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21년)

다중 도메인 답변 생성 모델을 위한 인간의 기억 시스템을 모방하는 지속 학습 기법

이준범1◦, 박형준1, 송현제2, 박성배1

1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전북대학교 IT정보공학과

{jblee9410,khuphj,sbpark71}@khu.ac.kr, hyunje.song@jbnu.ac.kr

Continual Learning with Mimicking Human Memory System

For Multi-domain Response Generator

Jun-Beom Lee1◦, Hyeong-Jun Park1, Hyun-Je Song2, Seong-Bae Park1

1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2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Engineeri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다중도메인에대해답변생성모델이동작가능하도록하는가장쉬운방법은모든도메인의데이터를순서와상관없이

한번에 학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경우, 발화에 상관 없이 지나치게 일반적인 답변을 생성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반해, 도메인을 분리하여 도메인을 순차적으로 학습할 경우 일반적인 답변 생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경우

새로운 도메인의 데이터를 학습할 때, 기존에 학습한 도메인에 대한 성능이 저하되는 파괴적 망각 현상이 발생한다. 파

괴적 망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속학습기법이 제안되었으며, 그 중 메모리 리플레이 방법은 새로운 도메인

학습시 기존 도메인의 데이터를 함께 학습하는 방법으로 파괴적 망각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

의 기억 시스템에 대한 모형인 앳킨슨-쉬프린 기억 모형에서 착안하여 사람이 기억을 저장하는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메모리 리플레이 방법의 메모리 관리방법을 제안하였고, 해당 메모리 관리법을 활용하는 메모리 리플레이 방법을 통해

답변 생성 모델의 파괴적 망각 현상을 줄이고자 하였다. 다중 도메인 답변 생성에 대한 데이터셋인 MultiWoZ-2.0를

사용하여 제안 모델을 학습 및 평가하였고, 제안 모델이 다중 도메인 답변 생성 모델의 파괴적 망각 현상을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파괴적 망각, 지속학습, 메모리 리플레이, 답변 생성

1. 서론

다중 도메인에 대해 동작 가능한 답변 생성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답변 생성 모델을

학습할 때 모든 도메인의 대화 데이터를 순서 없이 한번에 사

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모든 발화에 대해 답변이

될 수 있는 지나치게 일반적인 답변을 생성하는 문제가 빈번

하게 발생한다. 이에 반해 도메인을 구분지어 순차적으로 특정

도메인만 학습한다면 일반적인 답변을 생성하는 문제는 다소

해결된다. 하지만 모델이 새로운 도메인의 데이터셋을 학습하

였을 때 이전 도메인에 데이터에대한 성능이 저하되는 파괴적

망각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가 발생한다.

신경망 모델의 파괴적 망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속학습기법이제안되었으며,본논문에서는지속학습기법중

메모리 리플레이 방법을 다중 도메인에서의 답변 생성 모델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메모리 리플레이는 새로운 도메인의 데이

터셋에대해모델을학습시킬때,이전도메인의데이터를함께

학습시킴으로써 이전 도메인의 데이터에 대한 성능 저하를 해

결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메모리 리플레이

방법은, 새로운 도메인마다 그 이전까지의 모든 도메인의 데

이터셋을 함께 학습하는 것이다. 이 경우 파괴적 망각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새로운 도메인을 학습할 때 마다

이전까지의도메인들의모든데이터를재학습하여야하기때문

에 메모리,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메모리

리플레이를 위해서는 이전 도메인의 데이터 중 적절한 데이터

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람의 기억 시스템에 대한 모형인 앳킨슨-쉬프린 기억 모

형[1]에 따르면, 사람은 정보를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으로 나누어 저장하며, 각 기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감각기억은 감각기관을 통해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수 초

이내로 사라지는 저장소이다. 감각기억에 들어온 정보 중 사람

의 주의를 기울인 정보의 경우 단기기억으로 전달된다. 단기기

억에는 수 초에서 수 분동안 정보가 저장되며, 해당 정보를 입

으로 되뇌이거나 메모하는 것과 같은 정보 리허설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망각이 시작된다. 또한 단기기억

에서 정보 리허설이 꾸준히 발생한 정보의 경우 장기기억으로

전달된다[2].

