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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무(Task)를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는 지속학습 (Continual Learning) 문제가 필수적이다. 전이학습을 통해서 이전의 비슷한 문제에 대
해서는 업무를 최대한으로 잊어 버리지 않도록 학습하는 방식들이 여럿 나왔다. 하지만 전이학습을 하더
라도 업무들마다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동일한 인공신경망으로 모든 업무를 학습시키는
방법에는 성능 손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망의 학습 경로를 공유하는 부
분과 다르게 가져가는 부분으로 나눠서 업무마다 다른 경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제안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공유하는 부분은 전이학습을 통해 학습이 되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부분은 해당 업
무 특성에 맞게 학습이 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실험을 통해 기본적인 전이학습보다 향상된 성능
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타 전이학습 방법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한다. 실험은 Permuted
MNIST dataset을 사용하여 3개의 문제를 전이 학습으로 학습하였다.

1. 서 론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
연구는
한
가지의
업무(Task)를 수행하는 연구가 위주로 진행이 되어왔다.
하지만 범용 인공지능으로 인간과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유사한 업무 간에는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중 업무 (Multi-task) 학습을 통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는 연구도 많이 진행 되고 있으며 [1], 여러
업무를 순차적으로 학습하여 이전 학습을 최대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학습 하는 지속학습 (Continual
Learning) 연구들이 진행 되어왔다 [2].
새로운 업무를 학습 할 때 이전 업무의 파라미터
방향으로 L2-regularization을 주는 L2-transfer와 drop
ratio를
통해
원점으로부터
혹은
이전
업무의
파라미터로부터 학습을 결정하는 Drop-transfer 방식의
연구가 있다 [2]. 이 방식들은 학습을 함에 따라
오래된 업무일수록 더 잘 잊어 버리는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 별 파라미터 들의 기하학적 특징을 찾아 여러
업무들이 수행되는 파라미터들의 분포도가 교차되는
위치를 계산하는 Weight-transfer 방식이 있다 [2].

하지만 이 방법은 모든 업무에 따른 모든 신경망을
저장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수에 비례하여 큰
저장공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뇌 과학 적인 측면에 봤을 때 두뇌는 여러 업무를
학습한다고 해서 두뇌가 더 커지는 구조가 아닌 단일한
신경망 구조체에서 여러 업무가 동일하게 학습 할 수
있도록 업무 별로 신경 활성 경로를 구성한다. 유사한
업무의 경우 활성 경로가 유사하게 흐른다 [3]. 이와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특성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인공신경망도 어느정도 활성 경로를 다르게 가져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하나의 큰 인공 신경망이 존재
하고 업무마다 활성 경로를 선택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업무 특성에 맞게 개별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경로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느 정도
파라미터를 공유하여 공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경망 부분도 같이 구성해 볼 수 있다. 업무의 동일한
특성에 대해서는 공유된 파라미터에서 학습을 하게
되고 업무별로 특화 되어있는 기능들은 독립적인
파라미터에서 학습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기존에 제시된 전이
학습 방법과 같이 사용했을 때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특성이 유사한 업무 뿐만 아니라 어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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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다른 업무들을 학습 했을 때도 나은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실험에서는
지속학습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ermuted MNIST 데이터로 진행하였다 [4,5]. MNIST
데이터는 숫자 이미지를 구별하는 데이터로, Permuted
MNIST는 MNIST 데이터를 임의의 순서로 재배치한
이미지로 구성된 데이터이다. 재배치할 때는 업무 별
재배치 순서가 고정되어 있으나 업무마다 다른 순서로
이미지를 재배치하게 된다. 본 논문은 3개의 업무를
기준으로 실험을 하였다. 첫번째 업무는 보통의 MNIST
이미지를 구별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두번째, 세번째
업무는 재배치된 MNIST 이미지를 구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미지를 통해 숫자를
구별하는 것은 같은 문제를 다른 데이터로 해결하는
문제 설정이다.
기준 모델은 3층의 MLP (786→800→800→10)와
dropout, ReLU 활성함수[6]로 구성하였으며 단일
업무로 학습 시켰을 경우 test 데이터에 대해서
98.3%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이다. 실험은 공유
비율을 바꾸면서 선택 노드를 절반 선택할 수 있도록
전체 인공신경망 크기를 조절했다. 예를 들어 공유
도가 0.5이면 전체 신경망을 786→1200→1200→10 로
구성하고 은닉층에서 1200개 파라미터 중 400개는
공유 파라미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800개 중에 400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공유 파라미터와
선택 파라미터로 구성된 신경망이 786→800→800→10
크기를 갖게 된다. 최적화 알고리즘은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 Stochastic Gradient Descent (SGD) 를 사용했다.
실험을 통해 Permuted MNIST 문제에서 가장 최적화 된
공유비율을 찾았고 성능 향상 정도를 알아보았다.

