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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술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사용자 데이터
의 프라이버시를 보존할 수 있는 연합학습이 등장하였다. 제한된 통신대역폭, 디바이스의 컴퓨팅 능력은
연합학습에서의 장애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한
다. 이는 모델 데이터의 무결성, 투명성 등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보호하며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등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해 네트워크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합
학습에 참여하는 사용자 디바이스를 블록체인 노드의 address로써 인지하여 선택하며 로컬 정확도를 모델
통합과정에서 가중치로 적용하여 안정적이고 빠른 모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1. 서

하고 처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는 프라이버시

론

센서(sensor) 네트워크와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과

(privacy) 문제에 민감하여 모델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과 사물끼리의 통신이 가능해짐에 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 Internet of Things(IoT)

라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1]. Cisco의 예측

등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기기는 각 기기 내에서 모델을

에 따르면 2020년에 500억 개의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

학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컴퓨팅 능력을 갖게 되었다.

될 것이라고 한다[2]. 증가한 데이터의 양은 인공지능기술

이에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privacy)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합학습(federated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

따라

[5]는

모델

학습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learning)을 제시하였다.

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

연합학습은 중앙 서버에서 각 디바이스에 모델을 보내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딥러닝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고 각각의 디바이스는 자신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디바이

신경망이다. 신경망은 input units, multiple hidden layers,

스 내에서 모델을 학습시킨다. 학습된 모델은 중앙 서버

output units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ataset을 input으로 분

에 의해 통합된다. 연합학습에 참여하는 사용자의 수는

류, 인식, 예측 등의 결과가 output으로 나오게 된다[3]. 딥

수 천, 수 만대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같은 시간대에 엄

러닝은 이러한 신경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미지 분석,

청난 수의 사용자가 연합학습에 참여하여 모델을 전송하

음성인식, 문자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

고 전송받기 때문에 네트워크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다.

으며 캐싱(caching), 자원할당 등 네트워킹 분야에서도 적

네트워크 과부하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

용되고 있다[4].

는 모델이 목표정확도에 빠르게 수렴하는 것이다. 연합

전통적인 모델학습은 높은 컴퓨팅 능력을 요구하므로

학습의 또 다른 문제점은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원

충분한 컴퓨팅능력을 가진 중앙서버에서 데이터를 수집

을 사용해가며 학습에 참여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이
다. 이에 본 논문은 블록체인 기반의 연합학습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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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형 딥러닝 모델생성 플랫폼) Dr. CS Hong is the corresponding author.

다. 기존의 연합학습은 학습에 참여할 노드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오직 데이터의 양만을 고려하여 학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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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방법은 연합학습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를 블록

여한 노드 중 일부에게 전송하기 위해 트랜잭션

체인 노드의 고유 주소로써 구별하고 최적으로 선택하며

(transaction)을 발생시킨다.

로컬 정확도를 연합학습의 가중치로 사용하여 목표 정확

(2) 발생된 트랜잭션은 채굴자(miner)에 의해 채굴되고
블록화 되어 체인에 저장된다.

도에 빠른 수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시킨다. 또한 블록체인의 암호 화폐를 인센티브로

(3) 모델은 각 노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각의 노드에

써 학습 참여자들에게 제공하여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서 학습하고 학습된 모델과 test dataset으로 평가한

모델 데이터의 무결성, 투명성을 보장한다.

accuracy를 node1에게 전송하기 위해 트랜잭션을 발
생시킨다.
(4) 발생된 모든 트랜잭션(각 node들에 의해 학습된 각각

2. 관련연구

의 모델)은 채굴자(miner)에 의해 채굴되고 블록화 된

2.1블록체인(blockchain)

다.

블록체인기술은 비트코인과 함께 [6]의 저자에 의해 처
음 제시되었다. 모든 거래는 블록으로 저장되며 각 블록

(5) node1은 개별 학습된 모든 모델을 로컬 정확도를 가
중치로써 모델통합을 한다.

은 이전 블록의 해쉬(hash)값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된 모든 블록은 중앙 서버가 아닌

(6) (1) ~ (5)을 원하는 모델 정확도가 나올 때까지 반복
한다.

Peer to Peer(P2P)방식으로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모든
참여자 디바이스에 저장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블록체인

(7) 채굴자(miner)가 채굴을 통해 얻은 인센티브 중 일부

의 거래장부 무 결성, 투명성 등을 보장하여 위, 변조 될

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한 사용자순으로 적절히 분배

수 없다.

