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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람 영유아의 초기 객체 개념 학습은 능동적인 준지도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자의 간헐적인 지도가 학습 효율을 크게
향상시킨다. 머신러닝으로 미표지된 실시간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할 때 이 방식을 모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때의
학습은 파괴적 망각이 없는 온라인 학습 형태로 완전지도가 아니라 준지도 방식이어야 하며, 지속적 입력에 대해 모델 성능
향상과 무관하게 비지도 능동학습도 이루어지게 된다.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지도는 머신티칭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으
나 이처럼 온라인으로 준지도 능동학습하는 모델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레이블이 극히 적은 환경에서
온라인 준지도 능동학습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간헐적이지만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머신티칭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이용하면
학습자의 내부 상태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데이터 정보량을 계산하고 학습자에게 유용한 데이터를 선택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적응공명이론의 일종인 LPART를 학습자와 교육자 모델로 한 2차원 합성 데이터셋 분류 실험에서는 능동학
습이나 머신티칭 기법의 비교를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이 효과적으로 학습 성능을 높이는 것을 검증했다.

1.

서론

훈련된 교육자 모델을 이용해 머신러닝 모델을 효과적으로 지도

최근 머신러닝의 비약적 발전은 복잡한 학습 모델과 고성능 하드
웨어 그리고 방대한 학습 데이터에 기인한다. 학습을 위해 새로운
데이터에 레이블을 부여하는 작업은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며 데이
터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하므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최
근에는 데이터 레이블이 적거나 없는 상황에서도 완전지도학습에
버금가는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준지도, 약지도, 비지도 학습 알고리
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완전지도가 아닌 학습 기법 연구의 한 방향은 사람 영유아를 모
사하는 것이다. 사람 영유아의 초기 객체 개념 학습은 능동적인 준
지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유아는 모르는 물체도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응시하고, 고개를 돌리거나 손으로 움직이면서 물체를 관
찰한다. 즉 객체를 유사도에 따라 범주화하고 호기심에 의해서 다
음 데이터를 탐색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인공지능에 대입한다면 군
집화 기법이나 자기조직화 신경망 및 능동학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다른 학습 특징으로는 획득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한다는 점
이 있으며 이는 파괴적 망각이 없는 온라인 학습에 대응된다.
이런 학습 과정에서 교육자의 지도는 학습 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다. 물체(데이터) 하나의 이름(레이블)을 알려주면 같은 범주 내의
모든 데이터에 레이블을 부여하는 셈이고, 범주화되지 않은 데이터
였다면 레이블에 따라 범주를 나누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하는 방법은 머신티칭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영유아와
보호자처럼 학습자와 교육자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할 때에
는 반복적 머신티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그러나 머신티칭의 목적
은 목표 모델을 얻기 위한 최소 학습 데이터셋을 찾아내는 데 있기
때문에 기법 대부분은 학습자가 완전지도 형태의 반복적인 배치 학
습을 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유아처럼 온라인으로 준지도 능동
학습하는 모델을 지도하려면 새로운 머신티칭 기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레이블이 극히 적은 환경에서 온라인 준지
도 능동학습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간헐적이지만 효과적으로 지도
하는 머신티칭 기법을 제안한다. 학습자 모델로는 온라인 준지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적응공명이론의 일종인 LPART [3]를 사용했으
며, 지도가 없는 기간에는 불확실도가 낮은 데이터를 선택하는 능
동학습 기법을 적용했다. 교육자 역시 LPART 모델로 설정하고 별
도 데이터에서 훈련시켰으며 학습자의 내부 상태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용한 데이터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고안했다. 능동
학습이나 머신티칭 기법을 다르게 하는 비교 실험을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이 효과적으로 학습 성능을 높이는 것을 검증했다.

2.

