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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CT 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간

에 실시간 정보를 양방향으로 교환함으로서 수

요량에 따른 공급이 가능한 스마트그리드(smart 

grid)의 개념이 확대 적용되어지고 있다. 최근 물 

분야에서도 스마트그리드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

인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효율향상과 스마트그리

드 구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부가적인 

장점을 인지하고 물관리에 적용하고자 하는 스마

트 워터 그리드(smart water grid, SWG) 개념

이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2020년에 SWG를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단이 

2012년 출범하였으며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자원의 대부분이 댐 및 

저수지와 같은 저장용량과 더불어 특정 지역까지

의 물 공급 소요시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양방향의 

실시간 물 수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 및 

산업체의 물수요 사용 이력을 바탕으로 향후 수요

량을 예측할 수 있는 적절한 예측 기법의 사용은 

SWG 기법에 꼭 필요한 기초 연구라 할 수 있다. 

적절한 수요예측 기법의 개발은 향후 물공급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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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recent years, Smart Water Grid (SWG) concept has globally emerged over the last decade and also gained 

significant recognition in South Korea. Especially,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water demand forecast and this has led to 

various studies regarding energy saving and improvement of water supply reliability.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nonlinear ensemble model for hourly water demand forecasting which allow us to estimate uncertainties across different model 

classes. The concepts was demonstrated through application to observed from water plant (A) in the South Korea. Various 

statistics (e.g. the efficiency coefficient, the correlation coefficient, the root mean square error, and a maximum error rate) were 

evaluated to investigate model efficiency. The ensemble based model with an cross-validate prediction procedure showed better 

predictability for water demand forecasting at different temporal resolutions. In particular, the performance of the ensemble model 

on hourly water demand data showed promising results against other individual prediction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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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여러 장점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불필요한 물공급을 줄이

고 물공급 부족량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서 효율

적인 물관리 및 물 부족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수요량 예측은 수요 시설의 용량 확장, 투자 

계획, 운용, 관리 등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시

간 해상도에 따른 예측 기법이 적용되어지고 있

으며 예측 기간에 따라 장기, 중기, 단기 예측으

로 구분되어진다(Alvisi et al., 2007; Ghiassi 

et al., 2008; Jain et al., 2001). 장기, 중기, 

단기예측의 구분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구

분되어지고 있으나 1년 미만을 예측할 경우 단기 

예측으로, 1년 ~ 10년 미만 예측시 중기 예측, 

10년 이상의 기간을 예측시 장기 예측으로 구분

될 수 있다(Gardiner and Herrington, 1990). 

또한 단기 예측시 시, 일, 주 단위로 예측이 이

루어지며, 중기 예측의 경우 월 및 연단위, 장기 

예측의 경우 연단위 이상의 시간 해상도를 갖도

록 정의하였다.

예측의 시간 해상도 및 예측 기간의 따라서 

다양한 예측 대상자료와 인자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Billings and Jones (2008)에 따르면 일

별 최대 수요량, 일별 수요량, 월별 수요량, 인

구당 연별 수요량, 소득 계급에 따른 연별 수요

량과 같은 인자들이 도시지역의 물 수요 예측 대

상 자료로 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수요량 예측

을 위한 예측인자(predictor)로서 시간별 수요

량, 주별 최대 수요량, 최대 온도, 강수량 등이 

사용되고 있다.

단기 예측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Jain and 

Ormzbee(2001)는 전날 수요량 및 일별 강수

량, 최대 온도, 일조시간을 예측인자로 회귀모

형과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5일간의 일별 수요

량을 예측하였다. Adamowaki and Karapa-

taki(2010)는 전 주의 최대 수요량과 최대 온

도를 예측인자로 Levenberg-Marquardt(LM) 

인공신경망 기법과 다변량 선형 회귀모형을 통

하여 주별 최대 수요량 예측 결과를 비교하였

으며 LM 인공신경망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Cutore et al(2008)은 일별 수요량 자료를 기반

으로 이전 날의 수요량, 평일 수요량, 일별 수요

패턴을 예측인자로 활용하였으며 최적화 기법으

로 SCEM(Shuffled Complex Evolution Me-

tropolis) 적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일반적인 

인공신경망 기법과 Bayesian 인공신경망 기법

을 비교한 결과 두 모형간 유사한 예측능력을 갖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Herrera et al(2010)은 

1시간과 2시간 전의 수요량과 전 주의 수요량, 

온도, 풍속을 예측인자로 인공신경망과 Sup-

port Vector Machine(SVM) 등 4개의 모형을 

적용 비교한 결과 SVM 모형이 상대적으로 우

수한 예측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Jentgen 

et al.(2007)은 운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배수

지 펌프 운영에 이용할 수 있는 수요량 예측모형

을 검토한 결과 시간단위예측의 경우 인공신경

망 기법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였으며, 일별 예측

시에는 다중회귀모형이 우수한 예측능력이 있음

을 보여주었다. Bougadis 등(2005)은 최대 수

요량에 다양한 지체 시간을 적용함과 더불어 온

도, 강우량을 예측인자로 활용하여 선형 회귀모

형과 다변량 선형 회귀모형, 인공신경망 모형에 

적용한 결과 인공신경망 모형이 주별 최대 수요

량 예측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방법임을 입증

하였다. 이외에도 Jain and Ormsbee(2002)와 

Jain et al(2001)은 각각 일별 수요량과 주별 수

요량 예측에 있어서 모형간 예측 결과를 비교한 

결과 인공신경망이 가장 우수한 예측력이 있음

을 보여주었다.

