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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M과 GRU 딥러닝 IoT 파워미터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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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Long Short Term Memory (LSTM) 신경망과 Gated Recurrent Unit(GRU) 신경망을 
Internet of Things (IoT) 파워미터에 적용하여 단기 전력사용량 예측방법을 제안하고, 실제 가정의 전력사용량 데이터
를 토대로 예측 성능을 분석한다. 성능평가 지표로써 Mean Absolute Error (MA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Mean Percentage Error (MPE), Mean Squared Error (MSE), Root Mean Squared Error (RMSE)
를 이용한다. 실험 결과는 GRU 기반의 모델이 LSTM 기반의 모델에 비해 MAPE 기준으로 4.52%, MPE 기준으로 
5.59%만큼의 성능개선을 보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hort-term power forecasting method by applying Long Short Term
Memory (LSTM) and Gated Recurrent Unit (GRU) neural network to Internet of Things (IoT) power meter.
We analyze performance based on real power consumption data of households. Mean absolute error 
(MA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mean percentage error (MPE), mean squared error (MSE),
and root mean squared error (RMSE) are used as performance evaluation indexe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GRU-based model improves the performance by 4.52% in the MAPE and 5.59% in
the MPE compared to the LSTM-ba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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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확한 전력 예측은 전력 공급용량과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다. 동시에 전력공급회사는 전력 관련 건설을 합리
적으로 수행하고 예측값에 따라 자원 낭비를 피할 수 있

다[1]. 현재 단기 전력 예측은 주로 시계열, 회귀분석, 인
공 신경망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2, 3]. 인공 신경망은 
비선형 함수에 대한 뛰어난 적합성으로 인해 실용적인 
단기 부하 예측방법 중 하나이다.

기본적인 인공 신경망에서 발전한 형태가 순환 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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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순환 신경망은 매개변수 선택 시 기본적인 인공 신
경망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인공 신경망은 각 계층에서 
다른 매개변수를 선택하는 반면, 순환 신경망은 학습 매
개변수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매개변수를 공유한다
[4]. 그러나 단순한 순환 신경망의 경우 장기 의존성 문제
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순환 신경망의 변형
구조인 Long Short Term Memory (LSTM) 신경망과 
Gated Recurrent Unit(GRU) 신경망이 등장했다. 
GRU는 LSTM보다 매개변수가 적고 수렴 속도가 빠르며 
정확도도 비슷하다[5]. 따라서 본 논문은 LSTM 신경망과 
GRU 신경망에 대해 알아보고 주거 지역 사회의 단기 전
력 예측에 두 가지 신경망을 적용해 성능평가를 진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딥러닝 알
고리즘으로써 순환신경망과 그 순환신경망의 변형 형태
인 LSTM 신경망과 GRU 신경망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
지는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실험 데이터와 실험 
파라미터를 알아본다. 또한, 실험을 통해 나온 실험 결과
를 분석하고 5가지 지표들로 각각 성능평가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진행 가
능한 추후 연구에 대해 제시하며 본 논문을 마무리 짓는다.

Ⅱ. 딥러닝 알고리즘

1. 순환 신경망
순환 신경망은 기존의 전방 전달 신경망에서 내부가 

순환하는 구조로 확장된 신경망이다. 순환 구조는 정보 
가 지속적이게 전달되는 것을 도와서 시계열 데이터 처
리에 좋은 성능을 보인다. 순환 신경망의 구조는 그림 1
과 같다. 그림 1의 등호 기준으로 왼쪽 그림은 신경망 A
가 입력 을 받아 을 출력하고 루프를 통해 이전 정
보가 네트워크의 다음 단계로 전달되는 순환 신경망의 
기본 구조를 의미한다[6]. 기본 구조를 시간의 흐름에 따
라 펼치면 그림 1의 등호 기준으로 오른쪽 그림처럼 표
현된다. 그러나 이런 기본 구조의 순환 신경망은 데이터
의 정보가 길어질수록 정보의 연결 방법을 학습할 수 없
는 ‘장기 의존성 문제’가 나타난다[6]. 이 문제를 해결한 신
경망이 LSTM과 GRU이다.

그림 1. 순환 신경망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Recurrent Neural Network.

그림 2. LSTM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LSTM.

