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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재생가능한에너지사업시장의규모가점차확대되고있다.특히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기업, 공공 기관 등에서는 에너지 관련 비용 감소를 위해 태양광 발

전 등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한다.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주요 에너지 공급원인 태양광 발전량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중요

하며 본 연구에서 이를 진행하였다.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머신러닝, 딥러닝을 활용한 기존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시점의 태양광 발전량 예측 task를 수행하였다. 현실적으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특정 구간 동안의 태양광 발전량 패턴을

파악해야하며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경우 이를 위해서는 각 예측 시점마

다 알고리즘을 따로 만들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계

번역에서 주로 쓰이는 딥러닝 알고리즘인 encoder-decoder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량의 시간대별 패턴을 예측하고 이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

였다. 예측 성능 향상을 위해 encoder는 예측에 필요한 feature를 학습과정에서

추출하는 convolution layer와 pooling layer를 recurrent neural network(RNN)에

연결하여 학습하였다. Decoder에는 각 스텝마다 패턴 생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 encoder의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볼 것인지를 학습하는 attention mechanism

을적용하였다. Encoder-decoder모델간성능비교를통해위와같은구조의효과

를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내었다.

데이터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실제로 수집된 태양광 발전량 관련

데이터와 기상 예보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주요어: Encoder-Decoder, Attention Mechanism, Recurrent Neural Network,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Deep Learning, 태양광 발전량 예측

학 번: 2016-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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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장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7년에 발표된

Nature의 조사(Schiermeier (2017))에 따르면 미국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

의 규모는 2008년 이후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현재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미국의 전력 수요 공급의 약 15%를 담당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24%의 비

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림 1.1: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 규모의 확대 (Schiermeier (2017))

위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특히 그 성장 속도는 다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과

비교해도 월등한 편이며 한국에서도 최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기업, 공공 기관,

공장 건물들을 중심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에너지 공급을 보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최적 스케줄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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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주요 에너지 공급원 중 하나인 태양광 발전량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관련 시장에서도 그 수익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태양광 발전량 예측 연구를 진행하였다.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머신러닝, 딥러닝을 활용한 몇 가지 연구 사례들이 있

다. 머신러닝의 경우 데이터에 기반한 모델을 학습하여 높은 예측 성능을 내는

것이 장점이다. Sharma et al. (2011)와 Jawaid and NazirJunejo (2016)는 linear

regression(LR)과 support vector machine(SVM)등을이용하여특정시점의태양

광 발전량을 예측하였다. 최근에는 머신러닝 중에서도 neural network 계열에서

layer를 deep하게 쌓아 nonlinearity를 고려하며 더욱 정확한 예측 성능을 내는

딥러닝에 기반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 연구가 진행되었다 (Gensler et al. (2016),

Dı́az-Vico et al. (2017), 서영민 et al. (2017)).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한계는 주로 특정 시점의 발전량을 예측 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특정 시점의 예측보다는 특정 구간 동안의 발

전량 패턴을 파악해야한다. 예측된 구간의 태양광 발전량 패턴은 해당 기간 동안

에너지 관리 시스템 스케줄링 최적화의 input 혹은 제약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시간 T를 기준으로 K 시점 이후의 시점 예측과 구간 패턴(시퀀스)

예측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2: 태양광 발전량 시점 예측과 시퀀스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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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스 예측 시 경우에 따라 구간 내 예측 시점(스텝)의 수가 많아질 수 있다.

예를들어분단위,초단위로예측해야하는경우스텝의수는수십배로늘어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특정 구간 동안의 발전량 패

턴을 알기 위해 수십 개 ∼ 수백 개 스텝의 발전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별적으로

학습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이에대해시계열모형인 autoregressive방법으로

태양광발전량시퀀스를예측한사례가존재한다(Colak et al. (2015); Zhang et al.

(2014); Cavalcante and Bessa (2017); Bessa et al. (2015)).하지만 autoregressive

방법은 머신러닝, 딥러닝과는 달리 모델의 특성상 inference를 할 때마다 지속적

으로 학습해주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선형 모델이라 주기성이 확실하지 않은 실제

데이터에는 예측력이 낮은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autoregressive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은 전날 패턴으로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persistent model과 비교를

진행하였으며 이보다 약간 좋은 성능을 내는 정도의 결과를 보여준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문제에대응하기위해딥러닝알고리즘인 recurrent neu-

ral network(RNN)을활용하였다.특히 input과 output시퀀스길이에 flexible하게

대응할 수 있는 RNN 기반의 encoder-decoder 알고리즘(Sutskever et al. (2014);

Cho et al. (2014b))을이용하여태양광발전량패턴을예측하고,이성능을향상시

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inference 시 따로 학습 과정이 필요 없이

구간패턴을생성할수있고높은예측성능을기대할수있다.기본적인 RNN기반

encoder-decoder의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encoder와 decoder

를 제안한다. 먼저 decoder의 경우에는 매 decoding 스텝마다 예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encoder hidden state의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볼 것인지 학습하는 at-

tention mechanism을 적용하였다. 이는 Bahdanau et al. (2014)이 기계번역 시에

제안한 additive attention 방식과 유사하다. Encoder의 경우에는 예측에 필요한

feature를 학습과정에서 추출하는 convolution layer와 max pooling layer(Zhou

and Chellappa (1988))를 RNN에 연결하여 학습하였고, 변수 간의 관계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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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convolution operation을 담당하는 kernel의 크기를 조정하였다(Lai et al.

(2017); Lee et al. (2017)). 변수 간의 관계를 반영하여 예측에 필요한 특성을 추출

하는 구조를 통해 예측 성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평가를 위해 일차적으로 encoder-decoder 알고리즘끼리 15시간 동안

의 태양광 발전량 예측 성능을 비교하였다. 추가적으로 전날 패턴으로 예측하는

persistent model과 autoregressive model과의 예측 성능 비교도 수행하였다. 데

이터의 경우에는 E연구소에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수집한 태양광

발전량 관련 데이터와 해당 시점에 수집된 기상청의 기상 예보 데이터를 사용하

였다.

