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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인공신경망은 단일 작업에 대해선 뛰어난 성능을 보이나, 다른 종류의 작업을 학습하면
이전 학습 내용을 잊어버리는 단점이 있다. 이를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고 한다. 인공신경망의
활용도를 높이긴 위해선 이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catastrophic forgetting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다. 하지만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완벽하게 catastrophic forgetting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노력 중 elastic weight consolidation(EWC)에 사용되는 핵심 개념을
이용하여, 순차적 반복학습을 제시한다. 인공신경망 학습에 많이 쓰이는 MNIST를 확장한 EMNIST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catastrophic forgetting 현상을 재현하고 이를 순차적 반복학습을 통해
극복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작업에 대해서 학습이 가능하였다.

Abstract
Currently, artificial neural networks perform well for a single task, but NN have the problem of
forgetting previous learning by learning other kinds of tasks. This is called catastrophic forgetting. To
use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in general purpose this should be solved. There are many efforts to
overcome catastrophic forgetting. However, even though there was a lot of effort, it did not completely
overcome the catastrophic forgetting. In this paper, we propose sequential iterative learning using
core concepts used in elastic weight consolidation (EWC).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to reproduce
catastrophic forgetting phenomenon using EMNIST data set which extended MNIST, which is widely
used for artificial neural network learning, and overcome it through sequential iterative learning.
Keywords: Catastrophic forgett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sequential iterative learning, LeNet,
EM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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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g and Hunter[1]는 인공지능이 범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작업을 학습하고
기억해야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catastrophic forgetting 으로 인해 다양한 작업에 대한 학습이
어렵다. Catastrophic forgetting 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공신경망의 메모리라 할 수 있는
가중치들이 매 학습마다 변경되기 때문이다[2].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다. Kemker, Abitino, McClure, and Kanan[3]은 5 가지로
분류하고 성능을 테스트 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catastrophic forgetting 을 완전하게 극복하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WC[4]의 방식이 가장 근접하였다.
베이지안 인공 신경망의 경우 가중치를 확률 변수로 표현한다[5]. 단일 작업을 학습하여
조절된 가중치들 중에 다른 작업에 대해서도 활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만약 인공 신경망의
모든 가중치를 다른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면, 다중 작업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다.
EWC 는 기존 학습된 가중치를 다른 작업을 학습해도 공유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정식을
고안하여 이를 구현하였다. 하지만 의도한 대로 가중치 이동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치
변경에 제약이 걸리기에 마지막으로 학습한 작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반적은 학습을 한
인공신경망보다 낮은 결과를 낸다[5].
가중치에 대한 제약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EWC 에서 언급한 작업 간의 공통부분으로
가중치를 조절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순차적 반복 학습을 이용해 볼 것이며, 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을 제시한다.
순차적 반복학습에 쓰인 신경망은 MNIST 인식에 뛰어난 CNN 중 하나인 LeNet[6]을
사용하며, 학습 데이터로는 MNIST 와 유사하나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보유한 EMNIST 를
사용한다[7].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순차적 다중학습을 방해하는 catastrophic
forgetting 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본다.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순차적
반복학습에 대해서 설명하며,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은 제안한다. 4 장에서는 실험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5 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Ⅱ. 관련연구
2.1. Catastrophic forgetting
인공지능을 범용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작업을 순차적으로 학습이 가능해야한다.
하지만 인공신경망에 순차적으로 각기 다른 작업을 학습 시켰을 시 이전 학습 능력을
잊어버린다. 이를 catastrophic forgetting 이라고 한다[4].
이 형상이 일어난 원인은 새로운 작업에 대한 학습이 진행 되면서 이전에 작업이 맞춰진
가중치들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림 1 에서도 나타나듯이 새로운 작업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면서
기존 학습된 내용을 점차 잊어버린다.
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Ronalde Kemker et al[3] 표 1 과
같이 그러한 노력들은 크게 5 가지로 분류하고 각 방법을 대표하는 방식을 선정하여 그 성능을
테스트 하였다.
Ronald Kemker et al[3]이 분류한 5 가지 방식과 그 방식을 대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Regularization – EWC, 2)Ensomble – PathNet, 3)Reheasl – GeppNet, 4) Dual-Memory –
GeppNet+STM 5) Sparse-coding – FEL. 그리고 테스트한 결과는 표 1 과 같다. 결과에서 보이듯
EWC 의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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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 of results of Kemker, Abitino,m McCulre and kanan[3]
Model