본 논문은 앳킨슨-쉬프린 기억 모형을 메모리 리플레이 방법

에 적용하여 이전 도메인의 데이터를 선별하여 메모리에 저장

하고,메모리에저장된데이터를관리하는방법을제안한다.제

안하는 새로운 메모리 리플레이 방법은 리플레이 메모리 모듈,

메모리 관리 모듈로 구성된다. 리플레이 메모리 모듈에는 이전

도메인의 데이터가 저장되며 저장된 데이터는 새로운 도메인

학습시 랜덤 샘플링되어 함께 학습된다. 메모리 관리 모듈은

사전 학습된 BERT 기반의 문장 유사도 측정을 통해 리플레이

메모리 모듈에 저장된 데이터 중 삭제될 데이터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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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레이 메모리 모듈는 앳킨슨-쉬프린 기억 모형에서 단기기

억의역할을수행하며,메모리관리모듈은정보리허설을통한

단기기억에서의 정보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인간의 기억 시스

템을모방한메모리리플레이방법을사용하여,답변생성모델

이 여러 개의 도메인을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상황에서 파괴적

망각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메모리 리플레이 방법이 파괴적 망각

완화에 도움이 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메인을 학습할

때마다 그 이전까지의 모든 도메인의 데이터셋을 다시 학습하

는 메모리 리플레이 방법의 성능과 비교하였다. 다양한 도메

인에 대한 대화 데이터가 존재하는 MultiWoZ-2.0 데이터셋[3]

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BLEU-4 점수를 통해 평가한 결과

구분된 도메인을 순차적으로 학습한 답변 생성 모델의 경우 성

능이 크게 하락한 반면, 본 논문이 제안하는 지속 학습 기법을

적용한 답변 생성 모델의 경우 이전 도메인의 데이터를 20%

만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메인을 학습할 때마다

그 이전까지의 모든 도메인의 데이터셋을 함께 학습했을 때와

비교하여 크게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보였다.

2. 관련 연구

지속학습은 인공신경망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할 때,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인 파괴적

망각[4, 5]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학습방법이다. [4]는 학습되

는 네트워크의 크기나 데이터 셋의 양에 따라 파괴적 망각의

강도가 결정됨을 보였다. [6]는 파괴적 망각을 해결하기 위한

활성화 함수와 다양한 훈련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dropout

을 활용한 학습이 파괴적 망각을 해결하는데에 다소 도움이

됨을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괴적 망각은 온라인 학

습에서여전히해결되지않고있다.이를본격적으로해결할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고 크게 정규화, 동적

구조, 메모리 리플레이 방법으로 나뉜다.

정규화 방법[7]은 학습 목적 함수에 정규화와 관련된 수식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모델의 학습 방향이 이전 데이터셋 분포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강제함으로써 파괴적 망각을 해결하

는 방법이다. [8]은 정규화를 위해 지식 증류 기법을 최초로 사

용하였고,해당방법은다양한지식증류기법을활용한정규화

지속학습연구에영향을주었다.동적구조방법[9]은모델학습

시 새로운 도메인의 데이터를 위한 학습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방법이다. 동적 구조 방법은 파괴적 망각 해결에 효과적이지

만, 새로운 도메인 학습마다 모델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메모리 리플레이 방법은 이전까지의 도메인의 데이터를 메

모리에저장해두고,새로운도메인학습시이를함께학습하여

이전 도메인에 대한 모델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메모리 리플레이 방법은 동적 구조 방법과 같이 모델의 구조가

변경되거나, 정규화 방법 처럼 학습 목적 함수를 변형할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답변 생성 모델이 여러

도메인의 데이터를 학습 할 때 이전 도메인의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학습기법 중 메모

리 리플레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메모리 리플레이 방법

에서 이전 도메인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해

사람의기억시스템의모형중하나인앳킨슨-쉬프린기억모형

이론을 활용하였다.

3. 인간의 기억 시스템을 모방하는 지속 학습 기법

3.1 답변 생성 모델

답변 생성 모델은 사용자의 발화가 주어지면 그에 대한 적

절한 답변을 생성하는 모델로, 많은 답변 생성 모델이 다중 도

메인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연구되고 있다. 다중 도메인 답변

생성 모델을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다중 도메인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

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도메인이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

셋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도메인을 포괄하는 데이터셋을 구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요구하며, 현재 통용되고 있는 다중 도메인 데이터셋이 모든

도메인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끊임없이 다

방면의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모델을 계속해서

학습시키는것이다중도메인답변생성모델에더욱적합하다.

