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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 기기, 사물인터넷, 엣지 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급증하는 데이터를 분산하여 수집, 저장 및 관
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형 데이터에는 가정 및 병
원 내 각종 디지털 제품으로부터 수집되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 데이터, 생
활 데이터 및 환자 질병 이력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장치, 기관 등에서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여 데이터의
외부 유출을 제한하면서도 전체 데이터를 일괄처리 하는 기술로 연합학습
이 주목받고 있다. 연합학습은 기기나 기관 등이 여러 위치에 분산 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분산형 학습 기법이다.
연합학습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및 보건 의료 분야는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합학습 기반
개인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도 개인정보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고려하면 연합학습을 통해 확장된 데이터 파트너십과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의 소유권과 활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며, 그 사용자 및 활
용분야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합학습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네트워크 운용관리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연합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합학습 구조별로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통신비용을 줄이기 위한 비동기식 연합학습 방식, 모델 수렴 가속화 기법, 압
축 기법을 활용한 통신 오버헤드 최소화와 같은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Non-IID특성을 고려한 연합학습 학습 효율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들
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연합학습 기술의 고도화 및 네트워크
통신 오버헤드 최소화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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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서 요 약

(1) 연합학습의 필요성 및 배경
∙ 최근 스마트 기기, 사물인터넷, 엣지 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급증하는 데이터를 분산하여 수집, 저장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분산형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는 효율성, 분석 시간, 비용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특히,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면에는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장치, 기관 등에서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여 데이터의 외부 유출
을 제한하면서도 전체 데이터를 일괄처리 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기기나 기관 등이
여러 위치에 분산 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인공지능 모
델을 학습할 수 있는 분산형 학습 기법인 연합학습이 주목받고 있다.

(2) 연합학습 연구 동향
∙ 연합학습 접근 방식은 개별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집계하는 대신 모델 학습을
수행하고 업데이트된 모델의 파라미터들만 중앙 서버에 전달하도록 설계되었다.
중앙 서버에서는 대규모 클라이언트들로부터 학습된 로컬 모델 파라미터들을
집계하고 이를 평준화하여 글로벌 모델을 학습한다. 연합학습은 중앙집중식 학습
보다 데이터 개인 정보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연합학습은
원시 데이터가 아닌 학습된 모델만 중앙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GDPR)의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 연합 학습 구조는 서버-클라이언트, 순차 모델, Peer-to-Peer, 클러스터링 모델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연합학습의 알고리즘은 FedSGD(Federated
Stochastic Gradient Descent) 및 FedAVG(Federated Averaging)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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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분야에서 연합학습 활용 동향
∙ 최근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자원 고갈에 따른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이 이슈화됨에
따라 전력망에 정보 및 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능형 수요관리, 신재생 에너지 연계, 전기차 충전
등을 차세대 전력 인프라 시스템인 스마트 그리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디지털/지능형 분산 체계 네트워크 구조 및 양방향 정보 교류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합학습을 분산형 스마트 그리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기 소비자 식별, 전기 수요
및 부하 예측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4) 헬스케어 분야에서 연합학습 활용 동향
∙ 최근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치료 및 병원 중심에서 예방 및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가 부상하고 있다. 의료분야에서 난치성 질환이나 신종
감염병 데이터와 같은 분산된 데이터를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현실적인 의료 시나리오에서 실행 불가능할 수
있는 중앙집중식 데이터 수집 및 처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연합학습이
연구되고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극복하면서도 데이터를 통합하고 공유함으
로써 의료분야의 과학적 진보와 혁신을 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분산 협업 인공지능
패러다임인 연합학습을 통해 찾고 있다. 의료분야 연합학습은 뇌종양 세분화 및 진단,
코로나19 진단, 중개암 연구, 전자 건강기록 기반 환자 입원연도 예측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5) 연합학습이 네트워크 운용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 이슈
∙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된 연합학습은 수천 개의 장치가 참여하기 때문에 모델
학습 중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통신에 과부하가 발생한다. 연합학습 모델을 대규모의
기기와 네트워크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그라디언트 정보 대신 기기와
클라우드 간에 교환되는 그라디언트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통신 효율적인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통신 오버헤드를 추가로 줄이려면 총 통신 라운드 수를 줄이거나 각 통
신 라운드에서 기울기 수를 줄이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시스템 관점에서 데이터 배포(Non-IID), 장치 배포(지역 및 네트워크에 걸친 이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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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계산 방법(분산 및 중앙집중식) 및 통신 메커니즘(동기 및 비동기 체계)은
서로 다른 응용 시나리오에서 통신 효율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 연합학습과 네트워크의 완벽한 통합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모델 학습 및 추론이 필요
하다. 연합학습을 위한 효율적인 모델 학습 및 추론에는 연합 병렬화 및 가지치기
기법이 있다.

