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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웨어러블 라이프로그는 휴대 장착이 가능한 기기를 통해 일상생활의 다양한 센서 정보를
수집한 시계열 데이터로, 이를 효율적으로 학습하여 높은 정확도의 예측을 하는 것은 실
생활과 밀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 기존 연구에서는 Recurrent
Neural Netwo rk의 병렬화를 쉽게 하고 긴 시간 의존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데이터 instance가 하나의 은닉 상태에 대응되는 학습 구조를 설계하였는데, 이는 거꾸로
짧은 시간 의존성을 학습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 이 연구에서는 희소 은닉 상태
Deep Recurrent Neural Network 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은닉 상태가 대응되는 시계
열 데이터의 크기를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신경망이 다양한 길이
의 시간에 대한 의존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연구 배경

본 연구에서는 DRNN 에 희소 은닉 상태를 적용한

웨어러블 라이프로그 (wearable lifelog)는 Google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더욱 다양한 길이의 시간

Glass 나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한

에 대한 의존성을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

시계열 데이터로서 , 기기 사용자의 시선이나 주변 환

구조를 탐구하였다. 기존 연구의 알고리즘에서는 신경

경의 소리, GPS 정보 , 가속도 센서 정보 등을 포함하

망의 은닉 상태가 학습에 사용하는 구간의 길이가 고

고 있다 [15]. 웨어러블 라이프로그를 학습하면 기기

정되어 있었던 점에 착안하여 , 학습하는 데이터의 경

사용자의 행동패턴 예측이나 주변 환경 인식을 기반

향을 분석해 희소 은닉 상태에 대응되는 구간의 길이

으로 한 서비스 추천 등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를 변화시키는 알고리즘을 구상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것

데이터 학습을 수행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 다루었던

은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필수

신경망들의 성능을 함께 비교하였다.

적이다.
시간에 따라 데이터가 변화하는 양상을 학습할 때
에는

신경망

알고리즘

중에서

Deep

Recurrent

2. 신경망 알고리즘의 개선
2.1. 기존 연구

Neural Network(이하 DRNN)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은닉 노드 각각이 자신을 가리키는 weight를 가지

이는 기존의 Deep Neural Network(이하 DNN)이 시

며 직전의 은닉 노드를 참조하는 DRNN 은 시간 의존

계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없기 때문이다 . DRNN 은

성을 학습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학습 모델이다. 그러나

DNN 의 은닉 노드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weight를

DRNN 은

추가하여 직전의 은닉 상태가 현재 은닉 상태에 영향

instance마다 갱신되어야 하므로 학습하는 데 오랜

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을 기준으로 한 데이

시간이 걸리며 , 학습할 수 있는 시간 의존성이 짧은

터의 변화양상을 학습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편이다 [2, 3, 13]. 이는 긴 시간 의존성을 가지는 요소

DRNN 은 직전의 은닉 상태로부터만 영향을 받게 되므

가 학습하는 시계열 데이터에 있으면 이를 반영한 학

로 긴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잘 반영되지 않는 한편

습을 하기가 어려움을 의미한다 . 신경망의 학습에 널

연산의 병렬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 이를 해결

리 이용되는 방법인 경사 하강(gradient descent) 기

하기 위해 DRNN 의 은닉 상태가 주어진 데이터의 매

법 자체가 긴 시간 의존성을 학습하기에 적절하지 않

instance가 아닌 여러 개의 instance에 대응되도록

다는

하여 수행 속도와 정확도에서 개선을 보인 사례가 있

instance인 경우 back-propagation t hrough time

었다[14].

과정에서 vanishing gradient 현상이 쉽게 일어나 시

은닉

지적이

노드의

있는데,

weight 가

이는

갱신의

학습

데이터의

기준이

개별

간축 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inst ance들 사이의 상

는 데이터 구간의 크기에 비례하여 행렬 연산의 병렬

관관계를 학습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3, 11].

화 또한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희소 은닉 상태 DRNN

Recurrent Neural Network(이하 RNN)가 긴 시간

의 처리 속도는 더욱 빨라짐을 알 수 있다. 은닉층의

의존성을 학습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중치 갱신에 이용되는 학습 데이터 구간의 최대 크

다양한

제안되었다.

