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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인공 신경망이 과거 학습 데이터의 정보를 망각하는 치명적 망각(Catastrophic Forgetting)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학습할 데이터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정규화 강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과거에 

학습된 데이터와 현재 학습할 데이터들의 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성능 평가를 위해 MNIST, EMNIST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3가지 시나리오에서 실험한 결과, 같은 도메인을 갖는 데이터의 경우, 이전 태스크의 정확도

가 0.1~3%, 다른 도메인을 갖는 데이터의 경우 이전 태스크(Task)의 정확도가 10~13% 향상 시킬 수 있었다. 이는 본 

논문의 방법으로, 도메인이 다른 경우, 망각률이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도메인을 가진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학습할 경우, 이전 태스크들의 정확도가 모두 50% 이상을 달성하였고 평균 정확도가 약 7% 향상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mitigate the Catastrophic Forgetting phenomenon in which artificial neural networks 
forget information on previous data. This method adjusts the Regularization strength by measu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evious data and present data. MNIST and EMNIST data were used for performance evaluation and 
experimented in three scenarios. The experiment results showed a 0.1~3% improvement in the accuracy of the previous 
task for the same domain data and a 10~13% improvement in the accuracy of the previous task for different domain data. 
When continuously learning data with various domains, the accuracy of all previous tasks achieved more than 50% and 
the average accuracy improved by about 7%. This result shows that neural network learning can be properly performed 
in a CL environment in which data of different domains are successively entered by the method of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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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공 신경망이 학습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치명적 망각

(Catastrophic Forgetting)[1] 현상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

터를 차례로 습득하여 학습하는 지속적 학습(Continuous 
Learning, CL) [2, 3] 환경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치명적 망각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 방법 중 

정규화 접근법을 사용한 방법들이 존재하며, 대표적 방

법으로 Elastic Weight Consolidation(EWC) [3, 4], Learning 
without Forgetting(LwF) [3, 5], Synaptic Intelligence 
(SI) [3, 6] 등이 있다. 이 3가지 방법들 모두 과거 데이터

에 맞춰진 매개변수 값들의 변동에 제약을 주어, 이전에 

습득한 지식을 보존하려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접

근법들은 모두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현재 학습 데이터의 도메인이 과거 학습 데이터와 다른 

도메인을 갖는다면 (즉, 현재 학습 데이터의 특징이 과

거 학습 데이터와 다를 경우),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인다[7]. 이 현상을 통해 과거 학습한 데이터를 고려

하는 기존 방법들에 현재 학습할 데이터를 고려하는 방

법을 추가하여 학습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과거 학습 

데이터와 현재 학습 데이터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망각현상의 위험도를 계산하고, 이를 EWC 방
법에 추가하여 치명적 망각현상을 완화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Ⅱ. 본  론

2.1. 관련 연구

CL 환경에서 신경망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은 정해

지지 않았고 관련 논문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8]. 
보통은 이 방법들은 2가지로 분류하여 사용한다. 각 학

습 태스크마다 독립적으로 정확도를 계산하는 Multi- 
task(MT) 방법과, 모든 학습 태스크를 통합하여 정확도

를 계산하는 Single-Incremental-Task(SIT) 방법이 그것

이다.
MT 방법은 각 태스크 별로 출력 뉴런의 그룹이 따로 

존재하는 반면, SIT 방법은 모든 태스크가 하나의 출력 

뉴런 그룹을 사용하는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SIT 방법

이 학습하기 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CL 환경에

서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현재까지 학습한 모든 데이터

를 구분할 수 있는 통합된 지식을 갖기를 원하므로, 태
스크마다 독립된 구분 능력을 갖추는 MT 방법보다 모

든 태스크를 구분할 수 있는 SIT 방법을 목표로 한다.
SIT 방법은 다시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9]. 첫 번째는 모든 태스크의 학습 데이터의 클래

스가 동일하게 고정되어 데이터가 추가되는 New 
Instance(NI), 두 번째는 새로운 클래스 데이터가 태스크

마다 추가되는 New Classes(NC), 세 번째는 새로운 클

래스 데이터와 이전에 학습한 클래스의 데이터가 새로 

추가되는 New Instances and Classes(NIC)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태스크에서 학습할 데이터의 클

래스가 같지만 상반된 특징을 갖는 데이터들이 들어오

는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며, SIT의 NI 방법을 기준으

로 학습을 진행한다.
Elastic Weight Consolidation(EWC) 는 과거 학습 데

이터에 대해 상관도가 높은 매개변수의 변화를 억제하

기 위해 다음 학습 과정에서 이 매개변수의 변화량에 제

약을 두는 정규화 방법을 사용한다. EWC의 비용함수는 

아래 식과 같다.

