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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o IoE를 기반으로한 다양한 에너지 소비패턴 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및 AI를 결합한 에너지 사용패턴 

분석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에너지 신시장 및 새로운 가치사슬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o 기존 예측모델 중 예측률과 활용도가 높은 xgboost와 , xgboost보다 뛰어난 예측률을 도출하지만 에너지 

분야에는 활용되지 않은 ngboost를 비교하여 더욱 높은 예측 결과를 도출하는 모델을 선정하고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에너지 데이터를 ngboost에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함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ITRC 전력데이터를 사용하여 최근 발표된 알고리즘인 NGboost와 기존 알고리즘 중 높은 예측률을 가

진 XGboost의 예측성능을 비교하여 새로운 머신러닝 기법 사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컴퓨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

o NGboost를 사용하여 예측한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하여, 후행 연구에 참고되도록 한다.

□ 주요내용

o 기존 예측모델 중 활용도가 높은 XGboost와 2019년 새롭게 등장한 알고리즘인 NGboost의 성능을 비

교하여 더욱 높은 예측결과를 도출하는 모델을 선정한다.

o 에너지 데이터의 예측에는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며, 어떤 알고리즘이 시간/일/주

단위 분석에 더욱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지 확인한다.

o 분 단위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통해 24시간을 예측기간으로 도출하고 예측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목적

을 두어,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둔다.
주요실적 / 구현결과

- A Study on Deriving the Importance of Variables Using XGboost and SHAP. ICESI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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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Boost 코드 도출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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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Gboost와 NGboost를 이용한 전력데이터 예측 성능 비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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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 기대효과

o 정전 및 건물의 전력소비 문제 정보를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초반을 마련함. 

o 전력 사용량 관리 및 전기요금 절감에 예측정보가 활용되어 보다 효율적인 전기 사용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이 기대됨.

o NGBoost가 최신 알고리즘이므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아 차후 더욱 발전된 NGBoost의 성능

이 기대됨.

o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건물 사용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