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EBP(Error Back Propagation) 알고리즘[1]을 복잡한

문제에 용할 목 으로 여러 개의 층을 쌓는 모델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미분값을 바탕으로 하

는 기울기 하강 기법에서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가 0과

1사이의 노드 값을 산출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여러 개의

층을 학습하는 경우 기울기 소실(vanishing gradient) 문

제가 발생됨을 밝 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EBP

의 시그모이드나 tanh 활성화 함수를 ReLu, Softplus 등

으로 체하고, 컨볼루션(convolution), 맥스 링(max

pooling), 드롭 아웃(drop out), 래튼(flatten) 기법을 추

가하여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발 시켰다[2-4]. 그리고

상이나 음성 인식 문제, 자연어 처리 문제 등에 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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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 어려웠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성과를 얻었다

[5,6]. 이 알고리즘의 학습을 한 데이터로는 처리 과

정이 없이 본래의 데이터를 입력층에 입력하거나, 속성

값들의 편차가 큰 경우 일반화(normalization) 과정을 통

해 활성화 함수의 특성에 맞게 0과 1 사이의값으로변환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 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환경

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소실(missing) 데이터에 해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한연구가 요구되어

왔다.

이문제에 해 본 논문은 소실 데이터를처리하기

해 개발된 데이터 확장 기법[7-9]으로 손실 데이터를 변

환한 다음 학습 데이터로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변환법은 속성값이 가지는 카디 리티 (cardinality)에 따

라 일정하지 않은 개수의 이진값 는 실수값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주목할 은 각 속성이일정하지 않은 수의

값으로이루어져 있다는것이다. 를들어 속성 1이 2개,

속성 2가 3개, 속성 3이 2개의 카디 리티를 가지고, 각

속성의값이 {2, 3, 1}라고가정한다. 이때 데이터확장 기

법은 원-핫인코딩(one-hot-encoding) 기법을 이용해 각

속성을 {{0, 1}, {0, 0, 1}, {1, 0}}와 같이속성의 구분 없이

입력층의 7개 노드에 입력한다. 그리고 이 게입력된 학

습 데이터가 학습 과정을 통해 안정된 가 치 값을 가지

게 되어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딥러

닝의 특징인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특성값을 학습 과정

을 통해 추출해 내는 과정에서 정보의 집 과 분산이 일

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본다. 실험 과정에서 제안

알고리즘을 손실이 있는 데이터[10,11]에 용하여 성능

을 알아본다. 한 데이터에 약간의 손상이 있다하더라

도 성능에 많은 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음을 보인다.

2. 배  경

2.1 소실치 처리를  터 표

5, 60 돌연사의 원인은 부분 심장과 련된 질환

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련하여 Table 1은 심

장질환의 비 증상인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는 데이터

를 구성하여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는 를 보이고 있다.

맥박(pulse rate - V1) 속성은수면무호흡 환자들이 정상

인에 비해 2~4배 정도의 부정맥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

어 선택하 고, {“서맥”(slow), “정상”(normal), “빈

맥”(fast)}의 값을 가지게 된다. 호흡(breathing - V2) 속

성은 난치성 고 압 환자의 경우 80%가 수면 무호흡증

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증상에 따라 1시간 동안 10

이상 무호흡이 발생한 수가 5∼15회이면 “경증

(mild)”, 15∼30회이면 “ 등도(middle)”, 그리고 30회 이

상이면 “ 증(serious)”으로 구분한다. 압(blood

pressure – V3) 속성은 수면무호흡 환자의 50%에서 고

압이 동반되고, 고 압환자의약 30%에서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 압”(hypotension), “고

압”(hypertension)}의 값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병

력(case history) 속성은 과거 이와유사한질병을 앓았던

병력의 유/무로 {“유”(existence), “무”(nonexistence)}의

값을 가진다. 부류는 각 속성 값들을 가지고 {“정

상”(normal), “ 찰”(observe), “응 “(emergency)}의 값

을 할당 받는다. Table 2는 Table 1의 훈련데이터를 학습

을 해 수치로 변경한 를 보이고 있다.