   




  

  (1)

여기에서 는 현재 학습 데이터에 대한 비용함수, 

는 각 매개변수의 라벨, 는 매개변수 의 이전 학습 

데이터에 대한 상관도, 는 이전 학습 데이터에 가중을 

얼마나 줄지 결정하는 값이다. 즉, 어떠한 매개변수가 

이전 학습 데이터와 상관도가 높다면 이 매개변수의 변

화에 높은 제약이 주어지게 되므로 변화를 억제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을 계산할 때 피셔 정보 행렬

(Fisher information matrix)을 사용한다.
Learning without Forgetting (LwF)는 모델의 출력값

(prediction)에 안정성을 부과하여 망각을 제어하려는 

정규화 접근법이다. 이전 태스크 데이터로 학습이 완료

된 모델이, 새로운 태스크 데이터로 학습을 수행하기 

전, 새로운 데이터의 출력을 구한 뒤 이를 목푯값(target)
으로 설정하여 비용함수에 추가하고, 학습을 수행한다. 
비용함수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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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첫 번째 항
에서 는 이전 태스

크 데이터로 학습이 완료된 모델의 입력으로 새로운 태

스크 데이터를 넣어 출력한 값이고, 이 값을 모델의 출력

값 의 목푯값으로 설정한다. 두 번째 항 
 

은 일반적인 cross entropy loss 값으로 새로운 데이터로 

계산되는 값이다. 마지막 항인 은 일반적인 L2 정규화 

값이다. 는 EWC와 마찬가지로 이전 태스크의 중요도 

값이다. 이 방법은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올 때마다 모든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출력값을 얻어내는 계산과 값을 

저장할 저장 공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Synaptic Intelligence (SI)는 EWC와 같이 과거 학습 

데이터에 대한 매개변수의 중요도를 측정한 후 비용함

수에 추가하여 매개변수의 변화를 억제하는 정규화 접

근법이다. 이전 태스크에 대한 중요도를 계산할 때 

EWC는 피셔 정보를 계산하여 사용하지만, SI는 학습 

과정에서 매 Batch마다 변화하는 Loss값의 변화량을 사

용한다.
비용함수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3)

각 파라미터가 Loss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 
를 측

정하고 학습이 종료되면 Loss와 같은 단위를 갖도록 

를 아래 식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한다.

 

∆






(4)

는 이전 태스크를 나타내고, ∆
는 매개변수의 변

화량을 나타낸다. 
는 학습 배치마다 계속 누적되며 업

데이트되고, 는 학습이 종료된 후 업데이트된다.

Copy Weights with Re-init (CWR)[9]은 순차적 배치

로부터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한 기법이다. SIT에서의 

NC(New Classes)와 NIC(New Instances and Classes) 업
데이트 시나리오에서 작동할 수 있고, 과거 학습 데이터

로 맞춰진 출력 계층의 가중치를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

하여 망각을 제어한다. 이 방법은 첫 번째 태스크의 학습

이 끝나게 되면 공유 가중치를 고정한 후 새로운 태스크

를 학습할 때 먼저 출력 계층의 노드 수를, 늘어난 클래스

의 개수만큼 늘린 후 가중치 초기화를 수행한다.(단, 이
전 Task Class에 최적화된 노드의 가중치는 고정) 각 

Task Class에 맞는 가중치를 학습하기 위해 출력 계층 가

중치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학습된 가중치들을 보관하

는 CW, 태스크마다 초기화되고 학습되는 TW로 나눈다. 
TW를 사용하여 각 Task Class들을 학습하고 이를 CW에 

복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각 태스크를 학습

할 때 연관 있는 매개변수들을 독립적으로 계산하므로, 
이전에 학습된 매개변수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복
사된 매개변수들의 활성화 값이 각 태스크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스케일링 과정을 거친다.
AR1(combining architectural and regularization 

strategies)[8]은 CWR 기법에서 공유 매개변수가 고정

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법이다. CWR과 마찬가지

로 SIT에서의 NC(New Classes)와 NIC(New Instances 
and Classes) 업데이트 시나리오에서 작동할 수 있다. 각 