기는

eXogenous

descent)의 minibatch 크기와 같은데, 이 경우 DNN

inputs RNN 모델은 신경망이 내놓는 결과값을 지연

과 동등한 수준의 병렬화가 가능하여 학습 속도가 매

시킴으로써 계산된 경사 정보가 더 짧은 경로를 통해

우 빨라진다[14].

시도들이

Nonlinear

기존

연구에서

AutoRegressive

with

확률적

경사

하강(stochastic

gradient

전파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신경망의 긴 시간 의존성

한편 희소 은닉 상태 DRNN 의 단점으로는 은닉층의

을 높여 기존의 RNN 보다 약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가중치 갱신에 이용되는 데이터 구간이 크기 때문에

오래 정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8]. 한편 데

단시간 의존성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터의 시간 의존성이 계층적인 구조를 이룬다는 가

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음성 데이터의 경우 MFCC

정에 따라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진 RNN 을 만들고 ,

feature 와 같은 것을 이용하여 단기적 시간 의존성

각 계층이 서로 다른 길이의 시간 의존성에 반응하게

이 반영된 요소를 추출한 데이터를 먼저 준비한 뒤

하여 학습 정확도를 높인 사례도 있었다[5]. Long

이를 학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 단기적 시간

Short-Term Memo ry 기법은 학습 중인 instance에

의존성을 반영하기에 적절한 데이터 구간의 크기와

따라 연결 여부가 결정되는 별개의 memory cell을

긴 시간 의존성을 반영하기에 적절한 구간의 크기를

정의하여 그 안에 특정 error flo w를 보존함으로써

설정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특히 학습과 데이터 인식

vanishing gradient 현상을 방지하고 긴 시간 의존성

에 사용하는 데이터 구간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다는

을 확보하였다[7]. DRNN 의 vanishing gradient 현상

점은 단일 데이터 내에서도 신경망의 데이터 인식 과

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전파된 gradient 값의 크기를

정에서 긴 시간 의존성이 중요한 구간과 짧은 시간

적절한

의존성이 중요한 구간이 서로 다른 경우 유연하게 적

선에서

조절하는

vanishing

gradient

regularization과 같은 기법 또한 소개되었으나, 이는

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역으로 exploding gradient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
로 알려졌다[11].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신경망 구조 자체에 수정을

2.3. 동적 참조범위(Dynamic Reference Range) 알
고리즘

가하여 vanishing gradient 현상을 완화하거나 지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DRNN 과 희소 은닉 상태

시킴으로써 RNN 의 시간 의존성을 개선하고자 하였

DRNN 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희소 은닉

다. 그러나 RNN 이 가지는 또 다른 한계인 긴 처리

상태 DRNN 에 동적 참조범위 (Dynamic Reference

시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공

Range, 이하 DRR) 알고리즘을 도입한 학습 모델을

통점을 보인다 . 이는 기존의 시도들이 웨어러블 기기

제안한다 . 동적 참조범위 알고리즘은 희소 은닉 상태

와 같이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

DRNN 에서 은닉 상태가 학습하고 인식하는 데이터 구

하여 결과를 내보내야 하는 환경에서는 적절한 대책

간 , 즉 참조 범위의 길이를 학습 상황에 따라 스스로

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DRR 알고리즘이 도입된
희소 은닉상태 DRNN 은 짧은 시간 의존성이 중요한

2.2. 희소 은닉 상태 DRNN

구간에서는 참조 범위를 줄이고 긴 시간 의존성이 중

희소 은닉 상태 DRNN 은 하나의 은닉 상태가 시간

요한 구간에서는 참조 범위를 늘리게 되는데, 이를 통

축 내에서 연속되는 여러 개의 instance에 대응되며 ,

해 은닉 상태가 다양한 길이의 시간 의존성을 학습하

은닉층의 학습을 진행할 때 이 inst ance들에 대응되

는 한편 참조 범위가 짧게 고정된 경우에 생길 수 있

는 하나의 은닉 노드 단위로 계산을 진행하여 학습한

는 처리 속도의 희생을 허용된 범위 안에서 줄일 수

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DRNN 에서 한계로 지적되었

있게 된다.