2가지 이상의 모형 결합을 통한 단기 예측 연

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간별 수요량 자

료의 계절 성분에 대하여 Fourier 예측기법을 

적용하고 계절성분을 제거한 잔차 성분에 대하

여 AR(1)모형을 적용하여 시간별 펌프량을 계

산할 수 있는 실시간 예측 모형을 개발한 사례

가 있다(Alvisi et al., 2007). Aly and Wa-

nakule(2004)은 지수 평활화 모형과 회귀모형

을 결합하여 일별 수요량 예측모형을 개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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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Caiado(2010)은 Holt-Winters, ARI-

MA, GARCH 모형을 가중평균한 일별 수요량 

예측모형을 제안하였다, Gato et al.(2007)은 

일단위 예측인자와 계절단위 예측인자를 동시에 

활용한 일단위 수요량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경우 Kwon and Moon(2004)은 

Singular Spectrum Analysis(SSA) 기법을 

이용한 일 단위 물수요량 예측모형을 적용하

여 기존 모형에 비교하여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Gu(1996)은 급수량 단기 수요 예측을 위하여 

Multiple Auto Regressive Integrated Mov-

ing Average(MARIMA) 모델을 적용하여 계절

별 수요량을 예측하였다. Choi et al(2009)은 

사천시 물 수요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신경회로

망과 시간가중계수를 이용한 일별, 시간별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선형 ARIMA 모델에 비하

여 우수한 예측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Yu 

et al(2004)은 선형모델과 비선형 모델을 이용

한 시간단위 단기 수요량 예측모형을 개발하였

으며 선형모형이 비선형 모형에 비하여 안정된 

해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앙상블(ensemble) 개

념을 이용한 시계열 예측기법이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앙상블 모형의 예측 오차가 

단일 모형을 통한 예측 오차보다 적음을 여러 연

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Krogh and Vedelsby, 

1995; Krogh and Sollich, 1997; Naftaly et 

al., 1997). 앞서 언급되었듯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단기 수요량 예측기법들이 적용되어 왔

으나 최적의 모형은 연구에 사용된 자료 및 대상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결정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 개발된 선

형 또는 비선형 예측모형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석 할 수 있는 단기 상수도 앙상블 수요예측모형

을 개발하는 것이며, 실제 상수도 수요량 자료를 

대상으로 단기 수요 예측에 있어서 개발된 앙상

블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2. 대상 자료 및 연구 방법

본 절에서는 단기 수요량 예측시 이용되는 앙

상블 모형의 적용과정을 살펴보고 앙상블을 구

성하는 단일 예측 모형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앙상블 모형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2.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계열 예측모형을 도

입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다중 선형 회귀모형(multiple linear regress 

model), KNN(k-nearest neighbor), 인공신

경망 모형(perceptron radial basis function 

network, PRBFN), SVM(support vector 

machine) 모형 등을 개별 예측모형으로 활용하

였으며, 개별모형들에 비해 개선된 예측결과를 

도출하고자 각 모형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앙상블(ensemble)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

한, 개별모형들에 대한 매개변수 추정시 교차검

증(cross-validation, CV) 기법을 도입하여 추

정 매개변수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

구에서 적용한 앙상블 알고리즘의 흐름은 Fig.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2월 27일 기간에 1분 간격으로 계측된 4개월 기

간의 A 정수장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앙상블 모

형에 적용하였으며, 10분, 60분, 180분 등 3개

의 시간 해상도로 재구성하여 모형에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앙상블 모형에 적용과정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예측

에 이용될 입력 자료 준비와 앙상블모형에 사용

될 개별 예측모형의 결정 단계이다. 개별 예측모

형과 입력 자료는 앞서 설명되었으며, 첫 단계에

서 고려되어야 할 추가사항은 개별 모형에 적용

되어질 독립변수의 정의이다. 본 논문에서는 A 

정수장의 계측자료만을 이용하여 3개의 독립변

수를 설정하도록 정의하였다. 설정된 독립변수

들은 이전 시간의 수요량(t-1), 예측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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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전날 수요량(d-1), 예측하고자하는 시간

