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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학습시스템에서의 MLOps 구  방안 연구

The Study on the Implementation Approach of MLOps on Federated 
Learning System 

홍 승 후1 이 강 윤1*

Seung-hoo Hong KangYoon Lee

요    약

연합학습은 학습데이터의 송없이 모델의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학습방법이다. IoT 혹은 헬스 어 분야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보유출에 민감하여 시스템 디자인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연합학습을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가 수집되는 디

바이스에서 데이터가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자유로운 학습방법으로 각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연합학습 구
체가 개발되었으나 연합학습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개발과 운 을 한 시스템 설계에 한 구체 인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

는 연합학습을 실제 로젝트에 용하여 IoT 디바이스에 배포하고자 할 때 연합학습의 수명주기, 코드 버  리, model serving, 디바

이스 모니터링에 한 책이 필요함을 보이고 이러한 을 보완해주는 개발환경에 한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시스템은 단 없는 model-serving을 고려하 고 소스코드  모델 버  리와 디바이스 상태 모니터링, 서버-클라이언트 학습 

스 쥴 리기능을 포함한다.

☞ 주제어 : 연합학습, 임워크, 개발 시스템 설계, 오 소스, 개발환경, MLOps

ABSTRACT

Federated learning is a learning method capable of performing model learning without transmitting learning data. The IoT or 

healthcare field is sensitive to information leakage as it deals with users' personal information, so a lot of attention should be paid to 

system design, but when using federated-learning, data does not move from devices where data is collected. Accordingly, many 

federated-learning implementations have been developed, but detailed research on system design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systems using federated learning is insufficient. This study shows that measures for the life cycle, code version management, model 

serving, and device monitoring of federated learning are needed to be applied to actual projects and distributed to IoT devices, and 

we propose a design for a development environment that complements these points. The system proposed in this paper considered 

uninterrupted model-serving and includes source code and model version management, device state monitoring, and server-client 

learning schedule management.

☞ keyword : federated-learning, framework, open source, effective development environment, MLOps

1. 서   론

1.1 연구배경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네트워크의 성공 

이후 딥러닝(deep learning)은 이미지 인식(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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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자연어 처리, 추천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분

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딥러닝 활용 분야가 증가하면 딥

러닝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학습시키기 한 작업의 복

잡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증가된 복잡성은 딥러닝 모델 

운용에 있어 기술부채로 작용하게 되며 체 시스템을 

운용함에 있어 잠재 인 문제가 된다.[1] 이 문제를 해결

하기 해 DevOps(Development Operations)를 바탕으로 

모델 설계, 학습, 응용에 공통된 차를 자동화하는 

Machine Learning Operations(MLOps)가 제안되었다.[2]

DevOps는 애자일(Agile) 방법론을 기 로 하는 개발 

 운 에 한 근방식으로 2009년 Patrick Debois에 의

해 처음 소개되었다[3]. DevOps의 가장 주요한 은 지속

인 통합(Continuous Integration; CI)과 지속 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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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본 인 MLOps 구조

(Figure 1) Basic structure of MLOps

Source: https://neptune.ai/mlops-tool-stack

(Continuous Delivery; CD)이며 이를 통해 시스템 개발자

와 운 자는 짧은 개발주기, 빠른 배포속도, 안정 인 출

시의 이 을 얻을 수 있다.[4] 

MLOps는 Machine Learning(ML) 모델 사용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과 운 을 한 DevOps 기반 

근방식으로 ML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에 비해 복

잡해진 시스템 개발  운 에 이 을 제공한다. MLOps

는 DevOps와 달리 학습을 한 데이터 처리 차, 모델 

개발과 테스트, 배포 차, 모델의 모니터링 지원을 포함

한다. 이를 통해 많은 ML시스템이 서비스되고 있다.[5]

아래의 그림 1은 MLOps의 가장 기본 인 흐름을 나

타낸 것이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처리하여 모델을 

설계 학습시키고 검증하여 배포하고 모니터링 하는 기본 

구조를 보인다.[4][5][6] 이러한 구성은 API를 통한 측 

서비스 제공 혹은 특정 디바이스에 배포되는 ML시스템

에 용된다.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 에 따라 사물인터넷과 같은 

소비자의 생활과 한 곳에서 작동되는 기기와 기 에

서 많은 데이터들이 생산, 수집, 장되는 데이터의 양은 

늘어나고 있다.[7]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딥러닝 모

델을 학습시키고자 한다면 분산되어있는 데이터들을 한

곳으로 모아 체 데이터 세트를 수집하고 학습시켜야 

하지만 이는 참여자의 이해 계, 효율성, 분석시간, 비용 

등 많은 제약이 따른다. 

