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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순차적으로 값이 유입되는 스트림 형식의 데이터를 위해 온라인 학습을 고려한 모델이 필요하다. 최근 

다계층화를 이용한 표현학습(representation learning)이 성공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잠재적인 빅데이터로서 

스트림 데이터를 위한 학습 모델 및 방법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스트림 데이터 학습을 위한 

새로운 모델인 예측적 컨볼루션 신경망과 온라인 학습방법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탐지와 풀링을 반복하

는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탐지 패턴을 계층화하여 상위 계층이 될수록 긴 길이의 패턴의 정보를 다루도

록 한다. 본 모델의 기초적 검증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2 달간 수집한 GPS 데이터를 이산화하여 관측데이

터로 삼았다. 이를 제안모델을 통해 학습하여 계층을 따라 추상화된 정보로부터 복원한 데이터와 관측데

이터를 비교하여, 긴 시간의 패턴을 다루면서도 관측 수준의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최근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기가 나타남에 따라, 실생활의 행동이 

반영되는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다[1].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유입되면서도 장기적으로 분포가 

변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전통적으로는 시계열 형태의 

순차적 데이터 모델링에 오프라인 학습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장기적인 변화를 다루기 위해서는 긴 

기간의 데이터 수집이 불가피 하였다[2,3]. 또한, 흔히 

사용하는 시계열 데이터 모델링 방법으로 재귀적 뉴럴 

네트워크(recurrent neural network (RNN))[2], 은닉 마코프 

모델(hidden Markov model (HMM))[3]이 사용되는데, 주로 

단기적인 패턴학습에 사용된다. 특히, HMM과 같이 

모델에 마코프 가정을 적용하였을 경우, 이전 시간의 

값에 따라 현재값이 결정된다. 

끊임없이 유입되는 데이터, 즉, 스트림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형태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학습을 수행하는 온라인 학습(online 

learning)이 가능해야 한다[4]. 장기적 관점에서 사용자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아 유입되는 데이터의 분포가 

변할 경우에도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concept drift를 

다룰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5, 6]. 또한, 이러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현재 모델을 이용하여 추론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즉, 

스트림 데이터를 이용하여 점진적인 온라인 학습을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순차적 예측이 가능한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스트림 데이터 학습을 위한 새로운 

모델인 예측적 컨볼루션 신경망과 온라인 학습방법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탐지와 풀링을 반복하는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예측 패턴을 계층화하여 상위 계층이 

될수록 긴 길이의 패턴의 정보를 다루도록 한다. 

온라인으로 학습한 각 계층의 패턴들을 통해 관측 

데이터를 재생성 하고, 이를 원본 데이터와의 차이를 

보고하였다. 
이후,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 장에서는 

스트림 데이터 학습을 위한 예측적 컨볼루션망을 

소개하고, 학습 방법을 설명한다. 3 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모델의 적용 예를 보인 후, 4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제안 모델 
2.1 전통적 컨볼루션 신경망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 [7] 

은 2차원 영상을 처리에 특화되어 인식문제에 주로 

사용되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구조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local receptive 

field를 두어 영상 일부를 표현하는 feature 추출에 중점 

두었다. 두 번째는 이러한 feature를 나타내는 

가중치들을 영상 전 영역에서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막대한 수의 매개변수를 줄이고 영상 위치에 

상관없이 특징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 특징은 detection, max-pooling 과정을 거쳐 하나의 

계층을 쌓고 sub-sampling을 통해 노드 수를 줄여 상위 

계층을 만든다. 이러한 과정은 반복하면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일반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최근 deep learning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convolutional RBM (restricted 

Boltzmann machine)을 계층화한 convolutional deep b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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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s [8], deep CNN (일명 Alex Net이라고 불림)[9]과 

같이 CNN을 deep 구조화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영상 내 객체 인식 및 분류 문제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 

 

2.2 예측적 컨볼루션 신경망 

전통적인 CNN의 학습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 집합이 한정적인 경우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batch learning), 대개 지도학습 방식으로 

학습되었다. 하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스트림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데이터이므로 batch 

방식의 학습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스트림 

데이터는 전후 관계를 쉽게 정의할 수 있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이다. 본 논문에서는 CNN의 장점들을 

이용하면서도 스트림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모델로서 

예측적 컨볼루션 신경망(predictiv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제안한다. 