본 논문의 contribution은 다음과 같다. 첫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와 attention mechanism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시 RNN 기반 encoder-

decoder 알고리즘의 예측 성능을 향상시켰다. 즉, 예측에 필요한 특성을 추출하는

CNN 구조와 decoding 스텝마다 encoder output의 어떤 부분을 볼 지 학습하는

attention mechanism이 encoder-decoder 알고리즘의 태양광 발전량 예측 성능 향

상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encoder-decoder 구조가 전날 패턴으로

맞추는 persistent model이나 대표적인 시계열 알고리즘인 autoregressive model

보다 월등한 성능을 낸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통

해특정구간의태양광발전량패턴을예측하였고이를통해에너지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encoder-decoder 알고리

즘을 활용한다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스텝 수 만큼의 패턴 생성 task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스텝 수를 수정할 수 있어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운영에 탄

력성을 더해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 도메인을 넘어 다양한 도메인의

시계열 데이터 예측에도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encoder-decoder 모델은 기계 번

역을넘어건물에너지소비량예측등다양한분야에활용되고있다.본연구에서

제안한 encoder-decoder 역시 이러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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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날 태양광 발전 관련 센서의 패턴과 예측 구간의 기상 예보

데이터를 반영하여 태양광 발전량 패턴을 생성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input과 output은 다음과 같다. 기준 시점 이전 24시간 동안의 태양광 발전 관련

센서 데이터와 이후 24시간 동안에 해당하는 기상 예보 데이터를 입력 변수로 받

는다. 예측하고자 하는 output은 기준 시점 이후 15시간 동안의 태양광 발전량

시퀀스로 설정하였다.

Output = O, ot ∈ O, T + 1 ≤ t ≤ T + 15 (1.1)

Sun Input = Xs, xsij ∈ Xs, T − 23 ≤ i ≤ T, 1 ≤ j ≤ 5 (1.2)

Weather Input = Xw, xwij ∈ Xw, T + 1 ≤ i ≤ T + 24, 1 ≤ j ≤ 22 (1.3)

xij의 i는 input의 시간 단위 인덱스, j는 변수 인덱스, t를 output의 시간 단위

인덱스를 의미한다. 변수의 경우 태양광 발전량 관련 데이터는 5개, 기상 예보 데

이터는 22개로 총 27개이다. 예측해야 할 태양광 발전량 target은 yt이며 yt와 ot

간의 mean squared error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였고 이 값을 본 연구의

평가 지표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머신러닝, 딥러닝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 사례와 RNN기반의 encoder-decoder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한다.

3장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encoder-decoder 모델의 설명과 encoder와 decoder

각각에 대한 그림과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4장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실제 데이

터에대한설명과시퀀스예측에대한성능평가를한다.마지막 5장에서는결론과

추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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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2.1 태양광 발전량 예측 사례

먼저머신러닝으로태양광발전량을예측한사례를보면다음과같다. Sharma

et al. (2011)은 linear regression(LR)과 support vector machine(SVM)을 이용

하여 기준 시점으로부터 3시간 후의 태양 에너지를 예측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Jawaid and NazirJunejo (2016)은 하루 평균의 태양 에너지를 LR과 SVM뿐만

아니라 k-nearest neighbor, artificial neural network로 예측하고 그 결과를 비교

하기도하였다. Neural network의 layer를여러개쌓은딥러닝모델로 nonlinearity

를반영하여태양광발전량예측성능을향상시킨연구도존재한다 (Gensler et al.

(2016), Dı́az-Vico et al. (2017), 서영민 et al. (2017)). 이러한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은 기본적으로 pointwise 예측 모델이다.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xij)⇒ ot, T −M + 1 ≤ i ≤ T, 1 ≤ j ≤ N, t = T +K (2.1)

이 때 인덱스 i는 input에 해당하는 시간을 나타내며 j는 변수, t는 예측 시점

을 나타낸다. N은 변수의 개수를 의미하며 이전 M 스텝의 input을 받아 K 스텝

이후의 특정 point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에너지 관리 시

스템의 최적 운영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퀀스 예측을 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식이어야 한다.

f(xij)⇒ ot, T −M + 1 ≤ i ≤ T, 1 ≤ j ≤ N, T + 1 ≤ t ≤ T +K (2.2)

기존 사례에서 연구된 딥러닝, 머신러닝 모델의 경우 시퀀스 예측을 하려면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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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의 모델을 따로 학습해야 한다. 따라서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예측 시점

단위가 짧아져서 K가 늘어나면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들을 사용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따라서본연구에서는예측력이좋은딥러닝알고리즘중에서도한개

의모델로예측구간의스텝수만큼태양광발전량패턴을생성할수있는 recurrent

neural network(RNN)기반 encoder-decoder를 사용하였고 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태양광 발전량 예측과 같은 건물 에너지 공급 측면을 넘

어 건물 에너지 수요 측면까지 확장해보면 RNN 기반 encoder-decoder를 활용한

시퀀스 예측 사례가 존재한다. Marino et al. (2016)는 Hochreiter and Schmidhu-

ber (1997)가 제안한 RNN의 한 종류인 long short term memory(LSTM) 기반의

encoder-decoder 알고리즘으로 특정 구간의 건물 에너지 수요 패턴을 예측하였

다. 이 연구에서도 특정 구간을 보다 더 flexible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encoder-

decoder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단순 LSTM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하지

만 Marino et al. (2016)가 제시한 encoder-decoder 모델은 encoder의 output인

context vector가 어떻게 학습되느냐에 크게 영향 받으며 예측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태양광 발전량 시퀀스를 생성

하기 위해 시계열 모형인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를 사용한 연구도 존재한다 (Zhang et al. (2014); Colak et al. (2015)). 하지만

ARIMA는 머신러닝, 딥러닝과는 달리 모델의 특성상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할 때

마다 지속적으로 학습해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ARIMA는 주기성 혹은

트렌드가 확실한 데이터에는 적합하지만 노이즈가 섞인 실제 시계열 데이터에는

예측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ARIMA를 사용한 연구들은 전날 패턴

으로 예측하는 persistent model과 비교를 진행하였으며 이보다 약간 좋은 성능을

내는 정도의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 예측의 경우에는 com-

putation cost가 큰 문제가 있어서 ARIMA 모델은 적합하지 않고 주로 vector

autoregression(VAR)이 쓰인다 (Lai et al. (2017)). VAR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7



량 예측 사례 역시 존재한다 (Cavalcante and Bessa (2017); Bessa et al. (2015))

. 하지만 VAR도 기본적으로는 선형 모델이라 노이즈가 많고 주기성이 확실하지

않은 실제 데이터에 적용했을 시 예측 성능이 감소한다.