한다.
로컬에서 학습된 모든 모델은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데
이터 무결성 성격을 가진다.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블록

3. 제안사항
블록체인 기반 연합학습은 그림 1과 같이 구성되어 있

에는 딥러닝 모델, 모델을 보내는 노드의 주소, 모델을

다. 각 node는 모델학습이 가능할 정도의 컴퓨팅 자원을

받은 노드의 주소 등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가지고 있는 말단 디바이스로써 스마트폰, IoT 디바이스

(7)에 의해 사용자(node)는 학습에 참여한 대가로 인센티

등이 될 수 있다. 모든 node는 채굴자(miner)가 될 수 있

브를 얻게 된다.

다. 합의 알고리즘으로 작업증명(proof of work)[5]을 선

본 논문에서는 (1)과 (5)에 각각 학습참여노드 선택 방

택하였다. 그리고 node1을 특정 모델을 학습시키고자 하

법, 로컬학습 정확도에 따른 가중치 적용방법을 제시한

는 사용자로 가정하였다. 그림 1은 블록체인 기반 연합

다. 기존의 연합학습과 달리 블록체인환경에서는 노드를

학습 구상도에 대한 설명이다.

블록체인 주소로써 정확히 인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드의 학습 참가 횟수는 노드의 블록체인 주소로써
node1에서 카운트 된다. 학습참여 노드 선택 방법은 다
음과 같다.

표 1. 변수 정의
Notion

Description




a fraction of participant nodes





number of

a fraction of candidate
connected to blockchain.

 th

nodes

which

node’s data set

number of all node’s data set
weight of deep learning model

블록체인에 참여한 전체 노드 중 학습에 가장 조금 참
여한 노드들 중 비율  만큼의 노드를 학습참여 후보로써

[그림 1] 블록체인 기반 연합학습 구상도
(1) 먼저

node1은

학습시키고자

하는

모델과

선택한다. 학습참여 후보 노드 중 비율  만큼의 노드를
로컬

accuracy를 측정하기 위한 test dataset을 학습에 참

선택하여 학습시킨다. 이에 따라 노드의 학습참여 빈도
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된다. 노드들의 공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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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참여는 안정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학습속도를

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이 기존 연합학습보다

향상시킨다. 파라미터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2배 이상 더 빠른 학습이 가능하며 이는 제한된 대역폭

기존 연합학습은

①식과 같이 모델통합과정에서 각 노

미한다.

드의 데이터 크기만을 고려하였다.


   ←



  



에서 노드 간 통신횟수를 2배 이상 줄여준다는 것을 의

①




하지만 제시된 블록체인 기반 연합 학습은 로컬학습 정
확도를 통합모델에 적용한다. 로컬학습 정확도를 측정하
기 위해 로컬 노드는 node1에 의해 보내진 test dataset
을 이용하고 학습된 모델과 함께 node1에게 보내진다.
node1은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②식을

활용하여 모델을

통합한다.  는 학습에 참여한 노드의 n번째 로컬학습
정확도이다. node1에 전송된 모든 로컬모델은 node1의

그림 2. 제시된 방법과 federated
learning의 학습 당 정확성 비교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여 자신이 보유한 train data set에

표 2. 도달 accuracy round

의해 정확도가 측정된다. 모든 로컬 모델 정확도의 합은










이다.

accuracy
fed_avg
proposed method



   ←



   



②




85
112
30

86
124
37

87
149
45

88
184
62

89
232
88

90
327
132

91
497
217

92
371

5. 결론
본 논문은 블록체인 기반의 연합학습 환경에서 모델의

로컬 정확도 가중치 적용방법은 기존 연합학습보다 빠

목표 정확도의 빠른 수렴을 위해 학습 안정성 및 정확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노드 선택, 로컬 모델의 정확도

른 학습속도를 보인다.

를 가중치로써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블록
체인의 데이터 무 결성, 투명성 등을 보장하고 학습참여

4. 성능평가
본

논문은

학습

데이터

셋으로

MNIST

데이터를

non-iid [5], massively distributed, unbalanced 환경으로

에 대한 효율적인 인센티브와 더불어 기존 연합학습이
비해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

사용하였고 training data 6만개, test data 9천개 로컬 학
습 accuracy를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 1천개로 구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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