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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ollaborative Filtering(CF)은 사용자들의 선호도 유사성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선호도를 예측 및 추천
하는 방법이다. Artificial Intelligent(AI) 이전에는 행렬분해(Matrix Factorization)기법을 사용하여 CF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최근 AI의 발전으로 CF문제를 딥 러닝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굉장
히 많아졌다. 특히 Variational Autoencoders(VAE)는 CF문제에 효과적으로 접근하여 좋은 성능을 내고 있
다. 하지만 VAE를 학습시키려면 사용자들의 해당 컨텐츠(Contents)에 대한 선호도 데이터가 있어야한다.
선호도 데이터는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생성되기 때문에 생산적이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또
한 AI의 예측 및 알고리즘의 사용자 감정분석을 통한 선호도 예측 데이터는 프라이버시(privacy)에 굉장히
민감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완벽히 보존하면서 VAEs를 학습시키는 연합학습
(Federated Learning)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사용자, 엣지(edge), 중앙서버 모두가 학습에 참여하는 이 방
법이 선호도 데이터 특성상 기존 연합학습 방법이 학습시키지 못하는 VAE를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
다는 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연합학습 방법을 추가로 제시한다.

1. 서

론

최근 딥 러닝을 주축으로 AI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다. 특히 기존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되던 행렬분
해(Matrix
Factorization)기법[1]을
VAE(Variational
Autoencoders) 라는 딥 러닝 기법으로 대체한 결과 사용
자의 선호도 예측 및 추천 성능이 월등히 높아졌다[2].
이 딥 러닝을 학습하려면 기존에는 중앙 서버에서 사용
자들이 직접 매긴 선호도(예를 들어 1 ~ 5점)를 수집하고
중앙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학습방법은
사용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소비한 컨텐츠
(contents)에 대해 선호도를 매겨야 한다. 대부분의 사용
자들은 컨텐츠를 소비만 할 뿐 선호도를 매기지 않는다.
이는 데이터 생산의 한계를 나타내며 동시에 가능성을
나타낸다. 만약 음성인식, 글자인식 및 영상 인식을 통해
사용자가 소비한 컨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예측
할 수 있다면, 또한 프라이버시(privacy)에 굉장히 민감한
예측정보의 유출 없이 딥 러닝을 학습 시킬 수 있다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면서 무한한 데이터의 학
습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보존하면서 UAV, Base station등 과 같은 엣지(edge)에서
딥 러닝 학습이 행해지고 중앙 서버에서 통합하는 연합
학습(federated learning) 기반의 VAE를 제시한다. 이는
기존의 클라우드(cloud) 중심의 학습방법이 아닌 사용자,
엣지, 클라우드가 모두 참여하는 학습 방법이다.
사용자 선호도 예측을 위한 VAE의 input 데이터는 각
사용자의 컨텐츠 선호도로써 각사용자가 보유한 데이터

개수는 한 개이다. 사용자의 데이터가 한 개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합학습 방법은 VAE를 제대로 학습 시킬 수 없
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VAE 학습을 위한 연합학습 방
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2. 관련 연구
2.1 연합학습
연합학습은 사용자 데이터 유출 없이 딥 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중앙 서버에서 딥 러닝 모
델을 사용자 단말에 보내고 사용자 단말에서는 자신의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킨다. 이후 각 사용자 단말에서
학습된 모델은 중앙에서 통합된다. 다음 식은 통합모델
에 대한 식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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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의 조건은 연합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
(1) Non-IID : 사용자들은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기 때
문에 자신만의 고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2) 데이터의 대량 분포 : 학습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
자들의 데이터는 각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평균보다 훨씬 많다.
(3) 불균형 : 각 사용자가 보유한 데이터의 양 차이는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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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한된 통신 환경 : 학습 참여자들의 통신환경에

는 학습 과정으로써 사용자단말의 데이터는 유출되지 않

따라 통신이 끊기거나 느려질 수 있다.

는다. 에지는 컴퓨팅 능력을 가지고 사용자 근처에 존재
하며 무인항공기, 기지국 등이 될 수 있다. VAE의 인풋

[3]에서는 변수  ≤  ≤  를 이용하여 연합학습 한번

데이터이자 각 사용자의 데이터 개수는 1개이다.

