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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NN은 자연어 처리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인공 신경망 모델이다. Skim-RNN은, 사람들이 언어를 이해할 

때 모든 단어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착안하여, 투입된 언어 요소마다 중요도에 따라 판단하여 

온전히 받아들일지, 또는 흘겨서(skimming) 받아들일지 결정하여 이를 다르게 처리하는 RNN 모델이다. 이 

모델은 중요한 요소와 중요하지 않은 요소 중 택일하여 판단하지만, 실제 사람의 뇌는 이원적으로 중요도를 

판단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 많은 중요도의 단계로 세분화하여 판단한다. 이 논문에서는 Skim-RNN 모델을 

3개 이상의 중요도 단계를 가진 모델로 확장하여 자연어 처리 과제에 적용하였고, 4개의 중요도 단계를 가지는 

모델을 사용했을 때 기존의 Skim-RNN 모델에 비하여 10.27배의 연산량 감소와 비슷한 정확도를 

보여줌으로서 정확하면서도 더 빠른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다. 

1. 서  론 

 

현재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표준이 된 인공 신경망 

모델은 recurrent neural network(RNN)이다. RNN은 단어, 

또는 문장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받아서 

동일한 함수를 통해 내부의 숨겨진 상태(hidden state)에 

반영하며 현재까지 들어온 정보를 축약한다. 기본적인 

RNN 모델은 투입되는 요소들을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취급하여, 각 요소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연산량을 

사용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문장을 읽거나 들을 때, 모든 

단어에 대하여 동등한 중요도를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요치 않은 단어 또는 문장들은 흘겨 듣기도 하며, 보다 

핵심적인 단어는 더 깊게 뇌리에 박혀서 머리 속에서 더 

곱씹게 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이러한 직관을 반영하고 기존의 RNN 모델에 

대한 변화를 주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투입 

요소의 일부를 통째로 처리하지 않는 LSTM-Jump[1] 

모델, 모든 요소를 처리하되 중요도를 투입 요소마다 

판단하여 요소들을 다르게 처리하는 VCRNN[2] 모델, 

Skim-RNN[3] 모델이 등장하였다. 이 모델들은 많은 

자연어 처리 과제(task)들에 대하여 기존의 RNN보다 더 

빠른 추론(inference) 속도를 가지면서도 정확도 면에서 비 

 

* 본 저자는 연구에 동일한 기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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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하거나 나아진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추론 

연산량의 감소는 CPU 상에서 자연어 처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GPU를 가지고 있는 

환경에 비해 CPU환경은 저렴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 

수가 매우 많고, 실제 사용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장치들의 

대부분을 구성한다. 따라서 빠른 추론이 필요한 자연어 

처리 과제에 이러한 모델들은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상의 챗봇은 사용자의 말을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의 

연상장치에서 처리를 빠르게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대답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말한 모델 중 하나인 Skim-RNN을 

다룬다. Skim-RNN 모델의 셀 하나는 2개의 기본 RNN 

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각각 “큰 셀”과 “작은 

셀”이라고 명명하며, 2개의 skimming level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한다. Skim-RNN은 투입 요소마다 중요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와 중요하지 않은 요소 중 

한가지로 판단하게 된다. 중요한 요소는 큰 셀을 통한 

연산을 통해 Skim-RNN 셀의 숨겨진 상태 전체에 

반영되도록 하며, 중요하지 않은 요소는 작은 셀을 통하여 

연산하여 숨겨진 상태의 일부에만 반영되도록 한다. 

