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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메모리 네트워크의 시간 표 과 
데이터 확장을 통한 질의응답 최 화
(Question Answering Optimization via Temporal 

Representation and Data Augmentation of 

Dynamic Memory Networks)

한 동 식
†
     이 충 연

††
     장 병 탁

†††

                    (Dong-Sig Han)      (Chung-Yeon Lee)   (Byoung-Tak Zhang)

요 약 질의응답 문제를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해결하는 연구는 메모리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인해 방법

론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동  메모리 네트워크(DMN)는 인간 기억 체계에 착안하여 신경망 기반

의 주의 기제를 용하면서, 질의응답에서 일어나는 각 인지 과정들을 모듈화 했다는 특징들을 갖는다. 본 연

구에서는 부족한 학습 데이터를 확장 시키고, DMN이 내포하고 있는 시간 인식의 한계를 개선해 정답률을 

높이고자 한다. 실험 결과, 개선된 DMN은 1K-bAbI 문제의 테스트 데이터에서 89.21%의 정답률과, 95%를 

질의응답 통과의 기 의 정답률으로 가정할 때 12개의 과제를 통과하는 성능을 보여 정확도 면에서 기존의 

DMN에 비해 13.5%p 만큼 더 높고, 4개의 과제를 추가로 통과하는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다. 한 뒤이은 실

험을 통해, 데이터 내에서 비슷한 의미 구조를 가지는 단어들은 벡터 공간상에서 강한 군집을 이룬다는 과, 

일화 기억 모듈 통과 횟수와 근거 사실 수의 성능에 큰 향을 미치는 직 인 연 성을 발견하 다.

키워드: 메모리 네트워크, 질의응답, 인공지능, 기계학습, 시간 인식, 데이터 확장

Abstract The research area for solving question answering (QA) problems using artificial intel-

ligence models is in a methodological transition period, and one such architecture, the dynamic memory 

network (DMN), is drawing attention for two key attributes: its attention mechanism defined by neural 

network operations and its modular architecture imitating cognition processes during QA of human. 

In this paper, we increased accuracy of the inferred answers, by adapting an automatic data augmen-

tation method for lacking amount of training data, and by improving the ability of time perception.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in the 1K-bAbI tasks, the modified DMN achieves 89.21% accuracy 

and passes twelve tasks which is 13.58% higher with passing four more tasks, as compared with one 

implementation of DMN. Additionally, DMN’s word embedding vectors form strong clusters after 

training. Moreover, the number of episodic passes and that of supporting facts shows direct correlation, 

which affects the performance significantly.

Keywords: memory network, question answering,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time 

perception, data au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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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질의응답은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기 한 효과 인 

방법으로, 주어진 질문을 이해하고 올바른 답을 도출하

기 해서는 어휘와 같은 보편  지식 외에도 해당 정

답을 기억 구조 내에서 찾는 방법인 주의 기제

(attention mechanism), 추론 등의 인지 작용에 한 

학습 과정을 내포한다. 따라서 질의응답 문제를 해결하

기 한 인공지능 모델은 이러한 인지 체계의 다 인 

특성들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일화(episode) 기반 사실들에 한 질의응답 문제를 

풀기 해 기존의 회귀 신경망, 계형 데이터베이스 등

의 모델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지만, 학습 라미터에 

직 으로 사실들을 장할 수 없거나, 사실들에 한 

고차원  추론의 과정을 존재하지 않는 문제 이 있었

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기존 방법론들을 보완한 메모

리 네트워크[8]가 제안되었다. 메모리 네트워크는 사실

들의 나열을 기억 모델에 장한 뒤, 질문과 모델의 상

태에 따라 가장 합한 사실들을 뽑는 순차 인 과정을 

거쳐 올바른 응답을 나타내는 모델을 총칭한다. 특히 동  

메모리 네트워크(Dynamic memory network, DMN)는 

외 인 메모리 구성요소와 주의 기제를 가진 인공 신경

망을 사용하는 모델로 질의응답, 감정 분석, 부분-발화 

태깅 등의 문제에 해 높은 성능 결과를 보고하 다[4].

