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초록초록초록: Helmholtz machine은 확률적 생성 모델의 
일종으로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density 
estimation 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점진적으로 데이터를 선
택하여 모델을 학습하고 그 결과를 임의 선택
에 의한 모델 학습과 비교한다. 

연구연구연구연구 배경배경배경배경: 기계 학습의 기본적인 목표는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떤 작업에서의 성능을 향상시
키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학습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모델은 입력 공간에서 임
의로 주어지는 데이터에 대해 학습을 수동적으로 학
습을 진행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학습이 
진행될수록 주어지는 데이터에 의해 추가될 수 있는 
평균 정보의 양이 감소한다는 점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감독 학습(supervised learning)에서는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능동 학습(active learning) 또는 질의 
학습(query learning)이라 일컬어진다 [1, 3]. 능동학습
에서는 데이터를 데이터를 임의로 선택하지 않고 학
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큰 데이터를 신중하게 선
택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데이터만으로 학습이 진행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감독학습(unsupervised learning), 특
히 은닉변수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분포 추정을 위한 
학습에서 능동학습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만약 
학습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지만, 데이
터들에 특정 구조가 내재한다면 이러한 데이터들은 
중복된 과잉정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5]. 따라
서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않고 정보량이 많은 
데이터만 선별하여 학습에 이용하는 것이 학습에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기반하여 점진적인 데이터 선택에 의
한 Helmholtz machine 학습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Helmholtz machine : Helmholtz machine [2]은 확률 
생성 모델에서의 학습과 추론 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근사적 방법의 일종이다. Helmholtz 
machine은 하나의 생성 네트워크(generative network)
와 인식 네트워크(recognition network)의 쌍으로 구성
된다. 인식 모델은 하나의 데이터 또는 패턴이 주어
질 때, 그 데이터에 내재된 특성들의 확률 분포를 
추정하는데 이용되며, 생성 모델은 그 내부적 표현
으로부터 입력 데이터를 추정함으로써 이러한 인식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Helmholtz machine은 자기감독(self-supervised) 학습의 
한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임의의 데이터 집합 D= {d(1), d(2), …, d(n)}에 대해 

생성된 모델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척도
로 흔히 모델의 데이터에 대한 유사도(likelihood)가 

사용된다. 모델의 파라미터 집합이 Θ 로 주어지고 
집합 D 에 속한 각 데이터 d(t)가 서로 독립이고 동일
한 분포를 따른다면, 유사도에 로그를 취한 수치, 즉 
로그 유사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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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α(t)는 데이터 d(t)를 생성하는 은닉 요인을 
의미하는데 모든 α에 대한 분포 P를 계산하는 작업
은 은닉 요인의 수에 따라 그 복잡도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위 식에 대한 로그 유사도 최대화 
계산 역시 아주 어렵게 된다. 그래서 보다 쉬운 형
태의 분포를 도입함으로써 위 문제를 근사적으로 해
결할 필요가 있는데 Jensen의 부등식을 적용하면 아
래와 같은 부등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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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식 오른쪽의 하한값을 최대화시키면 로그 
유사도에 대해서도 역시 최대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방식은 generalized EM과 유사한 작업이라
고 할 수 있다. 로그 유사도에 대한 하한값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Q를 학습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네트
워크가 사용된다.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밀도밀도밀도밀도 기반의기반의기반의기반의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샘플링에샘플링에샘플링에샘플링에 의한의한의한의한 학학학학
습습습습: 능동적 데이터 샘플링을 위한 방법은 크게 
스트림 기반, 데이터 풀(pool)기반, 밀도 가중치 
데이터 풀 기반으로 나눌 수 있다 [5]. 일반적
인 학습의 경우 데이터의 에러 뿐 아니라 해당 
데이터가 선택되었을 때, 얼마만큼 다른 데이
터를 설명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는 것을 고
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밀도 가중치 데이터 풀
에 기반하여 데이터를 선택한다. 특정 데이터
에 대한 분포를 추정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로
부터 모든 다른 데이터에 대한 거리의 평균을 
계산한다. Helmholtz machine은 이진 데이터를 
그 입력 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라 두 데이터
간의 거리는 hamming distance에 의해 측정된다. 
그리고 학습된 모델에 대한 데이터의 에러는 
모델에 대한 데이터의 로그 유사도 값으로 취
하였다. 

Helmholtz machine의 학습에는 wake-sleep 알고
리즘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는 기본적으
로 stochastic algorithm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
하여 후보 데이터 집합 C로부터 학습 데이터 
집합 T에 데이터 d가 추가한 후의 모델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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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은 직전 모델 파라미터를 출발점으로 하여 
미리 정해진 상수 c번 만큼 반복하여 모델을 
학습한다.  

표 1은 점진적 데이터 선택과 이를 통한 모델
학습을 위한 전체 절차이다. 

표표표표 1. 점진적 데이터 선택을 통한 Helmholtz 
machine 학습 과정 

실험실험실험실험 결과결과결과결과: UCI hand-written digits데이터를 사용
하엿다. 0 부터 9 까지의 필기체를 포함하고 있
으며, Helmholtz machine 의 입력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 자질 값은 0 과 1 로 이산화하였다. 그
림 1 은 데이터 선택에 따른 학습데이터와 검
증데이터에 대한 로그 유사도 값의 변화를 보
이는 그래프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데이터 
선택에 의한 학습이 임의 선택에 의한 경우보
다 학습 성능의 향상 속도면에서 보다 나은 결
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그림그림그림 1. 학습에 따른 로그 유사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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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data set included for training a model 

C : candidate data set for data sampling 

estimate parameters of the model using

intial training set T. 

loop while adding data 

1. Calculate likelihoods for each data in

C. 

2. For appropriate number of data with

lower likelihoods, select a sample d

with highest data density and add this

data to T. 

T=T ∪ {d},  C= C – {d} 

3. Estimate the parameter of the model

with new data set 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