Table 1. The example of training data

Pulse rate Breathing Blood pressure Case history Class

Slow Serious Hypotension Nonexistence Normal

Fast Mild Hypertension Existence Emergency

Normal Middle Hypertension Existence Observe

Table 2. The attribute values in Table 1 are quantified

V1 V2 V3 V4 Class

1 3 1 2 1

3 1 2 1 3

2 2 2 1 2

Table 3은 속성값 의 일부가 손상된 를 보이고있

다. 여기서 Table 3의 (a)는 V3가 손상되었고, (b)는 부류

가 손상되었다. 이와 같은 불완 데이터가 포함된 학습

데이터를 처리하여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려는 방법을

데이터 확장 기법이라고 한다. Table 4를 이용해 이과정

을 설명한다. 우선 Table 2와 Table 3의 속성값들 에

손상되지않은 데이터를원-핫 인코딩 기법을 이용해 변

환한다. 반면 손상된속성 값은 0과 1사이의 확률 값으로

채워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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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xample of additional Training data

V1 V2 V3 V4 Class

1 2 ? 2 2

(a) V3 variable is missed

V1 V2 V3 V4 Class

2 1 1 2 ?

(b) Class value is missed

Table 4에서 사건 1∼3은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고,

사건 4는 Table 3의 (a) 그리고 사건 5는 (b)의 손실데이

터를 처리한 이다. 즉 사건 4의 V3 속성의 카디 리티

가 2이므로 각 엔트리에 1/2를 채워 넣고, 사건 5의 부류

는 카디 리티가 3이므로 엔트리에 1/3씩을채워 넣는다.

여기에 각사건(event, E)들의 요도를 나타내는 가 치

(weight, W) 개념을 추가한다. 이 가 치는 문가가 정

하는 값일 수도 있고, AdaBoost에서 약한 학습자(weak

learner)를 구성하기 해 선택될 학습 데이터를 고르는

알고리즘에 따라결정된 값일 수도 있다. 를 들어 사건

1의 가 치가 20이므로 20개의 인스턴스와 같은 요도

를 가진다. 그러므로 사건의 수는 체 인스턴스의 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과정을 통해 임의의속성 값이 손상

되었을 때 이 엔트리에 같은 확률을 가지는 값을 할당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손상된 정보를 보상해 간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 각 사건들의 가 치를 달리할 수 있

어 각 사건의 요도를 달리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Table 4. The extended data representation.

Event Weight
V1 V2 V3 V4 Class

1 2 3 1 2 3 1 2 1 2 1 2 3

1 20 1 0 0 0 0 1 1 0 0 1 1 0 0

2 1 0 0 1 1 0 0 0 1 1 0 0 0 1

3 1 0 1 0 0 1 0 0 1 1 0 0 1 0

4 1 1 0 0 0 1 0 1/2 1/2 0 1 0 1 0

5 1 0 1 0 1 0 0 1 0 0 1 1/3 1/3 1/3

2.2 딥러닝 알고리

딥러닝 학습 과정[12-14]은 크게 향과 후향 단계로

구분된다. 향 단계는 (1)식과같이하 층의출력 값과

하 층과 재층과의 가 치 곱의 합으로 층의 노드

입력 값을 결정하고, 이 값을 시그모이드, ReLu, tanh,

softplus 등의 활성화 함수로 입력하여 출력값을 산출해

간다. 한후향 단계는 기 출력값과실제 출력값 간의

오차를 구한 후, 이 차이만큼 층과 층 사이의 가 치를

수정한다. 이들과정은정해진 학습 횟수 는 (3)식과 같

이 오차의 합이 정해진 수치만큼 수렴될 때까지 계속 반

복 실행한다.

입력값 : 
 




 -(1)

출력값 : 
 



여기서 는 편기로항상 1의 입력값을 가지고, ∙는

활성화 함수를 나타낸다. 향 단계의 마지막 층에서는

(2)식과 같은 MSE(mean square error)를 통해 오차 값

을 구한다.

  







 

 -(2)

한 패턴 체에 한 총 오차는 (3)식과 같다.