한 의료정보, 융데이터와 같은 개인정보들은 데

이터의 리에 매우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한다. 유럽연

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과 한민국의 ‘데

이터 3법’이 그 시다.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은 

데이터를 외부로 송하지 하지 않으면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학습방법이다.[8] 연합학습은 로컬의 데이터

로 학습된 각 모델의 가 치를 통합하고 재배포하는 방

식으로 이 지며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외부로 노출

되지 않기 때문에 라이버시 문제에서 비교  자유롭

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의료데이터, 개인정보와 같은 

높은 수 의 보안이 요구되는 데이터를 다루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합하다. 연합학습의 응용분야는 헬스

어나[9] IoT[10][11], 모바일[12][13]과 같은 일상에 가깝거

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연합학습을 구 하기 한 라이 러리들[14][15][16]은 

존재하지만 부분의 라이 러리들은 이를 이용해서 실

험 인 로젝트를 진행해보기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실 인 문제가 남아있다. 

먼  연합학습의 주기 리 클라이언트 시스템 모니터

링 코드의 버 리에 있어서 이 문제는 로그램 외

으로 지원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연합학습 라이 러리에

서 지원하지 못한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학습이 이 지

고 그 결과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모델 

서빙과 학습 스 쥴 리가 필요[17]하지만 그런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연합학습 응용에 있어서 단순한 시뮬 이션 이상의 

작업을 해서는 MLOps의 구성을 따르는 것이 유리하

다. 이유는 연합학습의 경우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구성

을 가지며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상정하므로 개발과정에 

있어서 코드의 수정이 생기게 되면 각 클라이언트와 서

버의 버 이 일치해야 하고 ML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델

에 한 버 과 모니터링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연합학습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앙화되어있는 

머신러닝 시스템과 다르게 학습 데이터에 한 수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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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LOps에서의 연합학습

(Figure 2) federated learning in MLOps

분석이 불가능하고 계속 인 학습이 요구된다. 클라이언

트는 연합학습에서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하면서 외부에 

모델을 서빙하는 서버의 역할도 겸하고 있기에 체 시

스템의 구성이 복잡하다. 따라서 기존의 MLOps를 연합

학습에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연합학습을 활용

하기 한 시스템 설계에 한 연구들[15][17][18][19]이 

있지만 추상 인 언어로 서술되어 있고 시뮬 이션을 넘

어 실제 디바이스에 연합학습을 용하는 로젝트를 개

발하기 한 시스템 설계 연구가 부족하다. 

에서 언 한 문제로 인해 연합학습을 이용하여 실

험 인 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할 때 개발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구성을 정의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하는 등의 많은 사  작업을 해야 하므로 개발자에게 다

양한 사 지식을 요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한 해결책으로 다양

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의 상태 모니터링과 연합학습 주

기 리, 클라이언트 서버 코드 버 리를 지원하는 시

스템 설계를 제안한다. 해당 시스템은  다른 연합 라이

러리가 아닌 외부 리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응할 수 있도록 독립된 컴포 트들로 이루

어져 있다. 시스템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해 이미 개발

된 MLOps 도구를 사용하여 구 할 수 있는 기능은 극

으로 사용하고 쉽게 같은 기능의 다른 MLOps 도구를 

시도해 볼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다. 한 개발자의 실수

를 감당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에 

한 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1.2 연구범

본 연구는 연합학습을 응용하여 로젝트를 진행하고

자 할 때의 문제 을 분석하고 연합학습 시스템을 한 

MLOps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MLOps에 연합학습을 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복잡한 시스템 구성을 분석하고 이를 지원하

