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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Mary moved to the bathroom.

2. Sandra journeyed to the bedroom.

3. Mary got the football there.

4. John went to the kitchen.

5. Mary went back to the garden.

Q.  Where is the foot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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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올바른 응답을 도출하기 위한 인지 체계를 내포하고 있다.

서론



메모리 네트워크

서론

Input 1: Mary moved to the bathroom.

Input 2: Sandra moved to the garden.

Input 3: John moved to the office.

Input 4: Sandra journeyed to the bathroom.

Input 5: John moved to the bedroom.

Q: Where is Sandra?

A: “Bathroom.”
메모리
네트워크

연속된 사실 입력
응답

단계별 주의 및 추론

질문

• 사실들의 나열을 기억 모델에
저장한 뒤, 질문과 모델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사실들을
순차적으로 선택해 올바른
응답을 나타낸다.



관련 연구

•모델
• 메모리 네트워크 – ICLR 2015

• End-to-End 메모리 네트워크 – NIPS 2015

• 동적 메모리 네트워크 – ICML 2016

•질의 응답 데이터
• bAbI 문제 – ICL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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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ntic Memory
Module

Question ModuleInput Module

(Glove v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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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기억 모듈, 입력 모듈, 질문 모듈

동적 메모리 네트워크

• 의미 기억 모듈: 단어 임베딩 벡터. 𝐿 = ℝ𝑊×300 의 행렬을 통해 단어의
벡터 표현 생성

• 입력 모듈: 문장들의 입력을 벡터의 집합 𝐹 = [𝑓1, … , 𝑓𝑁]로 표현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입력 문장의 단어들을 단어 임베딩을 통해 고정된 차원의 벡터들로 변환

• 회귀 신경망을 통해 문장마다 최종 은닉 상태들을 추출

• 한 문장 내의 𝑖번째 단어 𝑤𝑖와 전 은닉 상태 ℎ𝑖−1 에 대해 Gated Recurrent Unit 
(GRU)에 의한 새로운 은닉 상태 ℎ𝑡 = 𝐺𝑅𝑈 𝐿 𝑤𝑡 , ℎ𝑡−1 를 구하는 과정을 문장 내
마지막 단어까지 반복

• 질문 모듈
• 본 모듈은 질문의 벡터 표현인 𝑞를 𝑞𝑡 = 𝐺𝑅𝑈(𝐿 𝑤𝑡

𝑄
, 𝑞𝑡−1)로 계산

• 실제 구현에서는 입력 모듈과 모든 변수를 공유



Episodic Memory
Module

𝑒1
1 𝑒2

1 𝑒3
1 𝑒4

1 𝑒5
1 𝑒6

1 𝑒7
1

𝑒1
2 𝑒2

2 𝑒3
2 𝑒4

2 𝑒5
2 𝑒6

2 𝑒7
2 𝑚2

𝑚1
0.3 0.0 0.0 0.0 0.0 1.0 0.0

0.0 0.3 0.0 0.0 0.9 0.0 0.0

동적 메모리 네트워크

일화 기억 모듈



일화기억
모듈의
주의 과정



일화 기억 모듈

동적 메모리 네트워크

• 𝑞가 요구하는 응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들을 순차적으로
검색

•질문과 입력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한 이 과정은 일화적
통과(episodic pass)라 불리며 이를 통해 일화 메모리 벡터를
추출한다. 초기 메모리 벡터가 𝑚0 = 𝑞일 때, 𝑖번째 일화 기억
모듈을 통과하여 생성되는 𝑚𝑖는 다음과 같다.

𝑧𝑡
𝑖 = 𝑓,𝑚𝑖−1, 𝑞, 𝑓 ∘ 𝑞, 𝑓 ∘ 𝑚𝑖−1, 𝑓 − 𝑞 , 𝑓 − 𝑚𝑖−1 , 𝑓T𝑊 𝑏 𝑞, 𝑓T𝑊 𝑏 𝑚𝑖−1

𝑔𝑡
𝑖 = 𝑊 2 tanh 𝑊 1 𝑧𝑡

𝑖 + 𝑏 1 + 𝑏 2

𝑒𝑖 = 
𝑡=1

𝑇 exp 𝑔𝑡
𝑖

 𝑗=1
𝑇 exp 𝑔𝑗

𝑖
𝑓𝑡

𝑚𝑖 = 𝐺𝑅𝑈 𝑒𝑖 , 𝑚𝑖−1

사실과 일화 메모리, 질문간의 관계 계산

관계를 통해 episodic gate (스칼라값) 계산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해 사실 검색, 요약

Episodic pass 수에 따라 GRU계산 반복



Answer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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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모듈



응답 모듈

동적 메모리 네트워크

•질문 모듈의 𝑞와 일화 기억 모듈에서 요약된 𝑚𝑇𝑝𝑎𝑠𝑠를 이용하여
올바른 정답을 예측한다. 