※ 시사점
다양한 산업 분야, 특히, 에너지 및 보건 의료 분야에서 연합학습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 학습을 지원하는 연합학
습을 통해 확장된 데이터 파트너십과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학습
방법은 향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데이터의 소유권과 활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며, 그 사용자 및 활용분야는 점점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합학습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네트워크 운용관리 측면에서 보다 효율
적으로 연합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합학습 구조별로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통신비용을 줄이기 위한
비동기식 연합학습 방식, 모델 수렴 가속화 기법, 압축 기법을 활용한 통신 오버헤드
최소화와 같은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Non-IID특성을 고려한 연합학습
학습 효율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들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연합학
습 기술의 고도화 및 네트워크 통신 오버헤드 최소화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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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에서 연합학습 동향 및 시사점

주 요 내 용
(1) 연합학습의 필요성 및 배경
최근 스마트 기기, 사물인터넷, 엣지 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급증하는 데이터를 분산하여 수집, 저장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형 데이터에는 가정 및 병원 내 각종 디지털 제품으로부터 수집
되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 데이터, 생활 데이터 및 환자 질병 이력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기업은 클라우드 서버에서 다양한 사용자와 기관이 소유한 데이터를 통합 및 공유한 후
이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지식을 발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한다.
그러나 분산형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분석
시간, 비용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특히,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면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존재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인공지능 모델 또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 위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장치, 기관 등에서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처리
하여 데이터의 외부 유출을 제한하면서도 전체 데이터를 일괄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연합학습은 기기나 기관 등이 여러 위치에 분산 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분산형 학습 기법이다. 연합학습은 클라
이언트 개별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전달하지 않고, 클라우드의 인공지능 모델을 클라이언
트로 보내 각각의 데이터를 통해 이를 학습한다. 개별 클라이언트에서 학습된 로컬 모델
은 클라우드로 전달되고 이를 평준화하여 글로벌 모델을 만든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인공지능 모델을 일반화할 수 있고 분석 시간 및 네트워크 비용 측면에서의 효율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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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합학습 연구 동향
가. 개요
연합학습 접근 방식은 개별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집계하는 대신 모델 학습을
수행하고 업데이트된 모델의 파라미터들만 중앙 서버에 전달하도록 설계되었다.
중앙 서버에서는 대규모 클라이언트들로부터 학습된 로컬 모델 파라미터들을 집계하고
이를 평준화하여 글로벌 모델을 학습한다. 연합학습은 중앙집중식 학습보다 데이터 개인
정보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연합학습은 원시 데이터가 아닌 학
습된 모델만 중앙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의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5].

그림 1. 중앙 서버가 존재하는 연합 학습 구조

그림 1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연합학습 구조를 나타낸다. 연합학습은 (A)에서 개인
모바일 기기에서 인공지능 모델이 저장된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 데이터에 맞게 학습하
고, (B)에서 다양한 사용자의 학습 파라미터가 글로벌 모델이 저장되어 있는 중앙 서버로
전송된다. (C)에서는 글로벌 모델의 학습 파라미터를 개인의 모바일로 전송하며 과정을 반
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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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학습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향상과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장점
때문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연합학습을 이용하면 병원의 임상 데이터와 같은 환자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유출 없이 학습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
만개의 로컬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모두 중앙 서버로 전송하게 되면 네트워크 트래픽과
스토리지 비용이 증가하는데 연합학습을 사용하면 로컬 모델의 업데이트 정보만을
주고받으므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나. 연합학습 구조
연합 학습 구조는 서버-클라이언트, 순차 모델, Peer-to-Peer, 클러스터링 모델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2 서버-클라이언트 연합학습 구조

그림 2는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의 연합학습 방법을 설명한다. 가장 일반적인 연합
학습 구조로써 클라이언트(로컬) 서버에서 학습을 각각 진행하고 학습 파라미터를 중
앙 서버로 전달한다. 중앙 서버에서는 FedSGD 또는 FedAVG와 같은 연합학습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학습 파라미터를 계산하고 글로벌 모
델을 학습한다. 글로벌 모델의 학습 파라미터는 다시 클라이언트 서버로 전달되고 과
정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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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순차 연합학습 구조

