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학습 모델이 인식한 어떤 물체가 희소한 것이거나 분

류하기 어려운 경우, 적절한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 모델

이 각 물체의 분류 결과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

재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학습 모델이 기존에 

학습한 지식을 적절히 유지하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학습 모델의 매개변수들에 내재한 불확실성을 계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 베이지안 신경망을 통해 물체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능동적으로 

인식 혼동률이 높은 물체를 탐색하여 실시간으로 학습

하며, 이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계량하기 위해 베이지안 

모델을 사용한다. 베이지안 모델은 모델의 출력과 매개

변수가 확률분포와 연관되어 있어 불확실성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실험에서는 제안된 

모델이 불확실성 정보를 활용하지 않은 베이지안 신경

망을 통한 온라인 학습 모델에 비해 개선된 성능을 보

임을 검증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학

습 모델을 이루는 베이지안 신경망[1]을 소개하며, 온라

인 학습과 능동 학습이 베이지안 신경망의 불확실성 정

보를 통해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보인다. 3장에서는 

MNIST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와 로봇을 통해 수집

한 물체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하며, 4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2. 학습 모델 

2.1. 베이지안 신경망 

베이지안 신경망은 기존의 신경망에서 상수로 표현되

었던 가중치들이 확률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로 표현

된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 변수로 표현되는 가중치들의 

학습을 위해 [1]의 베이지안 역전파(Bayes by Backprop)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 알고리즘에서 베이지안 신경망

의 사후분포는 변분법적 확률분포인 𝑸(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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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로봇은 집 안의 각종 물건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물건을 발견했을 때 이를 적절히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베이지안 신경망은 각 연결 가중치가 확률분포에 대응되는 모델로, 재귀 베이지안 

추정 기법을 결합하여 체계적인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한편 각 가중치의 분산 정도를 토대로 학습 데이터

의 불확실성을 계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신경망을 이용하여 학습 모델이 추가 학습이 필요

한 물건들을 스스로 파악하고 추가 정보를 요청하여 추후 학습에 반영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제시된 모델

은 베이지안 역전파 기법을 이용해 데이터를 학습할 때 가중치의 확률분포를 조정하며, 본 연구에서는 제

시된 모델이 추가 학습이 필요한 실제 가정 환경의 물체 이미지들을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을 검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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𝑸(𝑾|𝝁, 𝝆) = 𝑵(𝑾; 𝝁, 𝒅𝒊𝒂𝒈(𝒔𝒐𝒇𝒕𝒑𝒍𝒖𝒔(𝝆))) 로 근사되며, 

𝑸(𝑾)와 사후분포 사이의 쿨백-라이블러 괴리도를 최소

화하도록 𝝁 와 𝝆를 최적화한다. 이 과정은 변분법적 하

한인 𝑳(𝑸) =  −𝑬𝑸(𝑾)[𝒍𝒐𝒈𝑸(𝑾) − 𝒍𝒐𝒈𝑷(𝑾) −

𝒍𝒐𝒈𝑷(𝒀|𝑿, 𝑾)]를 최대화하는 것과 동일하다. 

𝑸(𝑾) = 𝑸(𝑾|𝝁, 𝝆)는 매개변수에 기반한 확률분포이므

로 경사하강 기법을 이용하여 𝑳(𝑸)의 값을 최대화할 수 

있으며, 𝑸(𝑾)의 기댓값은 몬테카를로 근사법을 이용하

여 계산할 수 있다. 신경망의 가중치를 재매개변수화한 

𝐰 =  𝜇 + 𝑙𝑜𝑔(1 + 𝑒𝑥𝑝(𝜌))° 𝜖 에서는 정규분포 𝑵(𝟎, 𝟏)

를 따르는 변수 𝜖를 추가로 이용하며, 이는 𝑸(𝑾)의 값

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몬테카를로 기법의 표본들을 

미분 과정에서 분리한다. 

2.2. 베이지안 신경망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 

온라인 학습의 각 단계에서 지난 단계의 사후 분포 

𝑃(𝑊𝑡|𝑋1:𝑡−1, 𝑌1:𝑡−1)는 이번 단계의 사전 분포로 활용되

며, 불확실성은 이 사전분포의 분산으로서 표현된다. 새

로운 데이터인 𝑋𝑡와 𝑌𝑡를 학습할 때 새로운 사후분포는 

𝑃(𝑊𝑡|𝑋1:𝑡, 𝑌1:𝑡) ~ 𝑃(𝑊𝑡|𝑋1:𝑡−1, 𝑌1:𝑡−1)𝑃(𝑌𝑡|𝑊𝑡, 𝑋𝑡)로 계

산된다. 따라서 사전분포가 넓게 퍼져 현 단계의 매개변

수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경우 우도(Likelihood)

가 사후분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커지

고 새로운 데이터가 매개변수에 학습되는 정도도 커진

다. 반면 사전확률의 분포가 좁고 높은 경우 현 단계의 

매개변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이므로 새로운 데이

터가 학습되는 정도도 함께 낮아진다. 