2.2 Recurrent Neural Network

본 연구에서 활용할 recurrent neural network(RNN)은 기본적으로 sequen-

tial data 예측에 적합한 neural network 구조이다. Graph-unrolling, parameter

sharing이 특징이며 주로 기계번역, 시계열 데이터 처리 등의 분석을 하기 위해 사

용된다 (Goodfellow et al. (2016)).하지만 RNN은고질적으로스텝이증가할수록

gradient 영향력이 적어지는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

응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RNN이 등장하였는데, 자주 쓰이는 RNN 구조는 크게

long short term memory(LSTM) (Hochreiter and Schmidhuber (1997)), gated

recurrent unit(GRU) (Cho et al. (2014a))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RNN

구조로 단순하면서도 LSTM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GRU(Cho et al. (2014a))를

사용하였다. Chung et al. (2014)은 이 둘의 성능이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결과를 실

험으로 증명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GRU(Cho et al. (2014a)) 구조와

수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 gated recurrent unit (Cho et al. (2014a))구조 및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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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gate인 zt와 reset gate인 rt를 통해 GRU는 이전 스텝의 정보를 어느

정도 가져갈 지 학습하며 vanishing gradient problem에 대응한다 (Goodfellow

et al. (2016)).

2.3 Encoder-Decoder

Sutskever et al. (2014)와 Cho et al. (2014b)은 recurrent neural network(RNN)

기반의 encoder-decoder 방식으로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기계번역 task

를 수행하였다. Encoder는 시퀀스 input을 context vector로 요약 및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 decoder는 이 정보를 받아 텍스트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encoder-decoder 구조를 이용하여 이미지 캡셔닝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Vinyals

et al. (2015)). 아래의 그림은 기본적인 encoder-decoder 방식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2.2: RNN기반 encoder-decoder (Sutskever et al. (2014),Cho et al. (2014b))

위구조를 Cho et al. (2014b)가제안한구조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Variable-

length의 시퀀스 input에 대해 variable-length의 시퀀스 output을 generate하는

구조로 p(y1, ..., yK |x1, ..., xM )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한다. 이 때, yt, 1 ≤

t ≤ K는 output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이며 xi, 1 ≤ i ≤ M은 input 문장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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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단어이다. Input, output 단어들 모두 one-hot vector이다. 먼저 Encoder

에서는 hidden state가 hi = g(xi, hi−1)로 정의되며 GRU(Cho et al. (2014b))를

기준으로 한 수식은 아래의 식이다.

zi = σ(W zExi + U zhi−1 + bz) (2.3)

ri = σ(W rExi + U rhi−1 + br) (2.4)

h̃i = tanh(WmExi + Um[ri ∗ hi−1] + bm) (2.5)

hi = (1− zi) ∗ hi−1 + zi ∗ h̃i (2.6)

이때 E는단어의 embedding matrix이다. Encoder의마지막 hidden state(hM )를

fully connected layer에 통과시킨 벡터를 context vector(c)라 하며 encoder input

을 요약한 값으로 볼 수 있다.

Decoder GRU의 구조는 encoder와 유사하며 이전 스텝의 hidden state와 이

전 스텝에서 생성된 단어, 그리고 context vector를 input으로 받는다. Decoder의

hidden state는 st = g(yt−1, st−1, c)로 정의되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zt = σ(WzEyt−1 + Uzst−1 + Czc+ bz) (2.7)

rt = σ(WrEyt−1 + Urst−1 + Crc+ br) (2.8)

s̃t = tanh(WmEyt−1 + rt[Um ∗ st−1 + Cmc] + bm) (2.9)

st = (1− zt) ∗ st−1 + zt ∗ s̃t (2.10)

이 때, y0는 zero vector이며 s0는 context vector c를 fully connected layer에

통과시킨 값이다. t번째에 생성되는 단어는 p(yt|yt−1, ..., y1, c) = f(yt−1, st, c)를

최대화하는 yt이다.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 시퀀스 길이에 flexible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기계번역

에서좋은성능을내었다.이러한 flexibility의이유로Marino et al. (2016)는 R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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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encoder-decoder를활용하여건물에너지사용량의시퀀스예측을하였다.

사용한 구조는 Cho et al. (2014b)와 Sutskever et al. (2014)가 제안한 encoder-

decoder 구조와 거의 유사하나 encoder의 output인 context vector를 decoder의

initital state로만 사용하여 학습하였다. 기본적인 RNN 기반 encoder-decoder 알

고리즘은 이러한 context vector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안정적이지 않고 decoder

길이가 길어질수록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2.4 Attention Mechanism

위와 같은 encoder-decoder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Bahdanau et al. (2014)

와 Xu et al. (2015)는 기계번역, 이미지 캡셔닝 task에서 decoding 시 encoder

output의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지 학습하는 attention mechanism을 제안

했다. 기본적인 attention mechanism은 두 논문 모두 attention 인자가 decoder

hidden state와 encoder hidden state간의 neural network로 구성되는 additive

attention이다 (Vaswani et al. (2017)). Attention mechanism구조는다음그림과

같다.