중요하지 않은 요소를 처리하는 경우에 작은 셀을 통해 

숨겨진 상태의 일부만 반영되도록 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줄어들어 추론 속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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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확장된 Skim-RNN 모델의 도식화 

하지만 뇌에서는 언어를 처리할 때, Skim-RNN처럼 

중요한 정보,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 두 가지 만으로 

이원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인간의 뇌는 중요한 단어, 조금 

덜 중요한 단어, 중요하지 않은 단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단어 등 훨씬 복잡하게 사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에 착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기존 Skim-RNN의 셀의 

내부에 있는 2개의 RNN 셀(큰 셀, 작은 셀)에서 좀 더 

확장하여, 3개 이상의 셀로 구성된 Skim-RNN을 구현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더 중요한 정보로 판단할수록 더 큰 

셀에서 그 정보를 처리하고, 덜 중요할수록 더 작은 

셀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확장된 Skim-RNN 

모델을 만들어서, 자연어 처리 과제에서의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2. 확장된 Skim-RNN의 구조 

 

확장된 Skim-RNN 모델의 셀은 3개 이상의 크기가 

다른 기본 RNN 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입 요소의 

중요도에 따라 이 기본 셀 중 한 개를 택하여 투입 요소를 

처리하여 숨겨진 상태에 반영한다. 그림 1을 보면, “Boy 

and a dog”라는 구문을 확장된 Skim-RNN 모델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Boy”, “dog” 같은 

단어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Big RNN 셀을 이용하여 

처리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and”라는 단어는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연산량이 적게 드는 Small RNN 

셀을 이용하며, “a”라는 단어는 가장 최소의 연산량이 드는  

 

그림 2 숨겨진 상태 크기에 따른 자연어 처리 과제 정확도 

Smallest RNN 셀을 이용한다. Big RNN 셀이 아닌 셀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숨겨진 상태의 일부만 수정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전의 숨겨진 상태에서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 더 작은 RNN 셀일수록 숨겨진 상태의 더 작은 

일부를 수정하게 된다. 작은 RNN 셀을 많이 이용할수록, 

그리고 더 작은 RNN 셀을 이용할수록 연산량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더 빠른 추론을 할 수 있게 된다 

트레이닝 할 때 최소화하고자 하는 손실 함수(loss 

function)은 다음과 같다.  

𝐿′(𝜃) = 𝐿(𝜃) + 𝛾 ∙
1

𝑇
∙∑(−∑𝑐 ∙ log(𝑝𝑡

𝑐)

𝑛

𝑐=1

)

𝑡

∙
1

∑ 𝑐𝑛
𝑐=1

 

 

𝑛은 서로 다른 크기의 RNN 셀의 개수, 𝑝𝑡
𝑐 는 𝑐번째로 

큰 RNN 셀이 step 𝑡에서 선택될 확률, 그리고 𝑇는 전체 

투입 sequence의 길이이다. 위 식에서 log(𝑝𝑡
𝑐) 에 𝑐 를 

곱함으로써 더 작은 셀이 많이 선택되도록 유도한다. 𝛾는 

뒤쪽 항이 얼마나 반영될지 결정하는 hyperparameter이다. 

각 𝑝𝑡
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𝑝𝑡
𝑐 = softmax(𝐖([xt]; [ℎ𝑡−1]) + 𝐛) 

 

𝐖와 𝐛는 트레이닝되는 행렬이고, “;” 기호는 양 옆의 

행렬을 서로 가로로 붙이는 연산을 뜻한다. 

 

3. 자연어 처리 과제 실험 

 

자연어 처리 과제에는 데이터를 분류(classification)하는 

과제,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문제에 대하여 답을 찾는 

질의응답(question answering) 과제가 있다. 전자의 유명한 

예시로, Stanford Sentiment Treebank (SST)[4] 데이터셋을 

이용한 감성분석 과제가 있다. SST는 영화평 도메인에서 

추출된 11,855개의 문장, 총 215,154개의 구문들로 구성된 

데이터셋이고, 이에 대한 과제는 영화평을 읽고 그 

영화평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감성분석을 하는 것이다. 

한편, 후자인 질의응답 과제 중 대표적인 데이터셋으로는 

Stanford Question Answering Dataset (SQuAD)[5]이 있다. 