Multi-Model
Avg Acc

MLP

0.600

EWC

0.913

PathNet

0.666

GeppNet

0.275

GeppNet+STM

0.222

FEL

0.453

2.2. Elastic weight consolidation
Catastrophic forgetting 을 극복하기 위해 Kirkpatrick et al[4]이 제안한 방식이다. 주요 내용은
그림 1 에 나와 있다. 신규 학습을 진행할 시 기존 가중치를 유지하면서도 신규 학습에 요구되는
가중치 부분으로 조절하는 방식이다(그림 1). 이를 위해 가중치 조절하는 방식은 수식 1 에
따른다.

Figure 1. Weight adjustment method in EWC[4]
Equation 1. EWC's equation

손성호, 김지섭, 장병탁[5]은 EWC 를 이용하여 순차적 다중작업 학습을 테스트하였다.
테스트 결과는 일반 인공신경망 보다 기존 작업들 성능을 유지하는 면에서는 뛰어나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유지는 되었더라도, 해당 작업만 학습환 인공신경망의 성능에 비해서는 많이 낮다.
또한 가중치의 변경에 제약을 가하였기에 마지막으로 학습한 작업에 대해서도 일반
인공신경망에 비해 성능이 낮은 편이다.
인공지능을 범용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중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 이는 인공신경망이
학습한 모든 작업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WC 는 비록
catastrophic forgetting 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는 하였으나, 모든 작업에 대해서 단일 작업을
학습한 인공 신경망 보다 낮은 성능을 보이기에, 완벽한 해답이라고는 할 수 없다.

Ⅲ. 순차적 반복 학습을 통한 다중 학습 성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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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순차적 반복 학습
각기 다른 작업에 대해 학습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catastrophic forgetting 으로 인해 이전
학습에 대한 성능이 하락된다. 그림 2 에서 왼쪽 그래프에서 나타나듯 단일 작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학습하여, 높은 성능을 보인 인공 신경망이지만, 다른 작업을 학습하는 순간 그림 2
오른쪽 그래프처럼 기존 작업에 대한 성능이 점차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2. The left figure shows the test and the accuracy test for Task1, and the right is the test for
Task1 in the process of learning about Task2. As the learning of Task2 is performed,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accuracy of Task1 is lowered.
순차적 반복 학습은 그림 3 에서 보이듯 단일 작업에 대한 학습을 완전하게 진행하고 다음
작업에 대한 학습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순차적 반복학습을
통해서 EWC 에서 언급하였듯 인공신경망의 가중치들을 다른 작업과 공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수렴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인공 신경망의 가중치 들이 점차 모든 작업에 활용될 수 있게
변화 된다. 모든 가중치들이 제대로 설정이 되면 다중 학습이 완료 된다

Figure 3. Learn each task completely and then learn the next task.
3.2. 실험 환경
순차적 반복 학습에 대한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설계한 실험은 다음과 같다.
다른 작업으로 순차적 학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MNIST 와 유사하나 데이터를 더 많이 보유한
EMNIST 를 사용하였다[7]. EMNIST 는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EMNIST 데이터 중 숫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순차적으로 각기 다른 학습을 진행해야 하기에
EMNIST 숫자 데이터를 3 그룹으로 분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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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데이터를 나눈 방법은 그림 4 와 같이 숫자 1-3, 4-6, 7-9 를 한 그룹씩 총 3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숫자 0 그룹은 각 그룹 구성에 동일성을 주기 위해 제외 하였다. 각 그룹은 72000 개의
학습 데이터, 12000 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Figure 4. For sequential multi - learning environment, EMNIST numerical data are classified into 3
groups.
인공 신경망이 3 그룹으로 나누어진 실험 데이터 셋을 각기 다른 작업으로 인식하고, 그로
인해 catastrophic forgetting 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학습 시키고, 그룹 3 까지
학습한 인공신경망에게 그룹 1, 2, 3 의 테스트 데이터로 확인해 보았다. 3 번 정도 반복하여
나타난 결과는 표 3 과 같다.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confirmed that the data sets divided into three groups were recognized as
different tasks.
Group 1