그림 2.3: Bahdanau et al. (2014)와 Xu et al. (2015)이 제안한 attention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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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을 Bahdanau et al. (2014)가 제안한 구조를 기준으로 자세하게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encoder와 decoder의 recurrent neural network(RNN)

형태는 Cho et al. (2014a)가 제안한 gated recurrent unit(GRU) 구조와 유사하

지만 decoder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수식 2.9부분에서

Cho et al. (2014b)가 제안한 모델은 reset gate가 Umst−1 + Cmc에 곱해진다.

하지만 Bahdanau et al. (2014)가 제안한 모델은 Umst−1 term에만 reset gate를

곱해주는형태이다.본연구에서는객관적인비교를위해모든 encoder-decoder에

대하여 Bahdanau et al. (2014)가 제안한 형태로 통일하였다 (식 2.16). 둘째, 각

decoder의 스텝마다 다른 context vector를 input으로 받는다. Context vector는

각 encoder hidden state와,이 encoder hidden state의어느부분을집중적으로볼

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α와의 weighted sum으로 구성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ti = a(st−1, hi) = vTa tanh(Wast−1 + Uahi + ba) (2.11)

αti =
exp(eti)∑M

k=1 exp(etk)
(2.12)

ct =
M∑
i=1

αtihi (2.13)

따라서 Bahdanau et al. (2014)가 제안한 decoder의 hidden state는 Sutskever

et al. (2014); Cho et al. (2014b)가 제안한 방법과는 달리 st = g(yt−1, st−1, ct)로

정의되며 바뀌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zt = σ(WzEyt−1 + Uzst−1 + Czct + bz) (2.14)

rt = σ(WrEyt−1 + Urst−1 + Crct + br) (2.15)

s̃t = tanh(WmEyt−1 + Um[rt ∗ st−1] + Cmct + bm) (2.16)

st = (1− zt) ∗ st−1 + zt ∗ s̃t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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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번째에 생성되는 단어는 p(yt|yt−1, ..., y1, ct) = f(yt−1, st, ct)를 최대화하는 yt이

다. Bahdanau et al. (2014)는이와같은 attention mechanism을통해시퀀스예측

성능을 개선하고 길이에 보다 robust하게 시퀀스 예측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2.5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는 이미지 데이터와 같은 grid-like 위상

을 가지는 데이터에 적합한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다(Goodfellow et al. (2016)).

기본적인 CNN의 경우 convolution layer와 pooling layer, fully connected layer

로 이루어지며 마지막 output으로 이미지 분류 작업을 진행한다. Convolution

operation을 담당하는 부분은 kernel라고 하며 kernel을 거친 output을 feature

map이라 한다(Goodfellow et al. (2016)). Pooling의 경우에는 주로 max pooling

(Zhou and Chellappa (1988))이 쓰이며 다음 그림은 CNN의 형태 중에 자주 쓰

이는 구조인 VGGNet (Simonyan and Zisserman (2014)) 구조의 일부이다.

그림 2.4: VGGNet의 구조 (Simonyan and Zisserma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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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olution operation은 kernel이 해당 stride 만큼 input을 돌면서 kernel

의 위치에 해당하는 input 부분과 kernel과의 곱을 출력한다. 이 구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qij = relu(
F∑

r=1

F∑
c=1

wrcx(r+(i−1)×s)(c+(j−1)×s) + b) (2.18)

1 ≤ i ≤ bH − F
s
c+ 1, 1 ≤ j ≤ bW − F

s
c+ 1 (2.19)

qij는 feature map의 output value를 의미하며 인덱스 i는 feature map의 높이,

j는 feature map의 폭에 해당하는 인덱스이다. F는 kernel의 size, s는 stride를

의미한다. H는 input의 높이, W는 input의 폭에 해당한다. CNN은 이와 같은

convolution operation 이후 pooling을 거쳐 차원을 줄이고 정보를 요약하며 이

과정을 반복한다. 반복 후에는 클래스 예측을 위해 2D인 output을 flatten하여

fully connected layer를 통과시킨다. CNN은 convolutional layer, pooling layer

를 통해 예측에 필요한 feature를 학습과정에서 추출하고 요약하는 특성이 있다

(Goodfellow et al. (2016)).이러한이유로시계열데이터에도 CNN이적용된사례

가있다.하지만일반적으로 2D혹은 3D인이미지데이터와는달리센서데이터는

1D이므로이미지와는다르게접근해야한다. Lee et al. (2017)는센서데이터상의

분류 문제를 CNN으로 접근하였고 1D인 센서 데이터에 대응하기 위해 kernel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qi = relu(
F∑

r=1

J∑
c=1

wrcxr+(i−1)×s,c + b), 1 ≤ i ≤ bK − F
s
c+ 1 (2.20)

이 때, J는 sensor 변수 전체의 개수를 의미하며, K는 input 시간 스텝 수를 의미

한다. 따라서 변수 축의 kernel 크기를 변수 수만큼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Lee

et al. (2017)에따르면이와같은 CNN구조를통해센서데이터변수간의관계를

반영하고 예측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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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nvolu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

Recurrent neural network(RNN)에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을

연결한 convolu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CRNN) 구조로 이미지, 시그널

분류 등을 수행한 사례가 존재한다. Shi et al. (2016)는 CRNN 구조로 해당 이

미지에 대한 label 시퀀스를 분류하는 task를 수행하였으며, Zuo et al. (2015);

Tsironi et al. (2017)는 이미지 분류 문제에 CRNN을 사용하였다. 시그널 분류

및 예측 문제에 CRNN이 사용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Cakır et al. (2017)는 소리

감지, Lai et al. (2017)는 시계열 데이터 예측, Zihlmann et al. (2017)는 심전도

분류, Choi et al. (2016)는 음악 분류를 시그널 데이터에 CRNN을 학습하는 방

식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RNN에 CNN을 연결한 구조를 통해 예측에

필요한 feature를 추출하고 순서 정보도 반영하여 높은 예측 성능을 낸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CRNN 구조를 활용하였으며 모든 변수의 관계를