순차 구조의 연합학습 방법은 중앙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를 연결하고 순차
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다. 그림3과 같이 순자구조의 연합학습 구조에서는 여러 라운드를
반복하면서 학습을 진행하며, 하나의 클라이언트는 학습된 결과를 정해진 클라이언트로만
전달된다. 즉, 노드 B는 노드 A에서 학습된 모델을 전달받게 되고, 해당 모델과 노드 B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이후, 노드 B는 학습된 모델을 노드 C에
게 전달한다. 이처럼, 각 노드는 정해진 노드로 모델을 전달하기 때문에 학습 파라미터를
집계하지 않아도 된다.

그림 4. Peer-to-Peer 연합학습 구조

그림 4는 Peer-to-Peer 구조의 연합학습 방법을 설명한다. 중앙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만을 사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으로, 각 클라이언트는 부분적으로 로컬
모델을 학습하고 일부 또는 모든 피어와 학습 파라미터를 교환하고 집계를 수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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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학습한다. 이 모델은 중앙 서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각 노
드 간 학습 파라미터 교환에 따른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림 5. 클러스터링 연합학습 구조

연합학습에 참여하는 노드가 많아지고, 각 노드의 데이터 특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노드 또는 서로 유사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노드들을 클
러스터링을 하는 클러스터링 기반의 연합학습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림 5는 이러한
클러스터링 기반 연합학습 구조를 나타낸다. 단위 클러스터 내에서는 클라이언트-서
버, 순차, 또는 peer-to-peer 모델을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대한 로컬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 또한, 각 클러스터의 로컬 모델을 사용하여 글로벌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즉, 클러스터링 기반 연합학습 방법은 2-tier 학습
모델이라 말할 수 있다.

다. 연합학습 알고리즘
대표적인

연합학습의

알고리즘은

FedSGD(Federated

Stochastic

Descent)[1] 및 FedAVG(Federated Averaging)[2] 등이 있다.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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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ient

FedSGD는 중앙 서버에서 대규모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집계한 기울기(Gradient)들
중 랜덤하게 선택된 기울기 계산을 진행한다. 먼저, 중앙 서버는 각 라운드마다 전역
배치 크기(Global batch size)를 제어하는 매개변수   ≤  ≤   를 설정한다. 즉,

  이면 Full-batch gradient descent를 의미한다. 각 클라이언트는 매개변수  와
learning rate 를 설정하고 로컬 학습을 진행한다. 로컬에서 학습한 모델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다.


     


   


(1)

   ∇     

(2)

 ∈ 

각 클라이언트는 한번 학습한 파라미터 값(모델의 기울기)을 중앙 서버로 전달하고,
중앙 서버는 취합한 모든 클라이언트의 로컬 파라미터 값의 평균을 계산하여 글로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 중앙 서버에서 글로벌 모델의 기울기를 평준화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다.


      


 
 



(3)

이 결과를 다시 모든 클라이언트로 전달한다. 파라미터의 수렴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FedAVG는 각 클라이언트가 일정한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학습한 후의 모델의 가중
치(Weight)를 중앙 서버에 공유하고 이를 평준화하는 방식이다. 로컬에서 모델의 가
중치를 학습 수식과 중앙 서버에서 모델의 가중치를 평준화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다.
      ∇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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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각 클라이언트에서는 배치 크기로 나눠서 학습하여 미니 배치 효과를 부여함
으로써 글로벌 파라미터가 수렴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 결과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하이퍼 파라미터 에포크(epoch)와 배치 크기이다. 즉,
설정된 이들 값에 따라 수렴에 이르는 시간이 오히려 길어질 수도 있다.