던 긴 시간 의존성을 학습할 수 있게 하며, 은닉층의
학습 빈도를 instance의 참조 범위를 늘린 것에 반비

2.3.1. 알고리즘 구현

례하여 줄이게 되므로 처리 속도 또한 개선할 수 있

DRR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중요한 것은 학습하는

게 되었다. 이 참조 범위의 확대로 인한 처리 속도 개

데이터의 특성에 알맞은 기준을 통해 참조 범위를 조

선은 학습 과정에서의 행렬 연산 숫자 자체가 줄어들

정하는

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 은닉층의 학습에 이용되

supervised sequence labeling에 해당하므로 , 참조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제는

범위 안에서 최대 빈도를 보이는 특정 label의 비율에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했으나,

따라서 참조범위를 두 배 늘리거나 반으로 줄이는 방

instance의 개수가 많은 큰 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식으로 DRR 을 구현하였다. 아래의 [표 1] 에 제시된

때에는 참조 구간의 길이를 더욱 극적으로 줄이거나

변수 중 알고리즘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늘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이러한 필요에 맞

것으로는 range_max, range_min, lim_acc , lim_dec

추어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참조 구간의 길이를 여러

가 있다.

번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구현한 DRR 알고리즘을
Dynamic_Reference_Range_Loop으로 , 참조 구간의
조정을

변수 이름

의미

data
index
range
range_max
range_min
lim_acc
lim_dec
cnt_acc
cnt_dec

학습할 데이터
학습할 범위의 시작위치
참조 범위의 길이
최대 참조 범위
최소 참조 범위
참조 범위 확대 기준
참조 범위 축소 기준
참조 범위 확대 횟수
참조 범위 축소 횟수

[ 표 2 ] pseudo code에서 쓰이는 변수들의 의미

1회로

한정한

DRR

알고리즘을

Dynamic_Reference_Range_Single로

구분하였다.

각 알고리즘의 pseudo code는 아래와 같다.
Dynamic_Reference_Range_Loop
(data, index, range, lim_acc, lim_dec, cnt_acc,
cnt_dec, range_max, range_min)
cnt_acc = 0
cnt_dec = 0
while true
most_label_occurrenc e =
dat a [ index + 1 : index + range ] 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label의 등장 횟수

[ 그림 1 ]

Dynamic Reference Range 알고리즘의 적용 예시 .

그림의 숫자들은 각각 하나의 instance를 분류하는 label을 의미
하며, 숫자들 위의 구간은 은닉 상태가 학습할 때 참조하는 데이
터 구간을 의미한다 . 숫자들 위의 구간과 각 구간 내에서 최대 빈
도를 보이는 label은 같은 색으로 설정되어 있다.

most_label_ratio =
most_label_occurence / range
if ( max_label_r atio <= lim_dec
&& range > range_min)
range = range / 2

위의 [그림 1] 은 range_min = 2, r ange_max =

16, lim_acc = 0.7, lim_dec = 0.6으로 설정된 DRR

cnt_d ec = cnt_dec + 1

알고리즘을 도입한 희소 은닉 상태 DRNN 이 20개의

else if ( max_label_ratio > lim_acc
&& range < range_max)

연속된 instance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참조
구간 길이의 변화 예시를 나타낸다 . 그림에서의 처음

range = range * 2

두 instance가 분류된 label이 같은 값이기에 해당

cnt_acc = cnt_acc + 1

구간 내에서의 최대 빈도 label의 비율은 lim_acc의

else break

값을 초과하는 1 이 되고, 그 다음 참조 구간의 길이는

ifend

두 배 늘어난 4 가 된다 . 두 번째 참조 구간에서는 최

ifend

대 빈도 label의 비율이 lim_dec의 값보다 작은 0.5

if ( cnt_acc > 0 && cnt_dec > 0)

이므로 [그림 1] 에서의 세 번째 참조 구간의 길이는

break

반으로 줄어든 2 가 된다. 같은 방법으로 네 번째 참조

ifend

구간의 길이는 다시 4, 다섯 번째 참조 구간의 길이는

whileend

8이 되며 , 여기서는 최대 빈도 label이 여덟 개의
instance 중 3개에서 나타나 lim_dec의 값보다 작은
비율 0.375를 보인다. 따라서 [그림 1] 에 나타나지 않
은 여섯 번째 참조 구간에서는 참조 구간의 길이가
반으로 줄어든 4 가 될 것이다. 한편 참조 구간 내에서
최대 빈도 label의 비율이 계속해서 lim_acc의 값을
초과하더라도 참조 구간의 길이는 r ange_max를 초과
하지 않는다.
[ 그림