능동학습 모델에 대한 머신티칭

2.1 학습자: 능동학습 LPART

같은 지도는 간헐적이므로 지도가 없을 때 학습자는 비지도학습을

학습자 모델은 LPART를 기본으로 하되 능동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게 된다. 이 기간의 학습은 심지어 성능을 낮출 수도 있으며 교 했다. LPART는 Fuzzy ART에 기반을 둔 모델로, 미표지데이터도
육자는 오개념을 바로잡아 성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범주 구성에 사용하기 때문에 범주의 레이블을 고정값이 아니라 분
포로 나타낸다. 학습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활성화되는 범주들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
원(2015-0-00310-SW.StarLab, 2017-0-01772-VTT, 2018-0-00622-RMI, 2019-001367-BabyMind), 한국산업기술진흥원(P0006720-GENKO)의 지원을 받았음.

에 연관이 있다고 해석하며 그 범주들 사이의 레이블 전파를 통해
미표지 데이터만 있는 범주에 대해서도 레이블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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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학습을 위한 불확실도는 데이터가 입력됐을 때 활성화된 범 Algorithm 1 온라인 준지도 능동학습 모델에 대한 머신티칭
주의 엔트로피로 구할 수 있다. 다만 비지도로 학습하게 되므로 불
확실도가 높은 데이터는 오히려 모델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
한, 비디오처럼 입력이 실시간으로 들어온다면 비슷한 데이터 비중
이 높고 이들의 불확실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불확실도가 낮은 데이터를 능동학습하도록 했다.
이후의 알고리즘과 실험에서 학습자는 모두 이 설정을 따른다.
그러나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학습자 모델에 종속적이지 않으며 능
동학습을 위한 불확실도도 범주 활성도나 예측 마진(margin), 확신
(confidence)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4].
2.2 교육자: 별도 데이터로 훈련한 LPART
교육자는 학습자를 지도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
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교육자는 학습 대상 데이터과 유사한 데이터
를 접한 경험이 있으며 그 경험을 이용해 학습 대상 데이터에 대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의미 있는 추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교
육자가 사람이라면 이런 가정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며, 추론 모델

Input : DS = (X , Y): partially labeled dataset
Input : T : teacher fully trained on separate, fully labeled DT
Input : N : number of training iterations
Input : m, n: number of samples student and teacher choose
Output : S: trained student model
1: fine-tune T on (X l , Y l )
// (·)l : labeled part
2: S ← initial student model
3: train S on (X l , Y l )
// warm-starting
u
u
u
4: Us ← X ,
Ut ← X
// (·) : unlabeled part
5: for i from 1 to N do
6:
Zi ← S actively chooses m data from Us
7:
train S on (Zi , φ)
// unsupervised learning
8:
Ht ← T measures helpfulness of data in Ut
// see Eq. 1
9:
Xi ← T chooses n data from Ut based on Ht
10:
Yi ← T ’s inferred label of Xi
11:
train S on (Xi , Yi )
// supervised learning
12:
Us ← Us \ (Zi ∪ Xi )
// unseen data
13:
Ut ← Ut \ Xi
// untaught data
14: return S

이라면 전이학습에서와 같이 학습 대상 데이터와 비슷한 데이터를
이용해 훈련시킴으로써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교
육자 모델은 사전훈련(pre-train) 데이터에 대해 완벽한 성능을 보
이도록 훈련한 LPART를 사용했으나, 학습자 모델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만족하는 어떤 모델로도 대체 가능하다.

학습자 모델을 s, 교육자 모델을 t, 학습자와 교육자의 확실도를
cs 와 ct 라 할 때 데이터 x의 유용성 H(x)는 식 1과 같이 정의한다.
여기서 1은 조건이 참이면 1, 거짓이면 0 값을 가지며, σ(z)는 조건
이 참일 때 z, 거짓일 때 1 − z로 정의된다. imp(s)는 s의 성능이
직전에 비해 향상되었는지를 나타낸다. θ는 교육자 확실도 기준값