(3) 에너지 분야에서 연합학습 활용 동향
최근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자원 고갈에 따른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이 이슈화됨에 따라
전력망에 정보 및 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
환함으로써 지능형 수요관리, 신재생 에너지 연계, 전기차 충전 등을 차세대 전력 인프라
시스템인 스마트 그리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기존의 전력망은 아날로그/전기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 구조 및 단방향 정보 흐름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지능형 전력망
인 스마트 그리드는 디지털/지능형 분산 체계 네트워크 구조 및 양방향 정보 교류의 구
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합학습을 분산형
스마트 그리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기 소비자 식별, 전기
수요 및 부하 예측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가. 전기 소비자 식별(Electricity consumer identification)
스마트 미터가 활성화됨에 따라 방대한 양의 정밀한 전력 소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데이터로부터 전력 소비 패턴을 추출하면 소비자 행동 파악을 통해
맞춤형 가격 설계, 수요 대응 타겟팅 등 다양한 서비스에 도움이 된다. 전력 소비 패턴
추출 기법은 분산된 스마트 미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중앙집중식 시스템을
채택하지만 다수의 소비자가 개인 정보 침해문제로 인해 공유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합학습 프레임워크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통신 요구 사항이 낮은 전력 소비 패턴 추출의 맥락에서 k-평균
클러스터링을 위한 연합학습 접근 방식이 제안되고 연구되었다. 제안된 연구에서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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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두 가지 지도 연합학습 전략인 FedAvg 및 FedSGD에 영감을 받아 모델 평균화 및
기울기 공유 기반 연합 k-means 클러스터링 전략을 제안하고 비교하였다. 이 기법들은
미니 배치를 제안된 연합 k-평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통합하여 통신 및 계산 효율성을
개선한다.

나. 전기 수요 예측(Electricity demand prediction)
스마트 그리드에서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전력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최적화해야 한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서 고객의 에너지 소비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서 수집한 에너지 소비 정보는 심층 신경
망을 학습하여 에너지 수요를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수의 분산 클라이언트로
부터 모델 학습을 위해 중앙집중식으로 에너지 수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통신 리
소스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 최근 에너지 관리자는 중앙 서버에서 데이터를 수집
하는 대신 로컬에서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연합학습을 채택함으로써 통신
리소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마다 속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델 업데
이트의 가중치가 다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집계된 글로벌 모델의 성능이 낮아질 수 있다.
연합학습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속성을 기반으로 그룹 클라이언트에 클러스터
링을 적용하고 동일한 클러스터의 모델 업데이트를 집계하여 클러스터별 글로벌 모델
을 생성할 수 있다.

분산 데이터를 활용하고 연합학습 성능을 높이기 위해 클러스터링 된 클라이언트에서
연합학습으로 학습된 순환 신경망 기반 에너지 수요 예측기가 제안되었다 [10].
이 연구에서 제안된 기법은 클라이언트를 클러스터링함으로써 클러스터 특정 모델이 클
러스터링 없이 학습된 모델에 비해 훨씬 더 빠르게 수렴할 수 있고 데이터 수집을 위한
통신비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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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헬스케어 분야에서 연합학습 활용 동향
최근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치료 및 병원 중심에서 예방 및 소비자 중심으로 변
화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가 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
스,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존 의료 시스템 밖에 있었던 디지털 기술이 의료
분야에 빠르고 광범위하게 접목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에서 난치성 질환이나 신종
감염병 데이터와 같은 분산된 데이터를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데
이터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현실적인 의료 시나리오에서 실행 불가능할 수 있는
중앙집중식 데이터 수집 및 처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연합학습이 연구되고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극복하면서도 데이터를 통합하고 공유함으로써 의료분
야의 과학적 진보와 혁신을 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분산 협업 인공지능 패러다임인
연합학습을 통해 찾고 있다.

