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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딥러닝 모델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수동으로 라벨을 붙이는 방법을 통해 생성된 다량의 
데이터 세트와 수많은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수행할 때 성능이 극대화된다. 학습 
데이터는 기계학습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요인이자 때로는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학습 
세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1]. 

*  본 내용은 박승범 교수(☎ 041-540-9957, parksb@hoseo.edu)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라벨링된 학습 데이터는 기계학습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요인이자 때로는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학습 세트 구축을 위해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학습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여도 데이터의 
보안성 때문에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소규모의 라벨 데이터를 가공해서 전체 라벨을 확충하거나, 센서나 컴퓨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프로그램 방식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 없이 라벨링하는 기술이 제안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약지도(weak supervision) 학습과 반지도(semi supervision) 학습 등 비지도 학습 방법에 기반한 
데이터 라벨링 동향과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약지도 학습을 위한 대표적인 오픈소스인 스노클
(Snorkel)을 살펴보고, 향후 비지도 학습기반 데이터 라벨링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언급함으로써 비지
도 학습 기반 데이터 라벨링 기술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chapter 1

비지도 학습 기반 
빅데이터 라벨링 기술 동향

•••
박승범 ‖ 호서대학교 교수

기획시리즈



기획시리즈-SW·AI

정보통신기획평가원 3

예를 들어,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추출 및 방사선 촬영 분류 문제

를 번역하기 위한 구글 번역 딥러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에 모델학습에 단지 몇 시간만 

소요된다. 하지만 모델학습을 위해서 언어 쌍당 약 36,000,000개의 문서 수작업 라벨 

작업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도메인 지식을 갖춘 생물학자나 방사선사가 몇 달간 수동으

로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했다. 이미지 데이터 판별에 대표적인 신경망 모델인 합성곱 

신경망(CNN)도 이미지를 수집하고 라벨 작업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

한다[2]. 

[표 1]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라벨 비용(1,000개 데이터 기준)

[표 1]은 구글 플랫폼 서비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1,000개 단위의 라벨링 비용을 표로 

나타낸 자료이다. 중요한 점은 라벨 비용은 라벨 데이터의 증가에 따라, 발생 비용은 데이

터 개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그림 1] 참조).

하지만 학습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여도 대부분 조직에 있어서 데이터의 보안성 때문에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러한 학습 

데이터가 배포되거나 모델링 목표가 변경되었을 때 기존 라벨이 부착된 학습 데이터 세트

는 전혀 다른 데이터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다시 비용을 들여서 재라벨링 작업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 유형 목표 단위 등급 1 등급 2

이미지

분류 이미지 35 25

경계상자 경계상자 63 49

세분화 세그먼트 870 850

회전상자 경계상자 86 60

다각형/플리라인 다각형/플리라인 257 180

동영상

분류 5초 동영상 86 60

객체 감지 경계상자 86 60

객체 추적 30초 동영상의 객체 686 840

이벤트 30초 동영상의 이벤트 214 150

텍스트

분류 50단어 129 90

감정 50단어 200 140

항목 추출 항목 86 60
<자료> Ratner, Alexander Jason, Accelerating Machine Learning with Training Data Management, Stanford Universit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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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다. 

이는 좋은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소규모의 라벨 데이터를 가공해서 전체 라벨을 확충하거나, 센서나 컴퓨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프로그램 방식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 없이 라벨링하는 기술이 제안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약지도(weak supervision) 학습과 반지도(semi supervision) 학습 등 

비지도 학습 방법에 기반한 데이터 라벨링 동향과 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약지도 학습을 

위한 대표적인 오픈소스인 스노클(Snorkel)을 살펴보고, 향후 비지도 학습 기반 데이터 

라벨링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언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II장에서는 지도ㆍ비지도 

학습을 통한 다양한 데이터 라벨링 방법들을 먼저 살펴보고, III장과 IV장에서는 약지도ㆍ

반지도 라벨링 방법과 구체적인 기술을 설명하고, V장에서 본 고의 결론을 제시한다. 

II. 비지도 학습을 통한 라벨 생성 방법들

딥러닝 기법은 positive 라벨 데이터와 negative 라벨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는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과 라벨 데이터 없이 데이터를 군집화(clustering)하여 분류

하는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학습 데이터 생성을 위

한 라벨링 방법도 [그림 2]와 같이 지도 또는 비지도 학습 문제로 구분된다[3]. 

