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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Recurrent neural network (RNN)[1]은 원칙적으로는 재

귀 연결된 구조로써 이전 시퀀스의 정보를 유지하여 시

퀀스 상의 멀리 떨어져 있는 토큰들 사이의 상관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RNN은 music 

composition, speech processing[2], motion capturing[3] 

분야 등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RNN은 학습의 실용적인 

측면에서 vanishing and exploding gradient 문제[4]로 

인하여 제한을 지니며 5~10 이상의 time lag를 지니는 토

큰들 간의 상관을 학습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 의존성을 학습하

는데 적합하도록 설계된 long short-term memory 

(LSTM)[5]이 제안되었다. 처음 제안된 LSTM은 input 및 

output gates와 internal state로 구성되어 학습 단계에

서 시퀀스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gradient가 증폭되거나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Gers et 

al.(1999)[6]은 LSTM에서 연속된 입력 스트림이 처리할 

때 internal state가 제한되지 않게 증가하여 LSTM 역시 

매우 긴 시퀀스를 처리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Gers et al.(1999)[6]은 forget gate를 이용해 시간 단

계가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internal state를 해제함으

로써 internal state가 무한정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였

다. 이러한 LSTM의 변형들은 장기 의존성 학습의 효율성

으로 인해 language modeling, machine translation, 

text summarization 등 다양한 machine reading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LSTM은 시계열 정보를 모델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

고 있지만 두 가지 명백한 한계점을 지닌다. 그중 첫 번

째 문제는 LSTM의 forget gate와 관련이 있다. Forget 

gate가 해제할 internal state를 결정할 때 현재 시간 단

계의 입력과 문맥만이 고려된다. 따라서, 이후의 시간 

단계에서 나타날 토큰과 관련된 internal state가 얼마든

지 해제될 수 있다. 또한, forget gate가 시간 단계가 지

남에 따라 내부 상태를 점차적으로 해제하기 때문에 관

련된 토큰들과 대상 토큰 사이의 time lag가 길수록 관

련 internal state가 해제 될 가능성이 커진다. 긴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사람이 글을 읽다가 잊은 내용을 

다시 읽어오는 것처럼 machine reader 역시 잊어 버린 정

보를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자연언어

가 단어를 구로 결합하는 구문론적 및 의미론적 구조를 

가지는데 비해 시계열 모델인 LSTM은 구조화된 입력 시

퀀스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연 언어의 장기 의존성을 고려한 심층 학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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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machine reading 분야에서 기존의 long short-term memory (LSTM) 모델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LSTM 모델은 크게 두가지 제한점을 가지는데, 그 

중 첫째는 forget gate로 인해 잊혀진 중요한 문맥 정보들이 복원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자연

어에서 과거의 문맥 정보에 따라 현재의 단어의 의미가 크게 좌지우지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문장의 이해

를 위해 필요한 과거 문맥의 정보 유지는 필수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자연어는 그 자체로 단어들 간의 복
잡한 구조를 통해 문장이 이루어지는 반면 기존의 시계열 모델들은 단어들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딥 러닝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attention mechanism과 본 논문이 제안하는 restore gate를 결합한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한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기존의 다른 시계열 모델들과 비교를 통해 제안한 모델의 우수성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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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우리는 machine reading 분야에서의 상기 

두 가지 제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문제에 대한 우리의 해결책은 필요에 따라 잊어버린 메

모리를 복원할 있도록 하는 restore gate를 사용하는 것

이다. 입력 토큰이 주어지면 저장된 이전의 internal 

state vector들로부터 관련된 메모리를 추출하기 위해 

attention mechanism [7]의 변형이 사용된다. 우리 아키

텍처에서 attention mechanism은 입력 토큰 간의 관계를 

유도하고 비지도학습 방식으로 훈련된다. 

 

2. 관련 연구 

 
기존의 시계열 모델들은 문장을 인코딩할 때 문장의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단어의 순차적 

표면 순서만을 고려한 시계열 모델은 자연 언어에서 단

어, 구들 간의 중첩된 구조를 모델링하는 것이 어렵다. 