가. 뇌종양 세분화 및 진단 (Brain tumor segmentation and diagnosis)
EEG(electroencephalographic) 기록을 사용한 뇌종양 분할의 분류는 데이터 세트
수의 부족으로 인해 분석이 어려웠다 [3, 4].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의 부족은
BCI(Brain-Computer Interface) 분야에서 딥러닝 신경망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성능
을 보여주었다. EEG 분류를 위해 연합 전이 학습(Federated transfer learning)이라는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아키텍처가 제안되었다. 테스트는 이미지 분류를 위한
PhysioNet 데이터 세트에서 아키텍처의 성공을 제안했다. 연합학습에서 환자 데이터
를 보호하기 위해 차등 개인 정보 보호 전략을 구현할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BraTS
데이터 세트에서 뇌종양 분할을 수행하였다 [4]. 이 기법은 뇌종양 세분화를 위한 실
용적인 연합학습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FedAVG를 구현하는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
처에서 중앙집중식 서버는 글로벌 DNN 모델을 유지 관리하고 클라이언트의 모멘텀
기반 로컬 SGD(확률 경사 하강법) 업데이트를 조정한다. 이때, 중앙집중식 서버는
SVT(sparse vector technique)를 사용한 선택적 매개변수 공유를 통해 강력한 차등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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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진단모델을 위한 연학학습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17]. MRI 영상을 통해 건강한
뇌조직과 암 조직을 구별하는데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연합 학습이 사용되었다. 데이터
세트로 BraTS 2017 고급 신경아 교종 이미지를 총 13개의 다른 기관에서 수집하였으
며 이미지 내에 3(종양 주변 부종성/침윤성 조직, 비강화/고형 및 괴사성/낭포성 종양
코어, 종양 영역 강화)개의 라벨이 존재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두개골을 제거한 픽셀의
155개의 축 2D 슬라이드 이미지를 전처리하고 U-Net 딥러닝 모델이 사용되었다. 데
이터 세트에 교육용 210명의 이미지와 검증용 33명의 이미지 테스트용 116명의 이미지로
데이터를 분할하였으며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스 암 센터(MDACC)의 29명의 뇌종양
데이터 세트와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WashU)의 189명의 뇌종양
데이터 세트를 서브 데이터 세트로 사용하였다. 데이터가 충분한 총 10개 기관에 대한
클라이언트를 연결하고 각 기관을 병렬이 아닌 직렬로 훈련시킨 후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순환 기관 증분 학습(CIIL:Collaborative Learning using Institutional Incremental
Learning) 모델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연합학습을 사용하기 이 전의 각 기관에서
딥러닝 모델의 성능은 최저 61%에서 최고 82% 사이에 머물렀으나 CIIL 모델을 사용
한 결과 최저 84%에서 최고85.5%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나. 코로나19 진단(COVID-19 diagnosis)
COVID-19는 진단, 예방 및 가능한 백신 생산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활동으로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후 2020년부터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위험
식별[5], 터치 모니터링, 거짓 뉴스 식별, 감정 분석, 선별 및 진단은 COVID-19 전염병
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서 데이터 과학 접근, 특히 기계 학습 및 데이터 시각화 기술의 주요
응용 프로그램 중 일부이다. 최근 몇 년간의 주요 발전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기반 의
료 시스템은 엄격한 보호, 개인 정보 보호 및 짧은 대기 시간과 같은 서비스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점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COVID-19와 연결된 임상
영상 데이터의 지능적 분석 능력을 탐색하고 테스트함으로써 의학 기능을 활용한다. 또한,
원격 의료 센터에서 로컬 데이터의 양식이나 데이터 자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지 않고
도 다중 모드 공유 학습 모델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이때, 기존 FL의 성능이 X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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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이미지의 데이터 분포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CFL(clustered federated learning)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X-ray, 초음
파 이미지, CT 스캔과 같은 시각적 증거를 통해 COVID-19 진단의 역할을 위한 연합
학습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6]. 이 기법은 글로벌 VGG16 기반 COVID-19 모델을 유
지 관리하고 이를 클라이언트에 배포한다. 각 클라이언트에서는 X선 및 초음파 이미지
를 회색조 이미지 변환 및 256x256 크기로 조정하고 이를 입력으로 사용한다. 이때,
불균형 클래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점 손실[8]을 사용한다. 기존 연합학습과 비교
하여 CFL은 X선 및 초음파 이미지의 데이터 분포 차이에 더 잘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COVID-19 CXR 영상을 위한 연합 학습 프레임워크