의 전전날 수요량(d-2)을 갖도록 지체시간을 설

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개별 모형에 따른 매개변수

의 추정 단계로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성

된 입력자료를 앙상블 모형에 적용된 개별모형

에 적용하여 개별 모형에 따른 매개변수를 추정

한다. 이 때, 5회의 교차검증을 통하여 매개변

수가 추정되어진다. 교차검증 과정은 입력자료

에 대한 매개변수 추정시 이용되어질 적합(cali-

bration)구간과 추정된 매개변수를 통하여 예측

을 실시하는 검정(verification)구간을 교차검증 

횟수만큼 임의로 구분하고 반복적으로 매개변수

를 재추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차검

증 기법은 다양한 자료특성에 따른 모형의 적응

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통계적으로 신뢰

성(robust) 있는 매개변수를 추정하는데 활용되

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다음 단계는 앙상블 모형의 구성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목적함수를 적용하여 교차검증을 통

해 산정된 개별모형들을 대상으로 앙상블 모형

을 구성할 개별모형을 선별하고 최적화를 통한 

개별모형별 가중치를 산정한다.

마지막 단계는 앙상블 모형을 통한 예측 단계

로서, 특정 지점에 대하여 구축된 앙상블 모형에 

대하여 입력자료를 적용하여 임의의 기간에 대

하여 예측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3가지 시간 해상도에 대해서 

각각 3개의 독립변수로 구성되는 모형을 구축

하였으며 앙상블 모형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

였다.

2.2 앙상블 모형에 사용된 개별 모형

1) Support Vector Machine(SVM)

Support Vector Machine(SVM)은 시계열 

예측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대표적 비선

형 회귀분석 모형 중 하나로 SVM 회귀모형은 

x∈R에서 추출된 입력항 {x
1
, x

2
,…,x

l
}과 L차원

의 y∈R인 {y
1
, y

2
,…,y

l
}출력항의 함수적인 의존

관계 f(x)를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함수 f(x)의 

추정은 다음 위험도 함수를 최소화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즉, f(x)는 기하학적으로 다수

의 입력벡터와 출력항 중에서 이들 관계를 규정

할 수 있는 최적의 회귀함수를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적용된 SVM 모형에서 각각의 변수들인 

x, y, f(x)는 각각 독립변수로 구성된 상수수요

량과 종속변수, f(x)는 SVM을 통하여 생성된 예

측된 상수수요량을 나타낸다.

Fig. 1. Flow chart of the proposed ensemble water demand forecast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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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M 회귀분석에서 b는 bias를 w는 Basis 함

수를 나타낸다. <,>는 x의 벡터내적(dot prod-

uct)을 의미하며 K는 입력자료의 차원을 나타낸

다. Γ(x,y,f(X))는 관측치 y와 예측치 f(x)와의 

차이 즉, Loss 함수를 나타낸다. 즉, 식 (1)의 오

차를 최소화 하는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매개변

수들이 결정된다. 결국 SVM 회귀분석은 입력

항과 출력항의 비선형 함수 관계를 선형의 조합

으로 분류함으로써 가능하며 결국 이러한 문제

는 Pattern 분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SVM

에서 비선형성은 커널함수(kernel function)를 

이용하여 훈련자료를 고차원으로 보냄으로써 고

려할 수 있으며 훈련자료는 항상 표본들의 내적

(inner product)의 형태로 항상 표현된다. 따라

서 내적항을 적절하게 선택된 커널함수로 대체

함으로써, 부수적인 매개변수의 증가 없이 고차

원의 함수로 Mapping할 수 있으며 이를 소위 “

커널트릭(Kernel Trick)”이라고 한다. 즉 커널

함수를 이용하여 입력항과 출력항의 상호관계를 

효과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Kwon and Moon, 

2006).

2) 다중 선형 회귀모형(Multiple linear re-

gress model)

단순회귀분석은 실제 상수도 수요량 예측 분

야의 인과관계 분석에서 매우 드물게 적용된다. 

이는 상수도 수요량과 관련된 독립변수와의 인

과관계에서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들은 복

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원인들끼리도 서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경

우 원인을 나타내는 독립변수가 복수로 구성되

는 다중회귀모형을 구성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하

게 된다. 

상수도 수요량과 관련된 모든 요인들을 우변

에 포함하는 회귀모형을 작성하면 다음 식과 같

은 형태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관례대

로 종속변수는 Y로, 독립변수는 X로 표기한다.

이 모형에서 제일 마지막 항인 u는 모든 원인

변수들이 다 포함된 뒤에도 남는 것으로 Ran-

dom Error를 의미한다.  

3) K-Nearest Neighbor 모형

시계열의 예측을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고 있

는 선형모형의 대안으로서 시계열의 비선형 특

성을 고려할 수 있고 단기예측이 우수하며 비

매개변수적 방법인 Nearest Neighbor 방법

(Casdagli, 1992)이 이용가능하다. Nearest 

Neighbor 방법과 같은 비선형 방법은 예측 시

에 이전에 발생했던 자료의 Pattern을 학습시

켜 이전 자료와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갖는 자료 

군을 찾아 예측에 이용한다. 즉, 예측시점 주위

에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

료의 비선형 거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earest Neighbor 방법은 상태-공간 차원

에서의 비선형 시계열 분석에 근간을 두고 있으

며 비선형 단기 예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간

적인 상관관계를 이용한다. 이 방법의 기본 접근 

방법은 과거의 발생한 시계열의 한 부분이 유사

한 특성을 가지고 미래의 다시 발생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Nearest Neighbor 방법은 예측을 

위한 국부적인 정보만을 이용하며 전체적인 함

수를 추정하지 않는다.

