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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제안된 자가-주의집중 메커니즘 [1]은 순차 데이터 학습시의 장기 종속성(long-term dependency)문제를 극복하며 언
어 모델링, 비디오 학습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가-주의집중 메커니즘은 모든 구성 요소
간 완전 연결(fully-connected)을 가정하여 주의 집중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모델 복잡도가 크고 많은 수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가 주의 집중에서의 구성 요소간 희소한 연결구조를 갖는 희소 자가-주의집중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희소
자가-주의집중 메커니즘은 구성 요소간 연결에 대한 확률을 정의하여, 해당 확률로부터 추출된 연결에 대해서만 주의집중을 계
산함으로서 주의집중 값을 희소화 한다. 실험으로 대규모 순차 비디오 질의 응답 데이터셋인 TVQA를 이용한다. 실험 결과는
기존 순차 데이터 모델링 기법에 비해 희소 자가-주의집중 모델이 TVQA데이터셋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보여준다.

1 서론

한 확률을 미리 정의한 사전확률을 따르도록 학습한다. 다음절에서
는 자가-주의집중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고, 3절에서 희소 자가-

순차적 비디오 질의 응답 문제는 순차적으로 이미지 프레임과
자막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로부터 질문에 알맞은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순차 데이터 학습 문제에서 주로 사용된

주의집중 메커니즘을 소개한다. 실험으로 순차적 비디오 질의 응
답 데이터셋인 TVQA [5]를 사용하여, 제안하는 모델이 효과적으
로 순차 비디오 데이터를 학습함을 보이고,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RNNs (Recurrent Neural Networks) 계열은 시퀀스의 길이가 길
어질수록 과거의 정보를 기억하기 어려운 장거리 시간 종속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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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ong-term temporal dependency)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Long Short-Term Memory (LSTM) [2], Gated Recurrent Units

자가-주의집중 메커니즘 [1]은 주어진 순차 데이터에서 query,

(GRU) [3]와 같은 변형 모델이 제안되었으나 여전히 과거의 의미

key, value 벡터를 추출하여 데이터의 어떤 특징에 높은 주의 집중

적 흐름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도를 가질 것인지 계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 길이를 갖는 순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차 데이터의 모든 구성 요소간
의 주의집중값을 계산하여 학습하는 자가-주의집중 메커니즘(Self-

데이터의 입력 특징 행렬 X ∈ RN ×d 이 주어질 때, query Q, key
K, value V 는 각각 다음과 같은 선형 변환으로 얻어진다:

Attention) 방법이 제안되었다 [1]. 자가-주의집중 메커니즘의 경
우, 순차데이터의 모든 구성 요소로부터 추출된 query, key, value

Q = XWq + bq ,

K = XWk + bk ,

V = XWv + bv

(1)

벡터 간 주의 집중도를 계산하므로 장거리 시간 종속성에 구애받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Transformer [1]는 주의기반 신경망만으로 기
계 번역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고, 비디오 질의 응답 문제에서도 자
가-주의집중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학습 성능의 향상을 보였다 [4].
그러나 자가-주의집중 메커니즘의 경우 모든 구성 요소 사이의 완
전 연결(fully connected)을 가정하기 때문에 모든 연결에 대한 주
의 집중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는 모델 복잡도를 증가시킬 뿐 아
니라 불필요한 연결에 대한 주의집중도 계산으로 학습에 필요한 데
이터양을 증가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구성 요소간 희소한 연결에 대해서만 주의집중도

이 때, W ∈ Rd×d 와 b ∈ Rd 는 학습가능한 파라미터이다. 주어진
Q, K, V 를 이용하여 구성요소간 주의집중 값 A ∈ RN ×N 를 아래
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A = sof tmax(QK > )

(2)

얻어진 주의집중 값을 이용하여, 순차데이터의 특징 행렬 H ∈
RN ×d 를 업데이트 한다:
H = AV

(3)

를 계산하는 희소 자가-주의집중(Sparse Self-Attention) 메커니즘
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확률적으로 주어진 구성요소간 연결

이러한 자가-주의집중 메커니즘 학습은 병렬적으로 여러 개의

에 대해서만 주의 집중도를 계산하고, 이 때 구성요소간 연결에 대

query, key, value 쌍을 계산함으로서 multi-head 형태로 학습될 수

그림 1: 희소 자가-주의집중 메커니즘 구조도.