전통적인 지도 학습 방법은 전문가가 직접 라벨을 부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중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은 먼저 도메인 전문가들이 전체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에 

<자료> Ratner, Alexander Jason, Accelerating Machine Learning with Training Data Management, Stanford University, 2019.

[그림 1] 구글 크라우드 플랫폼 라벨 비용(1,000개 데이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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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을 붙인다. 이후 프로그래밍 방식에 의해 라벨되지 않은 나머지 데이터의 특징을 조사

하여 라벨링이 필요한 중요 데이터 세트를 선정 후 전문가에게 라벨링을 요구하는 방식으

로 라벨링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학습모델이 일정한 성능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 

반면, 약지도 학습을 이용하면 라벨된 데이터가 전혀 없어도, 데이터 소스에 도메인 

지식을 내재하고 대규모 학습 데이터 세트에 직접 레이블을 지정하여 복잡하고 차별적인 

모델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 약지도 학습은 군집(crowd) 레이블러를 활용하는 방식

과 프로그램 지도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레이블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프로그램 지도 

방식은 레이블 데이터에 휴리스틱, 패턴 기법을 도입하는 방식, 원거리 감독 방식, 레이블

링된 데이터 세트에 대한 복사본을 생성하여 데이터 세트를 증강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이 중, 원거리 감독 방식은 관계 추출 문제에 대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 약한 

레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이다[4]. 특히, 사전 훈련된 분류기 대신 약한 긍정 및 부정 레이블 

생성을 위해 라벨생성함수를 사용한다. 라벨생성함수를 예를 들면, “두 개체가 지식베이스

<자료> Ratner, Alexander Jason, Accelerating Machine Learning with Training Data Management, Stanford University, 2019.

[그림 2] 라벨제작방법 분류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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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정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이 두 개체가 함께 포함된 문장을 말뭉치에서 수집한다면 

두 개체 간에 특정 관계를 설명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도메인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수의 도메인 룰(라벨생성함수)을 통해 생성된 라벨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측정하

고 최종적인 신경망 모델에 적용하여 최적 라벨 생성 모델을 만드는 방식으로 라벨을 생성

한다. 이 방법은 아직 생성된 라벨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라벨링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반지도 학습 방법은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는 

방법이다. 전문가 집단에 의해 생성되는 최소한의 라벨 작업된 학습데이터를 이용해서 

대량의 학습 데이터에 부트스트래핑이나 앙상블 프로그래밍 작업을 통해 라벨을 생성하게 

한다. 최초의 부트스트래핑 알고리즘 중 하나는 DIRPE[5]로, 일부 라벨에서 패턴을 추출

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라벨을 부여한다.

다른 반지도 알고리즘으로는 Snowball[6], Know-ItAll[7] 및 TextRunner[3]가 있다. 

이렇게 라벨링된 데이터 세트와 기존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라벨링된 데이터 세트를 이용

하여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켜 정학도 차이를 분석한다. 정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차이

가 없는 수치를 보인다면 결국 전문가 집단에 의해 생성된 라벨과 프로그래밍에 의해 생성

된 라벨의 품질이 동일하다고 판단한다[2].1) 

III. 약지도 학습 기법과 사례

약지도 학습은 앞서 언급한 대로 라벨은 전무하지만 라벨을 생성하는 다수의 규칙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라벨생성함수 간 조합ㆍ최적화 모델을 통해 라벨을 만들어내

는 방법이다. 여기서 라벨생성함수들은 노이즈가 있어 일부 부정확한 소스(weak label)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 라벨생성함수의 종류에는 도메인 전문가에 의한 휴리스틱 

규칙, 기존 리소스(지식 기반 정보, 사전 학습된 모델의 결과) 등이 포함된다. 요약하면, 

각각의 부정확한 소스를 바로 학습 라벨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을 계층적으로 취합

한 집단 함수들을 만들어 쓸만한 학습라벨로 만드는 것이다[8]. 약지도 학습 방법은 일반

1) 전이학습 내용은 주간기술동향(2020.02.19.) “인공지능 전이학습과 응용 분야 동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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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아래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본 고는 약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오픈소스인 

스노클(Snorkel)의2) 사례를 통해 세부 단계별로 설명한다[2]. 