실행 시 전체사용자 ∗  만큼의 사용자만이 학습에 참여하
도록 하였다. 예로 들어 전체 사용자는 5명이고    라
면 연합학습에 한번에 2명의 사용자가 학습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①에 의해 모든 사용자(파란 점)의 모델들
이 통합되게 된다. 이는 전체사용자의 수가 참여사용자
의 수보다 많을수록 학습이 느려진다.
[4]은 Non-IID와 데이터의 대량분포, 불균형을 고려하
여 연합학습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모델 통합과정에서
최근에 학습된 모델일수록 더 큰 가중치를 더해줌으로써
(그림 1에 4번째 연합학습에 참여한 사용자 3, 5가 가장
큰 가중치를 가짐) 빠른 정확도 수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림 1. System Model

방식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모델의 과 적합

그렇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의 weights를 통합하는 일

(overfitting)위험이 굉장히 크다.

반적인 연합학습 방법으로는 VAE를 학습시킬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 단말로 전송된 VAE 모델은 사용자 데이

2.2 Variational Autoencoders
VAE는 최근 협업필터링에서 사용되는 딥러닝 기법중

터를 통해 손실을 계산(식 ②)하고 각 사용자 단말에서

하나이다. 이 딥 러닝은 인풋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된 손실은 에지에서 평균이 계산된다. 계산된 평균

이용하고 노이즈를 더해줌으로써 사용자들의 연관성을

은 중앙 서버에 전달되고 중앙에서 ①에 의해 통합된다.

모델이 학습하고 모델의 아웃풋은 사용자의 컨텐츠 선호

이러한 과정을 통해 VAE 모델은 사용자 데이터 유출 없

도가 된다. 다음의 식은 VAE의 손실함수로써 [2]은  라

이 학습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존할 수

는 어닐링(annealing) 변수를 추가하여 정확도를 높였다.

있다. 본 논문은 제시된 VAE를 위한 연합학습 방법에 추

   ≡     log      ∙     

가 전략을 더 제시한다.

②

2.3 연합학습기반 협업필터링
[5]은 하이브리드 필터링(hybrid filtering)을 위해 오토
인코더를 연합학습 기반으로 학습시켜 컨텐츠 캐싱의 효
율을 높이는 연구를 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은 연합학습
방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고 데이터가 중앙 서버에
서도 학습되어 완벽한 프라이버시 보존이 불가능하다.

그림 2. 연합학습과 제시된 방법들의 학습과정

3. 제안사항
그림 1은 VAE 모델을 연합학습 기법으로 학습하는 과

그림 2의 초록색 점은 에지들이 받은 초기 모델들이며

정을 보여준다. 중앙 서버, 에지, 사용자가 모두 참여하

빨간 점은 과거 학습된 모델들이고 파란 점은 가장 최근
에 학습된 모델들이다. 전통적인 연합학습은 모든 모델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
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5-0-00557, IoT 기기의 물리적 속성, 관
계, 역할 기반 Resilient/Fault-Tolerant 자율 네트워킹 기술 연구) 또한 이 논문
은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9-0-01287, 분산 엣지를 위한 진화형 딥러닝 모델생
성 플랫폼). *Dr. CS Hong is the corresponding author

을 통합하며(FedAvg) (1), (2) 방법은 아래에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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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학습에 참여한 에지의 모델만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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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면 3-(2)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다.

     
 ≠   



(2) 과거에 학습에 참여를 한 이력이 있는 엣지의 모델
과 현재 학습에 참여한 엣지의 모델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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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림 4. 제시된 방법들과 전통적인 FedAvg 방법의 Recall@50

표 1. 100번의 연합학습 결과

  ≠     
     

Conventional
FedAvg
Proposed
Method (1)
Proposed
Method (2)

4.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는 MovieLens 20M Dataset을 사용하였다.
엣지의 개수는 100개이다. 각 에지들은 서로 다른 수의
사용자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림 3은 각 에지에 연결된

NDCG@100
0.3979

Recall@20
0.3636
Over fitting
0.3810

0.4115

Recall@50
0.4987
0.5150

사용자의 수를 나타낸다. 총 116677개의 학습 데이터
(trainning data)를 100개의 엣지에 균등랜덤하게 분배하

5. 결 론

였다. 그림 3을 통해 우리는 2.1의 (1), (2), (3)의 조건을
만족시키고자 하였다.

협업필터링을 위한 연합학습은 기존에 제시된 연합학
습 방법으로는 딥 러닝을 학습시킬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엣지, 클라우드가 모두 참여하여
VAE를 학습시키는 연합학습 방법을 제시한다. 제시된 방
법에 추가로 통합 전략 2가지를 설명한다. 이 2가지 방
법 모두 전통적인 연합학습 통합방법보다 빠른 학습이
가능하다. 모델의 빠른 수렴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3-(1)
방법을 모델의 높은 정확도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3-(2)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킨다면 더욱 빠른
연합학습이 가능하다.

그림 3. 각 에지에 연결된 사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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