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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머신 러닝은 인력을 체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 명 시 의 요청에 따라 

인공지능을 포함한 머신 러닝의 요성은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MLP, RNN, LSTM, ANFIS 신경망 알고

리즘 이용하여, 월별 력 거래량을 측한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월별 력 거래량과 월별 

력 거래 액, 최종에 지 소비량, 자동차용 경유 가격에 한 2001~2017년까지의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 다. 본 

논문은 제시하는 각각의 알고리즘들을 학습시키고, 알고리즘이 측하는 시계열 그래 를 이용하여 측 결과를 

보여주고 RMSE를 이용하여 이들 에서 가장 우수한 알고리즘 제시한다.

ABSTRACT

Machine learning can greatly improve the efficiency of work by replacing people.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machine learning is increasing 

according to the requests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paper predicts monthly power transactions using MLP, RNN, LSTM, and ANFIS of neural 

network algorithms. Also, this paper used monthly electricity transactions for mount and money, final energy consumption, and diesel fuel prices for vehicle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rom 2001 to 2017. This paper learns each algorithm, and then shows predicted result by using time series. 

Moreover, this paper proposed most excellent algorithm among them by using RMSE.  

키워드

Machine learning, Multi-perceptron, RNN, LSTM, ANFIS, Prediction, Power market

머신 러닝, 다  퍼셉트론, 재귀 신경망, 기 단기 기억, 퍼지추론 시스템 기반 응 네트워크, 력 거래량, 측

*교신 자: 조선 학교 기공학과

ㆍ   수  일 : 2019. 09. 16

ㆍ수정완료일 : 2019. 09. 30

ㆍ게재확정일 : 2019. 10. 15

ㆍReceived : Sep. 16, 2019, Revised : Sep. 30, 2019, Accepted : Oct. 15, 2019

ㆍCorresponding Author : Jeong-Gon Choi

  Chosun University, Electrical Engineering. 

　Email : chjego@naver.com

Ⅰ. 서  론

인공지능은 인간이 수동 으로 해야 했던 일들을 

최소화하거나 체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인

다. 이로 인해 상당한 노동력과 비용 감 효과를 거

둘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머신 러닝은 인력을 

체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특

히 4차 산업 명 시 의 요청에 따라 인공지능을 포

함한 머신 러닝의 요성은  커지고 있다.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력 거래량을 측함으로써 해당 

연도에 필요한 력량을 산출할 수 있고 그에 한 

력 발 량을 조 할 수 있기에 력 거래량을 측

할 필요가 있다.

재 다  사이트를 고려한 머신 러닝 기반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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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량 측 기술[1], 머신 러닝을 활용한 과학 논변 

구성 요소 코딩 자동화 가능성 탐색 연구[2], 정규화 

퍼지 시스템을 이용한 력부하 측[3], Short-term 

Electrical Load Forecasting Using Neuro-Fuzzy 

Model with Error Compensation[4], K-최근  이웃

을 이용한 모터의 고장진단[5], ANFIS 근방식에 

의한 미래 트랜드 충격 분석[6] 등 인공지능 측 분

야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썬을 기반으로 텐서 로우를 

이용하여 월별 력 거래 액, 최종에 지 소비, 자동

차용 경유 가격을 이용하여 월별 력 거래량을 다  

퍼셉트론(: Multi Layer Perceptron, MLP), 재귀 신

경망(: Recurent Neural Network, RNN), 기 단기 

기억(: Long Short Time Memory, LSTM), 퍼지추론 

시스템 기반 응 네트워크(: Adaptive Network 

Based Fuzzy Inference System, ANFIS)로 측을 

수행하고 이들 기법  가장 우수한 기법을 별한다.

Ⅱ. 머신러닝 이론

2.1 MLP(Multi Layer Perceptron)

다층 퍼셉트론(MLP)은 그림1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 1. MLP 구성도
Fig. 1 MLP  architecture 

입력이 주어진 층을 입력층(input layer)이라 하는

데, 주어진 입력을 다음 층으로 달하는 역할을 한

다. 여기에서 입력값들을 식(1)로 나타낸다.[7]

  ⋯                          (1)

입력층의 노드는 첨자로 를 사용한다. 입력층에서 

다음 층으로 연결되는 선의 가 치는 로 나타낸

다. 최종 출력을 계산하는 마지막 층을 출력층(output 

layer)이라 하는데, 여기에서는 출력값들을 식(2)로 

나타낸다.

  ⋯                           (2)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있는 층은 은닉층(hidden 

layer)이라고 한다. 다층 퍼셉트론은 여러 개의 은닉

층을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은닉층이 

두 개인 것을 상으로 설명한다. 층간 가 치는 

로 나타낸다. 형 인 다층 퍼셉트론에서는 인 한 

층 사이에서만 연결선이 만들어진다. 다층 퍼셉트론

은 (입력, 출력) 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한

다. 입력이 주어질 때 어떤 값이 출력되어야 하는지

에 한 정보를 사용하여 연결선의 가 치와 편차항

을 결정한다. 출력층에는 입력에 해 기 하는 출력

값에 한 정보가 있는 반면에, 은닉층에 해서는 

어떤 값이 나와야 하는지에 한 정보가 없다. 간

에 있는 층에는 어떤 값이 나와야 하는지에 한 정

보가 없기 때문에 은닉층이라고 부른다.

