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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질의응답 문제를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최근 메모리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인해 접

근 방식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중 동적 메모리 네트워크는 (Dynamic Memory Network, DMN) 

인간 기억 체계에 착안하여 인공 신경망 기반의 주의 기제를 적용하는 동시에 질의응답에서 일어나는 인

지 과정을 모듈화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확장시키고 DMN을 

이용한 질의응답 적용이 가지고 있는 시간 순서 인식의 한계를 개선해 정답률을 높이고자 한다. 실험 결

과, 개선된 DMN은 1K-bAbI 문제에서 89.21%의 정답률과 95% 정답률 기준 12개의 과제를 통과하는 성

과를 보여 정확도 면에서 기존의 DMN에 비해 13.58%p 만큼 더 높고, 4개의 과제를 추가로 통과하는 뛰

어난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실험을 통해 DMN이 학습한 단어 임베딩은 질의 응답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은 서로 강한 군집을 이루고, 모델의 일화 기억 모듈 통과 횟수가 DMN의 성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 서론 

질의응답은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동시에 올바른 응답을 도출하기 위한 

인지 체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듯 질의응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휘와 같은 보편적 지식, 그리고 주의 

기제와 추론 등의 인지 작용을 학습 해야하는 다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질의응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모델은 이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기존 방법론들을 보완한 

메모리 네트워크[8]가 제안되었다. 메모리 네트워크는 

사실의 나열들을 기억 모델에 저장한 뒤, 질문과 모델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사실들을 뽑는 순차적 과정을 

거쳐 올바른 응답을 나타내는 모델을 총칭한다. 동적 

메모리 네트워크(Dynamic Memory Network, DMN)는 

메모리 네트워크의 연구들 중, 외적인 메모리 

구성요소와 주의 기제를 가진 인공 신경망을 통해 

해결하는 모델로 질의응답, 감정 분석, 부분-발화 태깅 

등의 문제에 대해 높은 성능 결과를 보고하였다[4]. 

본 연구에서는 질의응답 문제를 위한 DMN의 

구성요소들을 제시하고, 학습 데이터의 부족과 시간 

순서 인지에 관한 모델의 한계를 개선한 DMN을 

제안하여 이를 통한 성능 최적화를 시도한다. 그 후, 

DMN 의미 모듈의 단어 임베딩의 시각화와 일화 기억 

모듈의 통과 횟수에 종속적인 모델의 성능을 보여주어 

DMN의 각 메모리 구성요소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뒤이은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동적 

메모리 네트워크와 각 모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3장에서는 DMN의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이에 

따른 실험 성능 향상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동적 

메모리의 각 모듈에서 관찰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동적 메모리 네트워크 

DMN은 인공 신경망에 기반한 메모리 네트워크로, 

기억 구성 요소들이 구분되어, 멀티모달 데이터를 

고려할 수 있으며 모듈들을 독립적으로 발전시켜 전체 

신경망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9]. 그림 1이 묘사하고 있는 제안된 질의응답을 

위한 DMN의 각 모듈들은 다음과 같다. 

2.1. 의미 기억 모듈 

본 모듈은 개념과 사실들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저장한다. 이러한 일반적 지식은 여러가지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이 중 자연어 처리를 위한 성공적인 표현 방식 

중 하나인 임베딩 벡터(word embedding vector)를 

통한 단어 단위의 표현을 학습하고 저장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GloVe[5]를 통해 의미 기억 모듈의 단어 

임베딩을 초기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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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입력 모듈 

입력 모듈은 연속된 사실 입력을 벡터의 집합 𝐹 =

[𝑓1, … , 𝑓𝑁] 로 표현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입력 문장의 단어들을 단어 임베딩을 통해 고정된 

차원의 벡터들로 변환시키고, 회귀 신경망을 통해 

문장마다 최종 은닉 상태들을 추출하는 방법을 취한다. 

𝑖 번째 단어의 임베딩 벡터를 𝑥𝑖 라 하고 전의 은닉 

상태를 ℎ𝑖−1  라 할 때 Gated Recurrent Unit 

(GRU)[1]에 의한 새로운 은닉 상태 ℎ𝑖 =

𝐺𝑅𝑈(𝑥𝑖 , ℎ𝑖−1)은 수식 1과 같이 구한다. 

