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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lgorithm that applies a different variable lambda to each loss value to solve the

performance degradation caused by domain differences in LwF, and show that the retention of past knowledge is

improved. The lambda value could be variably adjusted so that the current task to be learned could be well 

learned, by the variable lambda method of this paper. As a result of learning by this paper, the data accuracy 

improved by an average of 5% regardless of the scenario. And in particular, the performance of maintaining past

knowledge, the goal of this paper, was improved by up to 70%, and the accuracy of past learning data increased

by an average of 22% compared to the existing LwF.

요  약

본 논문에서는 LwF에서 도메인 차이에 따른 성능 하락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손실값에 각각 다른 가변람다를 적용하는 알고

리즘을 제안하여, 향상된 과거 지식유지가 이루어 지게 한다. 이 지식 전달 기반의 방법을 LwF와 접목하여, 과거 학습 태스크의 지

식 유지 성능을 강화하였다. 가변 람다 방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현재 학습할 태스크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람다 값을 가변적

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제안 방법을 적용하여 학습한 결과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평균 5% 정도 데이터의 정확도가 향상

하였고, 특히 본 논문의 목표인 과거 지식을 유지하는 성능이 최대 70% 가까이 개선되었고, 과거 학습 데이터의 정확도가 기존 

LwF 대비 평균 22%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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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속적 학습환경에서 치명적 망각 현상[1-10]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중에 LwF(Learning without Forgetting) 

[11]가 있다. LwF는 과거 데이터로 학습했던 모델의 출

력 값을 유지하여, 과거 학습 데이터의 지식을 우회적으

로 보존하여 사용한다. LwF는 과거 네트워크 출력을 유

지하여 과거 데이터와 관련된 가중치의 변화를 우회적으

로 억제하지만 도메인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가중치의 변

화가 점점 심해지므로 성능의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성능 하락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식

전달(Knowledge Transfer) 방법을 접목한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특히 이 가운데, AT(Attention Transfer)[12] 

방법을 이용하여 Teacher가 Student에게 학습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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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집중해야할 특징(Attention)을 전달함으로써 Student

가 학습 데이터를 더 잘 학습할 수 있게 돕는 방식을 대

상으로 한다. AT는 컨볼루션 레이어의 출력을 사용하여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집중하는 부분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때 상위 레이어부터 하위 레이어까

지 다양한 레이어들의 출력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부터 

낮은 수준까지의 표현 정보를 사용한다. 이러한 정보를 

가진 Teacher 네트워크에서 작은 규모의 Student 네트

워크로 정보를 전달하여 Student 네트워크가 Teacher 

네트워크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본 논문

의 네트워크는 이전 태스크의 학습정보를 Teacher 

Network로 사용하고, 학습된 것을 넘겨받는 Student 

Network를 다음 태스크로 설정한 변형된 모델을 이용

한다.

LwF는 말단의 일부 정보를 유지하여 과거 학습정보를 

유지하려는 방식이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중간 가중치 

값은 새로운 태스크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경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학습이 계속 진행되면서 망각으로 이어지

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네트워크에, 유사하지만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려고 하는 본 논문과 같은 

지속적 학습 환경에서는, 이전의 학습정보를, LwF가 보

존하는 데이터까지 적절하게 잘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AT를 적용한 LwF에서 

효율개선을 다룬다.

LwF는 이전에 학습한 데이터와 현재 학습할 데이터가 

유사할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유사하지 않은 경

우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11]. 사전 학습된 

데이터와 유사도가 떨어질수록, 사전 학습 데이터의 성

능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정규화 강도인 값을 각 연구 모델에 맞게 적절한 상수

값으로 설정하여, 태스크간의 유사도 정보를 직접 설정

하여 이용하고 있다[4]. 일반적으로 값이 큰 경우 과거 

태스크의 성능이 높아지고 현재 태스크의 성능은 낮아지

게 된다. 따라서 이전에 학습된 데이터가 제대로 인식되

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확도 하락을 막기 위해 값을 크

게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값이 커질수록 

현재 태스크의 성능은 반대로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지

속적 학습환경과 같이 이미 학습된 네트워크에 새로운 

태스크가 추가되어 학습되는 경우는, 하나의 상수로 그 

값을 정해서 사용할 경우 학습결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다. 따라서 각 모델에 맞는 적절한 값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LwF에서 적절한 값을 설정