는 단순하고 유연한 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해당 시스

템은 서버, 클라이언트에 치하는 리 시스템으로 개

발의 용의성을 해 단순한 API를 사용하며 연합학습의 

라이 러리와는 독립 으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 개발자

가 선호하는 연합학습 구 체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시스템은 실제 디바이스로의 원

할한 확장과 안정 인 배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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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연구

2.1 연합학습

연합학습은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갖는 서버의 모델을 

분산학습(distributed learning)하는 방법이다.[20] 연합학습

은 클라이언트에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제로 

하여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지 않고 각 클라이언트에서 

학습한 뒤 이를 이용한다는 에서 다른 분산학습과 차

이가 있다. Federated Averaging(FedAvg)[21]이 표 인 

연합학습 알고리즘이며 체 학습은 1) 임의의 클라이언

트를 샘 링, 2) 서버가 로벌 모델(Global Model)을 클

라이언트에 송, 3) 각 클라이언트에서 로컬 모델(Local 

Model) 학습 후 서버로 모델을 송, 4)서버는 받은 로컬 

모델들의 평균으로 로벌 모델을 업테이트 하는 4단계

를 거친다. 

2.2 연합학습 랫폼

연합학습을 한 랫폼은 여러 기 에서 개발되었

다.[20][21] TensorFlow Federated[22], Flower[14]와 같은 

라이 러리 수 의 랫폼을 사용하는 경우는 개발자가 

시스템 반을 개발해야 한다는 단 이 있고 FATE 

(Federated AI Technology Enabler)[16]나 PaddleFL[23]과 

같은 산업용 수 의 랫폼은 배포, 모니터링, 작업속도

(workflow)까지 지원하지만, 반드시 랫폼에 속한 연합

학습 라이 러리를 사용해야만 하고 제공되는 도구 외의 

선택사항이 없다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연합학습 라이 러리에 독립 이며 다른 

MLOps도구[24]와 호환이 되도록 한다.

2.3 MLOps

MLOps는 Machine Learning과 DevOps의 합성어로 데

이터 수집, 처리에서부터 모델 개발, 평가, 배포, 서비스, 

모니터링의 이 라인을 자동화한다.[6] MLOps는 

CD/CI를 ML모델에 용하여 ML시스템을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MLOps의 기본 인 구조는 1) 데이터 수

집 2) 데이터 처리 3) 모델 설계 4) 모델 학습 5) 모델 평

가 6) 모델 배포 7) 모델 서비스 8) 모니터링이다.[25] 이

러한 이 라인 모델은 연합학습에는 합하지 않다. 

MLOps는 클라이언트의 상태는 고려사항이 아니지만 연

합학습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고 학습된 클라이언트

의 모델들이 서버에서 애그리게이션(aggregation)되어 다

시 배포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의 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합학습의 MLOps에서 기 로벌 모델이 학습되는 

것은 시뮬 이션에서 일어난다. 개발자는 연합학습 라이

러리의 시뮬 이션을 이용하여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

으로 여러가지 모델을 학습시키고 평가한다. 이 게 정

해진 기모델을 배포하면 클라이언트는 배포 받은 모델

을 가지고 인퍼런스(inference)를 제공한다. 인퍼런스 서

비스를 제공하면서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장한다. 한편 서버는 주기 으로 애그리게이션을 비

한다.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애그리게이션 비가 되어있

고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학습을 진행할 조건이 만족되

었는지 확인한 후에 연합학습에 참여한다(그림 2). 이 과

정에서 클라이언트는 학습에 참여할지 단하기 해 서

버의 상태를 주기 으로 악하여야 하며 서버에서도 주

기 으로 애그리게이션을 비하고 서버의 상태를 클라

이언트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서버-클

라이언트의 모델과 코드에 한 CI/CD가 가능해야 하므

로 기존의 MLOps로는 한계가 있다.

3. 연구방법론

3.1 연구모형

제안하는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요소를 만족한다.

모듈화: 시스템은 각각이 API로 통신하는 컴포 트

(component)로 이루어져 있다.