N

는 내적,

J

는 요소별 곱셈 연산을 의미한다.

한 특징 행렬 H ∈ RN ×d 을 업데이트 한다:

있다.

H = AV,

where V ∈ RN ×d

(6)

3 희소 자가-주의집중 메커니즘
V 는 자가-주의집중에서와 같이 value를 나타내는 행렬이다.
제안하는 모델은 기존 순차 데이터의 구성 요소간 연결에 대한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표본 추출은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률을 정의하여, 해당 확률로부터 추출된 연결에 대해서만 자가-

다음과 같은 연속 확률 분포로 근사하고 reparameterization trick을

주의집중을 계산함으로서 주의집중 값을 희소화한다. N 개의 길이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한다 [6, 7]:

를 갖는 순차 데이터의 구성 요소간의 연결 E ∈ {0, 1}N ×N 에 대
한 추정 확률 qφ (Eij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qφ (Eij ) = Bern(Eij |ρij ),

ρij = σ(fq (xi )> fk (xj ) + b) (4)

여기에서, Bern은 베르누이 확률 분포이고, f , σ는 각각 단층 신
경망, sigmoid 연산을 의미하며, xi , xj 는 각각 i, j번째 구성 요소
의 특징 벡터이다. 추정된 구성요소간 연결에 대한 베르누이 확률
qφ (E)을 기반으로, 구성요소간 주의집중 값 A ∈ RN ×N 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A = sof tmax((QK > )
S()는 확률 기반 추출(sampling)을,

S(qφ (E)))

ρ

Bern(Eij |ρij ) ' σ(

(5)

은 요소별 곱셈(element-

wise multiplication)을 나타내고, Q, K는 자가-주의집중에서와 같
이 각각 query, key를 나타내는 행렬이다. 계산된 주의집중 값을
이용하여 기존 자가-주의집중 메커니즘과 같이 순차 데이터에 대

ij
U
log( 1−ρ
) + log( 1−U
)
ij

τ

)

(7)

U 는 연속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으로부터 추출된 표본, τ
는 근사 정도를 나타내는 초매개변수(hyperparameter)이다.
구성 요소간 연결에 대한 희소성을 부여하기 위해, E에 대한 사
전 확률 p(E)를 정의하면, 추정 확률 qp hi가 사전 확률을 근사하기
위한 추가적인 손실 값을 다음과 같이 Kullback–Leibler divergence
로 정의할 수 있다:

Lsparse = KL[qφ (E) || p(E)],

p(Eij ) ∼ Bern(Eij |pij ) (8)

pij 는 구성 요소 i, j 사이의 연결 유무에 대한 사전 확률로, 희소성
부여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희소 자가-주의집중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가 주의 집중에서의 구성 요소간 연결에 대해

희소한 구조를 갖는 희소 자가-주의집중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정량적 분석을 통한 실험 결과 제안하는 모델이 기존 순차 학습 모
델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로서는 그래
프 모델에서의 주의 집중 구조를 잠재 공간(latent space)으로 매핑
그림 2: 순차 비디오 질의응답 데이터 학습을 위한 베이스라인 하기 위한 희소 구조 설계를 목표로 한다.
모델.

6
모델은 다음의 손실함수를 최소화 하는 학습을 수행한다.
Ltotal = Lclassif ication + Lspa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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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 자가-주의집중 메커니즘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가중치를 희소하게 표현함으로써 모델의 복잡도를 줄이고 더 일반
화(generalization)되었음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