예측적 컨볼루션 신경망은 일반적인 컨볼루션 신경망 

입력의 한 차원을 시간에 대응시켜 상위 계층이 더 

넓은 범위의 시간 영역을 다룰 수 있도록 정의하였으며, 

스트림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filter의 수에 대한 

제한을 열어놓은 모델이다. 반면, 전통적인 CNN은 모델 

설계자가 filter의 수를 정의하도록 되어 있다. 예측적 

컨볼루션 신경망은 전통적인 CNN과 유사하게 각각의 

계층은 detection, max-pooling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으며, 

계층을 올라감에 따라 계층별 노드 수가 줄어든다. 아래 

그림 1의 예는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의 노드 수의 

비율이 대략 1:3의 비율이 되도록 정의한 예측적 

컨볼루션 신경망이다. 관측 데이터가 10초 간격으로 

입력된다고 할 때, 계층별로 은닉 노드 하나가 나타내는 

시간 영역은 30초, 90초, 210초,  ….  과 같이 3배씩 

증가한다. 이와 같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넓은 

시간 영역을 다룬다는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여 

현재까지의 관측값으로부터 미래의 관측값과의 

연관성을 다룰 수 있다. 즉, 현재까지의 관측값이 상위 

계층의 은닉 노드 중에 어떠한 패턴과 연관되었는가의 

정보로부터 미래예측을 다룰 수 있다 (그림 2). 

 

그림 1. 스트림 데이터에 대한 계층별 추상화. 하루 단위의 일

상 로그의 입력으로 가정하였으며 계층별로 일정한 비율로 추

상화가 이루어짐. 계층별 비율이 1:3인 예. 

 

그림 2 미래예측을 위한 상위 계층 정보의 이용 

 
2.3 온라인 학습 방법 

CNN은 흔히 stochastic gradient descent (SGD) 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iterative 학습 방법이어서 스트림 

데이터를 다루기가 어렵다. 지속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detection 된 filter들을 모두 이용하여 상위 

계층으로 올리기 보다는 소수 또는 한 개의 가장 

가까운 filter를 이용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입력 데이터로부터 최근의 receptive 

field에 해당되는 입력을 유지해야 하고, 각 계층별로도 

receptive field 크기에 맞는 입력을 유지해야 한다. 

유지되는 최근 입력 데이터에 대해 각 계층별로 

detection, max-pooling을 수행하고 상위 계층을 위해 

subsampling을 수행한다. Filterbank 안의 패턴과 입력 

관측값의 비교를 위해 문턱값 τ 을 정의하고 edit-

distance를 이용하여 거리를 정의하였다.  
 

 

그림 3. 간략히 표현한 학습 알고리즘 

 
3. 실험 결과 
제안 모델과 학습 방법에 대한 기초적 검증을 위해 

[10]에서 소개되었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 

는 스마트폰으로 2 달간 수집한 사용자의 스마트폰 

센서 및 레이블의 로그이다 (사용자 데이터의 instance 

수는 256,836 개). 이 중에 시각화가 용이한 위치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 GPS 데이터를 격자형으로 이산화한 후 

10 초 간격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변환된 데이터를 제안 방법으로 학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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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위치정보를 추상화 한 계층별 filter의 예. 높은 계층일

수록 긴 시간에 대한 이동 패턴을 보임 
 

 

그림 5. 계층에 따라 재생성된 입력의 비교. 전체적인 양

상을 잘 표현하고 있음  

 

계층별 상대적 시간 비율이 1:3이고 6 개의 계층을 

갖도록 구성한 예측적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하였다. 

여기에 전처리한 위치 데이터를 제안 방법으로 

학습시킨 결과, 그림 4와 같이 계층이 높을수록 은닉 

노드가 나타내는 패턴이 긴 이동거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 계층의 은닉 노드에서 어떤 filter가 detection 

되었는지를 통해 해당 계층의 시퀀스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높은 계층까지 이용한 후에 재생성된 관측값과 

낮은 계층에서 곧바로 생성한 관측값을 비교하여, 

얼마나 일반화 및 잡음제거가 이루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림 5는 관측 데이터와 계층별 시퀀스 및 

재생성한 데이터를 비교한 것이다. 관측값과 재생성된 

관측값들의 전체적 양상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1은 1 계층, 2 계층에서부터 재생성한 관측값과 

실제 관측값이 얼마나 다른지를 τ에 따라 나타낸 

표이다. 이 문턱값에 따라 에러율과 계층 별 filterbank에 

포함된 filter 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 관측값과 재생성값 사이의 에러율 

 

 
4. 결론 
본 고에서는 스트림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예측적 

컨볼루션 신경망을 소개하고 간단한 온라인 학습 

방법을 보였다. 향후, 예측을 하고 실제 관측한 

결과와의 차이를 통한 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filter의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학습이 가능토록 하고, 

예측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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