태스크를 학습할 때 공유 매개변수를 고정하는 것이 아

닌 SI를 사용하여 매개변수의 중요도를 계산하고 공유 

매개변수를 학습한다.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출력 계층

의 가중치 학습은 CWR과 같이 출력 계층의 가중치를 

TW, CW로 따로 두어 각 태스크를 학습할 때 TW를 사

용해 학습한 후, CW에 복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2.2. 본 논문의 방법

EWC와 같이 치명적인 망각현상을 막기 위해 이전 

데이터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매개변수의 변화량을 

막는 방법들은, MT 환경에서 준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도메인이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는 환경(특징이 다른 데

이터가 같은 클래스의 데이터로 들어오는 환경)에서는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보인다[7]. 실제 CL 환경

에서 인공 신경망이 학습을 수행할 때, 태스크마다 항상 

특징이 비슷하고 정형화된 데이터가 들어오는 상황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신경망 구조에서 과거 학습 

데이터와 도메인이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평균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인다. 다음은 같은 환경에

서 추가로 EWC를 적용한 모델을 사용하여 비교 실험한 

결과이다. EWC의 정규화 강도는 15로 설정하였고(수
식 (1)의 ) Mnist[10], Emnist[11]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은 각 태스크 데이터를 800번씩 학습하여 평균 

정확도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Same Domain은 같은 도

메인을 갖는 Mnist와 Emnist의 숫자 데이터를 사용하였

고 Different Domain은 다른 도메인을 갖는 Mnist의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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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데이터와 Emnist의 영문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점
선은 EWC를 적용하지 않고 stochastic gradient descent 
(SGD)를 사용한 기본 딥러닝 네트워크의 평균 정확도, 
실선은 EWC를 적용한 네트워크의 평균 정확도이다. 표 

1은 모든 태스크 데이터 정확도의 평균을 계산한 값이

다. 다른 도메인을 갖는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한 경우 

EWC 방법을 적용한 모델의 평균 정확도가 SGD 방법

보다 약 7%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림 1의 (b) 
Task A의 최종 정확도를 보면 정규화 강도를 15로 설정

한 EWC 방법을 적용하여 망각현상을 완화하더라도 이

전 태스크의 정확도가 40% 이하로 정보 대부분을 잃어

버리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볼 수 없다.

(a) Same Domain

(b) Different Domain
Fig. 1 Average Accuracy by Domain Type

Avg Acc (%)
method Same Domain Different Domain

SGD 76.6 54.8

EWC 78.5 61.3

Table. 1 Average Accuracy

그림 1의 Task B 학습 영역에서 Task B의 정확도 상

승 폭보다 Task A의 정확도 하락 폭이 더 커지는 지점을 

볼 수 있다. 이 지점을 넘어 학습하게 된다면 신경망의 

평균 정확도가 더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는 형태를 가질 

것이다. 이 현상을 막기 위해 Task B의 학습 비율을 적

절하게 조절한다면 Task A 데이터의 망각을 최소화하

며 최대의 평균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실험은 각 태스크 데이터의 학습 횟수에 따라서 나타나

는 망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전에 실험한 같은 도메

인 데이터, 다른 도메인 데이터 중 하나의 조합을 각각 

선택하여 학습 반복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고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총 2000번의 학습을 4등분 하여 각 태

스크에 할당하였다(Task A를 500, 1000, 1500번 Task B
를 1500, 1000, 500번 학습하였다).

(a) Same Domain (Mnist –Emnist(Number))

(b) Different Domain (Mnist –Emnist(lowercase))
Fig. 2 Accuracy by Task Learning epoch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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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ccuracy of Task A

Task A Acc (%)
method

Same Domain Different Domain

500 1.0K 1.5K 500 1.0K 1.5K

SGD 68.4 71.9 75.0 11.2 15.3 16.0

EWC 74.6 81.3 86.5 24.7 26.5 32.9

그림 2와 표 2의 결과를 통해 EWC를 적용했을 경우 

Task A의 학습 비율이 커질수록 Task B 학습 시 Task A
의 정확도가 약 8~12% 향상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
전 태스크의 학습 횟수가 많아질수록 망각 되는 정보가 

적어지지만, 정확도가 12% 상승한 것에 비해 반복한 학

습 횟수가 3배 많아지므로 비효율적이고 여전히 다른 

도메인에서 이전 태스크의 성능은 40% 이하로 나타난

다. 따라서 학습 비율을 줄이거나 늘리는 방법을 사용해

서 망각을 제어하기는 어렵다.
만약 그림 1 (b)처럼 정규화 강도를 15로 설정하는 대

신 더 큰 값으로 설정한다면 이전 데이터와 관련 있는 

매개변수의 변화에 더 큰 제약이 걸리게 되고 Task A의 

망각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EWC에서 

쓰이는 오차 함수를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이 식에서 는 이전 데이터의 중요도를 설정할 수 있