  


 -(3)

이 향단계에서 산출된 오차 값을 최소화하기 해

(4)식과 같은 후향 단계가 수행된다. 여기서는 일반화된

델타룰을 사용하는데 가 치가 오차에 미치는 향을 계

산하고, 이 값에 비례해 가 치를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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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

로 정의하면 (4)식은 


가 되어

가 치의 변화량은   
가 된다. 여기서 

는 (5)식과 같이 나타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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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력층에서 
는 (2)식과 같이 오차가 명확하게 산출

되기 때문에 (6)식과 같이 구해진다.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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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은닉층에서 
는 오차를 계산할 수 없어, (7)

식과 같이 상 층의 
로부터 간 으로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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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각 층에서 가 치는 (8)식과 같이 진 으로 변경되

며 임의의 패턴에 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는

가 치의 변화를 서서히 이루어져 발산하지않도록 제어

하는 학습율(learning rate)을, 는 수렴 속도를 빠르게

하기 한 모멘템(momentum)이다.

3. 습 

일반 인 딥러닝의 학습모델은 Fig. 1과 같이 입력층,

여러 개의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알고리

즘에서는 입력층에 입력된 학습 패턴에서 특성 값들을

추출하고, 이 특성 값들에 따라 가 치 값들을 반복 으

로 조 해 나가는 과정이 반 된다. 이 과정이 일반 인

분류 알고리즘들이 학습 패턴에서 규칙들을찾고 이들을

속성으로 하는 특성 값들로 하여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반 분류 알고리즘

들은 이 특성 값들을 추출하는 과정에 따라 성능을 좌우

하게 된다. 그러나 딥러닝 알고리즘은 이특성 값들을 인

으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 패턴을 모델에 입

력하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자동으로추출되며 학습

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으로 학습 모델이 하게 정

의된 경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해

결해 왔다.

Fig. 1은 Table 1, 2, 3을 이용해 확장된 데이터 표

방법으로 변형한 Table 4를 학습하기 한 모델의 이

다. 입력층은 4개의 속성들의 카디 리티들의 합인 10개

의 노드들로 구성되며, 출력층은 부류 수가 3개이므로 3

개의 노드를 할당한다. 그리고 은닉층은 2개로 구성되며

문제에 따라 노드들을 할당한다. 여기서 확장된 데이터

표 방법이 원-핫 인코딩을 사용하여 속성 값들을 표시

했음을 주목해 볼 만하다. 즉 V1의 경우 카디 리티가 3

이므로 속성 값이 2인 경우 {0, 1, 0}와 같이 이진 값으로

표 되고, 이들 값 각각이 입력노드의입력 값으로 입력

된다. 따라서 표 3에서 패턴 3의 경우 {0, 1, 0, 0, 1, 0, 0,

1, 1, 0}이 입력 노드 10개로 각각 분산 입력된다. 즉, 각

속성 값의 구분 없이 2진의 데이터가 차례로 입력된다.

Fig. 1. Learning model for extended data representation

이 게 입력된 노드 값이 학습을 통해 수렴한다는 것

은 Fig. 1에서 표기된 와 같이 상 노드에서 의미 있

는 정보로 결합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딥러닝의

특성은 CNN 알고리즘의 컨볼루션(convolution)과 같이

특징을 추출하기 한 마스크 기법과 유사하게 작동되며,

더 나아가드롭 아웃(drop out) 기법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정보의 집 과 분산이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 으로 보이고 있다.

4. 실험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UCI 장소에서 “Balance

scale weight”와 “Car evolution”[15]을, 그리고 “Sleep

stage scoring data”를 사용하 다. 실험 방법은 10-겹 교

차 검증(10-fold cross validation)을 사용하 다. 즉 실험

데이터를 10개의 블록으로 나 고 9개의 블록은 학습 데

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한 개의 블록은 테스트 데이터

로 사용한다. 이 과정을 10번 반복하여 테스트 데이터의

결과를 평균해 성능평가로 사용하 다. 그 결과가 Table

5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는 어느 속성의 손상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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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xperimental results
(a) Balance & scale