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많이 연구되어 있

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하려는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한뒤, 과거 지식의 망각 위험이 큰 데이터인 

경우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해 과거 태스크들의 

지식을 보존하고, 망각 위험이 적은 데이터인 경우 가중

치를 낮게 설정해 현재 태스크들의 지식 습득에 우선을 

두는, 가변 람다 방법을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

분 개선할 수 있다.

지속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LwF에 지식전달의 방법을 

적용하면, 이전 태스크에 대한 학습결과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망각현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정규화 강도를 가변적으로 사용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손실값에 대해 효

율적인 조절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기반이 되는, 지식전

달을 이용한 LwF 방법에서는 지식전달 부분에서도 손실

값이 생기고, LwF 부분에서도 별도의 손실값이 생기게 

된다. 이들은 최적의 값이 각각 적용되어야 학습 정확

도가 떨어지는 비율을 개선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AT 방법을 이용한 LwF모델에서, 학습과정에서 발생하

는 여러 손실값들을 정의하고, 고정된 상수값과, 복잡도 

및 유사도에 따른 가변적인 정규화 강도값의 최적의 조

합을 실험에 의해 조사한 뒤, 이를 위한 적용 방법을 제

안하고 그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Ⅱ. 본론

2.1. 관련연구

가변 람다는 과거 출력 분포를 유지하는 강도를 조절

하는 정규화 강도인 값을 학습 환경에 따라 조절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기존 LwF에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2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유사도 

측정으로 신경망의 활성화 출력값을 이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데이터를 입력해 출력된 값

들을 비교하여 상관 계수를 측정하고 이 측정값을 유사

도로 설정한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복잡도 측정으로 

Warm-up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새로운 데이터로 

Warm-up 과정을 거치고 정확도를 측정한 후 이전 태

스크의 정확도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게 측정되면 복잡

한 데이터, 비슷하거나 약간 낮게 측정되면 단순한 데이

터로 판별하게 한다. 이렇게 측정한 유사도와, 복잡도를 

사용하여 최적의 값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가변 람다 방법에서 학습되는 첫 번째 태스크는 기본 

LwF 구조를 기반으로 수행되며 태스크 2 이상부터 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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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다를 적용하여 학습을 수행하게 한다. 새로운 태스크

를 학습하기 전 상관계수 측정을 위한 전 네트워크의 출

력값을 측정하고 Warm-up과정을 수행하여 복잡도 측

정을 위한 현재 태스크의 정확도를 측정한다. 이후 적합

한 값을 측정하여 학습에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전달 방법인 AT방법을 적용한 

LwF 모델을 이용하며, 여기에서 망각현상 완화를 위한 

가변람다 적용방법을 제안하고, 이에 의한 학습결과 망

각률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식 전달을 LwF에 

적용하기 위해 변경된 LwF 모델 구조를 이용하고 있다. 

기존 LwF는 과거 태스크의 출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태스크를 사용해 학습을 진행한다. 그러나 지식 전달을 

적용한 LwF는 Teacher, Student Network 구조를 통

해 가중치가 고정된 Teacher Network의 출력을 사용

하여야 한다. 지식 전달 방법중 AT를 적용한 LwF의 손

실함수는 (1),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 ∥ (2)

은 기존 LwF의 손실함수인 와 AT의 손실함수

인 로 이루어져있다. 에서  는 Teacher, 

Student Network가 학습 이미지 를 입력으로 받아 출

력하는 중간 레이어의 값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

존의 일반적인 AT방법과 달리 N-Channel의 특징값을 

Point-wise하게 평균을 이용하지 않고 (2)의 수식으로 

를 이용한다. 채널 기준으로 평균을 내는 방법은 출력 

결과가 가진 많은 정보들을 제거하게 되므로, 과거지식 

유지 성능이 명백하게 떨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수식을 사용하여 Teacher와 Student 출력의 차이를 줄

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시킨다.