2.2 RNN(Recurent Neural Network)

RNN은 그림 2와 같이 구성된다.[8]

그림 2. RNN 구성도
Fig. 2 RNN architecture

 

RNN은 Neural Networks의 구조  하나로, 특히 

앞뒤 순서가 존재하는 시계열 데이터에 해 강력한 

성능을 보여 다. RNN은 Neural Network 구조에 이

 시간  의 은닉층의 출력(output)을 다음 시

간에 은닉층으로 다시 집어넣는 경로가 추가된 형

태이다. 이 구조는 재 시간의 결과가 다음 시간

 에 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다음 시간 

 에 향을 미치는 과정이 끊임 없이 반복되는 

형태이다. 



는 시간   일 때 출력  , 


와 


는 각각 시간   

일 때, unit 에 한 network input, activation(활성

값)을 나타낸다고 가정하면, 히든 유닛에서 출력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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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값 

은 식(3)과 같이 계산된다. 


  

 




  

 ′  



 ′ ′
  ′             (3)

2.3 LSTM(Long Short Time Memory)

LSTM은 그림 3과 같이 구성된다.[9]

그림 3. LSTM 구성도
Fig. 3 LSTM architecture

 

LSTM은 RNN에서 생된 알고리즘으로 체 인 

그림은 RNN 알고리즘과 같다. 한 RNN의 은닉층

을 Input Gate, Output Gate, Forget Gate라는 세 가

지 게이트로 구성된 Memory Block으로 체한 구조

이다.

그림 4. 게이트로 구성된 LSTM
Fig. 4 Gate configured LSTM

그림 4에서  , ,은 각각 Forget Gate, Input 

Gate, Output Gate 이며 Input Gate에서 일어나는 

연산은 식(4), 식(5)과 같다.( 는 활성화 함수 

이다.)


  

 



 
  

  



 
    

 



 
     (4)


  

                                        (5)

Forget Gate에서 일어나는 연산은 식(5)과 같다.


 






 





 





 
          (6)


  

                                    (7)

그다음에, Input Gate와 Memory Block의 입구의 

Output을 곱한 값에 Forget Gate의 Output과 

   시간의 셀의 출력을 곱한 값을 더해서 시간

의 셀의 출력 

를 식(9)과 같이 표 한다. 


  

 




  

  




                      (8)


  

 
    

 
                          (9)

Output Gate에서 일어나는 연산은 식(10), 식(11)과 

같다.


  

 



 
  

  




    

 




  (10)


  

                                    (11)

마지막으로, Memory Block의 셀의 출력인 Cell 

Output는 셀의 출력과 Output Gate의 출력을 곱해서 

얻어진다.(이 값이 Memory Block(Hidden Layer 의 

Output이다.)


  

 
                                 (12)

2.4 ANFIS(Adaptive Network Based Fuzzy 

Inference System)

ANFIS는 신경회로망과 퍼지이론이 결함된 형태로

서 신경회로망의 구조와 학습능력을 이용하여 제어환

경으로부터 얻은 입출력 정보로부터 소속함수와 제어

규칙을 제어 상에 맞게 자동 조 하는 방식의 모형

이다. 일반 으로 ANFIS의 퍼지 제어기 구성방법은 

입력 변수 공간을 격자 형태로 분할하고, 분할된 공

간마다 해당되는 결론부 규칙을 한 개씩 할당하여 퍼

지 특성으로 표 한다. ANFIS를 기반으로 하는 분류

모형은 다섯 계측의 방향 연결 신경망 구조로 되어 

있고 이는 그림 5로 나타낼 수 있다.[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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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NFIS 구성도
Fig. 5 ANFIS architecture 

각 노드 는 사각형의 노드로 표시되며 식 (13)과 같

은 함수로 표 된다.

                   (13)

여기서 와 는 노드 로의 입력값이며 와 는 

이 노드함수와 연 된 퍼지집합이다. 즉, 는 입력 

와 가 각각 퍼지집합 와 에 소속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일반 으로 와는  

최댓값과 최솟값을 각각 1과 0을 갖고 식 (14), 식 

(15)와 같은 식으로 표 된다.

  
   



                      (14)  

    
   



                   (15)

여기서 와 는 소속함수의 모수이다. 종형 함수의 

각 모수 값이 달라지면 소속함수의 모양도 달라지며 

학습과정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수 

값을 조정하게 된다. 소속 함수의 모수는 퍼지규칙의 

조건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조건부 모수로 부른다.

원형으로 표시되는 2 계층의 노드들은 이  계층에서 

산출된 소속도를 입력받고 각 소속도를 곱하여 출력

한다. 출력값은 퍼지 규칙의 합도를 나타내며 식 

(16)으로 표 된다.