재귀 베이지안 추정 모델에서는 사전 분포와 우도 사

이의 균형이 체계적으로 조정되지만, 사전확률분포에서 

이전에 학습했던 데이터 𝑋1:𝑡−1, 𝑌1:𝑡−1를 직접 참조해야 

하므로 온라인 학습 모델로서는 부적절하다. 이 의존성

을 없애기 위해 변분법적 근사(Variational 

Approximation)를 이용하여 기존의 데이터에 대한 의존

성을 제거하고 매개변수에 기반한 사후확률분포를 정규

분포로 표현하였다[4, 6]. 

2.3. 베이지안 신경망을 이용한 능동 학습  

일반적인 신경망은 입력 데이터 공간상에서의 거리가 

이미 학습한 물체들과 먼 물체들도 지나치게 일반화하

는 경향이 있어 불확실성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 반

면 베이지안 신경망은 각 가중치가 확률분포에 대응되

어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어떤 데이터

에서 출력 벡터의 확률이 불균등하여 혼동 정도가 낮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출력 벡터 자체의 분산이 큰 경우 

데이터의 모델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에서 아래의 불확실성 계량 기

준을 차용하였다. 

𝑪(𝒙) = 𝑯[𝒚|𝑿, 𝒀, 𝒙] − 𝑬𝑾~𝑷(𝑾|𝑿, 𝒀)[𝑯[𝒚|𝒙, 𝑾]] 

위 식에서 𝒙는 테스트 입력, 𝒚는 대응되는 출력이다. 

𝑪(𝒙)는 불확실성 추출법과 유사하게 𝒚 의 엔트로피를 

계산하나, 추출된 신경망 가중치에 따라 계산되는 엔트

로피 𝑯[𝒚|𝒙, 𝑾]의 추정 기댓값이 반영되어 출력 벡터의 

분산이 클수록 계량되는 불확실성이 커진다. 

3. 실험 결과 분석 및 논의 

3.1. 온라인 학습을 통한 MNIST 데이터 분류 

본 연구에서는 MNIST 숫자 필기체 데이터[7]를 활용

하여 베이지안 신경망의 온라인 감독학습을 수행하고 

일반적인 신경망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온라인 학습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를 

100 개의 작은 묶음으로 나누고 각 묶음에서 특정 숫자

가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되도록 구성을 조정하여 실

험에 사용하였다.  

 

그림 1. 온라인 학습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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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 베이지안 신경망은 학습하는 이미지마다 

가중치에 대응되는 확률분포에서 표본을 10개씩 추출하

여 비용함수를 계산한 값의 평균을 학습에 활용하였다.  

일반적인 신경망과 베이지안 신경망은 784개, 50개, 10개 

노드가 각 층에 배치된 구조를 사용하였는데, 그림 1에

서 볼 수 있듯이 제시된 모델의 학습 곡선(초록색 실선)

이 일반적인 신경망(파란색 점선)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

다. 이는 784-50-10개의 노드로 구성된 신경망이 

MNIST 데이터의 패턴 복잡성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2. 능동학습을 통한 물체 이미지 분류 

능동학습 모델이 학습한 물체 이미지 데이터는 본 연

구를 위해 자체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노트북 컴퓨터, 

공, 모니터, 컵 등 일반 가정에서 접할 수 있는 11가지 

물건의 사진 총 570장을 로봇에 탑재된 ASUS Xtion Pro 

카메라로 촬영하여 구성하였다. 각 이미지는 가로세로 

224픽셀의 RGB 이미지로 변환되어 학습에 이용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학

습된 VGG-net 모델[5]의 심층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

하여 각 이미지에서 4096차원의 특징 벡터를 추출하여 

베이지안 신경망에 입력하였다. 또한 신경망의 물체 인

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유사한 종류의 사진으로 구성

된 Caltech-256 데이터[2]로 예비 학습을 진행하였다. 

 

그림 2. 제안된 기법과 온라인 학습의 성능 비교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학습 곡선(파란

색 실선)이 온라인 학습만 적용된 학습 모델(초록색 점

선)에 비해 높은 학습곡선을 보이며, 테스트가 끝났을 

때의 인식 정확도도 더 높은 것을 보여준다. 능동학습은 

𝑪(𝒙)의 값이 가장 높은 물체를 10개씩 선정하여 먼저 

학습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물체들이 보이는 

𝑪(𝒙)의 값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보이는 분포를 조사

했을 때 학습이 끝난 데이터는 불확실성이 낮아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점증적 학습이 가능한 물체 인식 시스

템을 제안하였으며, 심층 베이지안 신경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학습과 능동학습을 통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제

안된 모델은 실제 가정 환경에서 촬영한 물체 사진들을 

분류하는 실험에서 온라인 학습만을 진행한 기존의 베

이지안 신경망 모델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추후 

연구에서 개선된 실세계 기반 능동 학습 모델을 연구하

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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