높은 오 소스(open sauce) 활용성: 쉽고 단순한 API와 

리 사용되는 라이 러리를 사용하여 확장성을 높인다.

모델 개발과 환경 개발 분리: 애그리게이션 알고리즘

(aggregation algorithm)과 응용 환경 분리 모델과 환경 개

발을 통일된 방식으로 리, 연합학습 시각화, 클라이언

트 디바이스(Client device)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연합학습은 연합학습 

라이 러리를 통해 이 지며 클라이언트의 모델 서빙과 

버  리, 트 이닝 트리거(training trigger)를 클라이언

트 리 컴포 트(Client Management Component)가 리

한다. 그리고 서버의 리 컴포 트는 연합학습 라이

러리의 서버를 실행시켜 애그리게이션을 시작한다. 디바

이스 모니터링은 클라이언트 혹은 서버의 리소스, 로

그램 로그, 재 상태를 사용자에게 보이고 트 이닝 모

니터링 서비스는 학습로그와 메트릭(metric) 그래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시스템은 서버-클라이언트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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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 서버의 컴포 트는 아래와 같다.

서버 리 컴포 트(Server Management Component): 

주기 으로 연합학습 라이 러리의 서버를 실행시켜 애

그리게이션을 시작시키는 역할과 서버의 상태를 클라이

언트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디바이스 모니터링(Device Monitoring): 로그램 에러 

로그와 리소스 사용 상황, 서버-클라이언트 리 컴포

트의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응용 로그램 개발자 혹은 

디바이스 리자가 이를 보고 기능오류 혹은 로그램 

개선을 진행한다. 

트 이닝 모니터링 서비스(Training Monitoring Service): 

로벌 모델의 학습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모델 개발자는 

이를 보고 모델을 개선한다. 

로벌 모델(Global Model): 학습의 상인 모델로 모

든 클라이언트는 해당 모델을 공유한다.

연합학습 서버(Federated Learning Server): 연합학습에

서 애그리게이션을 하는 역할로 정해진 횟수의 애그리게

이션을 마치면 리소스를 반환하고 종료된다. 서버 리 

컴포 트에 의해 생성되고 서버 리 컴포 트에 상태를 

보고한다.

클라이언트는 연합학습 클라이언트(Federated Learning 

Client)와 클라이언트 리(Client Management), 인퍼런스 

서버(Inference Server), 데이터 이 라인(Data Pipeline)

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컴포 트는 서로에 해 독립

이며 리 컴포 트(Management Component)의 요청에 

응답만 가능하다면 개발자는 각 컴포 트를 자유롭게 구

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클라이언트 리 컴포 트(Client Management Component): 

코드와 모델 버 과 인퍼런스 서버에 배포된 모델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클라이언트의 다른 컴포 트와 통

신으로 상태를 확인하여 항상 정해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한, 서버의 애그리게이션이 비되었는지 확인하

고 클라이언트가 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면 연합학습 클

라이언트에 트리거를 주어 학습을 시작한다. 

연합학습 클라이언트(Federated Learning Client): 연합

학습 라이 러리를 통해 연합학습을 수행하며 클라이언

트 리 컴포 트의 신호 때문에 시작된다. 

인퍼런스 서버(Inference Server): 해당 컴포 트의 이

름은 서버이지만 실제로 모델 서빙을 제공하는 컴포 트

다. 항상 동작 이고 최신 로벌 모델을 제공한다.

그림 3을 통해 제안하는 시스템 개념도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리 컴포 트를 심으로 이루어진다. 서버 리 컴포

트는 연합학습의 서버부와 모니터링 서비스를 리한

다. 클라이언트 리 컴포 트는 인퍼런스 서버와 연합

학습 클라이언트를 리하며 데이터 이 라인의 리

도 맡는다. 