본 연구에서는 질의응답 문제를 한 DMN의 구성요

소들을 제시하고, 학습 데이터의 부족과 시간 순서 인지

에 한 기존 모델의 한계를 개선한 DMN을 제안하여 

이를 통한 성능 최 화를 시도한다. 그 후, DMN 의미 

기억 모듈의 단어 임베딩의 시각화와 일화 기억 모듈의 

통과 횟수에 종속 인 모델의 성능을 보여주어 DMN의 

각 메모리 구성요소의 의미를 심층 으로 악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DMN과 

각 모듈에 해 간략히 설명하고, 3장에서는 DMN의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이에 따른 실험 성능 향

상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동  메모리의 각 모듈에서 

찰한 실험 결과들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동  메모리 네트워크

DMN은 인공 신경망에 기반한 메모리 네트워크 모델

로, 기억 구성 요소들이 구분되어 멀티모달 데이터 처리

가 가능하며, 모듈들을 독립 으로 발 시켜 체 신경

망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9]. 

DMN은 시간순서에 따른 자연어 데이터와 한 가지의 

자연어 질문이 주어질 때, 입력/질문 모둘, 일화 기억 

모듈, 응답모듈을 통해 하나의 단어 수 의 정답을 측

그림 1 DMN의 각 모듈들

Fig. 1 Overview of DMN modules

한다. 이 일련의 과정은 모두 라미터에 해 결정된 

식으로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DMN은 인공 신경망

을 학습하기 한 범용 인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될 수 

있다. 질의응답을 한 DMN의 각 모듈은 그림 1과 같

이 구성된다.

2.1 의미 기억 모듈

의미 기억 모듈은 질의응답을 구성하는 개념과 사실들

에 한 일반  지식을 장한다. 이러한 일반  지식은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이  자연어 처리를 한 성

공 인 표  방식  하나인 워드 임베딩(word embed-

ding)을 통해 단어 단 의 표 을 학습하고 장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DMN의 의미 기억 모듈을 생성하

기 해 (단어 개수) ×  300 차원의 크기를 가지는 워드 

임베딩 행렬 L을 GloVe[5] 표 형으로 기화 한다.

2.2 입력 모듈

입력 모듈은 시간의 순서로 주어지는 N개의 사실 문

장들을 각각 처리해 벡터의 집합인 행렬  f f 으로 

표 해 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입력 문장의 

단어들을 단어 임베딩을 통해 고정된 차원의 벡터들로 

변환시키고, 회귀 신경망을 통해 문장마다 최종 은닉 상

태(hidden state)들을 추출하는 방법을 취한다. i번째 단

어 의 의미 기억 모듈의 임베딩 행렬 L 에 의한 임베

딩 벡터를 x  L 라 하고 이 의 은닉 상태를 h  

이라고 할 때 회로형 순환 유닛(Gated recurrent unit, 

GRU)[1]에 의한 새로운 은닉 상태 h  xh   

은 식 (1)과 같이 구한다.

u   x   h   b  

(1)
r   x   h   b  

h
 tanhx r ∘h   b  

h  u ∘hu ∘h  

2.3 질문 모듈

본 모듈은 질문의 벡터 표 인 q 를 계산한다. 이것은 

GRU를 통해 처리한 질문 문장의 표 이며, 실제 구

에서 질문 모듈은 입력 모듈과 단어 임베딩, 그리고 

GRU 변수 값들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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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화 기억 모듈

일화 기억 모듈은 q 가 요구하는 응답을 해 필요한 

사실들을 순차 으로 검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질

문과 입력에 한 이해를 더 높이기 한 이 과정은 일

화 통과(episodic pass)라 불리며 일화 메모리 벡터를 

추출한다. 기 메모리 벡터가 m  q일 때, i번째 일화 

기억 모듈을 통과하여 생성되는 m는 식 (2)와 같다.

z
  fmq f∘q f∘m f q fmi fT


q fT


m

(2)

gt
i  tanhzt

i b b

e  
  

 






  



expgj
i 

expgt
i  



ft

m  ui ∘hiui ∘hi  

2.5 응답 모듈

응답 모듈은 질문 모듈의 q 와 일화 기억 모듈에서 식 

(2)의 과정에 한 번의 반복으로 요약된 최종 결과

인 m
 를 이용하여 올바른 정답을 측한다. 소 트맥

스 층(softmax layer)을 통해 단어 수 의 답변 형식, 회

귀 신경망을 사용하여 연속  단어 답변을 얻을 수 있다.