하지만도메인별로순차적으로모델을학습시킨다면이전도메

인에대한파괴적망각이일어나기쉽다.때문에본논문에서는

인간의 기억 시스템을 모방하는 메모리 리플레이 방식의 지속

학습 기법을 제안하여 다중 도메인 답변 생성 모델의 파괴적

망각을 완화하였다.

본 논문의 실험을 위해 사용되는 답변 생성 모델은 [10]이다.

[10]는 주어진 발화에 적절하며 일반적이지 않은 답변을 생성

하기 위해 정답 답변을 고려하여 발화를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

다.답변생성모델을학습하기위한대화데이터는일반적으로

D = (Xi, Yi)
N
i=1의 형태를 가진다. 이 때, Xi는 i번째 사용자의

발화를 의미하고, Yi는 해당 발화에 대한 정답 답변이며 N은

데이터의크기이다. [10]는크게두모듈로나뉘어져있는데,정

답 답변을 고려하여 발화 토큰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계산기와

중요도 계산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답변 생성

모듈이다.

답변 생성 모듈은 발화를 표현하기 위한 트랜스포머 인코

더와 답변을 표현하기 위한 BERT, 그리고 bitext classifier로

이루어져있다. Bitext classifier는 발화 표현 벡터와 답변 표

현 벡터를 입력으로 받는데, 입력으로 받는 대화쌍은 positive

sampling과 negative sampling을 하여 bitext classifier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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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대화 쌍이 실제 대화쌍인지 실제 대화쌍이 아닌지를 구분

하도록학습시킨다.이때,답변표현벡터를생성하는 BERT는

학습에참여시키지않음으로써, bitext classifier에주어진입력

이 positive sample이라면 발화의 표현 벡터가 답변 표현 벡터

와비슷하게생성하고주어진입력이 positive negative sample

이라면 발화의 표현 벡터가 답변 표현 벡터와 다르게 생성하도

록발화인코더와 bitext classifier가학습된다.즉,학습을통해

발화 인코더는 답변을 잠재적으로 고려하여 표현 벡터를 생성

하게되고,셀프어텐션을통해발화의각토큰이답변과얼마나

유사한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답변 생성 모듈은 발화 인코딩을 위한 BERT와 답변 생성

을 위한 GPT-2로 구성된다. 이 때, 디코더는 GPT-2에 2개의

인코더-디코더어텐션층이추가된구조를갖는다.첫번째인코

더-디코더 어텐션 층은 BERT가 발화를 인코딩한 문맥 벡터를

입력으로 갖고, 두번째 인코더-디코더 어텐션은 BERT가 발화

를 인코딩한 문맥 벡터에 중요도 계산기에서 계산된 입력 발화

의 각 토큰이 답변과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비율을 element-

product한 값을 문맥 벡터로 하여 입력으로 갖는다. 디코더는

GPT-2와인코더-디코더어텐션층외에는동일한구조를갖기

때문에, 기학습된 GPT-2로 값을 초기화하고, 기존 GPT-2에

존재하는 층은 학습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즉, 새로 추가된 2

개의 인코더-디코더 어텐션 층만을 학습시키므로써 학습시 필

요한 비용을 줄였다.

3.2 리플레이 메모리 모듈

리플레이 메모리 모듈는 답변 생성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이전 도메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모듈이다. 리플레이 메모리

모듈에 저장된 데이터는 답변 생성 모델이 현재 도메인의 데이

터를 학습할 때 랜덤 샘플링되어 함께 학습된다. 이때, 모델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메인의 데이터를 학습할 경우 메모리 모

듈에이전도메인의데이터가계속쌓이게되기때문에,메모리

관리 모듈을 통해 더이상 필요없는 데이터를 삭제한다. 메모리

관리를 위해 리플레이 메모리 모듈에 저장된 데이터는 시간 레

이블 (time step label), 반복 횟수 레이블 (frequency label)을

갖는다. 시간 레이블의 값인 T은 해당 데이터가 메모리 모듈에

저장된후몇개의도메인학습이진행되었는지를나타낸다.또

한 반복 횟수 레이블 값인 F은 해당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가

메모리 모듈에 몇 번 저장되었는지를 나타낸다.

