × 

사용되는 데이터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내총

생산, 1인당국민소득, 부가세, 국내 력소비량으로써 두 

개의 부분으로 나 어서 사용하게 된다. 반부의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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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최 의 라미터 값을 찾고 함수의 계수의 최

값을 찾기 해 사용되고 후반부 4개의 데이터는 목

함수의 성능을 평가한다[14]. 본 실험에서는 측에 의한 

값과 실제 측값의 차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것이 목

이다.

3. 실험결과 및 향후 연구 방향
실험을 통해 최 의 합도를 얻기 해 유 자알고

리즘의 합도는 <Table 1>과 같다.

Population size 100

The number of iterations 250

Mutation rate 0.02

Crossover rate 86%

<Table 1> Parameters Value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7년

간의 데이터로서 국내총생산, 1인당 국민총소득, 부가세, 

국내 력소비량 그리고 결과값으로는 제주도 수산업 

력사용량을 사용하 다[15].

Year Actual Data Estimated 
Data Error Rate(%)

2012 741 750 1.2

2013 790 810 2.5

2014 832 844 1.4

2015 829 840 1.3

Average error rate 1.6

<Table 2> Results for Genetic Algorithm

<Table 2>는 유 자 알고리즘에 의해 수향된 실험의 

결과이다. Error Rate는 (Estimated Data – Actual 

Data)/Actual Data의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4년

간의 평균 에러율은 1.6을 기록하 다.

Year Actual Data Estimated 
Data Error Rate(%)

2012 741 810 9.3

2013 790 840 6.3

2014 832 932 12.0

2015 829 940 13.4

Average error rate 10.25

<Table 3> Results for Machine Learning

반면 <Table 3>은 기계학습에 의한 실험 결과로써 

Error Rate를 구하는 방식은 유 자 알고리즘과 동일하

게 용하 을 때, 평균 에러율이 10.25를 기록하 다.

결과 으로 기계학습에 의한 측보다는 유 자 알고

리즘에 의한 실험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 다양한 형태의 측 시스템과 실시간 용량 데

이터를 다루는 빅데이터에서도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

한 방식이 더욱 효과 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다.

향후 연구에서는 력사용량에 향을 미치는 요소를 

좀 더 범 하게 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실시간으로 환경  요인을 수산업 력량 측

에 활용한다면 좀 더 정확한 측결과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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