고려한 feature를 추출하기 위해 Lee et al. (2017)가 제안한 CNN 구조를 encoder

에활용하였고,이는 Lai et al. (2017)가제안한구조와도유사하다. CRNN구조는

각 논문마다 detail의 차이가 있으며 공통적인 구조는 CNN과 RNN을 차례대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CNN과 RNN 수식은 섹션 2.2, 2.5와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다음 그림은 CRNN의 general한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2.5: convolu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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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안하는 방법

3.1 제안하는 Encoder-Decoder Framework

본 연구에서는 기준 시점인 T를 기준으로 이전 M 스텝 동안 수집된 태양광

발전량 관련 데이터와 기상 예보 데이터를 input으로 하여 T 시점 이후 K 스텝

동안의 태양광 발전량 시퀀스를 예측하는 encoder-decoder 모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encoder-decoder 방법을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Encoder-Decoder 모델

기본적으로는 gated recurrent unit(GRU) (Cho et al. (2014a))기반의 encoder-

decoder 구조를 따른다. 이는 Cho et al. (2014b)이 제안한 모델의 구조와 유사하

며 decoding 시의 output은 regression task이므로 스칼라 값이 생성되어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한다. 예측력 개선을 위해 encoder-decoder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였다. 먼저, decoder의 경우 decoding의 용이성을 위해 attention mechanism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Bahdanau et al. (2014)이 제안한 additive attention 방법을

이용하였다. Encoder는예측에필요한 feature를학습과정에서추출하는 convo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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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layer와 max pooling layer (Zhou and Chellappa (1988))를 GRU (Cho et al.

(2014a))에 연결하여 학습하였고 kernel의 변수 축 크기는 Lee et al. (2017); Lai

et al. (2017)이제안한방법과동일하게학습하였다.앞서설명한일반적인 convo-

lu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 encoder-decoder framework를 본 연구의 task

에 맞게 formulation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전날 태양광 발전 관련 센서의 패턴과 예측 구간의 기상 예보

데이터를 반영하여 태양광 발전량 패턴을 생성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encoder input 구간의 길이는 24로 설정하였고, 기준 시점 이전 24시간 동안의 태

양광 발전 관련 센서 데이터와 이후 24시간 동안에 해당하는 기상 예보 데이터를

concat하여입력변수로받는다.생성하고자하는태양광발전량구간,즉 decoder

output 길이는 15로 설정하였고 이는 하루 최대의 태양광 발전 시간대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Decoder Output = O, ot ∈ O, T + 1 ≤ t ≤ T + 15 (3.1)

Sun Input = Xs, xsij ∈ Xs, T − 23 ≤ i ≤ T, 1 ≤ j ≤ 5 (3.2)

Weather Input = Xw, xwij ∈ Xw, T + 1 ≤ i ≤ T + 24, 1 ≤ j ≤ 22 (3.3)

Encoder Input = X = [Xs;Xw], xij ∈ X, 1 ≤ i ≤ 24, 1 ≤ j ≤ 27 (3.4)

xij의 i는 encoder 스텝의 시간 단위 인덱스, j는 변수 인덱스, t를 decoder 스텝의

시간 단위 인덱스를 의미한다. 변수의 경우 태양광 발전량 관련 데이터는 5개, 기

상 예보 데이터는 22개로 총 27개이며 xsi5 = yi이다 (섹션 4.1 참조). 예측해야 할

decoder target은 yt이며 yt와 ot간의 loss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Encoder-decoder의 장점을 살려 t의 단위와 i의 단위가 다르

게, 즉 길이에 flexible하게 설정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 주기에

맞춰 시간으로 통일하였다. 제안하는 encoder-decoder 모델을 각 단계 별로 3.2,

3.3을 통해 그림과 수식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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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onvolu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 Encoder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측에 필요한 feature를 추출하고

순서 정보도 유지하기 위하여 convolu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CRNN)

encoder를 사용하였다. 변수 간의 관계를 고려한 feature extraction이 중요한 이

유는 xij의 형태에서 기인한다. xij는 전날 태양광 발전량 관련 센서들의 패턴과

예측 시점 기상 예보 데이터가 concat되어 있는 형태이다. 만약 전날 태양광 발전

관련센서들의패턴이정상적인형태인데예측시점기상예보데이터상으로기상

이좋지않은경우태양광발전량이줄어든다.즉,전날패턴과기상예보데이터의

조합으로예측구간패턴이결정되므로이러한변수들간의관계를고려한 feature

를 추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Encoder input인 xij를 먼저

convolutional layer와 max pooling layer (Zhou and Chellappa (1988))에 통과시

킨다. Convolutional layer에서 kernel의크기는 Lee et al. (2017); Lai et al. (2017)

에서 제안한 방법과 같이 3× 27, 즉 변수 축에 해당하는 크기를 변수의 개수만큼

설정하였고 시간 축에 해당하는 크기를 3으로 설정하였다. 이 후 pooling layer를

통해 convolution operation의 결과를 요약하며 스텝의 수를 줄인다. Pooling과

같이 스텝 수를 줄이는 작업에도 encoder-decoder 모델은 길이에 flexible한 관계

로 대응할 수 있으며 encoder-decoder를 쓰는 장점 중에 하나이다. Convolutional

layer와 pooling layer를 지나도 순서 정보는 유지되므로 pooling layer의 output

을 gated recurrent unit(GRU) (Cho et al. (2014a))의 input으로 하여 학습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CRNN encoder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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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convolu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 encoder 구조

CRNN encoder에서 x0j , x25j에 zero padding을 적용한 후 stride 1로 convo-

lution operation을 진행하였으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qi = relu(batchnorm(
3∑

f=1

27∑
n=1

wfnxf+i−2,n)), qi ∈ RD, 1 ≤ i ≤ 24 (3.5)

qi는 convolution operation의 결과를 의미하며 kernel의 개수는 D이다. 본 연구에

서는 학습의 용이성을위해 batch 단위로 input을 정규화해주는 batch normaliza-

tion(Ioffe and Szegedy (2015))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convolution layer에서

bias term은 제거하였다. Activation function으로는 rectified linear unit(relu)