Nearest Neighbor 방법은 여타의 선형 시계

열 모형처럼 정상성(stationarity)의 가정을 요

구하지 않으며 국부적인 예측은 단지 이용 가능

한 과거 자료주변의 벡터의 거동을 분석함으로

서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Nearest Neighbor 

이론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다

(1)R[f    ] =∫Γ   (x,y,f(X))dP(X,y)

f(X) = <W,X>+b  with  W∈X, b∈R (2)

(3)f(X) =     w
j
+x

j
+b

K

j = 1
∑

Y = α
0
+β

1
X

1
+β

2
X

2
+β

3
X

3
+β

4
X

4
+β

5
X

5
+…+u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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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식은 Casdagli(1992)와 Casdagli and Wei-

gend(1994)에 의해서 제안된 Nearest Neigh-

bor 방법을 이용한 상태-공간 모형을 나타낸다.

여기서 υ
t+T

는 Nearest Neighbor 모형을 

통해 추정된 예측 수요량으로 T는 예측하고자 

하는 시간 간격을 나타내며, d는 Embedding 

Dimension을 τ는 지체시간을 의미한다. 정의

된 d와 τ에 따른 독립변수 x에 대한 매개변수           

를 추정함으로서 모형을 통한 수

요량 추정이 가능하다. 이를 계산하기 위한 과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υ
t
추정하고자 하는 d는 Embedding 

Dimension과 지체시간 τ를 갖는 상태-공간 

υ
t
=(x

t
,x

t-τ…,x
t-(d-1)τ)으로 최대의 예측 결과를 

도출하도록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지체시간 τ는 

가능한 작은 값을 취해야 하지만 상태-공간 내

에서 연속된 점들 사이에 자기상관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큰 지체시간이 요구되

기도 한다.

둘째, 이들 구성된 상태-공간 내에서 υ
t
에 가

장 유사한 특징을 갖는 Nearest Neighbor를 추

정할 수 있다. 여기서 Nearest Neighbor의 거

리(distance)를 추정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

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Euclidean 거리

를 이용하였으며 X=x
1
,x

2
,x

3
,…,x

n
, Y=y

1
,y

2
,…

,y
n
을 갖는 시계열을 가정하면 Euclidean 거리

는 다음의 식 (6)과 같다.

셋째, 식 (5)의 각 매개변수는 단계 2에서 

Nearest Neighbor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넷째, υ
t
의 i-단계 예측은 다음 식 (7)로 추

정한다. 

4) Perceptron radial basis function net-

work

Perceptron Radial Basis Function 

Network(PRBFN)는 Neural Networks 모형

과 Radial Basis Function(RBF) 방법의 확장

형으로서 PRBFN 모형은 RBF 모형과 은닉층

(hidden layer)안에서 Sigmoid 함수를 결합시

킨 모형으로서 다양하고 복잡한 훈련과정을 포

함한 비선형 예측모형이다(Cohen and Intra-

tor, 2001). 은닉층의 수 및 중심들은 모형 훈련

과정에서 유도되며 관련 매개변수들은 경사하강

법(gradient descent)에 의해서 추정된다.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은 신경전달 과정을 단순

화 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해석한 모델로서, 복잡

하게 얽혀있는 뉴런을 통과시켜가면서 뉴런끼리

의 연결강도를 조절하는 일종의 학습과정을 통

해 문제를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은 사람이 학습

하고 기억하는 과정과 유사하며, 이를 통해 추

론, 분류, 예측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신경

망은 최적화 문제, 예측문제 등에 많이 활용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상수도 수요량 예측을 위한 신

경망모형은 다중 퍼셉트론의 feedforward 구

조를 가지고 있다. 신호는 뉴런입력으로부터 은

닉층을 통하여 전방으로 흐르게 되고 출력뉴런

에 이르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뉴런은 층

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입력층은 단순히 입력변

수의 값을 가지며, 은닉층과 출력층의 뉴런은 선

행층의 모든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다. 기본방정

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x
i
는 입력층 요소 i로의 입력, y

k(·)
는 

출력층 요소 k로의 출력을 의미하며, n
I
는 입력 

요소 수, n
H
는 은닉 요소 수, n

k
는 출력 요소 수

를 의미한다. wh
hi
는 입력요소 i와 은닉요소 h 사

이의 연결강도를 조절하는 매개변수 또는 가중

(6)D =   (x
1
-y

1
)2+(x

2
-y

2
)2+…+(x

n
-y

n
)2

(7)υ
t+i

 = α
0
+     α

j
υ

t-(j-1)τ

d

j = 1
∑

(8)y
k
(t) = g       w0

kh
f        wh

hi
x

i
(t)-θ

i
  -θ

h

n
H

h = 0
∑

n
I

i = 0
∑

(5)υ
t+T

 = α
0
+     α

j
x

t-(j-1)τ+ϵt

d

j = 1
∑

α, α
1
,……, α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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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나타내며 θ
i
와 θ

h
는 기준값을 의미한다. w0

kh

는 은닉요소 h와 출력요소 k사이의 연결강도를 

조절하는 매개변수 또는 가중치를 의미하며 f는 

Logistic 함수형태의 활성함수, g는 g(x)=x형태

의 Identify Function을 나타낸다.