1]에서는

예시로

든

데이터를

이루는

instance가 20개밖에 되지 않아 참조 구간의 길이를

Dynamic_Reference_Range_Single

labeling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은닉 상태의 학습에

(data, index, range, lim_acc, lim_d ec,

적절한 참조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쉽다. 따라서 은닉

cnt_acc, cnt_dec, range_max, range_min)

상태를

most_label_occurrence =

Dynamic_Reference_Range_Loop 알고리즘을 실행

갱신하기

전마다

data [ index + 1 : ind ex + range ] 에서

하여 학습에 이용할 데이터의 범위를 최대한 적절하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label 의 등장 횟수

게 맞춰주는 것이 신경망의 성능을 높이는 데 유리하

most_label_ratio =

다.

most_label_occurence / r ange

한편 이미 학습한 신경망을 가지고 정확도를 측정

if ( max_label_ratio <= lim_dec

할 때에는 주어지는 데이터에 미리 labeling이 되어

&& range > range_min)

있지 않으므로 신경망이 데이터를 인식하기 전에 미

range = range / 2

리 참조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이 경우에

cnt_dec = cnt_dec + 1

는 신경망이 데이터를 인식하여 내놓은 labeling 결과

else if ( max_label_ratio > lim_acc

를 기반으로 그다음 참조 범위를 점진적으로 조절하

&& range < range_max)

는

방법을

쓸

수

있으며 ,

이

경우에는

range = range * 2

Dynamic_Reference_Range_Single 만을 1회 실행한

cnt_acc = cnt_acc + 1

다.

ifend

3. 실험

ifend

본 연구에서 학습에 사용할 웨어러블 라이프로그는

2.3.2. 시간 복잡도(time complexity)
Dynamic_Reference_Range_Single의

경우,

most_label_occurrence를 계산하는 부분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의

시간

복잡도는

O (1)

이다 .

most_label_occurrence를 구하는 부분의 시간 복잡
도는 range의 크기와 데이터를 분류하는 클래스 개수
(이하 n) 에 비례하므로 O(range × n)이 된다.
Dynamic_Reference_Range_Loop의

경우

while

문 안의 내용을 반복하는 최대 횟수는 cnt_acc +
cnt_d ec의 최댓값과 같다. cnt_acc + cnt_dec 의 최
댓값은 DRR 알고리즘이 사용할 수 있는 참조 범위
크기의

가짓수와

같으므로

log2(range_max)

-

log 2(r ange_min) + 1 이 되며 , 이 값을 m이라 하면
Dynamic_Reference_Range_Loop의 시간 복잡도는
O(range × n × m)이 된다 . 즉 본 연구에서 구현한
DRR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신경망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렬 연산과 관
계가 없으며 , 따라서 신경망 알고리즘의 처리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DRR 알
고리즘은 학습 과정에서 신경망을 이루는 다른 데이
터나 변수들을 수정하지 않으므로 , DRR 알고리즘을
도입한 희소 은닉 상태 DRNN 은 range_max를 참조
범위 길이로 설정한 희소 은닉 상태 DRNN 보다 더 짧
은 처리 시간을 가질 수 없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학습

대상이

되는

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MFCC 계수를 13차원으
로

추출한 것이다 [15]. 각각의 instance는 추출된

MFCC 계수에 따라 총 13개의 feature로 이루어져
있으며 , 피험자가 영상을 촬영하던 당시의 상황에 따
라 총 10개의 클래스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3,542,714개의 instance가 약 600MB 정도의 용량을
차지하는 원본 데이터에서 100 분의 1에 해당하는 약
6MB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웨어러블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
하기 전 모의 실험을 진행하여 실험 과정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기존의 학습 기법과 본 연구에서 제
안한 DRR 기법이 도입된 희소 은닉 상태 DRNN 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한다 . 이를 위해 시계열
데이터의 속성을 가진 모의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모
의 데이터를 임의로 생성하여 사용한다 . 각 신경망의
성능을 평가할 때에는 크로스 엔트로피와 데이터 클
래스 분류의 정확도를 측정하며 , 신경망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함께 기록하여 서로 비교
한다.
각 실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MATLAB을 이용하
여 구현하였으며 , 실험에서 사용한 학습 모델들은 같
rate)과 반복횟수를 갖도록 설정하였다.

