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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 문제는 적은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주어지며, 기존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마친 모델이 추가
된 새 데이터를 학습하는 경우 학습 정보가 왜곡되어 파멸적 망각 현상이 발생하는 등 성능이 저하될 위
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이론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연결 가중치가 확률분포에 대응되는 베이
지안 신경망에 재귀 베이지안 추정 기법을 결합한 온라인 학습 모델을 제시한다. 제시된 학습 모델은 베이
지안 역전파 기법을 통해 각 확률분포의 매개변수를 학습하는 한편 데이터가 새로 주어질 때마다 신경망
의 사전확률분포를 갱신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MNIST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베이지
안 신경망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서의 과도적응 문제를 완화한다[3]. 또한 베이지안 신경

1. 서론
온라인 학습 문제에서는 배치 학습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적은 양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학습한다. 이런 환경
은 기존 데이터에 대한 학습 결과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유연한 적응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안정성/
가소성 딜레마(Stability/Plasticity Dilemma)를 불러온다
[1]. 신경망을 그대로 온라인 학습에 적용하면 새로 학
습하는 데이터가 이전의 데이터에 대한 학습 정보를 왜
곡하는 파멸적 망각(Catastrophic Forget) 문제가 발생하
여 이전에 학습한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저하된다. 기존
의 연구는 파멸적 망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망이
이미 학습한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만들어 새로운
데이터와 함께 학습하는 허위시연(Pseudorehearsal) 기
법 등을 제시하였으나[2], 명확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지

망은 학습 및 추론 과정에서 각 매개변수의 사전 확률
분포(Prior

Probability

Distribution)와

사후

확률분포

(Posterior Probability Distribution)를 이용하는데, 이는
직전 상태의 사후확률분포를 다음 상태의 사전확률분포
로 이용해 미지의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는 재귀 베이
지안 추정(Recursive Bayesian Estimation) 기법을 결합했
을 때 온라인 학습 모델로 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이미지 인식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 베이지안 신경망에 재귀 베이지안 추정 기
법을 결합하여 신경망의 사전확률분포가 주기적으로 갱
신되는 모델을 제안한다. 그 후 제안된 모델이 온라인
이미지 인식 문제에 응용되었을 때의 성능을 MNIST 이
미지 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으로 검증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학

못한 채 경험적인 기법에 의존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베이지안 신경망(Bayesian Neural Network)에서는 각
가중치가 서로 다른 확률분포로 표현되어 학습 환경에

습 모델을 이루는 재귀 베이지안 추정과 베이지안 신경
망을 소개하며, 두 기법이 결합되어 온라인 학습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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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gmin 𝐊𝐋[𝒒(𝐰|𝜽)||𝐏(𝐰)] − 𝑬𝒒(𝐰|𝜽) [𝐥𝐨𝐠 𝑷(𝑫|𝐰)]
𝜽

하는 원리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MNIST 데이터를 이용

(1)

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4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식 (1)의 괴리도를 𝐹(𝐷, 𝜃) 라 하고, 𝑤 (𝑖) 를 변분법적

2. 학습 모델
2.1.

사후확률분포(Variational Posterior) 𝑞(𝑤|𝜃)에서 추출한 𝑖

재귀 베이지안 추정

재귀 베이지안 추정은 상태(state) 𝑥0 ~ 𝑃(𝑥0 ) 들이 마
르코프 과정에 따라 변화할 때 특정 시점의

상태

번째 몬테 카를로 표본이라고 할 때 𝐹(𝐷, 𝜃) 는 아래와
같이 근사할 수 있다.

𝑭(𝑫, 𝜽) = 𝐊𝐋[𝒒(𝐰|𝜽)||𝐏(𝐰)]
− 𝑬𝒒(𝐰|𝜽) [𝐥𝐨𝐠 𝑷(𝑫|𝐰)]

𝑥𝑡 (𝑡 = 0, 1, … ) 를 추정하는 것이다[4]. 사전확률 𝑃(𝑥0 ),
전이

확률(Transition

Probability)

𝑃(𝑥𝑡+1 |𝑥𝑡 ) , 우도

≈ ∑𝒏𝒊=𝟏 𝐥𝐨𝐠 𝒒(𝒘(𝒊)|𝜽) − 𝐥𝐨𝐠 𝑷(𝒘(𝒊) ) − 𝐥𝐨𝐠 𝑷(𝑫|𝒘(𝒊))
(2)

(Likelihood) 𝑃(𝑦𝑡 |𝑥𝑡 ) 가 주어졌을 때 시점 𝑡 까지의 측
정값 y1,2,⋯,𝑡 를 모은 벡터를 Y𝑡 라 하면

변분법적 사후확률분포와 사전확률분포를 대각 가우

𝑃(𝑦𝑡 |𝑥𝑡 )𝑃(𝑥𝑡 |Y𝑡−1 )

스분포라고 가정하고, 사후 확률과 사전 확률의 매개변

𝑃(𝑥𝑡 |Y𝑡 ) =

𝑃(𝑦𝑡 |Y𝑡−1 )

,

수를 각각 𝜃 = (𝜇, 𝜌) 와 𝜃 ∗ = (𝜇∗ , 𝜌∗ ) 로 두며, 정규분포
의 표본을 𝜖 ~ 𝑁(0, 𝐼) 라 할 때 식 (2)의 확률분포들을