COVID-19 감염진단을 위한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를 다양한 신경망을 활용하여 구축
하고 그 결과를 테스트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16]. 이 연구에서는 COVID-19 폐렴
CXR 이미지(동종 흉부 X선 데이터 세트, COVID-19 흉부 X선 데이터 세트, 실제
COVID-19 흉부 X선 데이터 세트, COVID-19 방사선 데이터 세트)에 대한 개방형
액세스 데이터 세트가 사용하였다. 이 4가지의 데이터세트는 각각의 독립된 4개의 로컬
클라이언트로 설정되었으며, 글로벌 서버 1대를 사용하여 연합학습이 구성되었다.
학습용 이미지 13,703개와 테스트용 이미지 1,579개를 포함하여 15,282개의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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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연합학습 프레임워크가 COVID-Net, ResNet18, Resect, MobileNet-v2의 4개의
신경망에 적용되었고 손실 수렴이 측정되었다. 4개의 모델은 모두 PyTorch에 의해 구현
되었으며 모델 훈련을 위해 훈련 세트 및 테스트 세트 영상의 크기로 조정되었다. 동일한
파라미터 트레이닝 4개 모델을 100라운드 동안 사용한 결과 ResNet 18은 컨버전스 속도가
가장 빠르고 트레이닝 세트와 테스트 세트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96.15%, 91.26%)
를 보였다. 실험 결과 ResNet 18이 연합학습을 사용한 훈련과 연합학습을 사용하지 않은 훈련
모두에서 최상의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 중개암 연구(Translational Cancer Research)
주석이 달린 적절한 양의 인간 조직을 확보하는 것은 암 치료를 정밀 의학에 더 가깝게
만드는 데 필요한 중개 암 과학의 주요 문제이다. 암 연구자들은 생물 의학 데이터와 자원 공유
컨소시엄을 만드는 데 앞장서왔지만 전통적으로 단일 조직이 요청하는 연구자와 참여 기관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중앙집중식 구조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중앙 집중화의 단점은 조직
의 수가 늘어날수록 불안정해진다. TIES(Text Information Extraction System) 암 연구
네트워크는 회원 조직이 데이터와 생체 표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연합 네트워크로 4개
의 암 센터가 설립되었다 [7]. TIES 자연어 처리 프레임워크로 비식별 화 되고 분석된 병리
학 데이터는 회원 사이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임상 생물 표본과 연결된 풍부한 표현형
데이터 풀을 언급한다. 번역 과학에 대한 네트워크 주변의 연합 퀘스트의 가능한 효과는
희귀 질병, 흔하지 않은 표현형 및 복잡한 생물학적 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볼 수 있다.
네트워크는 지역 데이터 및 자격 증명력, 풍부한 표현형 데이터 포함, 광범위한 연구 목표
에 대한 적용 가능성 등 많은 주요 기준을 충족 한다 [7]. 오픈소스 컴퓨터 기반 시스템인
텍스트 정보 추출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발된 TIES는 자연어 처리(NLP) 방법을 사용하
여 텍스트 기반 전자 의료 기록을 사용하여 조직 샘플의 주석을 자동화한다. 이 기법을
기반으로 기관의 연구자에게 비식별 화 된 임상 데이터 및 관련 생체 표본을 제공하는
다중 기관, 협력 연합 연구 네트워크인 TCRN(TIES Cancer Research Network)를 구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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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자 건강기록 기반 환자 입원 연도 예측
전자 건강 기록 (EHR)에 설명된 병력을 기반으로 심장 질환 환자의 입원 연도를 예측
하는 연합학습도 진행되었다[18]. 해당 연구는 심장 관련 질병이 있는 환자를 포함하는
Boston Medical Center의 비식별 화 된 전자 심장 기록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였으며 특
히, 이 데이터 세트는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심장 관련 진단을 한 번 이상 받은 환자의
2001-2012년 병력이 포함된 전자 건강 기록(EHR)으로 구성되었다. 목표 연도 이전에 기록
이 없는 환자는 예측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거하고 남은 환자는 10개
기관의 총 45,579명을 교육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로 무작위 분할하였다. 데이
터는 특정 그래프 토폴로지를 통해 연결된 m개의 병원 간에 분산되었다. 해당 연구에
서 제안한 분산 프레임워크인 cPDS( cluster Primal Dual Splitting) 알고리즘은 상대
적으로 적은 수의 기능을 사용하여 분류기를 생성하였다. 이를 통해 대규모 sSVM 문
제를 분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사용한 분산 학습 알고리즘은
다중 기관 협업 또는 P2P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델을 사용하여 모든 참가자의 데
이터를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데이터 보유자가 협업할 수 있게 하였으며 cPDS를 사용
하여 목표 연도 내에 입원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구별하고 실험
결과를 보고하고 논의하였다. 실험 결과 cPDS는 에이전트 간의 일부 통신을 희생하여
성능이 78%로 중앙 집중식 방법의 성능인 76%보다 빠르게 수렴하였으며 또한 다른
분산 알고리즘에 비해 더 빠르고 적은 통신 오버헤드로 수렴되었다.

(5) 연합학습이 네트워크 운용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 이슈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이 참여한 연합학습이 네트워크 운용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이슈들을 소개한다.