DRR 을 적용한 신경망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학습을
때에는

에서 추출한 소리정보에서 사람의 소리 인지 주파수

은 크기의 은닉 층과 은닉 노드 , 학습률 (learning

2.3.3. 신경망 알고리즘에 대한 적용
진행할

스마트글래스를 활용해 2명의 피험자가 촬영한 영상

데이터에

이미

3.1. 모의 데이터 실험
시계열 속성을 보이지 않는 모의 데이터 (이하 모의

실험 데이터 1)는 1 이상 1000 이하의 자연수를 클래

이터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시계열

스 1 로, 1001 이상 2000 이하의 자연수를 클래스 2

데이터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DNN 의 성능 향상

로 지정한 것이다. 모의 시계열 데이터 (이하 모의실험

이 미미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DRNN 은 가장 긴 평

데이터 2)는 1 에서 10까지 숫자가 증가하는 벡터에는

균 처리시간과 함께 가장 높은 테스트 정확도를 보이

클래스 1 을, 10에서 1까지 숫자가 감소하는 벡터에는

며 , 희소 은닉 상태 DRNN 에서는 참조 범위가 늘어날

클래스 2를 지정한 것이다.

수록 평균 처리 시간과 테스트 정확도가 감소하는 경

모의실험에서는 각 신경망이 50개, 25개의 은닉 노

향이 확인된다 . 한편 DRR 을 도입한 희소 은닉 상태

드를 가진 은닉층 2개를 갖도록 구성하였으며, DRNN

DRNN 알고리즘은 두 번째로 높은 테스트 정확도와

이

두 번째로 짧은 평균 처리시간을 보인다.

적용된

모델에서는

1-truncated

back-propagatio n t hrough time (이하 bptt)을 사
용하였다 . 실험 결과를 나타낸 표에서는 편의상 ‘희소
은닉 상태 DRNN’은 SRNN(Sparse Hidden St ate
Deep

Recurrent

이 2500개 , 1500 개 , 500 개의 은닉 노드를 가진 은닉

‘DRR 을 도입한 희소 은닉상태 DRNN’ 은 DRR로만 표

층 3개를 갖도록 구성하였으며, 10-truncated bptt 를

기한다 .

사용하였다. DRR 알고리즘에서 lim_acc 의 값은 0.8,

알고리즘에서

Network)로

웨어러블 라이프로그 데이터 실험에서는 각 신경망

표기하며,

DRR

Neural

3.2. 웨어러블 라이프로그 데이터 실험

lim_acc의

값은

0.9,

lim_dec 의 값은 0.6 으로 두었다.

알고리즘
DNN
DRNN
SRNN
SRNN
DRR

참조 범위
128
1
2
4
2 ~ 4

lim_dec의 값은 0.4로 두었다.

크로스

테스트

엔트로피

정확도

36.078
0.114
0.16
0.246
0.533

74.6%
74.7%
73.9%
73.8%
74.5%

평균
처리
시간( 초)
0.11
3.68
1.85
0.95
1.14

[ 표 3 ] 모의실험 데이터 1을 이용한 실험 결과

알고리즘
DNN
SRNN
SRNN
SRNN
SRNN
DRR
DRR

참조 범위
1024
128
256
512
1024
128 ~512
2 ~ 1024

크로스

테스트

엔트로피

정확도

136.893
43.261
92.107
212.969
412.338
197.527
328.125

9.5%
32.3%
32.0%
32.6%
29.4%
31.5%
33.8%

평균
처리
시간( 초)
46.3
952.2
652.3
514.7
476.3
557.5
463.1

[ 표 5 ] 웨어러블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

모의실험 1 의 경우 , 시계열 데이터의 속성이 반영되
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압도적으로 짧으면서도 테스트 정확도가
두 번째로 높은 DNN 의 성능이 월등함을 알 수 있다.
즉 DRNN 이나 희소 은닉 상태 DRNN , DRR 을 도입한
희소 은닉 상태 DRNN 등은 시계열 데이터의 속성을
띠지 않는 데이터를 학습할 때 DNN 을 대체할 만큼의
우월한 성능을 보이지 못한다 . 다만 DRNN 이 도입된
학습 모델끼리 비교했을 때에는 DRR 을 도입한 알고
리즘이 평균 처리 시간이 두 번째로 짧으면서도 두
번째로 높은 테스트 정확도를 보인다.