2.3 학습자 상태에 따른 데이터 유용성 평가

이며 α와 β는 기본 유용성 상수이다. 실험에서 θ, α, β의 값은 각각
학습자와 교육자 사이의 교류가 적고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학습 0.99, 0.5 −0.5로 설정했다.
하는 상황에서는 교육자가 학습자 내부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H(x) = 1ct (x)≥θ · α + (1s(x)6=t(x) + β) · σimp(s) (cs (x)) (1)
고 가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는 블랙박스 머신티칭 [5]으로 볼
수 있으며 데이터가 학습자에게 얼마나 유용한지는 학습자를 블랙
박스 추론 모델로 간주한 상태에서 평가해야 한다. 평가는 학습자

2.4 머신티칭과 학습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 중 표지 데이터가 있다면 교육자 모델을 미세조정

가 추론한 결과와 정답 레이블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데 여기서 다루는 데이터는 정답이 거의 주어지지 않으므로 교 (fine-tune)함으로써 대상 데이터에 대한 교육자 신뢰도를 높일 수
육자의 추론 결과를 의사(pseudo) 레이블로 이용한다. 이 레이블은 있다. 또한, 학습자도 표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완전지도학습이 가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자가 충분히 확신하는 데이터에 능하고 이를 통해 능동학습 시의 콜드 스타트(cold start) 문제도 해
결된다. 만일 표지 데이터가 전혀 없다면 이 과정은 건너뛴다.

대해서만 평가를 시행하도록 했다.

학습하는 동안 학습자는 비지도 능동학습을 주로 하고 가끔 교육

단순히 레이블만으로 평가하면 데이터의 내재적 정보가 무시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에 대한 학습자의 불확실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 자의 지도를 받는다. 능동학습에서는 2.1에서 서술한 대로 학습자
이 효과적인데, 상황에 따라 불확실도가 높은 데이터가 유용할 수 의 불확실도에 의해 데이터를 m개 선택한다. 교육자의 지도 시에
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학습자의 전체적인 정확도가 높을 는 식 1로 계산한 유용성이 가장 높은 데이터를 n개 선택하고 교육
때는 불확실도가 낮고 잘못 추측한 데이터를 선택하여 오개념을 정 자의 추론 결과를 레이블로 부여하여 학습자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정해주는 형식을 취했다. 학습자의 정확도가 낮을 때는 불확실도 지도학습을 한다. 학습자가 이미 학습한 데이터는 다음 능동학습부
가 높은 쪽을 골라서 모르는 개념을 알려주도록 했다. 데이터에 대 터는 후보로 고려하지 않으며 교육자도 이미 가르친 데이터는 다시
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학습자의 정확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학습자가 핵심 데이터를 비지도학습하여
절대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자는 직전 지도 시의 잘못된 개념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에 능동학습한 데이
학습자 성능에 비해 지도학습 및 능동학습 후의 성능이 개선 혹은 터라도 교육자가 직접 가르친 적이 없다면 다음에 가르칠 수 있도
후퇴되었는지를 보고 최종적인 데이터 유용성을 계산한다.

록 했다. 전체 학습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는 알고리즘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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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 1: 능동학습 및 머신티칭 기법 비교 결과. 기법은 머신티칭, 능
동학습 순서로 나타넀으며 괄호 안은 능동학습의 비율이다. 결과는
30회 실험의 분류 성능 평균으로 구했다. (단위: %)

실험 및 결과

3.1 데이터 및 모델 명세
실험에서는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고 군집화만으로 분류가 가능

데이터셋
지도횟수

한 2차원 합성 데이터셋을 사용했다. 합성 데이터의 형태는 circles
와 moons로 설정했고 데이터셋의 크기는 2000으로 했다. 표지데

Teacher
Student-init
Rand, (none)
Teach, (none)
Teach, AL(1)
Rand, Rand(9)
Rand, AL(9)
Teach, Rand(9)
Teach, AL(9)