(Nair and Hinton (2010))를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convolution operation을 통

과한 후 max pooling (Zhou and Chellappa (1988))을 거친다. Max pooling은

stride와 size를 2로 하고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qi의 인덱스 개수는 절반으로 줄

어든다. 이를 편의상 qi ∈ RD, 1 ≤ i ≤ 12로 나타내었다. Convolution operation

과 pooling을 거쳐서 나온 qi를 gated recurrent unit(GRU) (Cho et al. (2014a))

의 input으로하여학습한결과는 hi, 1 ≤ i ≤ 12이고최종 encoder의 hidden state

이자 output이 된다. 즉, hi는 qi을 input으로 한 식 2.3, 2.4, 2.5, 2.6의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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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때, qi는 단어 벡터가 아닌 CNN output이므로 embedding vector를 따로

학습해주지않는다.이와같은 CRNN구조를통해전체변수간의관계를고려하며

예측에 필요한 feature를 추출하는 동시에 순서 정보도 유지하여 예측 성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3 Decoder & Attention Mechanism

본 연구에서는 CRNN encoder에 추가하여 예측 성능을 높이기 위해 decoding

시 encoder hidden state 중 어느 부분을 볼 지 학습하여 decoding을 용이하게

하는 attention mechanism을 사용하였다. CRNN encoder의 hidden state는 전날

패턴과 기상 예보 데이터를 반영하여 얻은 feature 시퀀스라 볼 수 있기에 이러

한 attention mechanism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Decoder

와 attention mechanism은 그림 3.3과 같으며 Bahdanau et al. (2014)가 제안한

attention mechanism을 regression task에 맞게 변형하였다.

그림 3.3: Decoder & Atten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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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ncoder의 마지막 hidden state (h12)

는 decoder의 initial hidden state(ST )로 연결되며 dimension의 flexibility를 위해

fully connected layer를거친다. Fully connected layer에도 encoder와마찬가지로

학습의 용이성을 위해 batch normalization(Ioffe and Szegedy (2015))을 적용하

였다. 나머지 비교 encoder-decoder 모델에도 똑같이 이를 적용하였다.

sT = finit(h12) (3.6)

Decoder스텝마다 encoder의어느부분을집중적으로볼지학습하는 attention

mechanism을 적용한 context vector ct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Bahdanau et al.

(2014)가 제안한 additive attention 형태와 동일하다.

eti = a(st−1, hi) (3.7)

αti =
exp(eti)∑12

k=1 exp(etk)
(3.8)

ct =
12∑
i=1

αtihi (3.9)

Decoding시에는기본적으로 Bahdanau et al. (2014)이제안한구조에서스칼

라 값인 input을 넣을 때 decoder의 dimension을 맞춰 주기 위한 fully connected

layer를추가하였으며이는기본적인 RNN과같이각스텝마다 parameter sharing

한다.

it = finput(ot−1), T + 1 ≤ t ≤ T + 15 (3.10)

initial decoder input인 iT+1의 경우 위의 식에 따르면 oT가 정의되지 않기에

iT+1를 zero vector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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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1은 Bahdanau et al. (2014)가 제안한 GRU decoder 구조를 나타내며

3.10에서 fully connected를 연결하였으므로 embedding vector를 따로 학습하지

않는다.

st = g(it, st−1, ct) (3.11)

Output의 경우에는 스칼라 값을 생성하기 위하여 decoder의 hidden state와

decoder input 그리고 context vector를 조합한 fully connected layer로 이루어

진다.

ot = foutput(it, st, ct) (3.12)

Loss함수는시퀀스전체의mean squared error로이루어지며이를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였다.

Loss =
1

15

T+15∑
t=T+1

(yt − ot)2 (3.13)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 decoding 시에 CRNN encoder hidden state의 어느 부

분을 집중해서 보는 attention 인자인 α를 학습할 수 있으며 decoding의 용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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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4.1 데이터 설명 및 전처리

데이터의 경우 크게 기상 예보 데이터와 태양광 발전량 관련 데이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태양광 발전량 관련 데이터의 경우 총 5개의 센서에서 1시간

단위로 수집한 데이터이다. 수집된 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로, 약

1년 반 정도 수집된 데이터이다. 데이터 중간에 분포된 결측값은 가장 가까운 시

간대의 값 혹은 평균으로 대체하였으며 E연구소 도메인 전문가의 승인을 받았다.

또한 outlier의경우에는변수 1개에대하여눈에띄게나타났으며이부분역시가

장가까운시간대의값혹은평균으로대체하였고도메인전문가의승인을받았다.

다음은 해당 변수에 대한 시계열 그래프이다.

그림 4.1: 태양광 발전량 관련 변수의 시계열 시각화

기상 예보 데이터는 E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공공 데이터 포털 api1를 이용

1https://www.data.go.kr/dataset/15000099/openapi.do

23



하여 시간 단위로 수집한 기상 예보 데이터와 기상자료개방포털2에 축적되어있는

기상 예보 데이터를 조합하였다. 위치의 경우에는 E연구소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

로설정하였으며변수는기온,습도,풍속,적설,강수량,강수확률,풍향,하늘상태,

강수형태총 9개변수로구성되어있다.이중에서풍향,하늘상태,강수형태변수는

범주형 범수이므로 dummy variable로 바꿔주었다. 이를 통해 총 22개의 변수로

구성된기상예보데이터를확보하였다.기상예보데이터에도센서데이터와같이

눈에 띄게 큰 값이 있는 변수가 존재하였지만 이는 유의미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따로 처리하지 않았다. 최종 데이터의 경우에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시간 단위로 수집된 태양광 발전량 관련 센서 데이터와 기상 예보 데이

터이다. 이를 input의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범위로 나누어 training

/ validation / test data를 설정하였다.

