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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순환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s)과 순환신경망 언어 모델 (recurrent neural network
language model)의 최근 경이로운 성과들을 소개하고, 그 뒤에 고차 은닉 마코프 체인을 가지는 고차 순환
신경망 언어 모델 (high-order recurrent neural network language model)을 제안한다. 위키피디아와 같이 극도로
많은 데이터들이 웹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상황에서, 순환 신경망 언어 모델과 그 확장은 이전 stateof-the-art n-gram 언어 모델이나 신경망 언어 모델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임이 밝혀졌다. 고차 순환신경망
언어 모델 역시 데이터 수가 증가할수록, 은닉 변수간 고차 연결망의 성능 개선 효과가 증가함을 실험을
통해 논증한다.

1. 서 론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었던 순환 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은 최근 5년 사이에 큰 진전을
보였으며, 다양한 응용에서 그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또한 deep learning 선두 그룹에서는 순환
신경망을
deep
learning
모델과
representation
learning의 일종이자, 다음 세대의 연구 분야로
생각한다 [1].
순환 신경망의 응용에 첫 포문을 연 논문은
Mikolov의 순환신경망 언어 모델 (recurrent neural
network language model, RNNLM)이다 [2]. 이 모델은
기존의 state-of-the-art n-gram 모델이나 신경망 언어
모델 (NNLM)보다 언어 모델링에 있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 후로 RNN을 사용하여 단어 수준과
character
수준에서
문장을
생성하려는
시도가
생겼으며, RNNLM의 다양한 변형들이 등장하였다.
본 논문의 배경이론에서는 순환신경망과 순환신경망
언어 모델의 최근 성과들을 소개한다. 그 뒤에 고차
은닉 마코프 체인을 RNNLM에 적용한 고차 순환신경망
언어 모델 (high-order recurrent neural network
language model, HORNNLM)을 제안하고 그 성질을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순환 신경망 언어 모델에 고차
연결망을 추가하는 것이 아주 큰 데이터 셋에서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됨을 논증한다.
2. 배경 이론
2.1 순환 신경망
순환 신경망 (RNN)을 학습하는 일은 전통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기계학습 분야에서 많이 연구된 Elman
RNN은 층이 time-step만큼 많은 다층 신경망 (Multi-

layer Perceptron, MLP)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은닉 층을 두었을 때 MLP에 발생하는
문제를 RNN 역시 그대로 겪는다. RNN의 학습을 위하여
error를 이전 시간의 hidden에도 전파시키는 backpropagation through time (BPTT) [3]이 제안되었지만,
이러한 알고리즘으로는 10step 이상의 먼 시간차의
상관관계를 학습할 수 없음이 이론적으로 밝혀졌다 [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델들이
제안되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었다. 예를 들어,
Long-short term memory (LSTM)은 은닉층에 3개의
게이트를 사용하여, 특정 시간에 드러나 은닉 정보를
오랫동안 저장, 긴 시간에 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위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5]. 최근에는 deep learning
분야에 제안된 최적화 기법의 일종인 Hessian-Free
(HF) 최적화 방법 이 RNN에도 사용되게 되었다 [6].
이 방법은 Hessian 행렬을 사용하는 2nd-order 최적화
기법의 일종이며, 병리학적인 목표 함수 공간을 가지는
층이 많은 신경망의 학습에서 stochastic gradient
descent보다 효과적인 공간 탐색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의 과거 정보가
중요한 언어 및 음악 문제를 다루는 경우, 고전적인
stochastic gradient descent 최적화 방법으로도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 [1, 8]. 본 논문은 stochastic
gradient descent를 다루는 학습에 대하여 검토한다.
RNN 언어 모델의 성공 이후로, 다른 응용에서도
RNN이 성공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예로
Deep RNN을 사용한 음성 인식 [7], RBM-RNN을
사용한 음악 생성 [8], 필기체 생성 [9]등이 있다.
2.2 순환 신경망 언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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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모델 (language model)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매우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분야이며, 검색 엔진과 음성
인식 등 자연어 처리의 다양한 응용에 핵심이 되는
기술 중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n-gram 모델이 아주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대표적인 state-of-the-art 모델
중 하나가 Kneser-ney smoothing을 사용한 n-gram
모델이다, 이 모델은 non-parametric Bayesian의
일종인 hierarchical Pitman-Yor processes와 관련되어
설명되기도 하였다 [10]. 별도로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한 신경망 언어 모델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존재하였으며, n-gram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고하였다. [2]에서는 순환 신경망을 통하여 두 모델의
성능을 넘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Kneser-ney 모델
대신에 순환 신경망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Wall Street
Journal 벤치마크 데이터에서 perplexity를 140에서
102로, 위 언어 모델들을 바탕으로 한 음성 인식
과제에서 17.2%의 error를 14.4%로 낮추었다.
비록 단어를 바탕으로 문장을 생성하는 것이 언어
모델의 기본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단어 기반의 문장
생성 모델과, character 기반의 문장 생성 모델 모두를
언어 모델의 일종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한다.
RNN을 HF를 이용하여 학습함으로써, character
기반으로 문장 생성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연구가
주목을 받았다 [6]. 하지만 같은 시간을 표현하는 은닉
변수에 대하여, 층을 깊게 쌓는 Deep RNN이 HF
없이도 HF를 사용한 기존 RNN 모델과 성능이
비슷하다는 연구도 최근에 등장했다 [11].
Deep RNN의 성공은 다소 기묘하다. RNN은 이미
deep neural network의 일종이다. 그런데, 여기에 각
시간에 해당하는 은닉 변수 각각에 층을 더욱 쌓아서
기존 RNN을 능가하는 성능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RNN의 특정 time step의 hidden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time step 전후의 시간 관계의 표현을 확장하는
것은 어떨까? 본 논문에서는 RNN에서 은닉 변수간
고차 마코프 가정을 허용하는 방법을 RNN 언어 모델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3. 고차 순환 신경망 언어 모델
이전 시간의 은닉 변수와 현재 은닉 변수가 연결을
가지는 RNN을 Elman RNN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Elman RNN과 그 변형에 대해 다룬다. 그림 1은 기존
Elman RNN 모델과 그 확장된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 모델은 단순한 Elman RNN, 가운데 모델은 Deep
RNN [7, 11] 오른쪽 모델은 은닉 변수간 2개의 order를
가지는 고차 순환 신경망 (High-order recurrent neural
networks, HORNN) 이며, 본 논문이 제안하는 모델이다.
수식을 통하여 HORNN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입력 변수 x와 은닉 변수 h, 그리고 출력 변수 o에
대하여 다음 수식이 성립한다 (그림 1-오른쪽 에서
각각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회색 원에 해당된다).