𝑢𝑖 = 𝜎(𝑊(𝑢)𝑥𝑖 + 𝑈(𝑢)ℎ𝑖−1 + 𝑏(𝑢)), 

(1) 
𝑟𝑖 = 𝜎(𝑊(𝑟)𝑥𝑖 + 𝑈(𝑟)ℎ𝑖−1 + 𝑏(𝑟)), 

ℎ�̃� = tanh(𝑊𝑥𝑖 + 𝑟𝑖 ∘ 𝑈ℎ𝑖−1 + 𝑏(ℎ)), 

ℎ𝑖 = 𝑢𝑖 ∘ ℎ�̃� + (1 − 𝑢𝑖) ∘ ℎ𝑖−1 

2.3. 질문 모듈  

본 모듈은 질문의 벡터 표현인 𝑞를 계산한다. 이것은 

GRU를 통해 처리한 질문 문장의 표현이며, 실제 

구현에서 질문 모듈은 입력 모듈과 단어 임베딩, 그리고 

GRU 변수 값들을 공유한다. 

2.4. 일화 기억 모듈 

일화 기억 모듈은 𝑞 가 요구하는 응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들을 순차적으로 검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질문과 입력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한 이 

과정은 일화적 통과(episodic pass)라 불리며 일화 

메모리 벡터를 추출한다. 초기 메모리 벡터가 𝑚0 = 𝑞일 

때, 𝑖 번째 일화 기억 모듈을 통과하여 생성되는 𝑚𝑖 는 

수식 2와 같다. 

2.5. 응답 모듈 

응답 모듈은 질문 모듈의 𝑞 와 일화 기억 모듈에서 

요약된 𝑚𝑇𝑝𝑎𝑠𝑠 를 이용하여 올바른 정답을 예측한다. 

소프트맥스 층을 통해 단어 수준의 답변 형식, 회귀 

신경망을 사용하여 연속적 단어 답변을 얻을 수 있다. 

 

3. 질의응답을 위한 DMN 성능 개선 방법 

본 연구에서는 1K bAbI 문제[7]의 20개 과제들(학습 

데이터 20,000개 테스트 데이터 20,000개)에 대해 

오류역전파 알고리즘, mini-batch 학습, 그리고 Adam[3] 

최적화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했다. 

3.1. 학습 데이터 개선 

텍스트로 이루어진 질의응답 데이터가 충분치 않을 

경우 학습 데이터에 과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족한 질의응답 데이터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어휘 셔플링(vocabulary shuffling)라고 

불리는 데이터 변형 방식을 고안했다. 이 방식은 표 

1과 같이 이름, 장소 명사 등 같은 범주로 사용되는 

어휘끼리 매 학습 횟수 마다 임베딩 벡터의 연결을 

임의로 바꾸는 것이며, 이럼으로써 매번 등장인물 혹은 

장소가 다르게 구성된 새로운 일화를 보면서 학습하는 

효과에 가깝도록 하였다. 

3.2.  시간 순서 인식 개선 

기존 DMN이 가진 주의 기제의 취약점 중 하나는 

명시적인 상대 시간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DMN의 주의 기제는 질문이 의도한 시점이 

아닌 과거 혹은 미래 시점의 사실들을 찾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ukhbaatar et al. 

(2015)에 의해 제안된 시간 임베딩(temporal 

embedding)을 채용한다. 즉, 𝑇라는 행렬에 대해 수식 

3과 같이, 

𝑓𝑖
′ = 𝑓𝑖 + 𝑇(𝑁 − 𝑖 + 1) (3) 

사실 표현에 대해 행렬의 𝑁 − 𝑖 + 1번째 행 벡터를 합한 

시간에 의존적인 𝐹′  = [𝑓𝑖
′, … , 𝑓𝑖

′] 를 일화 기억 모듈에 

사용해, 𝑇  행렬에 대한 학습으로 사실 간의 상대적 

시간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3.3. 성능 평가 

본 연구가 수행한 두가지 학습 방법 중 강한 감독 

학습(strongly supervised DMN)은 정답과 이 정답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 문장 정보를 학습에 사용한 

모델이고, 약한 감독 학습(weakly supervised DMN)은 

정답만을 목적으로 신경망을 학습한 모델이다. 표 2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End-to-End 메모리 

네트워크[6], 기존의 DMN[2]의 보고된 성능과 본 

연구에서 측정한 성능을 나열한 결과이다. 