2.2. 손실함수 제어를 위한 람다값 조절

기존 LwF의 손실함수는 수식 (3)과 같다. 


는 모델의 출력 분포를 유지하기 위한 손실함수 값이다. 

는 이전 태스크로 학습된 모델에 새로운 태스크를 입

력하여 만들어낸 출력 분포이고 이 값을 모델의 출력 

의 목표로 설정하여 과거 출력 분포를 유지하게 한다. 

는 현재 태스크를 위한 Cross Entropy Loss 

함수이다. 는 L2 정규화 값, 는 이전 태스크에 대한 

정규화 강도이다.

   
  (3)

기존 가변 람다 방법은 수식 (3)과 같이 LwF 손실값에 

가중치 값 가 존재하여 이 값을 조절하여 학습 상황에 

최적화된 값을 설정한다. 하지만 본 논문의 학습모델은 

이전 태스크에 대한 지식 전달부분과 LwF가 가지는 손실

이 모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손실함수만으로 

제대로 된 학습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수식 (4)와 같이 지식전달 기반 방법의 지식전달 

손실이 추가된 손실 함수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가변람다 제어는 이 손실함수를 학습이 진

행되는 태스크의 복잡도와 유사도에 맞게 조절하게 된다.

    (4)

수식 (4)의 손실함수에 람다값을 다양하게 적용해서 

실험해보면, 이 값에 의한 학습유지율에 많은 차이가 난

다. 따라서 수식(4)에 가변람다값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

용된 결과는 수식 (5)와 같이 정의된다. 

  ∙  (5)

수식 (5)는 두 가지의 손실값에 같은 람다값을 적용하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경우, 지식전달과 LwF의 학

습 특성에 상관없이, 동일한 값이 두군데 모두 적용하게 

되어 람다값의 범위에 따라 과거 지식 유지 정도가 완전

히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람다값을 각 손

실값에 별도로 적용하여 최적의 학습유지 결과가 나오게 

조절하였다. 적용하는 손실함수는 수식 (6)과 같다.

   ∙  ∙ (6)

수식 (6) 의   는 각각 LwF 손실, KT 손실에 적

용된 가중치 값이고, 는 수식 (3)에 정의된 것과 같다.

각 손실값에 적용되는 상수값의 차이에 따라 AT가 적

용된 LwF의 학습정확도를 확인한 실험 결과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손실함수의 두 구성요소가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LwF 손실의 비중이 높은 손실(     ), 동일한 

비중의 손실(     ), KT 손실의 비중이 높은 

손실(     )이 그것이다. 1과 15는 임의의 숫

자이며,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한 값들은 대부분 이 범위 

내의 상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 실험에서는 동일한 모델

에서 동일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학습될 때, 적용되는 

정규화 강도에 따라 학습정확도가 얼마나 다르게 유지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학습되는 태스크가 늘어나면

서, 적용되는 정규화 강도값이 달라도 학습정확도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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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없다면, 정규화 강도값를 다양하게 변화시켜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적용되는 정규화 강

도값의 적용에 따라, 학습정확도가 달라진다면, 효율적인 

정규화 강도값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험은 표 2에 나타낸 2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하

였다. 시나리오 1은 상대적으로 복잡해지는 순서이고, 

시나리오 2는 상대적으로 단순해지는 순서로 데이터셋을 

나열하였다.

(a) Scenario 1

 

(b) Scenario 2

Fig. 1. Accuracy difference according to weight ratio in 

AT applied LwF.