Group 2

Group 3

0
0

0
0

0.99825
0.998333

0.002833

0.001333

0.998583

표 3 에서 알 수 있듯이 인공신경망은 각 그룹의 데이터를 각기 다른 작업으로 인식하며,
catastrophic forgetting 이 일어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학습에 사용되는 모델은 MNIST 학습에 뛰어는 성능을 보이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구조를 가지는 LeNet 을 사용하였다[5]. LeNet 모형이 가진 단일 작업에 대한 성능은
그림 5 와 같다. Catastrophic forgetting 을 극복하게 된다면 각 그룹에 대한 정확도는 단일 작업을
학습 했을 시와 비슷한 정확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Figure 5. Result of learning each group data with LeNet. All have more than 99% accuracy.
각 그룹에 대해서 EPOCH 는 20, Batch size 는 200 으로 학습하였고, 그룹 1, 그룹 2, 그룹 3
순서로 학습이 진행되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그림 6 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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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결과 및 분석

Figure 6. Sequential iterative learning results.
각 그룹에 대한 학습은 그림 5 와 같이 99%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나 다음 그룹을 학습하면
이전 그룹의 학습 내용이 catastrophic forgetting 으로 인해 매우 저하 된다. 본 실험에서는 그룹 1,
2 에 대한 표 3 과 같이 정확도가 0 으로 나타났다.
순차적 반복학습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하면 가중치가 조절되어 그룹 1, 2 에 대한
정확도가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가중치 변동에 대한
제약을 걸지 않았기에 그룹 2 의 학습이 그룹 1 보다 이후에 학습 되었음에도 정확도의 변동이
그룹 1 에 비해 매우 크다.
하지만 가중치에 대한 제약이 없기에 마지막으로 학습하는 그룹 3 에 대한 정확도는
99%이상을 유지한다. 이는 다른 방법에 비해 순차적 반복 학습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총 반복 회수는 200 번이며 마지막 5 번의 결과는 표 3 과 같다.
Table 3 Sequential iterative learning results.
Repeat

Group 1

Group 2

Group 3

196

0.96825

0.985917

0.99525

197

0.977083

0.972083

0.995833

198

0.97775

0.948167

0.996917

199

0.988

0.979833

0.995583

200

0.984917

0.965667

0.996333

결과적으로 인공신경망의 가중치들이 작업들의 공통부분으로 수렴하여, 모든 작업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 작업에 대한 높은 정확도는 물론 가중치 변경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학습한 작업에 대한 정확도 또한 높다.

Ⅴ. 결론
인공지능을 범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각기 다른 작업을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
하지만 catastrophic forgetting 을 극복하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순차적 반복
학습을 제안한다. 순차적 반복 학습으로 각 작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성능을 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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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atastrophic forgetting 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 되었던 다른 방식과 달리 가중치 조절에
제약이 없기에 마지막으로 학습하는 작업에 대해 높은 성능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그룹 3 에대한 높은 정확도는 Babyak MA[8]가 언급한 overfitting 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선 추후에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반복 학습이 진행되면서 catastrophic forgetting 으로
인해 낮아진 성능이 점차 높아진 이유는 EWC 에서 말하는 가중치의 교차점 부분으로 인공
신경망의 가중치가 조절되기 때문이라고 추측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진
못하였다.
그룹 1, 2, 3 순으로 학습이 되기에 정확도 또한 그룹 3, 2, 1 순으로 높을 것이란 예상과 다르게
그룹 2 의 정확도가 낮으며, 반복학습 과정에서 변동치도 그룹 1 과 다르게 매우 큰 편이다. 학습
도중에 가중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동되는지에 대한 대답도 확실하진 않다. 이에 대한 설명과
원인 규명 역시 추후 연구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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