5) Ensemble Model

최근에는 하나의 모형이 아닌 여러 모형을 조

합하는 앙상블 개념의 예측모형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예측모형으로 통해 

추정된 각 모형별 예측치를 f
i
(x)라고 한다면 다

음과 같이 앙상블 모형을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가중치 w
i
의 합은   w

i
=1로 가정한다. 

앙상블 개념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의 일반화 능

력(generalization ability)이라 할 수 있다. 앙

상블 모형을 통한 일반적 예측 오차는 단일 모

형을 통한 일반적 예측 오차보다 작으며(Krogh 

and Vedelsby, 1995)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

된바 있다(Krogh and Sollich, 1997; Naftaly 

et al., 1997). 이러한 점은 일반적 예측오차의 

기댓값을 평가해보면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일

반적 예측오차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의 기댓값에 대한 편의 및 분산의 분해과정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Geman et al., 

1992).

식(11)에서 σ 2은 주어진 입력벡터 x에 따른 y

의 분산을 나타내며 분산              는 다음과 같

이 분해가 가능하다.

여기서 기댓값은 사용된 자료로부터 추정된

다. 식(12)의 첫 번째 항은 앙상블 분산의 최소구

간을 나타내고 앙상블 멤버들의 가중평균을 의

미한다. 두 번째 항은 앙상블 멤버들의 교차상관

성을 나타내는 항으로서 만약 앙상블 멤버들 간

의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라지는 항이

라 할 수 있다(Krogh and Sollich, 1997). 

이러한 점에서 앙상블 예측값의 분산 감소 

여부는 각각의 모형의 독립성과 관계가 깊다

(Naftaly et al., 1997). 앙상블 멤버들의 예측

값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

안들이 도입되어 왔다. 가장 일반적인 방안은 입

력자료의 일부분만을 선택하여 모형을 훈련시켜 

모형을 적합시키는 방안(Krogh and Vedelsby, 

1995)과 초기조건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훈련 알

고리즘이라 할 수 있다(Naftaly et al., 1997; 

Breiman, 1996). 다른 방안으로 여러 모형의 

결과를 범주화하고 이를 통해 대표모형을 선택

하는 앙상블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Bakker and 

Heskes, 2003).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안을 결합한 앙상블 

예측기법을 제안하고 상수도 예측모형에 활용하

고자 한다. 즉 교차검증(cross validation)을 통

한 모형 매개변수의 신뢰성 개선과 함께 각 모

형과의 독립성을 확보하며 여러 예측모형을 앙

상블로 결합하는 통합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반복예측기법을 통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n개의 자료 수를 가진 x
υ
, υ=1,…, 

n의 시계열이 있다면 d차원을 가진 상태공간벡

터(state space vector) 

여기서 λ는 시간지체(time lag)를 나타낸다. 

반복 예측을 위한 “one-step ahead” 예측 모

형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4)f : Rd →R

(15)f (x
n
) = x

n+1

(13)x
n
 = (x

(n-λ(d-1))
,x

(n-λ(d-2))
),…,x

n

(9)f
i
 =    w

i
f
i
(x)

K

i = 1
∑

K

i = 1
∑

(10)Error(x) = ∥f(x)-y∥2

(11)Error(x) = σ 2+(bias(f(x)))2 Var(f(x))

Var(f(x))

f(x
n
)

(12)
K

i = 1
∑Var(f

 
) =    w 2

i 
(E[f 2 

i
]-E 2[f

i
])+

  2    w
i
w

j
(E[f

i
f
j
]-E[f

i
]E[f

j
])

i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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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예측값 x
n+1

은 다음 시간의 x
n+2

를 예

측하기 위한 상태공간벡터의 입력자료 x
n+1

로 이

용된다. 비선형 예측을 위한 모형 구축시 선행

예측 시간에 따라서 “one-step ahead” 모형

은 f 1, “two-step ahead” 모형은 f  2, 마지막으

로 “n-step ahead” 모형은 f  n 등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방법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첫째 모델의 선택 및 

매개변수의 추정이다. 예를 들어 Neural Net-

work 모형의 Neurons의 수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K-fold 

교차검증 방법을 도입하였으며 여기서 자료는 

K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매개변수의 검보정시 

이용된다. 즉 선택된 부분자료를 대상으로 여러 

개의 독립된 예측모형을 훈련시키고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과정을 K번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모

델 매개변수를 추정하게 된다. 훈련이 끝난 모형

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모형만이 앙상블 멤버로 선택된다. 