•소프트맥스 층을 통해 단어 수준의 답변 형식, 회귀 신경망을
사용하여 연속적 단어 답변을 얻을 수 있다.

 𝑦𝑡 = softmax(𝑊
𝑎 𝑎𝑡

)𝑎𝑡 = 𝐺𝑅𝑈( 𝑦𝑡−1, 𝑞 , 𝑎𝑡−1



질의 응답을 위한 DMN 성능 개선 방법

질의 응답을 위한 DMN 성능 개선 방법

• 1K bAbI 문제의 20개 과제들 (학습 데이터 20,000 개, 테스트
데이터 20,000개)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

• Adam 최적화 방법



학습 데이터 개선

질의 응답을 위한 DMN 성능 개선 방법

•데이터가 충분치 않을 경우 학습 데이터에 과적합 문제가 발생

•어휘 셔플링(vocabulary shuffling): 학습시 이름, 장소, 사물 등
같은 범주로 사용되는 어휘끼리 매 학습 횟수 마다 임베딩
벡터의 연결을 임의로 바꾸어 매번 새로운 일화를 학습하는
효과에 가깝도록 함

기술 원본 데이터 생성된 데이터

어휘 셔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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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순서 개선

질의 응답을 위한 DMN 성능 개선 방법

𝑓1 𝑓2 𝑓3 𝑓4 𝑓𝑁

𝑓1
′ 𝑓2

′ 𝑓3 𝑓4 𝑓𝑁

𝑇

1.2 × 𝑁
+ + + + +

= = = = =

…

…

…



시간 순서 개선

질의 응답을 위한 DMN 성능 개선 방법

• 기존 DMN이 가진 주의 기제의 취약점 중 하나는 명시적인 상대 시간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

• 따라서 DMN의 주의 기제는 질문이 의도한 시점이 아닌 과거 혹은 미래
시점의 사실들을 찾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시간 임베딩(temporal embedding)을 채용한다.

• 𝑇라는 행렬에 대해 다음과 같이

𝑁 − 𝑖 + 1의 행 백터를 합한 상대 시간에 의존적인 𝐹′ = [𝑓𝑖
′, … , 𝑓𝑖

′]를 일화
기억 모듈에 사용

• 실제 학습에서는 시퀀스 여분의 20% 만큼 랜덤하게 상대적 순서를
유지하면서 index를 재배열한다.

)𝑓𝑖
′ = 𝑓𝑖 + 𝑇(𝑁 − 𝑖 + 1



성능 평가

질의 응답을 위한 DMN 성능 개선 방법

• Strongly supervised DMN: 정답과 이 정답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 문장 정보를 학습에 사용.

• Weakly supervised DMN: 정답만을 목적으로 신경망을 학습

𝐽 = 𝛼𝐸𝐶𝐸 𝐺𝐴𝑇𝐸𝑆 + 𝛽𝐸𝐶𝐸 𝐴𝑛𝑠𝑤𝑒𝑟𝑠
where 𝛼 + 𝛽 = 1

𝐽 = 𝐸𝐶𝐸 𝐴𝑛𝑠𝑤𝑒𝑟𝑠



질의 응답을 위한 DMN 성능 개선 방법



질의 응답을 위한 DMN 성능 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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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 bAbI 문제에서의평균정답률

E2E MemNN DMN 본연구



의미 기억 모듈의 명사 단어 지식 분석

실험 결과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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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및 논의



일화 기억 모듈의 주의 기제 분석
(episodic_pass = 3)

실험 결과 및 논의

98.6

78.6
84.2

1 supporting fact 2 supporting fact 3 supporting fact



일화 기억 모듈의 주의 기제 분석

실험 결과 및 논의

•모델이 일화적 통과의 횟수에 적합한 문제를 더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더 잘 해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용되는 주의 기제와 소프트맥스 함수가 단계마다
하나의 추가 근거 사실을 찾는 작업에 적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험 결과는 DMN이 난이도에 관계없이 특정 과제 유형에 맞는
최적의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함의하며, 적절한 통과 횟수의
조절을 통해 유연성을 갖출 필요성을 나타낸다.



결론 및 향후 연구

결론 및 향후 연구

•질의응답 문제를 위한 동적 메모리 네트워크를 다시
소개하였다.

•최적의 정답률을 얻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개선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학습된 메모리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향후 대용량 멀티모달 질의 응답을 위한 외현 메모리 모델 구조
및 관련 알고리즘을 연구할 계획이다.



Q & A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