2. LSTM
LSTM은 [7]에서 처음 소개되었고, 이후 많은 사람에 

의해 다듬어졌다. LSTM은 망각 게이트, 입력 게이트 그
리고 출력 게이트 총합 3개의 게이트를 통해 장기 의존
성 문제를 해결했다. 그림 2는 LSTM의 기본 구조이다. 
이제 LSTM의 연산과정을 서술하겠다.

첫 번째 단계인 망각 게이트의 연산을 알아보겠다. 셀 
상태  는   과 을 보고 어떤 정보를 버릴지 
결정한다. 이는 수식 1과 같이 표현된다[6]. 앞으로 나올 
수식에서 는 시그모이드 활성 함수, 는 가중치, 는 
바이어스 값을 나타내며, 아래 첨자는 해당 게이트를 의
미한다. 

   ∙         .      (1)

두 번째 단계는 입력 게이트이다. 시그모이드 층은 갱
신할 값 을 결정하고, tanh층은 셀 상태에 더해질 수 

있는 새로운 후보 값들의 벡터 을 만든다 [6]. 이 과정
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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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력소모량에 대한 데이터.
Fig. 4. Data for power consumption. 

  ∙       .       (2)
 tanh ∙      .     (3)

이제 와 을 합쳐서 셀 상태   을 새로운 셀 

상태 로 갱신한다[6]. 이 연산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
음과 같다.

   ×     ×
 .        (4)

마지막 단계는 무엇을 출력할지 결정하는 출력 게이트
이다. 시그모이드 층은 셀 상태에서 어떤 정보들을 출력
할지 결정하고, 값이 -1에서 1 사이 값을 갖도록 셀 상태
를 tanh에 넣는다[6]. 그리고 결정한 부분만 출력되도록 
tanh출력을 다시 시그모이드 게이트 출력과 곱한다[6]. 
이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5)

   × tanh  .          (6)

3. GRU
GRU는 [8]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GRU는 LSTM에서 

변형된 구조로 그림 3과 같은 구조를 가지며 연산과정을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7)

   ∙    .         (8)

 tanh ∙  ×    .     (9)

    ×     ×
 .    (10)

GRU는 ‘업데이트 게이트’와 ‘리셋 게이트’ 총 두 개의 
게이트만 가지고 있어서 세 개의 게이트를 가지고 있는 
LSTM보다 연산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성능 또한 [9]의 논
문의 결과처럼 LSTM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낸
다. 즉, 구조적으로 LSTM보다 간단하지만, 연산속도와 
결과물의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점에서 최근에 집중 받
고 있는 신경망이다. 본 연구는 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같
은 환경에서 GRU와 LSTM 두 가지 학습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다.

그림 3. GRU의 구조.
Fig. 3. Structure of GRU. 

Ⅲ. 실험 환경 및 결과

1. 실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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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STM과 GRU의 예측결과.
Fig. 5. Prediction result of LSTM and GRU.

본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은 매사추세츠 대학교가 공개
적으로 제공하는 가정단위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하
였다[10, 11]. 이 데이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사
추세츠 서부에 있는 114개 아파트에 대한 전력사용량이
다. 본 실험에서는 114개 아파트의 전력사용량을 다 합
친 후 15분 주기로 샘플링하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학
습 단계에서는 2016년 5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의 
데이터, 검증 단계에서는 9월 12일부터 21일까지의 데
이터 그리고 테스트 단계에서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학습, 검증 그
리고 테스트 각각에 대한 데이터의 변화 추이는 그림 4
와 같다.

2. 실험 파라미터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실험은 look_back, 셀의 개수, 

배치 사이즈, 학습률 그리고 epoch로 총합 5개의 파라
미터를 조정해가며 실험하였다.

첫 번째로, look_back의 크기이다. look_back은 입
력층에 들어가는 데이터 셋의 크기이다. 하루 동안의 데
이터로 다음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해 이 값은 96으로 설
정했다. look_back 값이 96이 되면서 본 모델은 총 
10560개 샘플들로 학습한다.

두 번째로, 셀의 개수이다. 이 파라미터는 은닉층에서 
사용할 LSTM 또는 GRU 셀이 각각 계층마다 몇 개인지
를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특징이 ‘전
력사용량’ 하나이고 같은 특징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신경
망의 복잡도가 낮고 매개변수들의 수가 적어 이 파라미
터는 2로 설정했다.