그림 1. AT적용 LwF에서 가중치 비율에 따른 정확도차이

그림 1에서, LwF loss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전체적으

로 좋은 성능을 보이고 KT loss의 비중이 높은 loss는 

시나리오 2에서 과거 학습 데이터의 지식 유지에 상대적

으로 어려움을 보인다. 동일한 비중의 loss는 앞 두 방법

의 중간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 AT방법을 추가하는 

것은 과거 데이터 지식 유지에 분명히 도움이 되며, 특히 

학습 순서가 복잡한 데이터에서 단순한 데이터로 진행되

는 경우에는 효율이 크다. 그러나 그림 1의 실험결과에

서 보듯이 LwF 손실보다 큰 비중을 두는 것은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과거 학습결과의 망각현상 완화

를 위해서는 데이터 유사도에 따라 각 손실값에 각각 다

른 가변람다값을 알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2.3. 가변람다 적용방법

본 논문에서 가변람다가 적용되는 곳은 KT부분에서 

발생하는 곳과 LwF에서 발생하는 곳 두 군데이고, 태스

크의 데이터 유사도에 기반하고 있다. 그림 1에서 가중

치 변화에 따라 학습결과 유지도가 크게 바뀌는 것을 확

인하였듯이, 람다값의 적용은 두군데 모두에서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복잡도와 유

사도에 따라 기본 람다값을 측정하고, 이것을 태스크의 

변화에 따라 이동평균을 적용하여 값을 제어한다. 이를 

위한 알고리즘은 표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Training Algorithm of This Paper.

표 1. 본 논문의 학습 알고리즘

Require: Dataset,   
    , , , C1, C2

   Teacher Network: 𝑻𝒆𝒂𝒄𝒉𝒆𝒓,
   Student Network: 𝑺𝒕𝒖𝒅𝒆𝒏𝒕
for each Task       do
  if    then 
    Train the using normal cross entropy loss
    Calculate Task 1 accuracy and 
              network activation value A1

  else
    Copy 𝑺𝒕𝒖𝒅𝒆𝒏𝒕 to 𝑻𝒆𝒂𝒄𝒉𝒆𝒓
    Make output layer for Task 𝑡 on 𝑺𝒕𝒖𝒅𝒆𝒏𝒕
    Do warm-up process
    Calculate Task 𝑡 accuracy 𝑎𝑐𝑐𝑡 and 
              network activation value 𝐴𝑡
    Calculate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

    if    ×    then

       𝜆1 = ln×

       Calculate New 𝜆2 using Previous 𝜆2
    else 
       𝜆2 =  ln×

       Calculate New 𝜆1 using Previous 𝜆1
  Train the 𝑺𝒕𝒖𝒅𝒆𝒏𝒕 using LwF
  Update  , 

먼저 첫태스크의 경우는 태스크를 학습하며, 다음 태

스크에서는 새로운 학습을 하기 전에 전 네트워크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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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enario 1

(b) Scenario 2

Fig. 2. Comparison graph of experimental results between 

LwF with AT and conventional LwF.

그림 2. AT가 적용된 LwF와 기존 LwF의 실험결과 비교 그래프

력값과 새 태스크의 웜업결과를 비교하여 태스크 정확도

를 측정한다. 이 정확도에 따라 상관계수와 데이터 변화

율정도를 조절하여 새로운 태스크를 위한 람다를 정한

다. 이 람다는 새로운 태스크가 생길때마다 새롭게 계산

하며, 급격한 변화를 막고, 추세에 따라 적용하기 위해 

이동평균을 이용한다. 이 데이터 복잡도와 유사도에 따

라 KT와 LwF 부분의 시작값과 증감방향 그리고 증감비

율을 정하며, 새로운 태스크에 적용하게 된다. 이때 사용

되는 상관계수는 0~1 사이값, 시작 람다값은 0.1~50 사

이의 값의 분포를 가지며, 이론적으로 람다값은 0~∞의 

값을 가질 수 있으나, 람다값이 0에 너무 가깝거나, 50

을 넘어갔을 때 학습결과에 일관성을 보이지 않을수 있

어서 람다값은 0.1~50 범위를 최적의 값으로 설정하였

다. 값의 적용비율 또는 변화율을 정할 수 있으며, 이것

은 새로운 태스크와 이전 태스크와의 유사도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실험에서 상수

로 정하는 값으로 값이 너무 급변하는 것을 제한해준다. 