3.3 메모리 관리 모듈

메모리 관리 모듈은 리플레이 메모리 모듈에 저장된 데이터

중,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모듈이다. 그림 1은 모델 학

습시 기존 도메인의 데이터를 재학습하기 위한 샘플링 과정과

학습을 마친 뒤 학습을 마친 도메인의 데이터를 리플레이 메

모리에 저장하는 과정을 도식화하였다. 그림 1의 상단과 같이

그림 1. 리플레이 메모리 데이터의 샘플링 및 저장

답변 생성 모델이 i번째 도메인의 데이터를 학습할 때, 리플레

이메모리모듈에는 i−1번째도메인까지의데이터가저장되어

있다. 이 때, i번째 도메인의 데이터는 Di = {di0, di1, . . . , diN}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리플레이 메모리는 i − 1번째 도메인

까지의 데이터들의 결합인 M = [D0;D1; . . . ;Di−1]로 표현

할 수 있다. 또한 이때 dij는 i번째 도메인의 데이터 중 j번 째

사용자 발화 xi
j와 그에 대한 답변 yij의 결합(concatenation)

이다. 답변 생성 모델은 i번째 도메인의 학습 데이터 전체와,

리플레이 메모리 모듈에서 랜덤 샘플링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되며 이때 랜덤 샘플링된 데이터의 수는 i번째 도메인의

학습 데이터수의 20%로 설정하였다.

학습이 끝난 i번째 도메인의 학습 데이터 Di는 리플레이 메

모리 모듈 M에 저장되며, 사전 학습된 BERT를 통해 계산한

문장 유사도 점수를 바탕으로 기존 리플레이 메모리 모듈에 저

장되어있던 데이터들의 반복 횟수 레이블과 시간 레이블을 갱

신한다. Di의 데이터들은 리플레이 메모리 모듈에 저장되면서

기존 리플레이 메모리 모듈 M = [D0;D1; . . . ;Di−1]에 저장되

어있던 데이터들과의 코사인 유사도를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cos(d1, d2) =
e(d1) · e(d2)

‖e(d1)‖‖e(d2)‖
(1)

e(d1) = BERT (d1), d1 ∈ Di (2)

e(d2) = BERT (d2), d2 ∈M (3)

이때 e(d1)과 e(d2)는각각사전학습된 BERT를통해얻은 d1

의 CLS 토큰의 인코딩값과 d2의 CLS 토큰의 인코딩값을 의

미한다. 유사도 점수가 0.85 이상인 d1 ∈ Di는 이미 리플레이

메모리 모듈에 유사한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보고, M에 저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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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답변 생성 평가 결과

모델
BLEU-4

All First

None 0.382 0.264

Full 0.599 0.616

Ours 0.571 0.497

지 않는다. 동시에, 유사도 점수가 0.85 이상인 d2 ∈M는 F가

1만큼 증가하며, M의 모든 데이터의 F가 1만큼 증가한다.

메모리 관리 모듈은 리플레이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의 반

복 횟수 레이블 값 F와 시간 레이블의 값 T에 따라 해당 데이

터의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T가 3이 될 때 까지 F가 0

이라면, 즉 해당 데이터가 리플레이 메모리 모듈에 저장된 뒤

모델이 세 개의 도메인을 추가로 학습할 때 까지 유사한 데이

터가 저장되지 않는다면, 리플레이 메모리 모듈에서 삭제한다.

또한 F가 5가 되면, 해당 데이터가 많은 도메인에서 공통적으

로 등장하는 데이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삭제

된다. 요약하면 F가 크지 않은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가 속한

도메인에만 등장하는 데이터로, 모델이 해당 도메인의 지식을

잊지 않기 위해 재학습하여야 하는 데이터이지만, T가 일정

값을 넘은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가 충분한 재학습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리플레이 메모리 모듈에서 삭제한다. 또한, F가 일

정 값을 넘은 데이터는 모든 도메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데이터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리플레이 모듈에서 삭제한다.

4. 실험

4.1 데이터셋

본논문에서제안하는답변생성모델의학습및성능평가를

위하여 다중 도메인 답변 생성 시스템에서 자주 사용되는 데이

터셋인 MultiWoZ-2.0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MultiWoZ-2.0

데이터셋은 크라우드소싱 환경에서 두 명의 임의의 참여자가

사용자와 에이전트의 역할을 나누어 호텔, 택시, 레스토랑, 기

차 등 6개의 도메인에서 예약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며 생성한

데이터셋이다. 도메인별로 8,000개의 학습 데이터, 1,000개의

검증 데이터, 1,000개의 평가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데이터의

평균 사용자 발화 단어 수는 11.75개이며, 평균 에이전트 답변

단어 수는 15.12개다.

4.2 실험 설정

실험에 사용된 모델의 하이퍼-파라미터 설정은 다음과 같다.