% 0 5 15 30 45

V1

100

97.86 93.57 90.69 86.66

V2 97.09 92.95 89.87 86.04

V3 96.96 93.84 88.58 85.28

V4 97.60 93.41 87.81 84.99

Average 100 97.38 93.44 89.24 85.74

FLDF 93.08 92.29 90.57 88.51 87.27

(b) Car evolution

% 0 5 15 30 45

V1

99.88

99.22 97.35 94.34 93.49

V2 99.00 97.87 95.18 94.51

V3 99.10 98.76 97.40 96.33

V4 98.94 97.41 95.76 95.12

V5 99.05 97.91 96.41 94.38

V6 99.17 96.88 95.41 93.45

Average 99.88 99.08 97.70 95.75 94.55

FLDF 92.81 88.97 87.22 85.97 82.53

(c) Sleep stage scoring data

% 0 5 15 30 45

V1

89.35

89.14 89.36 89.63 89.68

V2 89.77 88.60 89.55 90.63

V3 90.49 90.99 90.03 89.40

V4 90.13 90.13 89.87 89.45

V5 88.52 89.68 89.72 88.38

V6 89.11 90.22 90.09 89.49

V7 89.60 89.56 90.49 90.77

V8 90.04 89.32 89.46 89.85

V9 89.82 88.83 88.60 88.92

V10 90.14 89.78 90.10 89.55

V11 89.82 88.89 90.34 88.81

Average 89.35 89.69 89.58 89.81 89.54

FLDF 87.63 86.81 85.65 83.37 80.34

를 나타낸다. 를 들어V1 – 15%는속성 V1이 15% 손

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험에서는 V1 속성 값들

에 15%를 무작 로 선택하여 손상한 다음 2.1 에서 설

명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변환하여 사용하 다.

Table 5의 (a)에서 사용한 “Balance & scale” 데이터

는 4개의 속성과 2개의 부류, 그리고 625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는각각 4개의 속성에 해 5, 15, 30,

45%만큼을 손상 시킨 후, 10번의 실험을 하여 평균값을

측정하 다. 여기서 ”Average”는 임의의 속상 백분율에

서 각 속성들 결과의 평균이다. ”FLDF“는 기존알고리즘

과 성능 비교하기 해 같은 데이터에 해 Fisher’s

Linear Discriminant Function을 이용한 분류 알고리즘

[16]의 결과를 제시하 다. FLDF와의 비교는 0, 5, 15%

의 경우 제안 시스템이, 30과 45%의 실험 결과는 FLDF

가 약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실험 결과는 상

한 로 손상이 더해질수록 결과는 하되는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Table 5의 (b)에서 사용한 “Car evolution” 데이터는 6

개의 속성과 4개의부류, 그리고 1728개의사건으로 구성

된다. FLDF와의 비교 결과는 제안 시스템이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고, (a)의 실험에서와 같이 손상 백분율에 따

라 성능이 하되고 있다. 그러나 성능 하의 정도는 손

상된 데이터의 비율에 비해 많은 향이 미치지 않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안 알고리즘이 손상된데이터를

포함하는 불완 한 데이터를 학습하기에 합할 것으로

본다.

Table 5의 (c)의 실험은 11개의 속성, 6개의 부류, 799

개의 사건을 가지는 “Sleep stage scoring data” 데이터

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이다. 우선 앞서의 결과에서와 같

이 FLDF의 결과보다는 다소 우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 특이한 결과는 각 속성들에 해손상

백분율을 변경하더라도 그 결과에 많은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학습 데이

터들과는 다르게 속성의 수가 많아 약간의 손상에도

체 시스템의 성능에는 많은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해석한다.

5. 결 

본 논문은 일부 센서의 오작동이나 각 지역에서 수집

된 데이터에서 센서의 수가 달라 속성의 수가 같지 않은

불완 한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해 알아보았다. 이 처리 과정에서 데이터 확장 기법으

로 학습데이터를 변환한 후 이진 는 확률값을 입력층

에 입력하고 학습을 진행하 다. 이 이 기존 알고리즘

과의 차이 으로 입력층의 노드 몇 개가 모여야 하나의

속성값을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도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 다. 그리고여러 가지 소실률을 가지는 소실 데

이터를 상으로 하는 실험을 통해 속성의 수,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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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등에 따라 가소 차이가 있지만 체 실험 데이터의

성능 면에서 우수함을 보 다.

앞으로 소실 데이터에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려

는 노력으로 확률값과 함께 Shannon의 엔트로피 함수를

이용하는 방안 등에 해서도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한 제안 모델을 약한 분류자로 하는 Adaboost 알고리즘

을 구 해 성능을 비교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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