2.4.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모든 실험의 설정은 표 2와 같

다. 지속적 학습 환경에서 발생하는 치명적 망각 현상은 

태스크 데이터 사이의 유사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3,11]. 따라서 실험 시나리오는 단순한 특징을 가진 데

이터에서 점차 복잡한 특징을 갖는 데이터로 학습이 진행

되는 시나리오와, 반대로 복잡한 특징을 갖는 데이터에서 

점차 단순한 특징을 갖는 데이터로 진행되는 시나리오의 

2가지 구성으로 진행한다. 실험에는 Mnist, Emnist, 

Fashion mnist, Cifar10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Table 2. Experimental Scenario.

표 2. 본 논문의 실험 시나리오

Task
Scenario

Task A Task B Task C Task D

1 Mnist Emnist Fashion Cifar10

2 Cifar10 Fashion Emnist Mnist

표 2에서, 시나리오 1은 단순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에

서 점차 복잡한 특징을 갖는 데이터로 학습이 진행되는 

시나리오이고, 시나리오 2는 복잡한 특징을 갖는 데이터

에서 점차 단순한 특징을 갖는 데이터로 진행되는 시나

리오이다. 학습 배치 크기는 100개, 에포크는 각 태스크

별로 20회로 설정하였다.

실험은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 본 논문의 기반이 

되는 AT 적용 LwF 방법이 기본적인 LwF보다 효율이 

개선되었음을 먼저 보이고, 그 뒤에 본 논문의 방식이 이 

두가지 방법보다 더욱 개선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AT 적용의 LwF에서 가변람다 방식이 효과적임을 

보인다. 각각의 결과는 그림 2와 그림 3에 나타낸다.

기존의 LwF와, AT 방법을 적용한 LwF에서 가변람다

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a)는 

시나리오 1의 결과이고, (b)는 시나리오 2의 결과이다. 

그림 2의 시나리오 1의 결과에서, 점점 복잡한 특징을 

갖는 데이터로 학습되는 경우, LwF의 결과가 약간 우세

하지만 대동소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LwF 손실

값에, 과거 학습데이터의 지식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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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추가됨에 따라 생기는 제약때문에 발생하는 성능의 

변화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LwF 손실의 가중치를 크

게 설정했을 때에도 발생하는 현상이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점점 단순한 데이터로 학습이 진행되었으며, LwF

와 비교하여 과거 학습데이터 지식 유지 능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가 복잡해 지

는 경우는 제약이 가장 적은 기본 LwF와 AT를 적용한 

방법 모두 결과에 변화가 적은 반면, 데이터가 단순해 지

는 경우에는 AT를 적용한 방식의 학습 유지 능력이 개선

되어, 기본 LwF보다, AT를 적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

임을 알 수 있다.

(a) Scenario 1

(b) Scenario 2

Fig. 3. Comparative experiment result graph.

그림 3. 최종 실험 결과 그래프

본 논문에서는, 이 개선된 AT 기반의 LwF에 표 1과 

같은 방법의 가변람다를 AT 부분과 LwF 부분 모두에 적

용하여, 그 효율을 더욱 개선하였다. 그림 3에 본 논문에 

의한 가변람다 적용 방법을 기본 LwF는 물론, AT만 적

용된 LwF의 결과와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표 3에는 각 

실험 결과에 대한 태스크별 최종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본 논문의 방법이 LwF에 비해서 시나리오 1의 경우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뿐 유사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AT방

법을 적용한 결과와도 거의 같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제

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LwF와 비교했을 때, 본 논문의 방

법이 제약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최근 학

습한 결과는 3가지 방법이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

만, 본 논문의 목표인 오래된 학습결과에 대한 성능 유지 

성능이 상당히 개선된 것을 보이고 있다. 기본 LwF 방법

과 비교했을 때, 가장 먼저 학습한 Task A에 대해 약 

70%의 성능개선을 보이고 있고, AT 방법만 적용되었을 

때와 비교해서도 약 20%의 성능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LwF와 지식 전달 기반 방법을 결합하고 여기에 각 

손실값에 가변적인 람다값을 적용한 것이 과거 지식 유

지에 뛰어난 성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Table 3. Final Accuracy by Task for Experimental Results.