가. 비싼 통신비용(Expensive communication cost)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된 연합학습은 수천 개의 장치가 참여하기 때문에 모델
학습 중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통신에 과부하가 발생 한다 [11]. 연합학습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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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치의 로컬 계산과 동기화된 연합학습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인 통신을 달성하는 것
은 도전적이다 [13], [14]. 연합학습 모델을 대규모의 기기와 네트워크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그라디언트 정보 대신 기기와 클라우드 간에 교환되는 그라디언트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통신 효율적인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 설정에서 통신 오버헤드
를 추가로 줄이려면 총 통신 라운드 수를 줄이거나 각 통신 라운드에서 기울기 수를 줄이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시스템 관점에서 데이터 배포(Non-IID), 장치 배포(지역 및 네
트워크에 걸친 이기종 장치), 계산 방법(분산 및 중앙집중식) 및 통신 메커니즘(동기
및 비동기 체계)은 서로 다른 응용 시나리오에서 통신 효율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
친다 [13].

1. 비동기식 연합학습 시스템(Asynchronous Federated Learning System)
비동기식 연합학습 시스템은 모델 업데이트를 비동기식으로 집계하여 장치의 계산
시간을 줄여 연합학습의 통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비동기식 모델 업데이트
방식의 통신 속도가 동기식보다 짧기 때문에 비동기식 모델 업데이트 방식의 통신
효율이 동기식보다 높다 [12].

2. 모델 수렴 가속화(Accelerating Model Convergence)
0차, 1차, 2차 연합 최적화를 위한 SGD 알고리즘은 모델 학습 라운드 수를 줄이는
데 사용 된다 [13].

3. 통신 오버헤드 감소(Reducing Communication Overhead)
그라디언트 희소화 및 그라디언트 양자화는 통신 효율적인 연합학습을 달성하기 위해 장치와
클라우드 간에 교환되는 많은 수의 그라디언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Linet al. [14]에서는 통신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Top-k 선택 기반 기울기 압축 기법을 제안했다. 이 기법은 정확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라디언트 수를 줄이기 위해 그라디언트를 300번 압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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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합학습 효율성 이슈(Federated learning efficiency issues)
장치에 연합학습 모델을 배포하려면 일반적으로 모델 학습과 추론이 필요하다
[11]. 하지만, 연합학습 모델의 크기가 너무 커서 단일 장치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연합학습 모델 학습이 네트워크의 지연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에는 너무 느리다.
마지막으로 연합학습 모델 추론이 사용자의 실시간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느리
다. 연합학습과 네트워크의 완벽한 통합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모델 학습 및 추론이 필
요하다. 연합학습을 위한 효율적인 모델 학습 및 추론에는 연합 병렬화 및 가지치기
기법이 있다.

1. 연합 병렬화(Federated Parallelization)
데이터 및 모델 병렬화는 일반적으로 모델 학습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된다. 데이터
병렬화는 여러 학습 샘플을 병렬로 실행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달성 한다 [15]. 모델
병렬화는 모델을 여러 프로세서로 분할하여 모델 학습을 가속화한다.

2. 가지치기 기법(Pruning)
가지치기 기법은 가중치 텐서에서 초과 가중치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는 모델 최적화
기법이다. 압축 신경망은 더 빠르게 실행될 뿐만 아니라 학습 네트워크의 계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 기법은 딥러닝 모델을 휴대폰이나 기타 엣지 장치에 배포하는 데 중요한 단계이다.

(6) 결론 및 시사점
연합학습을 사용하면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도
글로벌 딥러닝 모델을 생성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연합학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및 보건 의료 분야는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합학습
기반 개인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도 개인정보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고려하면 연합학습을 통해 확장된 데이터 파트너십과 생태계 구축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스마트폰, 웨어러블기기, 지능형 전자제품과 같은
스마트 홈 장치 등 개인화된 제품과 장치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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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를 보호하면서 활용이 가능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발굴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연합학습 방법은 향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데이
터의 소유권과 활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며, 그 사
용자 및 활용분야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합학습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네트워크 운용관리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
으로 연합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합학습 구조별로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통신비용을 줄이기 위한 비동기식 연
합학습 방식, 모델 수렴 가속화 기법, 압축 기법을 활용한 통신 오버헤드 최소화와 같은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Non-IID특성을 고려한 연합학습 학습 효율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들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연합학습 기술의 고도화 및 네
트워크 통신 오버헤드 최소화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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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에서 연합학습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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