그림 1. (왼쪽) 단순한 (Elman) RNN, (가운데) Deep RNN,
(오른쪽) High-Order R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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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σ 는 시그모이드 함수, L은 은닉 변수간 고차
연결망의 order이다. 모델의 가중치를 사용하기 위하여
stochastic gradient descent가 사용된다. 정의된 오차
함수 E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차 함수 E에 대한
가중치의 기울기를 매 입력 값과 상응하는 모델의 값에
대입, 이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수정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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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NN은 기존 RNN과 마찬가지로 언어모델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RNN 언어모델과 같다
[2]. 여기서 입력 변수 x(t)는 t 시간의 단어 index를
one-of-K 방식으로 표현하며, y(t)는 t+1시간의 나올
단어에 대한 모델의 확률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y(t)는 x(t+1)과 같으며 o(t)가 x(t+1)의 one-of-K
표상과 같은 값을 가질 때 error가 0이 된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네 가지의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고차
순환 신경망 (HORNNLM)과 기존 신경망 언어 모델
(RNNLM)을 비교, 고차 은닉 변수 연결망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번째 데이터 셋은 Pororo
데이터 셋으로, 어린이 만화영화인 Pororo 동영상의
자막을 추출하여, 그 대사를 데이터 셋으로 만든 것이다.
짧은 대사와 제한된 단어 사용이 특징이다. 전체 한
시리즈 13개의 에피소드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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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은 일반적인 만 여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데이터
셋이며, Tiny로 지칭하였다. 세 번째 데이터 셋은 Penn
Treebank Corpus이며, 표 1에서 PTB에 해당한다. 네
번째 데이터 셋도 Penn Treebank Corpus에서 나온
것인데, 이 때 단어 대신에 캐릭터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
셋은
표1에서
PTB
char에
해당한다.
HORNNLM의 order L은 2로 하였다.
#train #hidden RNNLM
HORNNLM
Pororo
1K
60
69.66
74.66
Tiny
10K
60
73.68
74.87
PTC
900K
170
150.13
146.07
PTC
5M
340
3.25
3.03
char
표 1. 다양한 데이터 셋에서의 언어 생성 성능 비교,
성능 척도는 perplexity이다. 데이터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고차 연결망이 언어 생성 성능에 도움이 된다.
표 1에 따르면 데이터의 수가 적은 Pororo의 경우
RNNLM이 HORNNLM보다 perplexity가 적으며, 이는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데이터의 수가
많은 PTC나 PTC char의 경우, 같은 은닉 변수 개수에
대하여 HORNNLM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림 2. Peen Treebank Corpus character 데이터 셋에서
parameter 수의 증가에 따른 RNNLM과 HORNNLM의
성능 변화
그림 2는 가중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HORNNLM의
성능이 RNNLM의 성능보다 더 좋아짐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같은 가중치 개수에 대하여 HORNNLM이
RNNLM에 비해 낮은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가중치
수가 늘어남에 따라, HORRNLM이 RNNLM에 비해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능
개선은 PTC char 뿐 아니라 PTC 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HF와 같은 다른 최적화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HORNNLM의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BPTT에 대하여 HORNNLM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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