표 3. 실험 결과에 대한 태스크별 최종 정확도

Scenario Method Task A Task B Task C Task D

1

LwF 98.9 97.3 86.4 51.7

+Attention 99.0 97.2 86.4 50.8

This Paper 99.1 97.2 85.7 49.3

2

LwF 36.7 80.8 95.4 97.2

+Attention 48.8 80.9 95.1 97.1

This Paper 59.5 83.1 95.1 97.1

태스크가 길어질때에 대한 성능도 그림 4와 같이 검증

하였다. 그림 4는 시나리오 2에서 태스크가 2배이상 길

어질때에 대한 결과이다. 시나리오 1의 형태로 길어진 

경우는 제약이 가장 적은 LwF가 근소하게 우세하다.

그림 4의 경우는 본 논문의 방법을 LwF와도 비교하

고, 수동으로 설정한 최상의 결과(+Value로 표시)와도 

비교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태스크가 지속될수록 

LwF와 비교하여 훨씬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수동으

로 설정한 결과는 알고리즘에 의하지 않고, 각 태스크마

다 최상의 결과가 나오게 수동으로 값을 설정한 결과이

다. 본 논문의 결과가 대부분 수동결과와 거의 유사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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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보이고 있으며, 미세하게 조정된 부분이 적용될 수 

있어서, 일부 태스크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이 

나오기도 한 것을 볼 수 있다.

Fig. 4. Experiment result Graph in Case of long Tasks.

그림 4. 태스크가 길어진 경우 실험 결과 그래프

본 논문의 결과는 다른 지식 전달 기반 방법들과 비교

실험에서도 13~18%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LwF는 제

약이 가장 적기 때문에 새 태스크에 대한 결과가 가장 

좋다. 그러나 과거 태스크의 성능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본 논문의 방법은 새로운 데이터의 학습 능력의 하

락을 최소화하여, 새 태스크에 대해서는 기존의 LwF와 

큰 차이가 없으면서, 과거 학습 데이터의 지식을 효과적

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LwF에서 도메인 차이에 따른 성능 하

락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 전달 방법을 LwF와 접목

시켰고, 여기에 각 손실값에 각각 다른 가변람다를 적용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향상된 과거 지식유지가 이루

어 지고 있음을 보였다. 지식 전달 방법의 대표적 방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본 논문의 방법은 AT에 기반을 두고, 

과거 지식 유지 성능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부족한 AB(Activation Boundaries) 

[13] 적용 방법과 과거 지식 유지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

지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

는 AT 적용 방법의 타협점인 변형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식 전달 기반의 방법을 LwF와 접목하

여 과거 학습 태스크의 지식 유지 성능을 강화하였으며, 

가변 람다 방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현재 학습할 태

스크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람다 값을 가변적으로 조절

하였다. 본 논문의 제안 방법을 적용하여 학습한 결과 시

나리오에 상관없이 평균 5% 정도 데이터의 정확도가 향

상하였고, 특히 본 논문의 목표인 과거 지식을 유지하는 

성능이 최대 70% 가까이 개선되었고, 과거 학습 데이터

의 정확도가 기존 LwF 대비 평균 22% 상승하였다. 따라

서 본 논문의 방법이 기존 지식 전달 적용 방법에서 발

생하는 새로운 데이터 학습 성능 저하 현상을 완화하며 

효율적으로 과거 지식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

속적 학습 환경은 일관된 특징을 가진 데이터들이 들어

오는 환경이 아닌 치명적 망각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다

양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다. 

이 환경에서 과거 지식 유지 성능을 강화하는 지식 전달 

기반의 방법과 학습 환경을 고려한 가변 람다 방법을 적

용함으로써 본 논문의 제안 방법은 다양한 학습 환경에

서 인공 신경망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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