SQuAD는 536개의 위키피디아 글에 대한 107,785개의 

질문-대답 데이터셋으로, 이에 대한 과제는 위키피디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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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읽고 나서 주어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SST 과제에서는 기본적인 LSTM을, SQuAD 

과제에서는 고득점을 기록하기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개의 

LSTM 셀로 이루어진 복합적 모델인 BiDAF를 이용하여 

정확도를 측정하였으며, 각 모델에서 숨겨진 상태의 

크기를 조절하며 정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였다.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SST 과제는 숨겨진 상태의 크기가 

5부터 100까지 모두 감성분석의 정확도가 높고, 따라서 

RNN 셀의 크기를 줄여도 정확도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작업에는 서로 다른 크기의 RNN 

셀들 중 한 셀을 선택하는 Skim-RNN 모델의 필요성이 

적다. 이와 달리 SQuAD 과제에서는 숨겨진 상태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크게 감소한다. 따라서, 

SQuAD 과제와 같은 질의응답 과제는 단계에 따라 작은 

숨겨진 상태를 갖는 RNN 셀을 활용하여 추론 성능을 

향상시키는 Skim-RNN 모델을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우리는 SQuAD 과제에 대하여, 중요도 판단 단계가 1, 2, 

3, 4개인 Skim-RNN 모델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F1과 EM[5], 그리고 skimming이 없는 모델(단계가 1개인 

Skim-RNN 모델과 동일)에 비하여 얼마나 연산량을 

줄였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Flop-r[3]을 측정하였다. 

결과는 표 1과 같다. 세분화 단계를 늘리더라도, 

skimming이 존재하지 않는 모델에 비하여 과제 수행 

정확도가 75 정도로 거의 감소하지 않는다. 또한, 그림 

3처럼 Flop-r은 세분화 단계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개선되었고, 특히 4개 단계로 구성된 모델은 skimming을 

적용하지 않은 LSTM 모델에 비하여 38배의 개선이 

있었다. 크기 10 이하의 작은 셀들은 그림 2가 보여주듯이 

이 셀들만으로 과제를 수행하면 정확도가 낮았지만, 

크기가 20 이상인 정확도가 높은 큰 셀들과 묶은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작은 셀의 선택 비율이 50.4%, 34.8%로 

높았음에도 정확도가 큰 셀과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a”, “the”와 같은 많은 단어들은 내용의 핵심이 되는 

단어들에 비하여 낮은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여 

적게 인식하더라도, 문맥의 전달에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는다는 언어의 특성과 일맥상통한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이 논문에서는 자연어 처리의 추론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모델인 Skim-RNN 모델에 대하여, 해당 모델의 셀 

내부에 있는 RNN 셀을 기존의 2개보다 개수를 늘린 

확장된 Skim-RNN 모델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자연어 

처리의 대표적인 과제인 SQuAD 질의응답 과제에 

적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였으며, 기존 RNN을 

비롯하여 2개의 셀로 구성된 Skim-RNN에 비해서 비슷한 

정확도를 가지면서 더 빠른 추론 속도를 가짐을 보였다. 

특히 4개 셀로 구성된 Skim 셀을 사용했을 때는 기본적인 

모델에 비하여 38배, 기존의 Skim-RNN 모델에 비하여 

10.27(=38/3.7)배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확장된 Skim-RNN 모델은 

보다 큰 셀이 필요한 기계번역과 같은 일반적인 과제의 

추론 속도 최적화에 적용되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어 처리 뿐만 아니라, 음악의 분류와 분석 등 

순차적인 투입이 있는 여러 과제에도 적용하는 것이 

앞으로 수행할 연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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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s F1 EM 
Avg selecting rate (%) 

Flop-r 
100 20 10 5 

1 75.9 65.4 100.0 - - - 1.0x 

2 75.9 65.7 23.9 76.1 - - 3.7x 

3 76.2 66.8 15.7 28.7 55.6 - 5.7x 

4 75.5 66.2 1.3 13.5 50.4 34.8 38.0x 

표 1 다중 Skim 셀을 사용한 SQuAD 실험 결과 

그림 3 Skimming level에 따른 Flo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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