웨어러블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는
모의실험 2와 미세하게 다른 경향을 보였다 . 희소 은
닉 상태 DRNN 의 경우 참조 범위가 늘어날수록 평균
처리시간은 줄어든 반면 테스트 정확도는 참조 범위
의 크기가 512일 때 가장 높았으며 , DRR 을 도입한
희소 은닉 상태 DRNN 의 경우 참조 범위가 최소 2,
최대 1024인 경우에 최소 128, 최대 512인 경우보다
더 높은 테스트 정확도와 더 짧은 평균 처리시간을
보였다 . 웨어러블 라이프로그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
이므로 모의실험 2의 결과에서처럼 DNN 은 학습 이후
에도 매우 낮은 테스트 정확도를 보였다.

알고리즘
DNN
DRNN
SRNN
SRNN
DRR

참조 범위
128
1
4
8
4 ~ 8

크로스

테스트

엔트로피

정확도

62.847
0.24
0.329
1.838
2.275

51.2%
95.0%
90.0%
79.6%
91.9%

평균
처리
시간( 초)
0.12
3.92
1.03
0.54
0.56

[ 표 4 ] 모의 실험 데이터 2를 이용한 실험 결과

4. 실험 결과 분석 및 논의
4.1. DRR 알고리즘을 통한 성능 향상
DRR 알고리즘을 도입한 희소 은닉 상태 DRNN 은
앞서 진행했던 대부분의 실험에서 DRR 알고리즘을
도입하지 않은 희소 은닉 상태 DRNN 에 비해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희소 은닉 상태 DRNN 은 처리 시간을 줄이

모의실험 2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의 속성을 갖는 데

고 긴 시간 의존성을 학습하기 위해 참조 범위를 늘

리면 테스트 정확도를 희생하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표 3] 에 정리된 모의실험 2의 결과에서 두드러
지는데 ,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같은 패턴을 보이
는 짧은 구간을 여러 개 이어붙인 형태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긴 시간 의존성의 학습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웨어러블 라이프로그의 경우 데이
터에 서로 다른 길이의 시간 의존성이 병존하여 참조
범위의 크기와 테스트 정확도가 완전히 반비례하지

range

range

_max

_min

8
8
8
8
8
16

4
4
4
4
2
4

lim_acc
0.9
0.9
0.9
0.7
0.9
0.9

테스트

lim_dec

정확도

0.6
0.7
0.8
0.6
0.6
0.6

91.4%
92.6%
93.0%
91.4%
92.3%
83.1%

평균
처리
시간( 초)
0.552
0.569
0.668
0.546
0.559
0.369

[ 표 6 ] 모의 실험 데이터 2를 사용하고 DRR 관계 변수를
바꾸어 실험한 결과

않았다.
반면 DRR 을 도입한 희소 은닉 상태 DRNN 은 DRR

lim_acc와 lim_d ec는 DRR 알고리즘이 상황에 따

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더욱 뛰어나거

라서 참조 범위를 조절하는 기준이 된다 . 따라서 이

나 버금가는 테스트 정확도를 보이며, 처리 속도 측면

두 변수의 값을 적절하게 설정해 주지 않으면 참조

에서도 기존의 알고리즘이 최대 길이의 참조 범위를

범위가

이용했을 때 보이는 수준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

DRR 알고리즘을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성능 향상

기존의 알고리즘이 한쪽을 취하면 다른 한쪽을 희생

을 기대할 수 없다 . [표 5]의 실험 결과는 lim_acc과

해야 했던 장점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게 된 것

lim_dec의 값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을 때 테스트 정확

이다. 이는 ‘짧은 시간 의존성이 중요한 구간에서는

도가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적절한

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못하므로

참조 범위를 줄이고, 긴 시간 의존성이 중요한 구간에

반면 range_max와 range_min은 참조 범위가 늘

서는 참조 범위를 늘린다 ’ 는 DRR 의 기본 아이디어가

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한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유효했음을 보여준다.

이때 DRR 알고리즘의 성능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변

웨어러블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수는 주로 r ange_max라 할 수 있다. range_max의

대부분의 학습 기법들이 30% 근방의 정확도를 보인

값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 평균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다. 이는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instance가 분류될

그 값이 시계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의존성의

수 있는 클래스가 10종류로 많은 편이고 , 실험 환경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크게 설정되면 평균 처리 시간

특성상 테스트 정확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이 줄어드는 반면 테스트 정확도 측면에서 손실이 일

학습 반복 횟수를 충분히 늘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표 5] 에서는 참조 범위의 하

[표 4]의 실험결과가 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해 웨어

한이 적절하게 늘어나자 테스트 정확도가 개선되고,

러블 데이터로그를 학습하는 것 자체의 유용성을 입

상한이 부적절하게 늘어나자 평균 처리 시간이 줄어

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 서로 다른 알고리즘 사이

든 반면 정확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에 테스트 정확도나 평균 처리 시간 차원에서 비교

있다.