표 4.1: training/validation/test data

start time last time

training data 2015-11-20 00:00 2017-02-03 23:00

validation data 2017-02-04 00:00 2017-04-11 11:00

test data 2017-04-11 12:00 2017-06-06 23:00

4.2 알고리즘 실험 결과

Metric의 경우에는 시퀀스 전체의 mean squared error로 설정하였으며 re-

current neural network(RNN) 관련 비교 모델은 기본 RNN(GRU)과 RNN기반

의 encoder-decoder (seq2seq), encoder-decoder 모델에서 additive attention을

추가한 encoder-decoder (seq2seqwa),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encoder-

decoder (cr2seqwa)이다.파라미터탐색의경우각모델의차원수와 input scaling

을 바꿔주면서 validation loss를 비교하였고 각 모델에 맞는 최적의 세팅을 찾았

다.객관적인비교를위해 encoder, decoder, attention차원은동일하게바꾸었다.

2https://data.kma.go.kr/data/rmt/rmtList.do?code=420&pgmNo=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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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한차원의수는 16, 32, 64차원이다. Decoder의 layer수는실험모델끼리동일

하게 layer 한 개로 실험하였으며 encoder는 layer 두 개로 실험하였다. Learning

rate는 0.0001로 고정하였으며 batch size 역시 모든 실험 모델에 대하여 128로

고정하였다. Gradient descent 방법으로는 ADAM(Kingma and Ba (2014))을 이

용하였다. Overfitting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시행하였다. 먼저 학습

시에 validation loss를 10 epoch마다 출력하고 30번 이상 validation loss가 개선

되지 않을 경우 멈추는 early stopping을 진행하였다 (Goodfellow et al. (2016)).

더불어 RNN에 dropout(Srivastava et al. (2014))을 적용하여 overfitting에 대응

하였다. Dropout은 Zaremba et al. (2014)가 제안한 방식과 같이 non-recurrent

connection에 걸어주었다. Input의 경우 Marino et al. (2016)의 논문에서는 따로

scaling에대한언급은없었고, Sharma et al. (2011)의논문에서는 z-score, Gensler

et al. (2016)의 논문에서는 min-max scaler로 scaling을 진행하여 논문마다 input

scaling 방법에 대해 다른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input scaling

방법과 차원의 수를 조합하여 실험하였고 validation 결과가 가장 좋은 세팅을 해

당 모델의 최종 세팅으로 설정하고 test를 진행하였다. 각 모델에 대해서 10번씩

실험하였으며 encoder-decoder 모델이 다른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에 비해

unstable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10번의 중앙값을 고려하여 모델 선정을 진행

하였다. RNN과 Encoder-decoder 모델들의 파라미터 탐색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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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Validation Loss 결과

Model Dim
Input Scaling

Original Z-Score Min-Max

RNN(GRU) 16 4.1627 5.1444 4.2197
RNN(GRU) 32 4.8293 5.073 4.2592
RNN(GRU) 64 5.235 5.066 4.2487

seq2seq 16 4.6813 4.9916 4.4647
seq2seq 32 4.7145 4.8559 4.2216
seq2seq 64 5.2673 4.8472 4.1122

seq2seqwa 16 4.137 4.5629 4.0378
seq2seqwa 32 4.1107 4.6017 4.0404
seq2seqwa 64 4.4655 4.6492 4.0305

cr2seqwa 16 3.7968 4.1258 4.1038
cr2seqwa 32 3.6901 4.2002 4.216
cr2seqwa 64 3.7698 4.2517 4.3325

눈에 띄는 특징은 z-score로 input을 scaling을 하면 전반적으로 모델의 성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계열 데이터 특성상 training / validation / test를

시간 순서로 나눌 경우 데이터 분포가 달라 평균 표준편차로 fitting 하기 어려운

점에서비롯된것이라볼수있다. Original데이터와 min-max로 scale한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다른 알고리즘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이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넣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의 feature extraction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 노이즈와 outlier로 인하여 min-max로 scale을 하게 될 경

우 해당 변수의 영향이 줄어든다. 이 같은 이유로 feature extraction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형되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성능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본연구의알고리즘을활용할경우 outlier에 robust한데이터 input scaling

방법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파라미터 탐색을 거치고 최종 모델에 대한 test결과를 표로 정리하

면 표 4.3과 같다. 기본적으로는 RNN과 encoder-decoder 모델들의 시퀀스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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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비교하였다. 추가적으로 RNN과 encoder-decoder 모델들의 성능이 우수

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전날 패턴으로 맞추는 persistent 모델과,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vector autoregression (VAR)을 baseline

으로 삼았다. ARIMA의 경우에는 seasonality를 24로 설정한 seasonal ARIMA를

사용하였다. 단변량 모델이므로 가장 최근 일주일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하였고

첫 학습 데이터에 대해 가장 좋은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를 나타내

는 세팅으로 설정하였다. 세팅의 경우 lag 개수를 3으로 설정하였고, degree of

differencing과 order of the moving average model은 1로 설정하였다. VAR은

lag 개수를 24로 설정하였고 다변량 모델이므로 예측 시점 이전의 데이터를 모

두 학습 데이터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오히려 VAR의 성능을

떨어뜨려 이를 제외하였다. 각 RNN과 encoder-decoder 모델에 대해서는 표 4.2

validation 결과가 가장 좋은 세팅에 대한 test 결과이며 RNN은 차원 16에 input

scaling을 따로 하지 않은 모델, seq2seq은 차원 64에 min-max input scaling한

모델, seq2seqwa는 차원 64에 min-max input scaling한 모델, cr2seqwa는 차원

32에 input scaling을 따로 하지 않은 모델에 대한 test 결과이다. 표의 column은

순서대로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를 나타내며 persistent model과 ARIMA, VAR

의 경우 deterministic하게 예측하므로 중앙값 부분에 예측 성능을 표시해주었다.