(그림 3)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개념도

(Figure 3) Conceptual diagram of the proposed 
system

(그림 4) 제안한 시스템에서의 앙 리

(Figure 4) Central management in the proposed 
system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체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매니 와 모델의 개발을 맡는 모델 

개발자(model developer) 간의 역할 구분을 제하고 있

다. 1) 연합학습 서버에서의 디바이스 상태 로그(device 

status log)  시스템 로그(system log) 등을 디바이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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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한 시스템 구상

(Figure 5) Scheme diagram of the proposed system

니터링에서 보고, 2) 학습 상황이나 성능을 트 이닝 모

니터링 서비스에서 본다. 3) 모델 개발자는 트 이닝 모

니터링 서비스를 보고 모델을 조정하여 기트(Git)에 올려 

재배포한다. 4) 디바이스 매니 는 디바이스 모니터링을 

보고 조치를 취한다. 

시스템의 컴포 트들 간의 계는 그림 5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연합학습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라미터

(parameter) 교환은 연합학습과정에서의 모델 교환을 의

미한다. 서버 리 컴포 트는 연합학습 서버를 주기

으로 실행시키며 기모델 업로드와 같은 차를 다루는 

워크 로우 리(workflow manager)와 그 외

서버의 상태를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는 서버 매니 로

구성된다. 1) 연합학습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는 gRPC 

(google’s Remote Procedure Calls: 구 의 원격 로시  

호출)를 통해 통신이 이루어진다. 2) 서버/클라이언트의 

리 컴포 트 사이의 통신은 RESTful API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3) 인퍼런스 서버는 클라이언트에서 외부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측값을 제공하고 해당 데이터와 정

답을 장한다. 

서버 매니 (Server manager): 연합학습 서버를 제어한

다. 클라이언트 매니 와 통신이 이루어지며 클라이언트

의 상태와 서버의 상태를 교환한다. 코드 장소(Code 

repository)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를 용한다. 

워크 로우 리기(Workflow manager): 주기 인 애그

리게이션 수행과 기모델의 배포와 같은 차 인 것을 

다루는 컴포 트로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연합학습 서버

를 실행한다.

연합학습 서버(Federated learning server): 애그리게이션

을 수행하며 검정 데이터(Validation Data)를 통해 학습결

과를 확인한다. 학습과정 모니터링은 트 인 모니터링 

서비스(Train monitoring services)를 이용한다. 한 모델 

장소(Model repository)가 비어있거나 장되어 있는 모

델의 구조(Architecture)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모

델을 업로드한다.

코드 장소(Code repository): 깃(Git)와 같은 코드 

장소로 코드버 리와 단일소스 장소 역할을 한다.

모델 장소(Model repository): 로벌 모델이 장되

는 장소다.

클라이언트 매니 (Client manager): 코드 장소의 코

드와 버  동기화, 인퍼런스 서버의 모델 업데이트, 연합

학습 클라이언트 학습 시작 명령 달한다. 처음에 로

벌 모델 다운로드를 한다.

인퍼런스 서버(Inference server): 데이터를 입력받고 

측값을 반환한다. 입력 데이터는 학습을 해 장된다. 

연합학습 클라이언트(Federated learning Client): 연합학

습을 수행한다.

3.2 연구 방법  차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각 컴포 트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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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장하고 높은 확장성을 해 함수 호출 방식이 아

닌 API 통신을 사용한다. 그림 6은 시스템에서 이루어지

는 API 통신들을 보여 다.

(그림 6) 시스템 컴포 트 간의 API 통신들

(Figure 6) API communication between system 
components   

(그림 7) 헬스 체크

(Figure 7) Health check

Client manager Status informer

Health check : Federated learning server가 비되었

는지 확인한다. 

Get_server_info : 처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속하

는 경우 모델 장소에 한 정보 요청.

(그림 8) 업데이트 비

(Figure 8) update_ready

 Flserver Status_informer (그림 8) 

update_ready 연합학습 서버가 비됨.

(그림 9) 인퍼런트 스타트 / 업데이트

(Figure 9) infer_start / Infer_update

(그림 10) 클라이언트 스타트/ 학습 완료 / 학습실패

(Figure 10) Client start/ fin_train / fail_train

ClientManager flower_client (그림 10)

Cclient_start : Client Manager의 연합학습 참여 명령 

fin_train : 학습이 성공 으로 끝난 경우 반환

fail_train : 학습이 실패한 경우 반환

3.3 연구 모형설계

시스템의 컴포 트들은 다양한 상태를 가진다. 

