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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빅 데이터의 활용이 증가되었지만 이로 인해 머신 러닝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한 해결해야할 과제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따라 초래되는 문제들 중 학습 데이터가 많아질 경우의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수정 대

신 병렬 처리 기반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Alternating Direction Method of Multiplier(ADMM) 알고리즘을 소개

하고 ADMM 기반의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병렬 학습 시스템 최적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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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과거 인간의 뉴런의 정보처리 방식을 참고한 신경망 형태의 병렬 

처리기법을 시작으로 딥러닝, 머신러닝 등이 발전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머신러닝에서의 문제에 요구되는 다양한 제약 조건들 

중 이를 처리하기 위한 최적화의 방법 중 하나로 Alternating Direction 

Method of Mulitplier(ADMM)를 제시한다[1]. ADMM은 선형 

제약조건을 효과적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병렬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도 사용된다. ADMM은 기존의 문제를 보다 최적화하기 쉽게 부분적

으로 문제를 나눈 후 다시 결합하여 복잡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사 알고리즘이다[2]. 본 연구에서는 제약이 없는 일반적인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기존의 연구되어진 ADMM은 머신러닝 뿐만 아니라 딥러닝 분야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지며 범용적인 딥러닝 방법의 분산처

리를 위해 활용되었고[3], 대표적으로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방법에서 필터, 채널, 레이어 층의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4]. 또한 분산 뉴럴 네트워크 학습과 같은 여러 

병렬 학습 접근 방식으로도 사용되었으며 이와 같은 복잡한 노드간의 

연결 그래프 구조를 갖추고 있을 적용할 수 있다. 병렬 학습 시스템 

최적화 방법에 대한 최근 동향들은 Hadoop 기반의 Skytree와 Mahout 

등이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ADMM

1.1 병렬 학습 아키텍처

학습 방법에서 분산, 병렬 모두 업무 처리 속도의 증가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ADMM

의 병렬 학습 시스템은 기존의 분산 시스템으로 사용 되었던 목표와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된 병렬 연산은 

다른 하위 작업들의 방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차별성을 갖는다. Fig 

1은 본 논문의 기본으로 사용되는 병렬 학습 아키텍처이다.

Fig. 1. 병렬 학습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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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프로세서들은 모든 머신러닝 모델의 변수들을 읽고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의 결과를 통해 변수의 업데이트를 효율적으로 

스케줄링 하게 되며 머신러닝의 학습 속도를 향상시킨다.

1.2 기본 원리

먼저 ADMM은 결합 된 제약 조건을 가지고 최적화 문제를 순차적

으로 분해하는 고전적인 방법이다. Convex 최적화 방법을 사용하여 

증강 라그랑지에 법칙을 기반으로 수식 화 되어 진다. 여기서 ADMM

은 분할을 위한 함수로 ,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개의 병렬로 

나누어진 프로세스들과 의 데이터들을 의미하는 다음 식을 최소화하

기 위한 변수로  를 설정하고    라는 식을 

정의 한다. 설정되어진 식은 제약이 있는 최적화 문제와 동일하게 

사용되어진다.  아래의 수식은 증강된 라그랑지에 법칙에 의거한 

수식이며 변수 값 와 를 라그랑지에 법칙을 사용하여 동시에 

업데이트해야 함을 의미한다.

 

     


║ ║





여기서 는 고정된 상태에서 를 최소화 한 후 최적화하기 때문에 

를 분할할 수 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제안된 ADMM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병렬 학습 패러다

임의 초기 단계인 하위 모델의 최적화 문제를 공식화 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병렬 프로그램을 구현시키고 Distributed deep Neural 

Network(DNN) 훈련에 대해 텍스트 분류와 손으로 쓴 숫자들의 

인식, 자연어 처리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실험을 

통한 수치 결과는 수렴 속도와 최적화 결과 측면에서 효율성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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