는 고정된 값이다. SI[6], AR1[8] 에서는 를 8.0e7, 
5.0e7, 3.4e7 와 같은 값으로 상황에 맞게 별도로 설정하

여 테스트한다.
그림 1의 (b)에서 사용한 데이터 중 망각현상이 두드

러지는 데이터에 대하여 를 더욱 크게 설정한 경우, 그
림 3 및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 3 Accuracy difference according to  (Mnist – Emnist 
(lowercase))

Table. 3 Accuracy difference

Task Acc(%)


A B

0 13.7% 92.2%

15 29.8% 88.4%

50 34.5% 87.3%

그림 3과 표 3의 결과를 통해 를 크게 설정할수록 

이전 데이터에 대한 정보 손실이 적어지는 모습을 보이

지만 현재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5%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값을 무조건 크게 설정하

는 것은 현재 학습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오차 함수의 변동이 

높아져 오차의 발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오차 발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Learning Rate를 낮

게 조정해야 하며, 이는 결국 매개변수가 학습되는 시간

이 늘어남을 뜻한다. 따라서 단순히 를 크게 설정하는 

방법보다 데이터에 맞게 적절한 값으로 설정하는 방법

이 필요하다.
만약 들어오는 데이터와 이전 데이터의 관계에 따라 

를 가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면 고정된 값을 쓰는 방

법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각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측정

하기 위해 출력층의 분포와 정확도의 차이를 계산하여 

치명적인 망각에 대한 위험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

한다. 만약 현재 데이터의 출력층의 분포와 과거 데이터

의 출력층의 분포가 서로 비슷하다면 오류의 역전파를 

통해 과거 데이터에 최적화된 매개변수 분포를 변화시

킬 확률이 높을 것이고, 이때 변화되는 크기는 오류의 

크기와 비례하므로 정확도를 오류 값으로 사용하여 위

험도를 계산한다. 본 논문에서는 계산된 위험도 값을 지

표로 사용하여 EWC의 Loss 함수에서 를 고정된 값이 

아닌 데이터 망각 위험도에 따라 가변적인 값을 갖도록 

수정하여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망각 위험도가 높은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가 들어오

게 되면 상관 계수와 정확도의 차이가 벌어지고 최적의 

값은 가파르게 증가한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바탕으

로 최적의 를 찾는 식을 구현하기 위해 먼저 상관 계수

와 정확도의 차이를 구하는 식을 계산한다.

   if   
 

(6)

   (7)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5, No. 1: 27-35, Jan. 2021

32

여기서 C는 상관 계수, A는 정확도, 는 이 둘의 차

이를 나타낸다. C가 음수 값(음의 상관관계)을 가질 때 

C값을 0으로 설정하는데 이는 상관 계수가 음수값일 때 

차이 값이 커지는 오류를 방지하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식이다. 값이 커질수록 망각현상이 크게 발생

하므로 를 이에 맞추어 증가하게 만들어야 한다. 표 3
의 결괏값을 보면 가 커지는 비율에 비해 Task A의 정

확도 상승 폭은 작게 관찰되고, 망각 위험도가 높을수록 

최적의 값은 가파르게 증가한다. 이를 토대로 값에 

대해 값을 선형으로 증가시키는 게 아닌 지수함수 그

래프와 유사한 상승 폭을 가진 식을 채택하였다.

 ln× (8)

값의 범위는 0~1 사이 값을 갖고, 는 0~∞사이의 

값을 갖는다(값이 1에 접근할수록 는 ∞에 수렴하는 

형태). 위 식에서 곱해준 는 얼마나 값이 급격하게 변

하는지 설정하는 값이다. 다음 실험에서 는 45로 설정

하였고 이때 가 0.5의 값을 가질 경우 는 약 30의 값

을 갖는다. 망각 위험도 계산에 필요한 상관 계수와 정

확도를 계산할 때 각 학습 데이터에서 일정 표본을 추출

하여 계산한다. 이때 계산 값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의 표본 개수를 1000개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우리

가 계산할 값은 가 커질수록 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표본을 추출할 때 상관 계수와 정확도의 차

이가 매우 작아야 한다. 따라서 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

한 표본의 개수를 정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들의 조합

에서 다양한 표본의 개수로 값의 표준편차를 계산하

였고 결과는 그림4 및 표 4와 같다.