서버는 3가지 상태를 가진다. 1) 기 모델 배포, 2)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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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로우 리기(workflow manager)의 트리거(trigger) 

기, 3) 클라이언트 속 기, 등이다.

1) 기모델 배포: 모델 장소(Model repository)가 비

워 있거나 모델 장소에 장되어있는 모델의 학

습체계(Architecture)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모델을 업로드한다.

2) 워크 로우 리기(Workflow manager)의 트리거 

기: 기 인 상태의 서버에는 서버 매니 와 워

크 로우 리기만 있는 상태다. 주기 으로 워크

로우 리기가 연합학습 서버를 배포하면 서버는 

클라이언트 속 기상태로 바 다.

3) 클라이언트 속 기: 연합학습 서버가 배포되어 

학습을 시작한다.

(그림 11) 클라이언트 상태 이도

(Figure 11) client status diagram

그림 11에서처럼 클라이언트의 상태는 1) S0, 2) 모델

용 기, 3) 측  데이터 수집, 4) 연합학습 등 4가지

가 있다. 이러한 상태의 이를 클라이언트 매니 가 각 

컴포 트에 API를 통해 달한다. 

1) S0: 클라이언트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상태로 서

버 매니 에 근하여 모델 장소에 한 정보와 로

벌 모델을 받아 다음 상태로 넘어가야 한다. 실패 시 클

라이언트는 종료된다.

2) 모델 용 기(Pending application): 클라이언트 내

에 로컬 모델(local model)의 변경사항이 있어 인퍼런스 

서버의 모델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상태로 처음 로벌 

모델을 받아왔거나 연합학습 종료 후의 상태이다.

3) 측  데이터 수집 (Prediction, data collection): 

로컬 모델을 모델 서빙(model serving)을 수행하면

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서버가 클라이언트 속

기 상태인 것이 확인되고 클라이언트의 상태가 학

습에 참여 가능한 상태가 되면 연합학습  상태로 

이된다.

4) 연합학습 (learning): 연합학습에 참여하여 학습이 

진행 인 상태로 학습이 정상 으로 종료되면 모

델 용 기 상태로 비정상 으로 종료되면 측 

 데이터 수집 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림 12) 서버 상태 이도

(Figure 12) server status diagram

서버의 상태 이도이다. 1) (Model Init): 모델 장소

에 장된 모델이 없다면 깃값을 장한다. 2) 

(Waiting): 이후 기 상태에서 로컬의 클라이언트가 

송하는 쿼리에 응답하며 기한다. 3) (Federated Learning 

server start): 정해진 주기가 되었을 때 연합학습 서버를 

배포함으로써 연합학습을 실행한다.

   

(그림 13) 연합학습 클라이언트의 상태 이도

(Figure 13) Federated learning client statu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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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은 연합학습 클라이언트의 상태 이도를 보

여 다. 본 연구에서는 라워(flower)[14]라는 연합학습 

구 체 사용을 제로 한다. 1) 비 (waiting) : 클라이

언트 매니 의 트 인 스타트(train start) 명령을 기하

고 있다. 2) 기 (Pending): 서버에 속하고 다른 클라

이언트의 속을 기한다. 3) 학습 (training): 학습을 

진행한다. 4) 학습완료(Training Finish): 연합학습을 완료

하고 모델을 장한다.

우측의 그림 14는 인퍼런스 서버의 상태를 보여 다. 

이 과정에서 외부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측값을 제공하

고 해당 데이터와 정답을 장한다.
(그림 14) 인퍼런스 서버 상태 이도

(Figure 14) Inference server status diagram

(그림 15) 구  설계

(Figure 15) Implementation design

4. 실험 방법

구 을 해 워크 로우 리기(Workflow manager)는 

airflow[26]로 연합학습 라이 러리는 FLOWER[4]로 디바

이스 모니터링은 Grafana Stack[27], 트 인 모니터링 서

비스는 Weights & Biases[28]로 하 고, 코드 장소는 Git 

–hub[27], 모델 장소는 AWS[29]의 S3[30]를 사용한다. 