훈련기간 동안 입력자료 (x
i
,y

i
)의 M개 Set

이 구축된다. 이들 입력 자료는 상태공간벡터의 

형태로 식 (13)과 “one-step ahead” 예측값인 

y
i
=x

i+1
으로 구성된다. 훈련기간의 입력자료 Set 

M
train

은 “one-step ahead” 의 예측오차를 최소

화하는데 이용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E
train

은 모든 앙상블 멤버를 대상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며 훈련자료에 대해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통해 모형을 적합시킨다. 특

히 모형의 적합과정에서 과적합(over-fitting)

을 피하기 위해서 교차 검증시 인접한 자료만을 

추출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적

의 모형을 구축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모든 훈

련과정에서 “n-step ahead” 예측모형의 교차

검증을 실시하고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f i는 “i-step ahead” 예측을 나타내

며 검증자료를 대상으로 계산이 이루어진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가장 작은 MSE를 나타내는 모

형이 선택되며 최종적으로 앙상블 멤버로 활용

된다. 이러한 과정을 K번 반복하면 모든 자료구

간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

며 모형의 일반화 관점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모형의 구축이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앙

상블 모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일종의 적응

(adaptive) 모델로서 인식될 수 있으며 다양한 

모형집단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모형을 

선택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3. 적용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10분, 60분, 180분에 시간 해

상도을 갖는 A정수장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3가지 경우의 시간간격 자료의 사

용 목적은 10분 자료의 경우 초단기 예측을 수

행하기 위하여 설정되었으며, 60분과 180분 자

료의 사용은 단기예측을 통한 펌프운영계획 수

립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측정된 A정수장의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2월 27일의 자료 

중 2013년 2월 26일 ~ 2월 27일에 자료를 검정 

구간으로 2012년 11월 27일 ~ 2013년 2월 25

일 동안의 자료를 매개변수 추정 구간으로 적용

하였다. 매개변수 추정시 자료 길이는 계절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추정일로부터 약 3개월 자료만

을 사용하였다.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앙상블 모형에 독립

변수는 3개로 정의되며 추정시점으로부터 t-1, 

d-1, d-2일에 자료가 적용되어졌으며, 교차

검증에 횟수는 5회로 설정하고 교차검증시 적

(16)
i

∑E
train

 =    =(y
i
-f 1(x

i
))2

(17)MSE =        (
 
y

i
-f i)2

n

i = 1
∑1

n

(18)f(x) =        f
i
(x)

K

i = 1
∑1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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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검정자료의 비율은 전체 자료의 20%

가 적용되었다. 앙상블 모형에 적용되어진 개

별모형은 다중 선형 회귀모형(L), KNN(K), 

perceptron(P), Support Vector Machine(S) 

등 4개 모형이 적용되어졌다.

Table 1, Table 2, Table 3은 10분, 60분, 

180분 자료에 대한 앙상블 모형 적용결과를 나

타낸다. 이와 더불어 앙상블 구성에 이용된 개별

모형과 앙상블 모형을 통한 예측 결과에 대한 각

종 검정통계량 값들을 보여주고 있다. 각 Table

에서 MME(Multi Model Ensemble)는 로 개

별모형들이 조합된 앙상블 모형에 최종결과를 

나타내어주며 P, S, L, K는 각각 perceptron, 

SVM, 다중선형 회귀모형, KNN 모형을 나타내

어 준다. 예를 들어, Table 1에서 MME 산출에 

이용되어진 모형들은 P1, S1, P2로 구성되어지

며 2개의 perceptron 모형과 1개의 SVM 모형

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부터 Table 3의 모형들 뒤에 표기된 

_10 m, _60 m, _180 m은 Table에서 모형간

에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표기하였으며, 사용된 

자료의 시간 해상도를 의미한다. Table 1부터 

Table 3에 나타낸 검정통계량의 계산식은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포함된 통계량은 각각 평

균 오차율, 최대 오차율, 평균 제곱근 오차, 평균 

절대 오차, 효율성 계수, 상관계수, 최적 가중치 

설정시 이용되어진 목적함수를 나타낸다. 앙상

블 모형에 개별 모형별 가중치 산정에 이용된 목

적 함수에 경우 자료의 평균에 대한 오차비를 적

용하였으며 0에 가까워질수록 평균 모형의 오차

를 기준으로 모형이 개선되어졌음을 나타낸다.