이와 달리, 트리 구조 모델은 주어진 문장의 구문 구

조에 따라 단어와 구의 표현을 재귀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시계열 모델의 문제를 해결한다. Grefenstette et 

al.(2011), Socher et al.(2013)[8,9]은 모델을 학습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문장의 구문 구조가 문장과 함께 제공

된다고 가정했다. Bowman et al.(2016),dyer et 

al.(2016)[10,11]은 트리 뱅크 주석에 의해 학습된 모델

에 의해 문장의 구문 구조를 예측하는 방식을 사용하였

다. 하지만, 두 방식 모두 트리 구조 모델의 구성 순서

를 가이드하는 구문 구조가 모델을 학습하는 입력으로 

직접 제공되어야 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3. 방법 

 

3.1 Long Short-Term Memory 

 

Long Short-Term Memory (LSTM)은 시간 순서와 장거

리 종속성을 모델링하도록 설계되었다. LSTM은 internal 

state와 internal state의 흐름을 제어하는 곱셈 게이트들

로 구성된다. 곱셈 게이트 중 input gate는 새로운 token

의 정보를 기억해야 할지, output gate는 internal state의 

어떤 내용을 출력으로 노출해야 할지, forget gate는 리셋 

되어야하는 내부 상태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Forget gate

는 internal resource을 방출함으로써 정보가 점진적으로 

추가됨에 따라 internal state가 무기한 증가하는 것을 방

지한다. 입력 시퀀스 x = (x , x , … , x )가 주어지면 LSTM

은 다음 방정식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internal state s  

와 hidden state h 를 계산한다. 

= ℎ ∙ ℎ , 	 	 	 	 	 	 	 (1) 

s = ⨀ + ⨀ 	 	 	 	 	 	 	 	 	 	 	 	 (2) h = ⨀ tanh( )	 	 	 	 	 	 	 	 	 	 	 	 	 	 (3)  

여기서 W는 가중치 행렬을 나타내며 i, f, o는 각각 input 

gate, forget gate, output gate를 나타낸다. 

 

3.2 제안하는 네트워크  

 
본 논문에서는 앞서 읽었던 문맥을 현재 문맥에 맞게 

필요에 따라 복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기계 독해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크게 현재 문맥과 관련된 앞

선 문맥을 탐색하는 단계, 해당 과거 문맥을 현재의 문맥

에 맞게 재해석하는 단계, 이를 현재 문맥에 다시 복원하

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현재 문맥과 관련된 앞선 문맥을 

탐색하는 단계의 경우 attention mechanism이 사용될 수 

있다. a = ( ∙ tanh	( + ))	 	 	 	 	 	 (4) = 	 	 	 	 	 	 	 	 	 	 	 	 	 	 	 (5) 
여기서 i는 현재 시간 단계 t 이전의 시간 단계들을, x 는 i번째 시간 단계의 입력 단어를, a 는 t번째 시간 단계의 

attention weight를 의미한다. 따라서, 는 현재 단어와 
앞선 단어들의 유사도에 따른 앞선 문맥 벡터들의 가중 

평균을 뜻한다. 이 벡터 표현은 도출과정에서  
함수로 인해 여러 문맥 벡터 s 중에 특정 요소에 강한 초

점을 두게 된다. 하지만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 하나의 
문장에 여러 의미가 나타날 수 있고 이를 하나의 

attention weight로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문장에서 각각 다른 부분에 초점을 둘 수 있는 복수

개의 attention weight를 사용한다. A = ( ∙ tanh	( + ))	 	 	 	 	 	 (6) = A 	 ∙ 	 	 	 	 	 	 	 	 	 	 	 	 	 	 	 	 (7) 
여기서 와	 는 ( , )	크기의 weight matrix, V
는 ( , )	 크기의 weight matrix로써 A 는 

개의 attention weight를 C 는 A 에 따른 앞선 문

맥 벡터들의 개의 가중평균을 뜻한다. 해당 과정

을 통해 제안하는 모델은 현재 입력 토큰과 관련된 복수

개의 문맥을 추출하게 된다.       
 해당 과거 문맥을 현재의 문맥에 맞게 재해석하는 단계

의 경우 기존의 LSTM 방식의 시계열 모델이 사용된다. p′ = ( , ) p′ = ( ′ , ) ⋮ 	 	 	 	 	 	 	 	 	 	 	 	 	 	 	 	 	 	 	 	 	 (8) p′ = ′ −1,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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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현재 시간 단계  직전의 internal state를 
뜻하고 는 시간 단계 에서 추출된 i번째 문맥을 의미