그림 15가 의 사항을 반 한 그림이다. 한 인 라스

트럭처(infrastructure)는 Kubernetes[31] 에 Argo-CD[32]

를 이용하여 구성한다. 그림 15와 그림 16에서 

Air-flow[26]를 통해 기모델 업로드를 수행한다. 컨테이

[33]를 사용하는 경우 코드 변경시 이미지를 재빌드하

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런타임에 깃허 에서 소스를 받아

오는 컨테이  이미지를 베이스 컨테이 로 사용한다.

(그림 16) Kubernetes에서 구 된 클라이언트 컨테이 들은 

공유 장소가 있다 (emptydir)

(Figure 16) Client implemented on Kubernetes. 

Containers have shared storage 

(emptydir)



연합학습시스템에서의 MLOps 구  방안 연구

106 2022. 6

그림 16에서 클라이언트의 컴포 트들 사이 상호작용

을 보여 다. 클라이언트 매니 가 연합학습을 실제로 

수행하는 fl-client와 외부의 데이터에 해 측값을 

달하는 클라이언트-인퍼런스 컴포 트에 트리거 역할을 

하며 fl-client와 client-inference는 로컬 모델 장소와 로

컬 데이터 장소를 공유한다. 구 에서는 pod의 

emptydir을 통해 구 한다.

(그림 17) Airflow[26]를 통해 기 모델 업로드한다. 

런타임에 깃허 에서 소스를 받아 컨테이  이미지

를 베이스 컨테이 로 사용한다.

(Figure 17) The initial model is uploaded through 
Airflow[26]. Use the container image 
that pulls the source from gitHub as the 
base container for Runtime.

그림 17에서는 서버의 배포와 주기  서버시작 방법

을 보여 다. ArgoCD를 통해 깃허 에 장된 내용을 바

탕으로 서버시스템을 배포하며 airflow에서는 model init 

를 통해 모델의 기값을 배포하며 라워 서버(flower 

server)를 배포하여 학습을 시작한다. 각 컨테이 는 런 

타임 깃허 를 복제(clone)해 오도록 하여 재활용성을 극

화한다. 모델 장소는 S3를 사용한다.

4.1 실험환경

구 은 그림 18과 같은 환경에서 이 진다. Kuber 

-netes[31]를 기반으로 한다. 그림 18과 같이 네트워크를 구

성하고 Kubernetes를 배포한다. 서버 측에는 Argocd를 배포

하고 argocd 에서 airflow와 grafana stack을 배포한다.

클라이언트 측은 서버와 같은 환경을 사용하기 때문

에 실험환경에서 추가 으로 취해야 할 것은 없으나 서

버와 클라이언트가 다른 기기에서 작동할 때는 클라이언

트에 kubernetes를 배포하고 그림 16의 client pod를 배포

한다.

(그림 18) Kubernetes 구  환경

(Figure 18) Kubernetes Environment

4.2 실험 분석

체 실험 차는 1) 코드 장소 비, 모델 장소 

비 2) Workflow 리 로그램 배포, 3) 서버 배포 4) 

클라이언트 배포 5) 학습진행  6) 학습결과 확인 등이다.

로젝트 실험에서 사용되는 Jetson Nano나 Rasp 

-berryPi와 같은 임베디드 개발보드에서도 k3s와 같은 경

량형 kubernetes를 지원하고 이러한 컨테이  기반의 시

스템은 하드웨어 의존도가 낮고 재 성이 높다. 따라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모든 구 은 모두 GitHub의 내용을 

동기화되도록 하여 Kubernetes에서 pod형태로 구 된다. 

Kubernetes의 배포(deployment) 방식을 이용하여 서버를 

배포하고 ReplicaSet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들을 배포한

다. Deployment는 kubernetes에서 업데이트와 롤백

(rollback)을 지원하지만 ReplicaSet은 그 지 않고 자유롭

게 스 일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비교  

실 이면서도 실험에 용이하다.

코드 장소는 GitHub를 사용한다. 모델 장소는 객

체기억장소(object storage)인 AWS의 S3서비스를 사용한

다. 업로드할 때에는 사용자인증이 필요하도록, 다운로드 

할 때에는 구나 가능하도록 설정한다.

