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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m-RNN을 이용한 Selective Reading 모델의 시퀀스 예측으로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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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입력이 순차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 많이 사용되는 인공신경망 모델인 RNN은 중요한 입력과 그렇지
않은 입력을 모두 동일한 정도로 읽는 단점을 갖는다. Skim-RNN은 주어진 입력을 읽는 정도를 조절하도록
하여 위의 단점을 개선한 모델이며, 분류 작업(classification task)에 대해서는 연산량을 줄이는 동시에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것이 실험 결과로 확인된 바 있다. 본 논문은 실험을 통해 Skim-RNN이 시퀀스 예측
(Sequence Prediction)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과, 파라미터를 조절하여 반비례 관계에 있는 연산량과 정
확도 사이에서 원하는 지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함수에 대해 직접 네트워크를 학습시켰고 성능을 측정하였다.

1. 서 론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공신경망인 Recurrent Neural

이를 통해 Skim-RNN이 시퀀스 예측 문제에 적용 가능하며,

Network(이하 RNN)[1]은 입력과 출력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해당 작업에서도 skim rate, 즉 전체 시퀀스 중 skim하는

때 적합하게 설계된 인공신경망으로, 자연어 처리, 기계 번역,

시간단위(time-step)의 비율을 조절하여 서로 반비례 관계에

이미지 주석달기(image captioning) 등의 작업에 사용되고

있는 연산량과 정확도 사이에서 적절한 지점을 손쉽게 택할

있다.

수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RNN은

각

입력에

대해

동일한

셀(cell)을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의 학습에
있어서의 매 시간단위의 입력(token)의 경중에 관계 없이

2. 선행 연구

모두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2.1. Skim-RNN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며, 그 중 하나가

입력 벡터를 선택적으로 읽는 Skim-RNN은 서로 다른 두

매 시간단위마다 입력을 동일한 방식으로 읽는 대신 중요한

개의 RNN으로 구성되어 있다.[2] 둘 중 더 큰 차원의 숨겨진

입력을 "full-reading" 하고 덜 중요한 입력을 "skim" 하는, 즉

상태(hidden state)를 갖는 신경망을 Big-RNN으로, 더 작은

선택적으로

차원의

읽는

(selective

reading)

방식이다.

여기서

숨겨진

상태를

갖는

신경망을

Small-RNN으로

skim한다는 것은 해당 시간단위의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칭하기로 한다. 이때 Small-RNN의 숨겨진 상태의 차원은

데에 상대적으로 적은 연산량과 짧은 시간을 쓰는 것을

Big-RNN의

의미하며,

이렇게

Small-RNN은 Big-RNN의 숨겨진 상태의 일부분을 자기의

full-reading은

그

반대를

의미한다.

숨겨진

상태의

차원보다

크게

작아야

하며,

연산량이

숨겨진 상태로 사용한다. 따라서, Small-RNN을 사용해 입력을

감소하여 주어진 입력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감소하는

처리할 경우 전체 모델의 숨겨진 상태, 혹은 "기억"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읽음으로써

FLOPS로

계산된

총

효과까지 있다. Skim-RNN[2]은 이러한 접근법을 정서 분석

업데이트되는 효과를 얻는다. Skim-RNN은 매 시간단위마다

(sentiment analysis), 질의응답 (question answering) 등의

직전 시간단위의 숨겨진 상태를 이용해 해당 시간단위의

분류 작업 (classification task)에 적용해 기존 RNN의 성능을

입력에 대해 Big-RNN을 사용할지 (full-reading할지) 또는

유지하면서 위의 효과를 극대화한 모델이다.

Small-RNN을 사용할지 (skim할지) 결정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분류 작업에만 적용되었던 Skim-RNN을
또 하나의 중요한 작업인 시퀀스 예측(sequence prediction)의

2.1.1. Skim 여부 결정

한 경우에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Skim-RNN은 주어진 입력 벡터의 skim 여부를 결정하기

진행되었다. 첫째로 서로 일대일 관계를 가지는 큐(cue)와

위해, 임의의 시간단위 𝑡 에서의 입력 벡터와 숨겨진 상태

패턴(pattern)들로

이루어진

시퀀스를

만들어

큐를

읽고

벡터가 각각 𝑥# , ℎ# 일 때

다음 수식을 사용한다:

패턴을 예측하도록 문제를 정의하였다. 둘째로 분류 작업과
시퀀스 예측 작업이 다른 만큼 네트워크의 손실 함수를

𝑝# = 𝑠𝑜𝑓𝑡𝑚𝑎𝑥 𝑊 𝑥# ; ℎ#/0 + 𝑏 ∈ 𝑅 5

(1)