(1 단계) SME 사용자는 원거리 감독, 패턴 및 휴리스틱과 같은 약한 감독 소스를 표현하

는 라벨생성함수(Labeling Function:LF)를 작성한다. 보통 도메인 전문가로부터 몇 가지 

간단한 비즈니스 로직을 전해 받아 함수를 도출한다(대부분의 경우 로직 하나만으로 만들

어진 라벨은 잡음이 높아서 부정확할 확률이 높다). 

[그림 3]은 텍스트 댓글을 스팸으로 분류하는 라벨생성함수의 간단한 사례이다. (i)은 

실제 스팸메일로 라벨된 데이터를 가리킨다. 도메인 전문가는 그간의 업무지식을 통해 

스팸메일에 포함된 단어들의 특징을 추출하여 리스트화할 수 있으며(ii), 이를 포함한 문구

가 있으면 스팸메일로 분류하는 라벨생성함수를 제작하는 것이다.

(2 단계) 다음 단계로, 스노클은 각 라벨생성함수 간 상관 관계를 부여한다(여기서 상관

관계는 라벨생성함수 A가 라벨생성함수 B를 포괄하는지 등의 여부를 언급한다). 이를 통

해 사용자가 제공한 라벨생성함수를 가중치에 따라 조합하여 보다 정밀하고 데이터 세트

의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도록 한다. 즉, 라벨생성함수들을 확률적 레이블로 결합하는 생성 

모델을 학습한다. 

(3 단계) 스노클의 최종 결과물은 딥러닝 모델과 같은 다양한 최신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확률적으로 라벨링된 데이터이다. 스노클은 이 레이블

을 사용하여 심층 신경망과 같은 분류 모델을 훈련시킨다.

스노클은 다양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Google, IBM, SAP, 

2)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이 제작한 Weak Supervision 기반의 라벨링 도구로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레이블이 거
의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sparsly labeled or unlabeled) 데이터로 인공지능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해 제작되었다(https://www.snorkel.org/).

(i) 라벨된 데이터 포인트 (ii) Feature Vector (iii) 라벨생성함수

<자료> Ratner, Alexander Jason, Accelerating Machine Learning with Training Data Management, Stanford University, 2019.

[그림 3] 스팸메일 필터링을 위한 라벨생성함수 도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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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 Financial, Accenture 및 Microsoft를 포함한 수많은 기업에 적용되었다. 도메인 

전문가의 비즈니스 지식을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데이터에 레이블을 지정할 수 

<자료> Ratner, Alexander Jason, Accelerating Machine Learning with Training Data Management, Stanford University, 2019.

[그림 4] 스노클 시스템 개요

(a) CXR: 정상(왼쪽) 및 비정상(오른쪽) 흉부 방사선 사진의 예 (b) EXR: 정상(왼쪽) 및 비정상(오른쪽) 무릎 방사선 사진의 예

(c) HCT: 출혈이 없음(위) 및 출혈(아래)을 나타내는 HCT 신호의 예 (d) EEG: 발작 없음(위) 및 발작 시작(아래)을 나타내는 EEG 신호의 예

<자료> Ratner, Alexander Jason, Accelerating Machine Learning with Training Data Management, Stanford University, 2019.

[그림 5] 약지도 학습을 이용한 라벨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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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스노클에서 생성된 라벨은 나중에 저렴한 실시간 신호와 같은 제공 가능한 

기능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재사용된다. 

[그림 5]의 이미지 데이터는 약지도 학습을 통한 이미지 데이터 라벨링 적용 범위를 
보여준다. (a)는 단일 2D 흉부 방사선 사진(CXR), (b)는 2D 방사선 사진 시리즈에서 가져
온 무릎 말단 방사선 사진(EXR)의 예를 각각 보여준다. (c)는 3D 머리 CT 스캔의 32개 
슬라이스 사진(HCT)을 통한 출혈유무 결과를 보여주며, (d)는 19 채널 뇌파(EEG) 신호를 
통한 발작 발병 증거 유무 결과를 보여준다[2].