세 번째로, 배치 사이즈이다. 배치 사이즈는 한 번에 
학습되는 데이터 개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 번에 신
경망 네트워크로 넘겨지는 학습 데이터의 수를 말한다. 

이 값은 실험적으로 48로 설정했다.
네 번째로, 학습률이다. 한 번의 학습으로 얼마만큼 학

습해야 할지, 즉 매개변수 값의 갱신 정도를 결정하는 것
이 학습률이다. 이 값은 실험적으로 0.01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epoch는 하나의 단위이다. 1 epoch는 
학습에서 학습 데이터를 모두 소진했을 때의 횟수이다. 
일반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면 모델의 성능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값을 너무 크게 하면 과적합으로 
빠져서 일반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본 실험의 경우, 
만개 이상의 학습 데이터를 모음으로써 일반화 성능을 
높였기 때문에 epoch는 2로 지정했다.

표 1은 본 실험에서 설정한 파라미터를 정리한 것이
다. 성능 비교를 위해 같은 데이터로 학습시킨 LSTM의 
파라미터 또한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Parameters LSTM GRU

look_ahead 96 96

Number of cells 2 2

Batch size 48 48

Learning rate 0.01 0.01

Epoch 2 2

표 1. 실험 파라미터. 
Table 1. Parameters of experiment.

3. 실험 결과
그림 5는 각각 LSTM과 GRU로 학습된 모델의 테스

트 입력에 대한 예측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을 보면 두 모
델 모두 실제 전력소모량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잘 예측
하지만, GRU로 학습된 모델이 LSTM으로 학습된 모델
보다 더 정확히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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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측결과에 대해 성능평가를 Mean Absolute Error 
(MA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Mean Percentage Error (MPE), Mean Squared 
Error (MSE), Root Mean Squared Error (RMSE)의 5
가지 지표들로 진행하였다. 각 성능평가 방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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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1에서 15를 살펴보면, 는 실제로 측정된 전력 
소모 값, 는 예측결과 값 그리고 는 테스트 데이터 샘
플의 개수를 의미한다. 각 아래 첨자들은 샘플 번호이다. 
LSTM의 예측결과와 본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의 결과의 
성능을 정리해보면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MAE 기준으
로 1.58, MAPE 기준으로 4.52%, MPE 기준으로 5.59%
만큼의 성능개선을 확인했다. 또한 MSE와 RMSE 기준을 
통해 GRU로 학습하면 LSTM으로 학습한 것보다 오차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5가지 지표에 대해서 GRU의 
실험 결과가 LSTM의 실험 결과보다 성능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valuation Method LSTM GRU Improvement

MAE 8.10 6.52 1.58

MAPE 18.38 13.86 4.52

MPE -6.30 -0.35 5.95

MSE 106.79 77.39 29.4

RMSE 10.33 8.80 1.53

표 2. LSTM과 GRU의 성능평가.
Table 2. Performance evaluation of LSTM and GRU.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단기 전력 예측을 하나의 특징으로 

GRU로 학습된 모델을 통해 예측하였다. UMass Trace 
본 연구에서는 단기 전력 예측을 하나의 특징으로 

GRU로 학습된 모델을 통해 예측하였다. UMass Trace 
Repository의 전력사용량 데이터로 구성한 모델을 학습
시키고, 실험을 통해 하이퍼파라미터 5개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5가지 지표를 통해 성능평가를 진행하였고 
GRU가 LSTM보다 연산속도가 빠르며 성능이 더 좋음을 
확인하였다.

추후 진행될 수 있는 연구로는, 다양한 특징을 통해 예
측하는 것과 본 연구에서 진행한 단기 전력 예측뿐만 아
니라, 중기, 장기 전력 예측이 가능한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복잡한 네트워크를 가지게 될 텐
데 LSTM보다 간단한 구조이며 연산속도가 더 빠른 
GRU를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결
과물을 기반으로 전력사용량 예측 관련 연구는 주거 지
역의 에너지 수요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예
측된 값을 통해 전력사용량 증가로 나타나는 블랙아웃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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