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30권 제2호 (2022. 7)

537

● 요   약 ●  

LSTM은 딥러닝 RNN의 한 종류이며 RNN의 단점인 장기 데이터손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시된다. 본 논문에서는 LSTM의 하이퍼파라미터 적용 시 이전 state의 중요도와 이후 state에 대한 중요도 

예측에 대한 신경망 처리를 위하여 유의미성 측정가능한 매개변수를 적용하여 처리하고 데이터에 대한 정밀

도와 재현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일한 데이터셋에 대하여 전통적인 LSTM 방식과 본 연구를 비

교한 결과 정밀도와 재현율이 5%이상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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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딥러닝 알고리즘인 RNN(Recurrent Neural Network)의 한 종류

인 LSTM은 RNN에서 발생 가능한 장기의존성(Long-term-Data)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된 모델이다[1,2]. 본 논문에서는 LSTM처리과

정 중 이전 state와 예측가능한 이후 state에 대한 유의미성을 적용할 

수 있는 매개변수를 현재 forget gate와 cell-state 갱신 시 적용하도록 

하여 예측에 대한 정밀도와 재현율을 높이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RNN과 LSTM 

RNN은 Hidden-state를 사용하는데 LSTM은 RNN방식에 

cell-state를 추가하여 데이터의 오래된 과거 이력에 대한 정보를 

관리한다[3]. Keras의 LSTM 함수는 그림1의 형태를 지고 있으며 

시계열이나 자연어 처리가 필요한 데이터 부석에 적합하다[3,4]. 

RNN의 입력데이터{a1,a2,a3...,an}에 대하여 입력층의 가중치와 

바이어스 wa, ba와 은닉층의 가중치와 바이어스 wh, bh에 대하여 

출력값 yn 을 정의할 수 있다. 

ha=tanh(wh*hh-1 + wa*at + bh)과 yn=wyhn+bn 를 통하여 연산식의 

결과가 출력된다. 연삭신의 과정에서 딥러닝의 다른 신경망알고리즘

과 유사하게 가중치 소실(Vanishing gradient)가 발생 가능하며 과거

와 현시점이 멀수록 값이 소실된다[5]. 이러한 장기의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LSTM이며 LSTM은 은닉층에 gate를 추가하

여 처리한다[5].

LSTM은 input gate와 cell gate, output gate로 구분되며 Forget 

gate처리를 통하여 이전 state에서 신경망 처리된 ht-1과 현시점의 

입력값인 at를 고려하여 망각될 값을 선택한다. Forget gate의 선택에 

의해 input gate는 현재값 등을 cell state에 input할지를 선택하게 

되며 input강도도 선택하게 된다. 산출된 Forget gate값과 input 

gate를 사용하여 cell state는 갱신된다[4,5]

III. The Proposed Scheme

전통적인 LSTM에서는 RNN의 데이터 장기의존성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처리과정 중 시그모이드에서 지속적으로 

0을 보내는 경우 output gate가 계속 닫혀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 state의 가중치 중 일정 범위에 대한 MSE와 

해당 가중치를 기반으로한 이후 state 중 일부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을 

토대로 현재 시점의 입력값에 대한 유의미성을 판단하기 위한 매개변

수를 Forget gate연산에 적용하도록 하며, 연산 시에는 행렬곱을 

적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처리과정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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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Finding the weighted MSE of a certain range 

  among the previous states

  yb=nh(sigmoid(average to MSE)) 

  ↓

l Measurement of result value (yf) for a certain 

  range of input values after the present time

  ↓

l Apply the activation function applied value to yb 

  and yf in the form of matrix multiplication during 

  Forget gate operation at the present time

Table 1. Proposed LSTM processing process

그림 1은 전통적인 LSTM(A)rhk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B)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대한 재현율(Recall-ⓐ), 정밀도(Precision-ⓑ)를 

비교한 것이다.

Fig. 1. Performance evaluation comparison result

본 연구의 내용이 전통적인 LSTM 대비 정밀도와 재현율 측면에서 

9~10% 정도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IV. Conclusions

본 연구를 통하여 LSTM 처리과정에 데이터 유의미성을 판단하기 

위한 매개변수를 적용하였으며 효율적 시계열 속성을 지닌 데이터셋에 

대한 효율적 데이터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 대하여 

향후 다양한 데이터 평가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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