그림 1 인공 신경망 경로 선택 방식
2. 경로 선택 모델
본 논문에서는 인공신경망에서 공통적인 기능을 하는
공유 노드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선택 노드로 나누어
업무마다 경로를 다르게 선택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공유 노드는 유사한 업무들끼리 공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노드이고, 선택 노드는 업무에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 노드이다.
[그림 1]로 2층의 다계층 퍼셉트론(MLP)을 모델을
이용해 간략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MLP의 은닉층에서
파랑색으로 표시된 노드는 공유 노드이며, 이것은
인공신경망을 초기화할 때 선택한다. 그리고 빨강색
노드는 업무마다 임의로 다른 노드를 선택하도록 만든
선택 노드이다. 임의로 선택하여 선택 노드끼리 겹치는
노드가 발생 할 수 있도록 만든 이유는 모든 업무가
아닌 일부 업무끼리 만 공통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 노드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두지 않았다. [그림 1]은 2층의 MLP로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설명을
했지만
더
복잡한
인공신경망에서는 은닉층에서만 공통 노드와 선택
노드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된다.
본 모델이 제시하는 장점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다중 업무를 수행할 때 모든 업무의 파라미터의
분포도가 교차지점이 존재해야 하는 기존 모델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전이학습 방식에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모델은 업무마다 신경망이 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인공신경망 안에서 업무별로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다. 온전한 하나의 전체 신경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Drop-transfer 나 L2-transfer
등 다양한 전이학습 방식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2 실험 결과
기준
모델은
SGD
알고리즘을
이용해
단일
모델(786→800→800→10)에 모든 업무를 순차적으로
학습시킨 방식을 사용하고, [표 1]에서 “SGD”로
표현한다. [표 1]에서 나타난 기준 모델은 특징 차이가
있는 업무를 모두 같은 신경망을 통해 학습 하기
때문에 학습 할수록 이전 업무에 대한 내용을 까먹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현재는 3개의 업무를 기준으로
실험을 해 보았지만 업무의 수가 증가 할수록 이전
업무를 잊어버리는 비율은 더 크게 상승한다. 반면에
경로 선택 모델은 기준 모델에 비해서 첫번째 업무에
대한 성능을 19.1% 가량 향상시킴으로써 비교적 덜
잊는다고 말할 수 있다.
표 1 기준 모델과 정확도 비교
Task 1

3. 실 험
SGD

3.1 데이터 및 실험

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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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2

95.07

Task 3

98.38

All Task

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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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ve

86.37

93.31

97.81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의 방식은 업무 별로 경로를 다르게
설정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수행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단일한 모델을 활용한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전이 학습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도
가지고 있다. 현 실험에서 기존의 전이학습 방식을
추가하면 실험하면 성능이 더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학습의 가장 단순한 형태인
Permuted MNIST 문제에만 적용하여 평가하였지만 더욱
복잡한 모델에서 성능을 비교해서 좀 더 일반화된
평가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향 후 다른 파라미터
분포도를 가지고있는 다중 업무를 다뤄, 경로 선택
방식을 일반화 시킬 수 있도록 폭 넓은 평가를 진행해
볼 예정이다.

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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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유 비율에 따른 성능
[그림 2]는 공유 비율에 따른 경로 선택 모델의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경로
선택
모델
(Selective)에서 공유 비율이 1.0 값을 가질 때는 모든
파라미터를 공유한다는 의미이므로 SGD 방식과
동일하다. 이 것은 일반적인 네트워크를 SGD로 순차적
학습하는 것과 동일하다. 공유 비율을 0.7로 지정 했을
때 가장 판별 정확도가 높았다. 이 것은 70% 정도의
노드를 업무의 공통 기능으로 지정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업무들 간의 유사도가
높음을 어느정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유를 높일수록 오래 지난 업무에 대한 성능이 크게
손실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공유 비율이 0.0
값을 가지는 것은 모든 은닉층을 임의로 선택한다는
의미로 대부분의 노드를 업무별로 구분하는 모델이다.
이 때는 이전 업무에 대한 성능 소실은 적지만 이후
업무에 대한 학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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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업무마다 다른 경로를
선택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것은 여러
업무를 지속학습을 통해 학습했을 때 이전 업무를 잊는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해결법을 제시한 것이다. 단일 모델로 연속적으로
학습하는 기준 모델보다 이전 업무를 덜 잊어버리는
것을 확인 했고 결과적으로 전체 업무에 대한 정확도
역시 향상 됨을 실험으로 보여주었다.
기존 방법들은 동일한 파라미터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각 업무에 해당하는 파라미터의 분포도가
어느정도 겹치게 존재해야만 다중업무 학습의 성능이
어느정도 나오기 때문에 업무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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