한다.    
 앞선 방법들을 통해 현재 문맥과 관련된 과거 문맥을 

파악하고 이를 현재 문맥에 맞게 재해석할 수 있었다. 하

지만, 매 시간 단계마다 앞선 문맥들을 재해석하여 반영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예를 들어 입력 단어가 관사나 조
사 등인 경우 이와 관련된 앞선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

문에서는 restore gate를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서 다시 읽

은 문맥을 현재 문맥에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1 제안하는 네트워크의 구조 

= ℎ ∙ ℎ , , 	 	 	 	 	 	 	 	 (9) 
s = ⨀ + ⨀ + ⨀ 	 	 	 	 	 	 	 (10) h = ⨀ tanh( )	 	 	 	 	 	 	 	 	 	 	 	 	 (11) 

그림 1은 본 논문이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모델을 

보인다. 식 (9)는 기존의 LSTM의 input gate, forget 

gate, output gate와 본 논문이 제안하는 restore 

gate를 나타낸다. Restore gate 는 다시 읽어온 문맥 

 중에 어떤 내용을 internal state s 에 반영할지를 

판단하게 된다. 식 (10)를 통해 internal state s 가, 

식 (11)을 통해 hidden state h 가 구해지게 된다. 

또한, 식 (8)에서 사용된 LSTM은 제안하는 모델과 

별개의 weight matrix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 

(9)의 ,	 ,	 ,	 을 공유하여 학습된다. 

 

4. 실험 결과 

 

4.1 실험 설정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대한 검증을 위해 기존의 

시계열 모델들과 비교하였다. 비교를 위한 기존의 시계

열 모델로는 recurrent neural network (RNN)[1], gated 

recurrent network (GRU)[12], long short-term memory 

(LSTM)[6], long short-term memory network (LSTMN)[13]

이 사용되었다. 각 모델의 자연어 처리 성능 비교를 위

해 자연어 처리를 위한 대표적인 주제인 텍스트 분류를 

실험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에서 하나의 샘플은 자연어 

문장과 해당 자연어 문장이 속한 사전에 정의된 클래스 

정보를 포함한다. 실험을 위해 AG’s News, Yahoo! 

Answers, Yelp Review Polarity 데이터셋[14]이 사용되었

다. 표 1는 각 dataset의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다. 모델

의 validation을 위해 train sample의 10%가 이용되었다.   

각 모델은 1 계층의 시계열 모델과 2 계층의 피드포워드 

계층으로 이루어지며 mini batch의 크기는 1000으로, 

optimizer는 adadelta[15]를 이용하여 학습되었다.  

 

표 1 실험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셋 

 

4.2 실험 결과 

 
표 2는 상기 3가지 데이터셋에 대한 각 모델의 성능 

비교를 보인다. 성능 비교를 위해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 척도로 사용하였다. 제안한 모델에서 에 

따른 성능의 비교를 위해 = 3, = 5인 

두가지 경우로 모델을 학습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2를 보면, 3가지 데이터셋 모두에서 본 논문이 제안한 모

델이 기존의 다른 모델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세히 보면, Yelp P. 데이터셋에서는 = 3인 경우가 = 5보다 높은 성능을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review(Yelp P.)에서 나타나

는 자연어 문장이 news(AG)나 question & answer(Yah. 
A.)의 문장보다 의미적으로 더 단순하다는 것을 고려한

다면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2 각 데이터셋에 대한 모델들의 예측 정확도(%) 

Model AG Yah. A. Yelp P. 
RNN 83.67 59.32 78.17 
GRU 86.01 71.42 91.62 

LSTM 86.03 72.33 91.24 
LSTMN 87.15 72.76 91.14 

Proposed model
( = 3)

87.97 72.90 92.45 

Proposed model
( = 5)

90.10 72.97 92.17 

Dataset Classes Train Samples Test Samples
AG’s News 

 
4 120,000 7,600 

Yahoo! 
Answers 

10 1,400,000 600,000 

Yelp Review 
Polarity 

2 560,000 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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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시계열 모델들이 가지는 한계점

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였다. 앞선 문맥

에서 현재 문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multiple attention mechanism이 사용되었고 restore 

gate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다시 읽은 문맥을 internal 

state에 반영하였다. 텍스트 분류를 통한 실험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한 모델이 기존의 시계열 모델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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