10분 자료에 대한 예측결과를 보여주는 Table 

1에서 MME에 대한 오차가 0.0283으로 개별모

형들에 비하여 개선된 결과를 보여줌으로서 앙

상블 모형에 가중치가 목적함수에 따라 효과적

으로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앙상블 모

형의 구성은 2개의 perceptron 모형과 1개의 

SVM 모형으로 구성되었으며 SVM이 30%, 

perceptron1이 18%, perceptron2가 52%에 

비율로 구성되어졌으며, 최대 오차율, RMSE, 

COE, 상관계수, 오차값에서 개별모형들에 비하

여 개선된 결과가 나타났다. 평균 오차율에 경우 

SVM모형에서 0.5%로 가장적은 오차율을 보여

주었지만 최대 오차율에서 SVM 모형에 결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VM을 통

한 예측 결과가 평균적으로 과소 추정되고 있음

을 나타낸다 하겠다. 앙상블 모형의 경우 평균 

오차율과 평균 절대 편차에서 SVM 모형에 결과

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SVM 모

형과 perceptron 모형과의 가중치를 통한 최적

의 예측결과 도출시 분산 특성을 반영하면서 나

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60분 간격으로 구성된 수요량 자료에 대한 

앙상블 모형 적용결과를 보여주는 Table 2에서 

앙상블 구성비를 살펴보면 SVM이 48%, 2개의 

perceptron 모형이 52%에 비율을 나타내고 있

다. 또한, 10분 자료의 결과 양상과 동일하게 앙

상블 모형이 최대 오차율, RMSE, COE, 상관계

수, 목적함수에 결과에서 개별모형들보다 개선

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평균오차율과 MAE에

서는 SVM 모형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다.

180분 수요량 자료에 대한 결과 앙상블의 

구성에 있어서 3개의 perceptron 모형과 1개

의 SVM과 선형회귀모형으로 구성되어졌으며, 

SVM 60%, 선형회귀모형 2%, perceptron이 

38%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 선형회귀모형

에 비율을 제외하면 10분과 60분 자료와 마찬가

지로 SVM과 perceptron 모형이 앙상블을 구성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결과와 동일

하게 앙상블 모형이 최대 오차율, RMSE, COE, 

상관계수, 목적함수에서 개별모형에 비하여 개

선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A지점의 2012.11.27 ~ 2013.2.25 

상수 수요량 자료를 통하여 추정된 앙상블 모형

을 적용하여 2013.2.26 ~ 2013.2.27일 기간에 

대한 반복 예측(iterated forecasting)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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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arious test statistic of training data: temporal resolution for 180 minutes(multi-step forecasting)

1 )Root mean square error, 2) Mean absolute error, 3) Coefficient of efficiency

Test Statistic
MME

P1_180m S1_180m P2_180m L1_180m P3_180m

Weight 0.1385 0.6006 0.2190 0.0224 0.0195

Mean error rate 0.2901 0.3619 0.1223 0.6459 0.9004 0.2488

Maximum error rate 67.8487 65.7012 68.1863 68.3464 67.8776 67.0824

RMSE1) 555.492 559.9402 560.9723 562.1335 602.9809 565.3807

MAE2) 407.5306 419.3535 402.8858 422.5541 453.266 422.7365

COE3) 0.8616 0.8594 0.8589 0.8583 0.8369 0.8566

Correlation coefficient 0.9283 0.9271 0.927 0.9264 0.9149 0.9257

Objective function 0.021 0.0214 0.0215 0.0215 0.0248 0.0218

Table 5.  Test statistic of iterated forecasting for each temporal 
resolution

1) Root mean square error, 2) Mean absolute error, 3) Coefficient of efficiency

Test Statistic 10m 60m 180m

Mean error rate 5.9462 0.2726 0.3842

Maximum error rate 43.3800 22.9482 14.8838

RMSE1) 80.2242 284.8526 540.7623

MAE2) 57.1892 206.1847 417.0571

COE3) 0.4033 0.7092 0.8406

Correlation coefficient 0.6749 0.8432 0.9178

Table 1.  Various test statistic of training data: temporal resolu-
tion for 10 minutes(multi-step forecasting)

1) Root mean square error, 2) Mean absolute error, 3) Coefficient of efficiency

Test Statistic
MME

P1_10m S1_10m P2_10m

Weight 0.1809 0.3000 0.5191

Mean error rate 0.9106 1.624 -0.4738 1.462

Maximum error rate 74.4514 79.7474 90.303 79.6789

RMSE1) 62.3662 62.6653 63.3141 62.458

MAE2) 33.9319 34.9729 33.0003 34.8197

COE3) 0.7072 0.7044 0.6982 0.7064

Correlation coefficient 0.8412 0.8394 0.8389 0.8405

Objective function 0.0283 0.0286 0.0292 0.0284

Table 2.  Various test statistic of training data: temporal resolu-
tion for 60 minutes(multi-step forecasting)

1) Root mean square error, 2) Mean absolute error,3) Coefficient of efficiency

Test Statistic
MME

P1_60m S1_60m P2_60m

Weight 0.4118 0.4756 0.1126

Mean error rate 0.49 1.2774 -0.4221 1.4642

Maximum error 
rate

72.7159 70.0528 71.2896 88.4866

RMSE1) 298.6445 300.7468 302.2418 304.4099

MAE2) 207.2702 214.3883 203.1563 215.2649

COE3) 0.734 0.7303 0.7276 0.7237

Correlation
coefficient

0.8574 0.8546 0.856 0.8508

Objective function 0.025 0.0253 0.0256 0.0259

Table 4. Calculation formula of the test statistic

Test Statistic Formula

Mean error rate

Maximum error rate

Root mean square error

Mean absolute error

Coefficient of efficiency

Correlation coefficient

Objectiv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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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실측치와의 비교를 통한 검증을 실시하였

다. 반복예측 기법은 모형을 통해 예측된 예측결

과를 다음 예측을 위한 독립변수로 이용하여 예

측하는 기법으로 실제 수요량 예측에서 앙상블 

모형이 적용되어질 때 이와 같은 Multistep 예

측이 이루어진다. 