𝑃(𝑥𝑡+1 |Y𝑡 ) = ∫ 𝑃(𝑥𝑡+1 |𝑥𝑡 )𝑃(𝑥𝑡 |Y𝑡 ) 𝑑𝑥𝑡

아래와 같이 모델링하였다. 𝑷(𝑫|𝒘) 를 정의하는 식에서

𝑅𝑛

가 성립한다. 이는 재귀 베이지안 추정 문제에서 Y𝑡−1 가
주어졌을 때 𝑥𝑡 를 얻을 확률 𝑃(𝑥𝑡 |Y𝑡−1 ) 이 다음 상태
에서의

𝑥𝑡

사전확률로서

기능함을

보이고

𝒙 는 주어진 데이터, 𝒕 는 𝒙 에 대한 올바른 분류값, 𝒚 는
신경망이 𝒙를 입력받아 내놓은 분류 결과를 뜻한다.

있다.

𝒒(𝒘|𝜽) = 𝑵 (𝝁, 𝒍𝒐𝒈(𝟏 + 𝒆𝒙𝒑(𝝆)))
𝑷(𝒘) = 𝑵 (𝝁∗ , 𝒍𝒐𝒈(𝟏 + 𝒆𝒙𝒑(𝝆∗ )))
𝑷(𝑫|𝒘) = 𝑷(𝒚 = 𝒕|𝒙; 𝒘)
(3)
이 때 표본추출이 개입된 가중치 계산을 편리하게 하
기 위해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모델링한다.

𝐰 = 𝝁 + 𝐥𝐨𝐠(𝟏 + 𝒆𝒙𝒑(𝝆))° 𝝐 (4)
베이지안 신경망으로 매개변수 𝜃 를 학습할 때는 식

그림 1. 재귀 베이지안 추정의 시각적 모델
2.2.

(4)의 가중치를 이용해 식 (2)의 비용함수에 경사 하강

베이지안 역전파 (Bayes by Backprop)

기법(Gradient Descent)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신경망에서의 베이지안 추론은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

2.3.

베이지안 신경망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

을 때 신경망의 가중치에 대한 사후 확률 𝑃(w|𝐷)를 계

선행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역전파를 통해 신경망의

산하여 수행한다. 이 사후확률분포는 주어진 테스트 데

매개변수를 조정할 때 사전확률 𝑃(w) 의 분포를 고정하

이터

x̂

가

ŷ

로

분류될

확률

𝑃(ŷ|x̂) =

𝐸𝑃(w|𝐷) [𝑃(ŷ|x̂, w)] 을 구하는 데 이용된다. 이때 변분법
적 학습(Variational Learning)을 이용하여 𝑃(w|𝐷) 와의
쿨백-라이블러 괴리도(Kullback-Leibler Divergence)를 최
소화하는 분포 𝑞(w|𝜃) 의 매개변수 𝜃 를 찾는다[3].

𝜽∗ = argmin 𝐊𝐋[𝒒(𝐰|𝜽)||𝐏(𝐰|𝐃)]
𝜽
𝒒(𝐰|𝜽)
= argmin ∫ 𝒒(𝐰|𝜽) 𝐥𝐨𝐠
𝐝𝐰
𝜽
𝑷(𝐰)𝑷(𝑫|𝐰)

는 것이 사후확률 𝑞(w|𝜃) 의 분포와 함께 조정되는 것
보다 더 높은 인식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3]. 이는 사전확률분포가 조정되도록 허용하는 경우 사
전확률분포의 매개변수들이 학습 초기의 추정된 분포를
빠르게 학습하여 성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온라인 학습을 위해 베이지
안 신경망에 재귀 베이지안 추정기법을 결합한다.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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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주어진 미니배치(Minibatch)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어느 정도 진행됨에 따라 신경망의 확률분포가 데이

사후확률의 매개변수 𝜃 에 대한 경사 하강을 수행하는

터의 특성을 반영하게 됨을 보이고 있다.

동안 사전확률분포 𝑃(w)의 매개변수 𝜃 ∗ 는 고정된다. 신
경망이 사후확률분포의 매개변수 학습을 마치면 기존의
사전확률 매개변수는 폐기되고 사후확률의 매개변수가
복사된다. 즉, 신경망이 새로운 미니배치 데이터를 이용
한 학습을 수행하기 전 𝜃 ∗ ← 𝜃 가 일어난다.

3. 실험 결과 분석 및 논의
3.1.

신경망 구성

본 연구에서 실험한 신경망은 학습하는 이미지마다

그림 2. MNIST 데이터 실험의 비용함수 그래프

가중치에 대응되는 확률분포에서 표본을 10개씩 추출하
여 비용함수를 계산한 값의 평균을 학습에 활용하였다.
각 층의 활성함수(Activation Function)로는 은닉층에서

그림 3. 단층 신경망의 가중치 평균값 그래프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를, 출력층에서 출력값이 10개

4. 결론

인 소프트맥스(Softmax) 함수를 사용하였다. 신경망이
한 번에 학습하는 미니배치의 크기는 250이며, 최초의
두 미니배치에서는 일반 신경망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학습한 뒤 베이지안 신경망에서의 𝜇 값으로 이용하였다.
3.2.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이미지 인식을 위해 변분법적
베이지안 학습을 기반으로 한 베이지안 역전파 기법과
재귀 베이지안 추정 기법을 결합한 신경망 모델을 제시
하였으며, MNIST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수행하

MNIST 데이터 분류

여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NIST 숫자 필기체 데이터[6]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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