    ∙                (16)

계층 3의 노드 는 번째 규칙의 합도가 체 규칙

들의 합도 합에 해 차지하는 비 을 표 하게 되

며 식 (17)과 같은 값을 출력한다.

 
    ⋯          (17)

 계층 4의 각 노드에서는 각 규칙 결론부의 출력함수

에 표 화된 합도를 곱하는 연산을 수행한다. 여기

서 는 계층 3의 출력값이며 출력함수 모수인 , 

, 는 결론부 모수라고 부른다. 이 모수 한 학습

과정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결정된다.

 
∙   ∙           (18)

계층 5은 단일노드이며 입력되는 모든 값을 합하여 

출력하며 그 값은 연속형으로 표 된다.

 


 





               (19)

Ⅲ. 측  성능 비교
.

3.1 용 데이터

머신 러닝에 사용할 데이터는 통계청을 참고하

다. 2001~2017년까지 월별로 력 거래량(GWh), 

력 거래 액(억 원), 생산확산지수( 공업), 최종에

지 소비량(1000TOE), 자동차용 경유 가격(원/L)을 

사용하여 략 1,000개의 데이터를 사용하 다. 

그림 6, 그림 7, 그림 8, 그림 9은  월별 력 거래량

(GWh), 력 거래 액(억 원), 최종에 지 소비량

(1000TOE), 자동차용 경유 가격(원/L)를 나타낸다.

그림 6. 력거래량의 시계열 그래
Fig. 6 Time series of Amount of Power

 
그림 7. 력 거래 액의 시계열 그래

Fig. 7 Time series of power transaction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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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최종에 지 소비량의 시계열 그래
Fig. 8 Time series of final energy consumption

그림 9. 자동차용 경유 가격의 시계열 그래
Fig. 9 Time series of car diesel prices

3.2 용 알고리즘

데이터는 각각 0-1 사이로 정규화를 시켰다. 용 

알고리즘은 훈련 데이터(Train data), 시험 데이터

(Test data) 각각 70%, 30%로 각각 지정하여 측을 

하 다. 그래 에서 랑색 그래 가 측 데이터이

고, 주황색 그래 가 알고리즘이 측한 값이다. 

MLP 알고리즘을 용하여 그림 10으로 측값과 

측 데이터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10. MLP 알고리즘을 용한 측 그래 와 
력 거래량 그래 (실선: 측 데이터, 선: 측값)
Fig. 10 Power trade volume graph and prediction 
graph after applying MLP algorithm(solid line: 

Predicted value, dash line: 
observation value )  

RNN 알고리즘을 용하여 그림 11로 측값과 측 

데이터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11. RNN 알고리즘을 용한 측 
그래 와 력 거래량 그래 (실선: 측 

데이터, 선: 측값)
Fig. 11 Power trade volume graph and 
prediction graph after applying RNN 

algorithm(solid line: Predicted value, dash line: 
observation value ) 

LSTM 알고리즘을 용하여 그림 12로 측값과 

측 데이터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12. LSTM 알고리즘을 용한 측 
그래 와, 력 거래량 그래 (실선: 측 

데이터, 선: 측값)
Fig. 12 Power trade volume graph and 
prediction graph after applying LSTM 

algorithm(solid line: Predicted value, dash line: 
observation value ) 

 

ANFIS 알고리즘을 용하여 그림 13으로 측값과 

측 데이터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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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NFIS 알고리즘을 용한 측 
그래 와, 력 거래량 그래 (실선: 측 

데이터, 선: 측값)
Fig. 13 Power trade volume graph and 
prediction graph after applying ANFIS 

algorithm(solid line: Predicted value, dash line: 
observation value )

3.2 성능 비교

본 논문에서는 각 알고리즘에 한 합성  

측 정확도 비교 평가를 해 평균 제곱 오차 제곱근

(: Root Mean Square Error, RMSE)을 이용하

다.[13] RMSE는 각 오차를 제곱값을 이용함으로써 

큰 오차에 한 가 치를 주어 모형의 정 도를 측

정하는 지표이며 식(20)과 같다.

RMSE 



 
 



  
                (20)

여기서 은 자료의 수 는 측 데이터, 는 측값

이다.

이썬에 기반한 텐서 로우를 이용하여 MLP, 

RNN, LSTM, ANFIS 알고리즘을 이용한 결과 측 

정확도를 표 1과 같이 얻었다.

Algorithm RMSE

MLP × 

RNN × 

LSTM × 

ANFIS × 

표 1. 측 결과
Table 1. Result of prediction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여러 지도 학습 에 MLP, RNN, 

LSTM, ANFI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월별 력 거

래량을 측한다. 이를 해 통계청에 나와 있는 월

별 력 거래량과 월별 력 거래 액, 월별 최종에

지 소비량, 월별 자동차용 경유 가격을 변수로 사

용했다. 각 알고리즘의 정확도 비교 평가를 해 평

균 제곱 오차 제곱근(RMSE)를 사용했다. 비교 결과 

LSTM 알고리즘이 정확도가 가장 높게 측정이 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데이터가 LSTM에 최

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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