적절히 변형하였다. 셋째로 앞에서 정의된 시퀀스 및 손실
그 결과로 출력된 0에서 1 사이의 두 실수값은 각각 Big-

* 본 저자들은 연구에 동일하게 기여함. These authors contributed equally.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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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N과 Small-RNN에 대응되며 이 중 후자를 𝑝 라고 하자.

reading하고 반복되는 패턴은 skim하기만 해도

학습 시에는 𝑝 를 확률로 가지는 베르누이 분포에서 추출한

모두 full-reading하는 기준선 모델만큼이나 각 시간단위에서

결과에

잘 예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따라

Small-RNN을

사용하고,

테스트

단계에서는

샘플링하는 과정 없이 𝑝가 주어진 임계값(threshold)보다 크면

큐를

읽고

패턴을

예측하는

작업이기

전체 수열을

때문에

패턴

부분에서만 손실을 계산하였다. 또한, skim하는 정도와 정확도

바로 Small-RNN을 사용하도록 한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𝛾 에 다양한 값들을 적용하여
보았다. 기존 모델의 경우 마지막 시간단위에서만 손실을

2.1.2. 학습

학습

단계의

앞먹임(feed-forward)에서는

Big-RNN과

계산해

음의

로그우도와

더해주는

반면,

본

연구의

역전파(back-

경우에서는 손실 함수에서 각 시간단위에서의 손실을 모두

propagation)에서는 두 모델을 동시에 업데이트 해야 한다.

합하므로, 수식 (3)의 𝛾 도 이에 상응하게 기존 값에 시퀀스

이때 모든 경우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는 것은 경우의 수가

길이 𝑇를 곱해준 수준의 값들을 적용하였다.

Small-RNN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반면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Gumbel-Softmax[6]를
사용하여 숨겨진 상태 ℎ# 를 아래의 ℎ# 로 대체하여 해결한다:

3.2. 데이터셋

실험에는 랜덤하게 생성된 정수 데이터셋을 이용하였다.
789

;<=>>
ℎ# = 𝑟789 ℎ#/0 + 𝑟;<=>> ℎ#/0

먼저 총 20쌍의 큐(cue)와 패턴(pattern) 쌍을 생성하였다.

(2)

큐는 [20,29] 내의 세 정수가 연속되어 나오는 형태이고
789
ℎ#/0

;<=>>
ℎ#/0

과
은 각각 Big-RNN과 Small-RNN의 ℎ#/0 을
의미하며, 𝑟789 과 𝑟;<=>> 은 [2]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패턴은 범위 [0,15] 내의 최대 10개의 정수가 연속되어
나오며, 큐와 패턴 사이에는 일대일 대응 관계가 존재한다.
각 시퀀스는 이 큐-패턴 쌍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다. 예를

2.1.3. 손실 함수 계산

들어, 큐 (20, 22, 25)와 (21, 23, 28)에 각각 패턴 (1, 2, 3)과

Skim-RNN의 손실 함수는 시퀀스 예측에 사용되는 기존의

(5, 2, 9)가 대응될 때, (20, 22, 25, 1, 2, 3, 1, 2, 3, 1, 2, 21,

cross-entropy 손실 함수에 매 시간단위에서의 skim rate의

23, 28, 5, 2, 9, 5, 2, 9, 5,...)와 같은 방식으로 수열이 생성된다.

음의 로그우도의 평균을 더한 값이다. 이를 통해 가능한

밑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큐, 나머지가 패턴에 해당한다.

있다.

이 큐-패턴 쌍들 중 8개를 중복을 허용해 뽑아 큐가 삽입될

최종적인 손실 함수 𝐿(𝜃) 는 아래와 같다. 여기서 𝐿(𝜃) 는

위치를 랜덤으로 정하고 그 사이를 선행하는 큐의 패턴으로

skim하는

방향으로

cross-entropy
로그우도에

손실

학습되도록
𝛾 는

함수이고

유도할
skim

수

rate의

음의

채우는

방식으로

총

길이

150

시간단위의

시퀀스가

hyper-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성된 시퀀스 500개, 100개, 100개를

𝑇 는 입력 시퀀스의 길이이다. 또한, 𝜃 는

각각 학습 데이터(training set), 교차검증 데이터 (validation

곱해

parameter이며,

모델이

skim하는

정도를

정하는

set), 테스트 데이터(test set)로 사용하였다.

