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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안 기법은 기계학습 분야에서 오랫동안 각광받은 개념이지만, 신경망을 포함한 대다수의 분류기
모델의 성공에 있어서 제한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3년 간의 딥러닝의 여러 연구
결과를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하여, 신경망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사전 지식 부여에 대한
관점, 신경 베이지안 (neural Bayesian)을 제안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신경망에는 파라미터 확률에 대한
가정이 아니라, 파라미터간 가중치 공유와 가중치 학습 조기 중단에 의해 적절한 정규화와 전이 학습이
수행된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원리에 의해 신경망이 동작하는 여러 예를 나열한다.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사전 확률 부여 기법의 일종인 신경 사전 확률(neural prior)을,
깊은 컨볼루션 신경망을 바탕으로 끊임 없이 들어오는 대용량 이미지 데이터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온라
인 학습하는 문제에 적용하였다. 우리가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고전적인 점진적 앙상블 기법과 베이지안
기법을 압도하며, 실험 결과의 추이는 적절한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공간인 뉴럴 메니폴드 (neural
manifold)의 존재를 암시한다.

2. 베이지안
베이지안 추론이란 파라미터 θ 의 사전확률 (prior)
P(θ ) 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데이터 D 에 대한
파라미터의 학습을 수행하는 방법을 총칭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확률을 사용하여 사후 확률 (posterior)
P (θ | D) 을 최대화하는 기법들을 주로 제안하는 모델과
비교한다.
베이지안 이론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곳은
정규화이다. 정규화는 regularization의 번역으로, 선험
지식을 통해 모델이 제한된 수의 데이터에 따라 이상한
파라미터를 가지는 것을 막는 기법을 의미한다. 모델의
가중치가 커지면 과적합(overfitting)한 가능성이 높다는
정규화 이론에 따라, 많은 기계학습 방법이 목표 함수에

1. 서 론
본 논문은 신경망 연구에서 베이지안 철학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관점인 신경 베이지안 (neural Bayesian) 을
제안한다.
베이지안
(Bayesian)
기법은
모델의
파라미터에 대한 사전 확률 (prior)를 가정하여, 적은
데이터만 가지고도 더 정확하고, 덜 상식에서 벗어나는
파라미터를 찾는, 기계학습 기법 중의 일종이다.
베이지안 이론은 기계학습 전반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또한 토픽 모델링 (topic model)을 포함한 많은 생성
모델 (generative model)에 대하여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기계 학습 연구자들의 베이지안에
대한 오랜 선호와는 달리, 신경망 (neural networks),
의사 결정 나무 (decision tree), 지지 벡터 머신
(support vector machine, SVM)과 같은 실용적인 분류
알고리즘의 성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망, 특별히 딥러닝 분야에서 최근
3년간 소개된 관련 기념비적인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각 기법들이 어떻게 신경 베이지안의 철학에서 묶이며,
기존 베이지안보다 나은 결과를 얻게 되는 지 소개한다.
우리는 신경망 학습에서 베이지안의 대안이 되는
슬로건인 신경 베이지안을 제안하고, 그 기작에 대해
논의한다.

P(θ ) ∝ exp(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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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θ ) ∝ exp( θ 1 ) 과 같은 l2-

norm, l1-norm을 적용하며, 이는 신경망 학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방법은 전이학습으로 확장될 수 있다.
전이학습이란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 및 문제를 다루는
데이터셋 (source dataset)을 학습하여 기존과 다른
스타일의 데이터나, 문제를 다루는 데이터셋 (target
dataset)의 학습 성능을 높이는 문제를 말한다.
[1]에서는 SVM 기반 전이 학습에서 source dataset의

)

최적 해인 θˆ 을 사용 사전확률 P (θ ) ∝ exp( θ −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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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이미지 분류 성능을 높였다. 우리는 이후의
실험 보고에서 위 알고리즘을 norm prior라고 지칭한다.
위 연구를 포함하여 2000년도 중후반부터 최근까지도,
베이지안과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생성 모델
(generative model)을 바탕으로 한 전이학습 연구가
계속하여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전이학습 성능은
대체로 뛰어나지 않았다 [2].

방법은 기본적으로 [4]의 확장이며, 전이 학습 방법의
일종으로 target dataset의 신경망을 학습할 때 source
dataset의 신경망의 가중치로 초기화한다. 이 방법을
통해 [5]은 500-class 60만 이미지를 학습한 딥러닝
모델을 바탕으로 다른 500-class 60만 이미지를
학습하는 딥러닝 모델에 전이, 4.47%의 상대 성능
개선을 얻었다. 이는 가중치 공유와 조기 중단이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신경 베이지안의 더 확장된
예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이 단순한 가중치 유사도에 대한
가정, 혹은 베이지안의 틀을 벗어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이를
온라인
학습
(online
learning)에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온라인 학습이란 데이터가
끊임 없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잠재적으로 기존
데이터를 대부분 버리고 일부의 계산량 만으로
효과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우리가 특별히 neural prior ensemble이라는 알고리즘을
제안하며, 그 방법은 알고리즘 1에 있다.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를 일정만큼 쌓아두었다가 새로운
neural network를 만들고 이들을 bagging한다. 이 때
새로운 신경망은 이전 신경망의 정보를 전이받게 된다.
이후 실험에서 neural prior ensemble은 알고리즘 1에서
얻어진 모든 신경망들을 ensemble하는 알고리즘을,
neural prior는 여기서 마지막 신경망만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naïve incremental ensemble은 [3]의
가중치 초기화를 통한 전이 학습 없이 단순히 모델을
만들고 ensemble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한다. naïve
incremental ensemble은 learn++과 같은 유명한
방법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온라인 학습 기법이다.