표 4.3: Test Mean Squared Error 결과

Model
Mean Squared Error

Median Mean Std

Persistent Model 12.8703

ARIMA 14.3088

VAR 7.079

RNN(GRU) 5.0533 5.1455 0.3917

seq2seq 4.614 4.6491 0.2857

seq2seqwa 4.4402 4.4175 0.2425

cr2seqwa 4.1671 4.1574 0.1102

27



위 표를 통해 RNN 기반의 encoder-decoder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

델의 성능이 가장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의 feature extraction 특성과 encoder의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지 학습하는

attention mechanism이 태양광 발전량 예측 성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RNN 기반의 딥러닝 모델이 autoregressive 모델보다

전반적으로 예측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태양광 발전량 시퀀스 예측 시각화

그림 4.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encoder-decoder로 시퀀스 예측한 결과를 시

계열로 시각화한 그래프이다. Encoder 선은 encoder input 중에서 발전량 변수의

시퀀스시각화, real선은 decoder구간에서의실제발전량시퀀스,그리고 decoder

선은 모델이 생성하는 발전량 예측 시퀀스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한 모

델이실제값과거의유사하게시퀀스를예측하는것을알수있다.특히 6월 6일의

기상 데이터에서 하늘 상태가 흐림이라 실제 태양광 발전량은 보통의 날씨에 비해

적다. 이 역시 encoder-decoder가 반영하여 잘 맞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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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본 연구에서 제안한 encoder-decoder로 시퀀스 예측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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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의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장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특히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기업, 공공 기관,

공장 등에서는 에너지 관련 비용 감소를 위해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여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

물의에너지관리시스템의효율적운영및최적스케줄링을위해태양광발전량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ncoder-decoder 모

델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량 패턴 예측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예측 성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encoder-decoder 모델을 제안하였다. 먼저 encoder의 경우에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구조를 RNN에 연결하여 학습하였다. 이를

통해 변수 간의 관계를 반영하며 예측에 필요한 feature를 학습과정에서 추출하고

태양광 발전량 예측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 Decoder의 경우에는 매 decoding

스텝마다 decoding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encoder output의 어느 부분을 집중

해서 볼 것인지를 학습하는 attention mechanism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효과를 RNN과 RNN 기반의 encoder-decoder, attention mechanism

만을적용한 encoder-decoder,본연구에서제안한 encoder-decoder알고리즘과의

성능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이 가장 좋다

는 결과를 내었다. 추가적으로 RNN 기반 알고리즘 계열이 autoregressive 계열의

모델이나 persistent 모델보다 더욱 좋은 성능을 낸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contribution은 다음과 같다. 첫째, CNN 구조와 attention mech-

anism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시 RNN 기반 encoder-decoder 알고리즘의 예측

성능을 향상시켰다. 즉, 예측에 필요한 특성을 추출하는 CNN 구조와 de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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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마다 encoder output의 어떤 부분을 볼 지 학습하는 attention mechanism이

encoder-decoder 알고리즘의 태양광 발전량 예측 성능 향상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것을알수있었다.또한 encoder-decoder구조가전날패턴으로맞추는 persistent

model이나 시계열 패턴 예측에 주로 쓰이는 autoregressive model보다 월등한 성

능을 낸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통해 특정 구간의

태양광 발전량 패턴을 예측하였고 이를 통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

로운영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더불어 encoder-decoder알고리즘을활용한다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스텝 수 만큼의 패턴 생성 task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만

큼 스텝 수를 수정할 수 있어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운영에 탄력성을 더해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 도메인을 넘어 다양한 도메인의 시계열 데이

터 예측에도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encoder-decoder 모델은 기계 번역을 넘어

건물 에너지 소비량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encoder-decoder 역시 이러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encoder-decoder를 학습할 때 time de-

pendency를 고려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은 autocorrelation등을 고려

하며 데이터를 stationary하게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

델은이를고려하지않았다.오히려 RNN특성상데이터를 stationary하게만들면

랜덤 노이즈를 학습하는 것과 같아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

라서 autocorrelation에 대응할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데이터의 scaling 문제도 있다. 데이터의 scaling 방법에 따라

각 알고리즘의 성능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시계열 데이터의 outlier

로 인한 문제로 판단된다. 시계열 데이터의 outlier의 경우 함부로 처리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서 outlier를 완벽히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outlier가 있는

시계열 데이터 처리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연구가 동반된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예측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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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market for renewable energy industry has been gradually ex-

panding. In particular, companies, public institutions, and factories that have

high energy consumption have taken advantage of renewable energy such as so-

lar power to reduce energy-related costs. For this reason, many buildings have

installed solar power generation panels to supply additional energy. In order

to operate the energy management system of the buildings efficiently, it is im-

portant to predict the amount of solar energy generation. There have been a

lot of previous studies about predicting the amount of solar energy generation

by using a data-driven approach like machine learning (recently, deep learning)

because of its good prediction performance. However, in case of these studies,

the task of predicting the energy production amount at a specific time was

carried ou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lgorithm. In reality,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energy manage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predict solar

energy generation sequence pattern. For most of the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models, it is troublesome to separately create an algorithm for each

time. Therefore, we propose the encoder-decoder algorithm based on recurrent

neural network which is mainly used in machine translation to predict solar

energy generation sequence patterns. And also we studied to improve the solar

energy generation sequence prediction performance of the encoder-decoder al-

gorithm. In case of the encoder,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is used to

automatically extract the features needed for prediction in the learning process.

In case of a decoder, an attention mechanism is applied to learn which part of

an encoder output should be concentrated in order to facilitate pattern g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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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on for each decoding step. The solar energy generation related sensor data

collected by the E-institute from November 2015 to June 2017 and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eather forecast data during the same period

were used in this work. We compare the performance of the encoder-decoder

models, confirming that the proposed algorithm has the best performance.

Keywords: Encoder-Decoder, Attention Mechanism, Recurrent Neural Net-

work,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Deep Learning, Energy Prediction

Student Number: 2016-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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