Fig. 4 Standard deviation of   according to number of 
samples

Table. 4 Standard deviation of 
Samples 100 500 1000 1500 2000

Standard 
deviation 40.99 8.25 4.33 2.79 2.21

그림 4와 표 4의 결과에 따라 추출할 표본의 개수를, 
평균 표준편차의 변화량이 낮아지는 2000개로 설정한다.

Ⅲ. 실  험

3.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Mnist, Emnist 데이터 외에 Permuted 
Mnist 데이터를 추가하여 실험에 활용하였다. Permuted 
Mnist 데이터는 EWC 논문에서 사용한 실험 데이터 중 

하나로 Mnist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뒤섞어 새로운 학

습 데이터를 만든 것이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면 CL 환
경에서 인공 신경망의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12,13].
이 3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표 5, 표6과 같이 나누

어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같은 도메인을 

갖는 데이터들이 들어올 경우, 두 번째 실험은 다른 도

메인을 갖는 데이터들이 들어올 경우, 세 번째 실험은 

다른 도메인을 갖는 데이터들이 연속으로 들어올 경우

를 고려하여 실험을 구성하였다.

Table. 5 1st, 2nd Experimental Scenario

Task
Scenario A B

Same 
Domain

1.1 Mnist Permuted Mnist

1.2 Mnist Emnist(number)

1.3 Emnist(lowercase) Emnist(uppercase)

Different 
Domain

2.1 Mnist Emnist(uppercase)

2.2 Emnist(uppercase) Mnist

Table. 6 3rd Experimental Scenario

Task
Scenario A B C D

Continuous 
Different 
Domain

3.1 Mnist Emnist
(uppercase)

Emnist
(number)

Emnist
(lowercase)

Task A에서 학습 반복 횟수는 800번으로 설정하고 

그 외 태스크는 표 2의 결과를 참고하여 망각현상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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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할 수 있도록 비율을 높여 5000번으로 설정하였다. 
사용한 모델은 Stochastic Gradient Descent(SGD)이며, 
학습하는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Vanilla SGD)과, EWC
를 사용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신경망 구조는 784, 50, 
10개의 노드로 구성된 구조를 사용하였고, 고정된 값

을 가지는 EWC 모델의 는 15로 설정하였다. 이는 실

험에서 최적의 결과를 보인 값이다. Task A의 Learning 
rate는 0.1로 설정하였고, Task B에서 값이 50을 넘어

가는 경우 Loss 함숫값이 발산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Task A를 제외한 모든 Learning rate를 0.01로 설정하였다.

3.2. 실험 결과

3.2.1. Same Domain

Fig. 5 Same Domain Experiment Results

Table. 7 Calculation of   for Same Domain Experiment

Value
Scenario Std Acc 

1.1 0.6157 0.1125 31.48

1.2 0.9360 0.536 22.99

1.3 0.9388 0.526 23.96

Table. 8 Final Accuracy of Same Domain Experiment

같은 도메인을 갖는 데이터가 차례로 들어오는 일반

적인 NI 시나리오에서, 기존 EWC 방법은 SGD 모델보

다 망각을 잘 제어하는 모습을 보인다. 본 논문의 방법

으로 를 계산하였을 때 값은 다른 실험들과 비교하

여 낮은 값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앞서 실험했던 결과와 

같이 동일한 도메인을 갖는 데이터들은 분포 상관 계수

와 정확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

기 때문이다. 계산된 값을 적용하여 Task B 학습을 수행

할 경우 기존 EWC 방법보다 Task A의 정확도가 약 

0.01~1% 향상되었다. 하지만 큰 성능 차이는 보이지 않

는데 이는 기본 EWC 방법이 일반적으로 같은 도메인 

데이터에 대해 좋은 성능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

이다. 이 결과는 그림 5 및 표 7, 표 8에 보인다.

3.2.2. Different Domain
다른 도메인을 갖는 데이터가 차례로 들어오는 경우 

기본 EWC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망각현상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Incremental Domain 
Learning 환경 결과와 유사하다[7]. 계산된 값의 경우, 
같은 도메인을 갖는 데이터보다 훨씬 큰 값으로 설정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하

여 분포 상관 계수는 크게 나오지만, 도메인이 다르므로 

정확도가 매우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실험한 경우, 기존 EWC 방법보

다 Task A의 정확도가 약 4~24% 향상되었다. 이 결과는 

그림 6 및 표 9, 표 10에 보인다.