3. 질의응답을 한 DMN 성능 개선 방법

본 연구에서는 1K bAbI 문제[7]의 20개 과제들(학습 

데이터 20,000개 테스트 데이터 20,000개)에 해 오류

역  알고리즘, mini-batch 학습, 그리고 Adam[3] 최

화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했다. 시 스 데이터의 상호 

의존성  간섭 상을 피하기 해 무작 로 선택된 

테스트 데이터의 5%를 학습 의 검증 데이터, 나머지 

95%를 실제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 으며, 학습 방식

은 체를 학습 후 검증 데이터의 성능이 낮은 문제들

을 다시 학습하는 방법을 취하 다.

표 1 어휘 셔 링을 통한 데이터 생생의 시

Table 1 Synthesizing new text data using vocabulary 

shuffling

Original data Synthesized data

Q&A 
data

1 Mary moved to the bathroom
2 John went to the hallway
Q: Where is Mary?
A: bathroom

1 Lily moved to the hallway
2 Daniel went to the kitchen
Q: Where is Lily?
A: hallway

3.1 학습 데이터 개선

텍스트로 이루어진 질의응답 데이터가 충분치 않을 

경우 학습 데이터에 과 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족한 질의응답 데이터의 한계를 

해결하기 해 어휘 셔 링(vocabulary shuffling)이라

고 불리는 데이터 변형 방식을 고안했다. 이 방식은 표 

1과 같이 이름, 장소 명사 등 같은 범주로 사용되는 어

휘끼리 매 학습 횟수 마다 임베딩 벡터의 연결을 임의

로 바꾸는 것이며, 이럼으로써 매번 등장인물 혹은 장소

가 다르게 구성된 새로운 일화를 보면서 학습하는 효과

에 가깝도록 하 다.

3.2 시간 순서 인식 개선

기존 DMN이 가진 주의 기제의 취약   하나는 명

시 인 상  시간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다. 따

라서 DMN의 주의 기제는 질문이 의도한 시 이 아닌 

과거 혹은 미래 시 의 사실들을 찾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ukhbaatar et al. (2015)에 의

해 제안된, 질문의 시 으로부터 상 인 과거를 벡터

의 표 으로 나타내기 한 방법  하나인 시간 임베

딩(temporal embedding)을 채용한다. 즉, (단어 개수) 

×  (최  시간 스탭의 크기)의 차원의 크기를 가지는 T

라는 행렬에 해 식 (3)과 같이,

               f′  f T   (3)

원래의 사실 표  f f 에 해 행렬의  번째 

행벡터를 합한 시간에 의존 인  f′ f′ 를 일화 기억 

모듈에 한 입력으로 사용하여, T에 한 학습으로 사

실 간의 상  시간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실제 학습

에서는 시 스 여분의 20% 만큼 랜덤하게 상  순서

를 유지하면서 index를 재배열하 다. 그림 2는 이 과정

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 시간 임베딩 행렬을 통한 시간 순서 인식

Fig. 2 An illustration of how the temporal embedding 

matrix provides relative time information

3.3 성능 평가

본 연구가 수행한 두가지 학습 방법  강한 감독 학

습(strongly supervised DMN)은 정답과 이 정답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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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loVe와 DMN의 명사( ), 동사(아래) 단어 벡터들의 PCA 시각화

Fig. 3 PCA Analyses of word embedding vectors on noun (above), and verb (below)

출하기 한 근거 문장 정보를 학습에 사용한 모델이고, 

약한 감독 학습(weakly supervised DMN)은 정답만을 

목 으로 신경망을 학습한 모델이며,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는 cross entropy 오차를 뜻함)

 Strongly supervised DMN:

  

 where    (4)

 Weakly supervised DMN:

  

표 2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End-to-End 메

모리 네트워크[6], 오 소스로 구 된 DMN[2]의 보고된 

성능과 본 연구에서 측정한 성능을 나열한 결과이다. 두 

방법  더 나은 성능을 보인 약한 감독 학습 모델의 평

균 정답률은 88.685%로 기존 DMN과 비교할 때 약 

13.58%p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time 

reasoning 과제의 20%p가 넘는 차이로 미루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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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인 성

능을 보 다. 특히, 어휘 셔 링을 용한 학습으로 인해 

3-argument relations 과제와 path finding 과제에 해 

각각 98.9%, 45.6% 정답률을 기록하는 등 기존의 학습 

방식보다 확연히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표 2 1K-bAbI 문제에서의 정답률

Table 2 Test accuracies on the 1K bAbI dataset

4. 실험 결과  논의

4.1 의미 기억 모듈의 단어 지식 분석

DMN이 의도에 맞게 학습되었다면 의미 기억 모듈은 

단어들에 한 일반  지식을 함양해야 하며, 이는 단어 

임베딩의 다차원 공간상 분포를 통해 간 으로 확인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에서 보이듯이, 단어 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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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DMN의 주의에 한 실제 시. 어두운 색은 주의 가 치가 상 으로 큼을 나타냄

Table 3 An actual example of DMN attention on an episode in the test set. Darker colors 

indicate that attention weight is higher

딩의 주성분 분석 결과 DMN의 의미 기억 모듈이 학습

한 단어 표 은 기값으로 주어진 GloVe에 비해, 질의

응답에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 사이의 상  

거리가 작아지는 수렴에 가까운 군집화 상이 나타났

다. 이는 정답을 맞추기 한 학습만으로 해당 어휘 체

계의 일반성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일화 기억 모듈의 주의 기제 분석

표 3은 bAbI 문제의 테스트 데이터  하나의 시

를 통해 DMN의 주의 기제를 시각화 한 것이다. DMN

은 질문에서의 football과 garden에 한 정보를 46번

째, 44번째 사실 문장에서 순차 으로 찾은 뒤, 이를 통

해 Sandra에 한 정보가 필요함을 단한 후, 42번째 

사실을 통해 정답이 Bathroom인 것을 알아내었다.

4.3 일화 통과 횟수와 근거 사실 개수와의 상 계

과제들  n-supporting facts 과제는 n개의 근거 

사실을 순차 으로 찾아 응답하는 문제로, n이 클수록 

더 어려운 문제로 여겨져 왔다. 그림 4는 가 3으로 

고정되어 있는 DMN의 정답률을 나타낸 것으로, 모델이 

3-supporting facts 과제를 2-supporting facts 과제보

다 더 잘 해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용되

는 소 트맥스 함수가 단계마다 하나의 추가 근거 사실

을 찾는 작업에 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험 결과는 DMN이 난이도에 계없이 특정 과제 

유형에 맞는 최 의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함의하며, 

한 통과 횟수의 조 을 통해 유연성을 갖출 필요성

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원 논문[4]에서 제시1)된 일

화 통과의 수를 일화 메모리 모듈 내에서 제어하는 

end-of-passes 표 을 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 해당 논문의 수정본(v5)에서 명시 으로 제시되었음.

그림 4 n-supporting fact 과제에서의 성능

Fig. 4 Test accuracies of DMN on n-supporting facts 

tasks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은 질의응답 문제를 한 동  메모리 네트워

크를 다시 소개하고, 최 의 결과를 얻기 해서 용할 

수 있는 개선들에 해 고찰했으며, 학습된 메모리 구성

요소에 한 분석을 시도하 다. 실험 결과, 해당 성능 

개선 방법을 용한 DMN이 평균 으로 기존의 DMN 

구  보다 유의미하게 나은 성능을 보임을 나타내었으

며, DMN이 두 가지의 기억 모듈을 상당 부분 활용하

여 정답을 추론하고 있음을 간 으로 확인하 다. 향

후 용량 멀티모달 질의응답을 한 외  메모리 모델 

구조  련 알고리즘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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