Skim-RNN을 구성하는 weight parameter들이다.
𝐿 𝜃 =𝐿 𝜃 +𝛾

0
E

#(− log

𝑝#5 )

(3)

4. 실 험

Skim-RNN의 셀(cell)과 기준선 RNN 모델의 셀은 모두

2.2. 기타 연구

입력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비슷한 유형의 시도로는
LSTM-Jump[3], Skip-RNN[4], VCRNN[5]이 있다.

LSTM-

GRU[6]를

사용하였다.

또한

Skim-RNN의

Big-RNN과

Small-RNN의 숨겨진 상태의 차원은 각각 25와 5로 하였으며,

Jump과 Skip-RNN은 각 시간단위에서 주어진 입력 벡터를

기준선으로 사용한 GRU 역시 숨겨진 상태의 차원을 25와 5

반영하여

두 가지로 하여 각각 실험하였다. 실험 시 모든 데이터는

숨겨진

상태의

모든

좌표를

갱신하거나

건너뛴다(Jump/Skip). 또한 VCRNN은 입력 벡터와 기존의

one-hot 형태로 RNN에 입력하였다.
Skim-RNN과 기준선 RNN 모델 모두 150차례 (epoch)

숨겨진 상태 벡터를 가지고 숨겨진 상태 벡터의 좌표 중 몇
개를 갱신할지를 매 시간단위마다 계산한다. 하지만 LSTM-

학습시켰으며,

Jump와 Skip-RNN의 경우 입력값을 건너뛰는 특성 상 시퀀스

학습시켰다. 또한, 𝛾 의 값은 6.5부터 26까지 0.5 간격으로

예측에 적용이 불가능하고, VCRNN의 경우 모델이 복잡하여

적용해보았다. 실험 결과는 각 𝛾에 대해 5번씩 측정해 평균을

학습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낸 결과이고, 정확도와 학습 추이로 나눠서 정리하였다. skim
rate가

높을

1차례당

때

32의

얻어지는

배치(batch)

연산량의

크기로

이득은

45회

Skim-RNN

논문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므로[5], 본 연구에서는 생략한다.

3. 문제 정의 및 데이터셋
3.1. 문제 정의 및 모델 적용

본 연구는 선택적으로 입력을 읽는 Skim-RNN을 시퀀스

4.1. 정확도

예측(sequence prediction)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그림 1에서 초록 색과 빨간 색으로 표시된 점선은 숨겨진

구체적으로는 어떤 패턴이 입력될 지 알려주는 신호(cue)에

상태의 차원이 각각 25와 5인 경우의 정확도이며, 파란 색

해당하는

부분수열에

이어서

실제

패턴에

해당하는

부분수열이 반복되어 나올 때, Skim-RNN이 신호만 full-

점선은

큐의 총 길이
시퀀스 전체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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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 모델은 숨겨진 상태의 차원이 25와 5인 경우 각각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0.997과 0.514의 정확도를 보인다. Skim-RNN은 𝛾 가 8일 때

그림 2에서는 Skim-RNN이 기준선 모델과 비교했을 때

0.978의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𝛾 가 커짐에 따라 점차

학습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이뤄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정확도가 내려간다.

입력값을 skim하는 것까지 배워야 하는 Skim-RNN의 특성
때문이다. 또한 학습이 끝나가는 단계에서 기준선 모델의
손실 함수의 기울기는 수평에 가까운 반면 Skim-RNN은 일정
정도의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을
추가로 시켜줄 경우 Skim-RNN의 정확도가 개선될 여지가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NN을

시퀀스

입력을
예측

선택적으로
작업에

읽는

적용한

모델인
뒤

그

Skim결과를

분석해보았다. Skim-RNN은 낮은 𝛾 에서는 기준선 모델에
근접한 정확도를 보였으며, 𝛾의 변화에 대하여 정확도와 skim
rate가 선형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SkimRNN은

기존

parameter와

함께

입력값을

skim할지의

여부까지도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선 모델에 비해 학습이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였다.
후속 연구로는 더 오랜 시간 학습을 시키고 패턴뿐만
아니라 큐도 함께 예측하도록 학습시키는 것과 함께, 더욱

그림 1. γ 변화에 따른 정확도 및 skim rate 추이

다양한 시퀀스 데이터에 대해 Skim-RNN을 사용하여 예측을
𝛾 를 높임으로써 skim rate를 높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시도해보는 것을 계획 중이다.

정확도가 일정 부분 희생된다는 점을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𝛾 에 대해 정확도와 skim rate가 모두 선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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