IV. 반지도 학습 기법과 사례

일반적으로 지도 학습은 “예제 입력-출력 쌍을 기반으로 입력(X)을 출력(Y)에 매핑하는 
함수를 학습하는 기계학습 작업”이며(Y=f(X)), 비지도 학습은 “기존 레이블 Y가 없고 데이
터 세트(X)에서 감지되지 않은 패턴을 찾는 기계학습 유형”이다[9]. 반면, 반지도 학습은 
레이블되지 않은 데이터 세트와 소수의 레이블된 데이터 세트를 혼용하는 것으로[10], 
학습 정확도 향상이라는 이점과 함께 “학습 중에 레이블이 지정된 소량의 데이터와 많은 
양의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를 결합”하기 때문에 지도-비지도 학습 접근 방식 

<자료> Oren Etzioni, Michael Cafarella, Doug Downey, Stanley Kok, Ana-Maria Popescu, Tal Shaked, Stephen 
Soderland, Daniel S Weld, and Alexander Yates, Web-scale information extraction in knowitall:(preliminary 
results), In Proceedings of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Wide Web, ACM, 2004, pp.100-110.

[그림 6] 반지도 학습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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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있다.
반지도 학습은 소규모의 라벨링된 데이터를 근간으로 나머지 데이터를 라벨링하며, 반복

적으로 데이터 세트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라벨링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고에서는 전찬준 외(2019)가 기술한 도로 노면 파손탐지를 위한 이미지 데이터 라벨링 

사례를 중심으로 반지도 학습 방법을 소개한다[11]. 

우선 총 5,000장의 레이블된 데이터 세트가 주어졌다면, 이를 활용하여 신경망을 통한 

모델 학습을 수행한다. 반지도 학습을 위해 신경망을 5개의 앙상블(ensemble) 모델로 

구성하고(Maclin and Opitz, 1999) 5,000장의 학습 데이터 세트를 각각 1,000개의 균

등한 데이터 세트로 분배하여 학습을 완료한다. 다음으로 다른 5,000장의 레이블되지 않

은 이미지 데이터 세트를 기존의 5,000장의 레이블된 데이터 세트로 학습된 모델에 입력

으로 넣어서 예측된 출력 이미지 데이터 세트를 획득한다. 이렇게 총 10,000장의 이미지 

데이터 세트를 확보하였고, 이들을 다시 한번 앙상블 모델에 넣어 학습한다. 이번에는 또 

다른 신규 5,000장의 레이블 안 된 데이터 세트를 넣어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라벨링된 데이터를 늘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지도 학습으로 레이블된 데이터 세트와 

실제 라벨링된 데이터 세트와의 검증을 통해 라벨링 성능을 평가한다[11]. 

<자료> 전찬준, 류승기, “수도 레이블을 활용한 준지도 학습 기반의 도로 노면 파손 탐지”, 18(4), 2019, pp.71-79.

[그림 7] 앙상블 기법을 이용한 반지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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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고에서는 사람이 훈련 데이터에 레이블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작업이 비용을 초래하

며 인공지능 발전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전통적 라벨링에서 벗어나 

프로그래밍에 의해 훈련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기법들을 소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로, 도메인 전문가에 의해 제작된 다수의 라벨함수를 종합한 약지도 학습 

방식의 라벨링 기법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로 소수의 라벨링된 데이터와 다수의 라벨 없는 

데이터를 결합하는 반지도 학습 방식의 라벨링 기법을 소개하였다. 

최근 비지도 학습 기반의 라벨링 기법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전문가 

집단의 수동 라벨 작업 방식보다 효과적이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딥러닝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이지만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반지도 학습의 경우에도 결국은 소량이라도 전문가의 라벨이 필요하다. 

약지도 학습의 경우에도 라벨링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라벨링된 데이터가 요구된다. 

Snorkel에 의해 라벨링된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12K의 수작업으로 라벨링된 데이터 세

트가 요구된다고 한다[10]. 

무엇보다 상기한 비지도 학습 기반 라벨링 기법들은 신뢰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이 필요하다. 최근 Facebook AI Research(FAIR)의 연구원들은 약지도 학습과 반지도 

학습에 모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Semi-weakly Supervised Learning이라

는 라벨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등 비지도 기법에 의한 라벨링 방법은 앞으로 더 높은 

레벨의 기술과 접목하여 품질 좋은 학습 데이터를 생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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