이터는 두 클래스에서 랜덤으로 각각 2개씩만 제공되도록 했다. 교
육자의 사전훈련을 위한 데이터셋은 대상 데이터와 유사하지만 충
분한 차이가 있도록 같은 형태의 데이터에서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생성했다. 사용한 데이터셋은 그림 1a와 같으며, 교육자 사전훈련
데이터셋(easy)은 두 범주 A, B 사이의 간격이 넓고 분산이 작아서
분류가 쉬운 반면 학습자의 학습 대상 데이터셋(hard)은 간격이 좁
고 분산이 커서 경계에서의 분류가 어렵다. 학습자와 교육자 모두

20

61.3
71.6
71.6
58.1
60.6
64.8
66.3

circles
50
100
80.0
51.6
67.5
77.6
78.0
61.6
62.8
72.6
73.5

71.6
78.2
78.0
66.7
66.9
75.8
76.0

10

moons
20

50

73.9
80.9
79.5
65.9
68.6
73.4
76.5

76.6
75.5
72.0
81.5
78.6
69.8
71.5
79.3
79.9

72.9
82.3
81.7
75.7
73.9
79.6
81.0

LPART의 경계 파라미터는 0.9, 선택 파라미터는 0.01로 설정했고
두 데이터셋 모두 교육자가 미세조정만 거치고도 높은 정확도를

레이블 전파 비율과 학습률은 0.1로 두었다. 교육자는 사전훈련 데

보였는데 이는 사전훈련 데이터만으로도 대상 데이터의 경계 부분

이터를 완벽히 분류하도록 완전지도 방식으로 훈련시켰다.

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moons에서
학습자의 초기 성능(Student-init)이 높은 것은 데이터 분포상 단순
히 양 극단으로 범주를 형성하기만 해도 다수의 점이 잘 분류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임의의 데이터 추가 학습은 오히려 성능을 낮추
었으나 제안한 기법을 사용했을 때는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했다.

4.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준지도 능동학습 모델에 대해서 데이터 레
이블이 매우 적고 새로운 레이블 획득이 어려운 경우에도 머신티
칭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
그림 1: (a) 교육자 사전훈련 데이터(easy)와 학습 데이터(hard). 해 효과를 검증했다. 실험에서는 합성 데이터만 다루었으나 제안한
(b) circles 학습 도중 학습자의 추론 레이블과 학습 데이터(★).
기법이 학습 모델에 종속적이지 않으므로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복잡한 딥러닝 모델에도 적용 가능하며, 특히 모바일 로봇처럼 비

3.2 능동학습 및 머신티칭 실험

지도 능동학습이 필수적인 실시간 학습 시스템의 학습을 안정화하

제안한 방법에서 교육자의 지도는 한 번 (n=1), 비지도 능동학습

고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지도 능

은 아홉 번 (m=9) 이루어지도록 설정했으며 다음 학습 데이터를 임

동학습을 자기지도학습으로 바꾸는 한편, 실세계 데이터와 모델을

의로 선정하는 랜덤 능동학습 및 랜덤 머신티칭 기법과 비교했다.

대상으로도 강건하게 동작하도록 기법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실험 결과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능동학습 기법이 고정되어 있을
때 거의 모든 경우에 머신티칭을 적용한 것이 랜덤 선택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는 제안한 기법이 데이터 정보량을 잘 예측하여
학습자에게 유용한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그
림 1b를 보면 학습자가 잘못 분류하고 있는 데이터 중 가장 핵심적
인 것을 교육자가 다음 학습 데이터로 제공하는 것이 나타난다.
머신티칭 기법을 고정하고 살펴보면 비지도 능동학습 기간이 있
을 때 예상대로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만 랜덤 선택보다는 불확실도
를 고려한 기법을 적용했을 때 감소 폭이 작았다. 교육자가 더 자주
지도할 수 있어서 능동학습과 머신티칭이 한 번씩 번갈아 이루어지
는 경우(Teach, AL(1))에는 학습자가 비지도학습을 한 직후에 교
육자가 상태를 평가하고 지도하게 되는데 이때는 능동학습을 하지
않을 때(Teach, (none))와 비슷한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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