가능한 차이가 나타나므로 DRR 이 도입된 희소 은닉
상태 DRNN 의 성능을 기존 알고리즘과 비교한다는 본
연구의 취지는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4.3. 추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DRR 을 구현할 때 참조 범위
가 두 배씩 늘어나거나 반으로 줄어들도록 하고, 참조

4.2. DRR 알고리즘에서의 parameter 설정 문제

범위가

변화하는

기준을

알고리즘의

DRR 알고리즘의 pseudo code를 제시할 때 밝혔

most_label_r atio, 즉 참조 범위 내에서 최대 빈도를

던 바와 같이, DRR 을 도입할 때 사용자가 사전에 지

가지는 label의 비율로 설정하였다 . 이렇게 구현한

정해 주어야 하는 알고리즘의 변수로는 range_max,

DRR 을 희소 은닉 상태 DRNN 에 도입하는 것만으로

range_min, lim_acc, lim_d ec의 네 가지가 있다 . 이

도 위에서 보인 바와 같은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변수들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알고리즘의 성능에

있었으나 , 이는 supervised seq uence labeling 문제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다른 변인을 통제하고 DRR

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 같은 방식으로 구

관계 변수만을 바꾸어 모의실험 데이터 2를 가지고

현한 DRR 알고리즘이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데이터

실험한 아래의 [표 5]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 시계열 데이터에서도 성능 향
상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즉 , 더욱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다른 시계열 데이터들
에 맞춘 DRR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이 추후 연구에
서 다룰 만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풀고자 하는 문제에 적합한 형태의 DRR 알고

감사의 글

리즘을 구현했더라도 알고리즘에 관계된 변수들을 적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장병탁 교수님

절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 4.2에서 보

의 지도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 논문의 작성 및 검토

인 바와 같이 parameter에 어떤 값을 설정하느냐가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바이오지능 연구실

신경망의 성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의 장하영 선배와 곽동현 선배의 도움을 받았다. 도움

이다. 따라서 DRR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형태를 주었

을 아끼지 않으신 위 세 분께 감사드린다.

을 때 학습에 적합한 parameter 를 찾는 방법을 연구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MATLAB으로 작성하였으며 ,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컴
퓨터의 성능상의 한계로 인하여 원본 데이터의 100분
의 1만을 추출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는 연산의 병렬화가 가능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구
현하고 실험을 진행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
즘이 보이는 성능 개선이나 한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고성능 컴퓨터에서 원본 데이터 전체를 사용
하는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DRR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확실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희소 은닉 상태 Deep Recurrent Neural Network
는

기존의

시도들과

달리

Recurrent

Neural

Network의 두 가지 한계인 긴 처리 시간과 짧은 시
간 의존성 모두에서 개선된 성능을 보인다. 반면 희소
은닉 상태 DRNN 은 은닉 상태가 학습하는 데이터 구
간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짧은 시간
의존성의 학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희소 은닉 상태 DRNN 의 기존 한계
점을 극복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상황에 따라 학습하는 참조 범위의 길이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Dynamic Reference R ange
알고리즘을 구상하여 희소 은닉 상태 DRNN 에 도입하
였다. 두 종류의 모의실험과 웨어러블 라이프로그 데
이터를 활용한 실험에서 기존의 신경망 기반 학습 모
델과 DRR 을 도입한 희소 은닉 상태 DRNN 의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할 때 DRR 알고
리즘에 적절한 변수가 설정된 경우 평균 처리 시간과
테스트 정확도 측면에서 성능 향상이 있음을 확인하
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supervised

sequence

labeling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DRR 알고리즘
을 구현하였으며 , 다른 문제나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
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형태의 DRR 알고리즘이
성능 향상에 이바지하기 힘들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신경망 알고리즘의 성능 향상에서 DRR 알고리즘과
관계된 변수들을 적절한 수치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
함을 밝히며 이를 추후 연구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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