Acc (%)
Scenario Task A Task B Average

1.1

SGD 72.46 96.29 84.38

EWC 91.69 91.58 91.63

EWC* 91.81 91.29 91.55

Acc (%)
Scenario Task A Task B Average

1.2

SGD 76.41 97.42 86.92

EWC 81.14 92.08 86.61

EWC* 82.87 91.65 87.26

1.3

SGD 38.84 95.96 67.40

EWC 57.30 88.70 73.00

EWC* 60.10 88.13 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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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fferent Domain Experiment Results

Table. 9 Calculation of   for Different Domain Experiment

Value
Scenario Std Acc 

2.1 0.9081 0.1 74.29

2.2 0.8713 0.0935 67.68

Table. 10 Final Accuracy of Different Domain Experiment

Acc (%)
Scenario Task A Task B Average

2.1
SGD 13.24 95.65 54.45
EWC 28.62 88.64 58.63
EWC* 41.21 85.59 63.40

2.2
SGD 15.20 96.20 55.70
EWC 35.98 90.48 63.23
EWC* 45.31 86.84 66.08

3.2.3. Continuous Different Domain

Fig. 7 Continuous Different Domain Experiment Results

Table. 11 Calculation of   for Continuous Different 
Domain Experiment

Value
Scenario Std Acc 

3.1

A-B 0.9149 0.0985 76.28

B-C 0.9585 0.2155 61.15

C-D 0.8237 0.185 45.81

Table. 12 Final Accuracy of Continuous Different Domain 
Experiment

Acc (%)
Scenario Task A Task B Task C Task D Avg

1.1

SGD 15.37 71.4 11.6 94.1 48.1

EWC 41.4 55.6 36.2 82.1 53.8

EWC* 62.7 51.3 53.6 72.5 60.0

다른 도메인 데이터가 연속으로 들어오는 경우 평균 

최종 정확도가 기본 EWC 방법보다 약 7% 향상되었고, 
Task A의 정확도가 약 21% 향상되었다. 이 외에도 모든 

태스크의 정확도가 50% 이상의 값으로 다른 방법들보

다 전체적으로 향상된 모습을 보인다. 이 결과는 그림 7 
및 표 11, 표 12에 보인다.

Ⅳ. 결  론

Elastic Weight Consolidation(EWC) 방법은 기존 NI 
학습 방법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이 방법은 이전 

데이터에 맞춰진 매개변수 값들의 변동에 제약을 주어, 
이전에 습득한 지식을 보존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과거 

학습 데이터와 도메인이 다른 데이터가 새로 들어올 때 

성능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만약 이 현상을 완화

시키기 위해, 단순하게 정규화 강도를 높게 설정한다면 

학습 시간의 증가와 오차값의 발산과 같은 문제점이 발

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데

이터와 과거 학습한 데이터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망각의 위험도를 측정하고, 정규화 강도를 학

습할 데이터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3가지 시나리오(같은 도

메인, 다른 도메인, 연속적인 다른 도메인)에서 실험한 

결과, 같은 도메인을 갖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전 태

스크의 정확도가 약 0.1~3% 향상되었지만 큰 성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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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존 EWC 방법이 NI 학습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듯이, 본 논문의 방식도 같은 도메인 

데이터를 학습할 때 기본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기 때

문이다. 다른 도메인을 갖는 데이터의 경우 이전 태스크

의 정확도가 최대 24% 향상되었으며, 이는 이전에 학습

한 데이터와 현재 학습할 데이터의 관계를 파악하여 치

명적인 망각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 데이터에 대해 정규

화 강도를 높여 학습하는 방법이 효과적임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실제 환경에서 신경망 모델이 학습을 진행

할 때 마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다양한 도메인을 가진 

데이터들을 연속적으로 학습할 경우 이전 태스크들의 

정확도가 모두 50% 이상을 보였고, 평균 정확도가 약 

7% 향상되었다. 이 결과는 본 논문의 방식으로 도메인

이 다른 데이터들이 연속으로 들어오는 CL 환경에서 신

경망의 학습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 준다. 
과거 학습 데이터만 고려하는 기존의 EWC 방법의 경

우, 임의의 정규화 강도를 설정, 반복하여 최적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했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을 이용하면, 학습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변적으로 정규화 강도를 설정할 수 있고,이를 이용하

여 인공 신경망이 CL 환경에서 망각현상을 억제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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