Table 5는 10분, 60분, 180분 시간단위에 대

한 2.26 ~ 2.27일에 수요량 예측결과와 실제 

관측값을 비교하기 위한 여러 통계량을 보여주

고 있으며, 평균 오차율에 경우 10분 자료에 경

우 6%, 60분과 180분 자료에 경우 1% 미만에 평

균 오차율이 나타났으며 최대 오차율에 경우 3개

의 시간단위 모두 45% 미만의 최대 오차율을 보

여주었다. 시간간격이 커질수록 최대 오차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모형의 효율성 계수인 COE

에 경우 10분 자료에 경우 0.4, 60분과 180분

에 경우 각각 0.71과 0.84로 나타났으며, 상관

계수의 경우 10분, 60분, 180분 자료에 경우 각

각 0.67, 0.84, 0.92에 상관계수를 보여주었다. 

10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

내고 있는데 이는 Fig. 2와 같이 실측치가 갖는 

큰 폭의 변동성을 예측값이 효과적으로 재현해

주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60분과 180분에 경우 

0.7이상의 COE와 0.84이상의 상관계수, 20% 

내외의 최대 오차율 및 1% 미만의 평균 오차율

을 나타냄으로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예측 결과

를 보여주었다.

Fig. 2에서 Fig. 4는 각각 10분, 60분, 180

분 자료에 대한 2월 26 ~ 27일에 대한 예측결

과를 도시한 결과를 나타낸다. 여기서 실선은 실

제 관측된 수요량을 의미하며, 점선은 앙상블 예

측결과를 나타내며, 회색 영역은 개별모형들에 

대한 최대, 최소값으로 구성된 불확실성 구간을 

의미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선형 및 비선형 예측

모형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상수도 단

기앙상블예측기법을 적용하였다. 즉, 개별 모형

들 사이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적의 예측결과

를 도출할 수 있는 앙상블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실제 상수도 수요량 자료에 대해서 적합성을 검

Fig. 4.  Results of iterated forecasting: temporal resolution for 
180 minutes.

Fig. 3.  Results of iterated forecasting: temporal resolution for 
60 minutes.

Fig. 2.  Results of iterated forecasting: temporal resolution for 
1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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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였다. 또한, 교차검증 기법을 적용하여 자료

의 변화에 따른 신뢰성 있는 매개변수가 추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통계량의 비교 결과 앙상블 모형을 통

한 예측결과가 개별모형들에 개선됨에 따라서 

예측의 정확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앙상블 모형을 구성하는 SVM의 가중

치 증가는 시간간격이 커질수록 강하게 나타나

는 수요량 자료의 수요패턴을 반영하는 결과로 

판단 할 수 있다. 즉, 대표적인 패턴인식 기법인 

SVM 모형이 시간단위가 커질수록 자료를 잘 적

합시켜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자

료의 시간단위가 180분으로 커짐에 따라서 앙

상블 모형을 이루는 개별 모형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자료의 시간 간

격이 증가함에 따라 상수도 수요량 자료의 패턴 

및 주기성이 강해진 결과로 판단된다. 즉, 10분, 

60분 자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예측성이 낮았

던 선형모형 등도 수요패턴을 잘 모사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앙상블 모형은 개별모형들의 특

징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개별 모형들보다 증

진된 예측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검정구간에 

대한 앙상블 예측결과 10분, 60분, 180분 자료

에 대하여 평균 오차율이 각각 6%, 0.3%, 0.4%

로 7%이내의 뛰어난 예측력을 나타났으며, 최

대 오차율에 경우 10분 자료를 이용하였을 경

우 43%, 60분과 180분 자료에 경우 각각 23%, 

15%로 모든 경우에서 50% 미만에 최대 오차율

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앙상블 모형

은 예측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개별 모형의 추가

에 따른 모형의 확장성과 불확실성 구간 정량화

에 따른 예측 결과의 신뢰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장

점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추후 연구로서 다양한 

수요 관측 자료를 통하여 앙상블 모형의 효율성

을 점검하고 실제 관측지점에 대하여 앙상블 모

형에 실시간 예측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다양한 변량을 이용한 독립변수를 구성함

과 동시에 다양한 개별예측 모형을 추가하여 확

장하여 모형의 적응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한 연

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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