두 방법 중 더 나은 성능을 보인 약한 감독 학습 

모델의 평균 정답률은 88.685%로 기존 DMN과 비교할 

때 약 13.58%p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중 

time reasoning 과제의 20%p가 넘는 차이로 미루어 볼 

𝑧𝑡
𝑖 =  [𝑓, 𝑚𝑖−1, 𝑞, 𝑓 ∘ 𝑞, 𝑓 ∘ 𝑚𝑖−1, |𝑓 − 𝑞|, |𝑓 − 𝑚𝑖−1|, 𝑓T𝑊(𝑏)𝑞, 𝑓T𝑊(𝑏)𝑚𝑖−1], 

(2) 

𝑔𝑡
𝑖 = 𝑊(2) tanh(𝑊(1)𝑧𝑡

𝑖 + 𝑏(1)) + 𝑏(2), 

𝑒𝑖 = ∑ (
exp(𝑔𝑡

𝑖)

∑ exp(𝑔𝑗
𝑖)𝑇

𝑗=1

)𝑇
𝑡=1 𝑓𝑡, 

𝑚𝑖 = 𝐺𝑅𝑈(𝑒𝑖 , 𝑚𝑖−1) 

표 1. 어휘 셔플링을 통한 텍스트 데이터 변형 예시 

 

그림 1. DMN의 각 모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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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시간 임베딩 학습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모델은 End-to-End 메모리 네트워크에 비해 

1.08%p 높은 평균 정답률과 3개가 더 많은 과제를 

통과하는 등 성공적인 성능을 보였다. 특히, 어휘 

셔플링을 적용한 학습으로 인해 3 argument relations 

과제와 path finding 과제에 대해 각각 98.9%, 45.6% 

정답률을 기록하는 등 기존의 학습 방식보다 확연히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4. 실험 결과 및 논의 

4.1. 의미 기억 모듈의 단어 지식 분석 

DMN이 의도에 맞게 학습되었다면 의미 기억 모듈은 

단어들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함양해야 하며, 이는 단어 

임베딩의 다차원 공간상 분포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에서 보이듯이, 단어 

임베딩의 주성분 분석 결과 DMN의 의미 기억 모듈이 

학습한 단어 표현은 초기값으로 주어진 GloVe에 비해, 

질의응답에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 사이의 

상대 거리가 작아지는 수렴에 가까운 군집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정답을 맞추기 위한 학습만으로 해당 

어휘 체계의 일반성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일화 기억 모듈의 주의 기제 분석 

과제들 중 𝑛  supporting fact은 𝑛개의 근거 사실을 

순차적으로 찾아 응답하는 문제로, 𝑛 이 클수록 더 

어려운 문제로 여겨져 왔다. 그림 3은 𝑇𝑝𝑎𝑠𝑠 가 3으로 

고정되어 있는 DMN의 정답률을 나타낸 것으로, 모델이 

3 supporting fact 과제를 2 supporting fact 과제보다 

더 잘 해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용되는 

소프트맥스 함수가 단계마다 하나의 추가 근거 사실을 

찾는 작업에 적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실험 결과는 

DMN이 난이도에 관계없이 특정 과제 유형에 맞는 

최적의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함의하며, 적절한 통과 

횟수의 조절을 통해 유연성을 갖출 필요성을 나타낸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은 질의응답 문제를 위한 동적 메모리 

네트워크를 다시 소개하고,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들에 대해 고찰했으며, 학습된 

메모리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향후 

대용량 멀티모달 질의 응답을 위한 외현 메모리 모델 

구조 및 관련 알고리즘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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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loVe와 DMN의 동사 단어 벡터들의 PCA 시각화 

그림 3. supporting fact 과제에서의 성능 

표 2. 1K bAbI 문제에서의 정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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