Workflow는 아 치(apache) Airflow를 사용한다. 시스

템 배포는 gitHub 동기화 기능을 지원하는 Argo-CD를 사

용한다. 상태 서버(status server)를 배포하고 클라이언트

를 배포한다. 

학습은 엠니스트(mnist) 데이터를 사용하며 3층의 완

속층(fully connected layer)을 사용하여 32배치(batch) 

사이즈로 2에포크(epoch)씩 4라운드로 이 지며 모델의 

성능이 아닌 체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것을 

목 으로 각 라운드의 로스(loss)값의 시작이 이  라운

드의 마지막 값과 일치하는지를 통해 로벌 모델이 라

운드를 거듭할수록 학습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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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 Airflow를 통해 학습이 정상 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9) It can be confirmed that learning is being carried out normally through Airflow.

4.3 실험 결과

실험환경에서 구 된 모습이다.

그림 19는 airflow dash board로써 좌측하단은 태스크 

그래 (task graph), 우측은 실행 성공 내역을 실행시간 

별 태스크 당 도형의 색을 통해 표 한 것이다. 세  후 

반에는 코드 오류로 4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수정 후에

는 정상 인 실행이 계속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0) 5 라운드 로스 그래

(Figure 20) 5 round loss graph

그림 15의 Weights & Biases를 이용해 기록한 test loss 

그래 로 y축은 loss를 x축은 학습이 진행된 실제 시간이

다. Weights & Biases의 기본 설정에 따라 이름이 임의로 

정해졌으며 ‘autumn-feather-45’에서 이미 학습이 수렴상

태(saturation)가 되어 이후부터 과 합(overfitting) 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 은 weight가 학습을 시작할 때마다 

기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 한 시스

템이 continual learning을 정상 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all time에 따라 끊어져 있지만, 다음 라운드의 시작

이 이  라운드의 마지막 결과에서 이어지는 것을 보아 

로벌 모델 장소에 장된 최신(lastest) 모델을 받아

와 정상 으로 학습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 학습로그

(Figure 21) Training Logs

그림 21은 클라이언트에 기록된 학습 로그로 우측에 

Pod 내의 컨테이  네임, 로그 기록시간, 로그 타입, 로그 

내용이다. 로그에 기록되는 컨테이 는 클라이언트에 

Client-manager, fl-client, client-inference가 있다. 로그램

은 함수의 시작과 종료 시에 함수 이름을 로그에 남긴다. 

(1)행: Client-manager가 server status에게서 서버 상태를 

받아온다. (2)행: 시작(start) 명령을 fl-client에 보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3)행: Fl-client는 수신확인을 보내고 

학습을 시작한다. (4)행: Fl-client에서 연합학습을 진행하

는 동안 fl-manager는 각 컴포 트의 상태를 확인한다. (5)

행 fl-client에서 연합학습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클라이언

트 매니 에게 알린다. (6)행: client-inference에게 업데이

트를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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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향후연구

5.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연합학습 시스템을 이용한 로젝트 

진행에 있어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개발 시스템 설계를 기계학습 시스템 개발/운

에 한 철학인 MLOps의 에서 제시하 다. 제안

한 시스템은 연합학습 구 체와 독립 으로 설계되었고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원활히 실행 가능하도록 하기 해 

컨테이  기반 구 을 제로 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시스템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리를 한 컴포

트를 추가하여 연합학습 응용 로그램 외 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시스템의 컴포 트들은 서로 

API를 통한 통신을 이용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할하

여 각 컴포 트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 다. 추

후 많은 개발자가 연합학습을 응용하여 로젝트를 진행

하고자 할 때 시스템 구성의 참조자료로써 사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 한다.

5.2 향후연구

본 연구에서는 Kubernetes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으며 클라이언트도 Kubernete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Kubernetes와 독립 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 클라이언트 신

뢰도와 애그리게이션 시 반 할 클라이언트 가 치

(weight) 별 기여도를 런타임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조합의 애그리게이션에 따른 성능 향상을 

측할 수 있도록 하여 연합학습을 한 랫폼의 완성

도를 향상시키는 연구를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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