3. 신경 베이지안
베이지안이 파라미터의 확률을 통하여 모델의 좋은
공간을
제시하는
원리이듯이,
신경
베이지안은
신경망에서 사용될 수 있는 패러다임이며, 구체적으로는
가중치 공유와 가중치 조기 중단을 통하여 더 정확하고
덜 상식에서 벗어나는 파라미터를 찾는 것을 원리로
가진다. 우리는 다섯 가지의 선행 연구 및 알고리즘을
통하여 이러한 기작에 대한 논증을 시작한다.
첫 번째 예는 가중치 학습 조기 중단 (early
stopping)이다. 신경망에서는 특별히 조기 중단이 l2norm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정규화 방법이며,
이는 특히 순환 신경망에서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는 신경망에서 베이지안 외의 방법이 정규화에 더
적합함을 암시하며, 이 역시 신경 베이지안의 틀 안에
들어간다.
하지만, 더 훌륭한 두 번째 예는 최근에 제안된
dropout이다. Dropout은 신경망 학습을 할 때, 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교정할 때마다, 은닉
변수의 일부를 끈 상태로 기울기 값을 계산하는 학습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에 대한 해석 중 하나는
dropout을 학습한 모델이 매 step마다 꺼지고 켜진
파라미터로 만들어진 각각의 신경망의 앙상블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 해석에서, 각 기하급수의
수의 신경망들의 가중치는 서로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가중치를 공유하는 신경망 앙상블은 실험적으로 아주
강력한 정규화 효과를 보인다. 또한 dropout은 가중치
학습 조기 중단 없이도 과적합을 많이 막는 효과도
보여주었다.
세 번째 예와 네 번째 예는 전이 학습이다. 세 번째
예로 [3]에서는 알파벳을 사용하는 11개 언어의 음성
인식에서 각 언어에 대한 딥러닝 모델의 구조를
공유함으로서 3~5%가량의 상대 성능 향상을 만들었다.
한편, [4]에서는 120만여개 1000개 class 이미지를
포함하는 ImageNet를 학습한 딥러닝 모델의 가중치를
공유하여 다양한 다른 이미지 인식 문제의 성능을
갱신하고, 이것이 SIFT처럼 이미지 인식에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 feature임을 논증하였다.

알고리즘 1. 신경 사전 확률 앙상블
5. 실험 결과
우리는 우리가 제안한 프레임워크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딥러닝 모델인 컨볼루션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바탕으로
이미지 인식 문제를 다루었다.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MNIST, CIFAR-10, ImageNet 이미지 인식 데이터에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MNIST는 10개 class
학습 데이터 5만개, CIFAR-10는 10개 class 학습

4. 신경 사전 확률
신경 베이지안의 다섯 번째 예시이자, 우리가 실험에
사용할 방법은 [5]에서 제안된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신경 사전 확률 (neural prior)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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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이전에 있는 weight을 l2
방법과 비교될 수 있다. 하지만
잘한다. 이것은 가중치 공유 및
베이지안 기법이 할 수 있는 것
의미한다.

데이터 6만개, ImageNet은 1000개 학습 데이터
50만개를 학습했으며, 각각 8개, 10개, 10개로 데이터를
균등하게 쪼개고 학습을 수행하였다.

prior로 주는 [4]의
우리의 방법이 더
조기 중단 기법이
이상의 동작을 함을

6.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본
저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이 신경 메니폴드
(neural manifold)를 함의한다는 가설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경망 가중치의 에러 탐색 공간에는
신경망이
데이터를
적당히
설명하는
특별한
subspace가 존재한다. 우리는 딥러닝에서 신경망
가중치가 어떠한 에러 탐색 공간을 가지고 있는 지 잘
알지 못한다. 예컨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CNN의
local minima는 global minima와 아주 가깝고 또한
global minima는 아주 큰 plateau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를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후속 연구로 신경 메니폴드의
아이디어와 기존 기계학습 연구의 관계를 논의하고, 그
기작을 규명할 것이다.
많은 기계학습 모델의 기작이 베이지안 이론에
의하여 설명되었다. 그러나 최근 신경망은 안타깝게도
그 기작을 설명할 수 없는 이론적인 기반이 부족하며,
단지 합리적으로 고안된 휴리스틱들에 의하여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을 따름이다. 본 논문이 제안한 신경
베이지안의 설득력과는 관계 없이, 딥러닝을 포함한
신경망 연구는 새로운 통합된 이론을 필요로 한다.

그림 1. CIFAR-10에 대한 온라인 학습 실험 결과
표 1. batch leaner와 비교한 상대 개선율 (%). 100%가
batch 성능이다.
MNIST
CIFAR-10
ImageNet
neural prior
77.9
55.7
46.7
Neural prior
90.3
81.7
71.6
ensemble
naïve incremental
45.6
35.1
33.1
ens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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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NIST에 대한 온라인 학습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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