메모리 모듈의 시간 레이블 초기 임계값을 3으로 설정하여, 해

당데이터가메모리모듈에저장된후모델이두개의도메인을

추가 학습할 때 까지 반복 횟수 레이블이 0인 경우 해당 데이터

표 2. 학습 도메인 순서 설정

실험 1 0 5 2 1 3 4

실험 2 1 4 0 5 3 2

실험 3 2 0 3 1 4 5

실험 4 3 2 4 0 1 5

실험 5 4 2 1 5 0 3

실험 6 5 3 2 0 1 4

를메모리모듈에서삭제하도록하였다.또한,반복횟수레이블

업데이트시 사용하는 유사 문장 임계값을 0.85로 설정하였다.

제안하는 모델이 이전 도메인의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파괴적 망각을 잘 완화시킴을 보이기 위하여, 새로운 도메인

학습 시 이전 도메인까지의 데이터를 전혀 학습하지 않은 모

델과(None), 이전 도메인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새로 학습한

모델(Full)과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답변 생성 모델의 성능은

BLEU-4 점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때, 도메인 학습 순서에

따른 성능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도메인의 순서를 무작위로

결정한 실험을 6회 수행한 뒤 평균값을 모델의 성능으로 결정

하였다.

4.3 결과 및 분석

제안 모델과 비교 모델들의 답변 생성 평가 결과는 표 1과

같다. 실험 설정에서 설명한 대로, 학습 도메인 순서에 따른

성능 변화를 고려하여 표 2와 같이 학습 도메인의 순서를 뒤

섞은 6번의 실험 결과를 평균내었다. 이때 도메인의 인덱스는

다음과 같이 매핑하였다: Attraction: 0, Booking: 1, Hotel: 2,

Restaurant: 3, Taxi: 4, Train: 5.

All의 경우, 마지막 도메인까지 학습을 마친 뒤 전체 도메인

의 평가 데이터를 통해 성능을 평가한 결과이고, First의 경우

마지막도메인까지학습을마친뒤,첫번째도메인의평가데이

터를통해성능을평가한결과이다.제안모델은새로운도메인

학습 시 이전 도메인까지의 데이터를 전혀 학습하지 않은 모델

(None)과비교하여뛰어난성능을보였다.또한새로운도메인

학습 시 이전 도메인까지의 데이터를 250개만 랜덤 샘플링하

여 재학습하지만, 모든 데이터를 재학습하는 모델(Full)과 비

교하여 크게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보였다. Full 모델의 경우

First가 All에 비해 점수가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것은 첫 번째

도메인의 데이터는 모든 도메인 학습시 재학습되었기 때문에

과잉학습으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그림 2는 표 2의 실험 1의 순서대로 도메인을 학습하면

서 각 도메인 스텝마다 첫 도메인의 평가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즉 파괴적 망각이 어느정도로 발생하는지

보여준다. 가로축의 도메인을 순차적으로 학습한 뒤,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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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파괴적 망각 수치 비교

도메인의 평가 데이터셋을 통해 BLEU-4 점수를 측정하였다.

0번 도메인을 학습했을때, None 모델과 제안 모델 모두 0.539

의 BLEU-4 점수를 보였으며, 마지막 4번 도메인까지 학습을

마친 뒤, None 모델과 제안 모델 각각 0.271, 0.491의 보였다.

따라서 제안 모델이 도메인 추가 학습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긴

하지만, 새로운 도메인 학습 시 이전 도메인까지의 데이터를

전혀 학습하지 않은 모델에 비해 성능이 적게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답변 생성 모델의 학습 도메인이 점진적으로 추

가되는 상황에서의 파괴적 망각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메

모리 리플레이 방법에 앳킨슨-쉬프린 기억 모형중 단기기억의

개념을 적용한 지속학습기법을 제안하였다. 앳킨슨-쉬프린 기

억 모형에서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정보는 단기 기억에

전달지않고삭제되는것과같이,기존도메인의데이터중모델

이 재학습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를 결정하여 리플레이 메모리

모듈에서 삭제하였다. 또한 자주 반복되는 정보일수록 단기 기

억에 오래 저장되는 것과 같이, 메모리 모듈에 저장된 정보의

저장 기간을 반복 횟수 레이블과 시간 레이블을 통해 결정하

여, 모델이 재학습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보가 메모리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였다.

모델 학습 시, 메모리 모듈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랜덤 샘

플링하여 이전 도메인의 데이터 중 중요한 데이터가 새로운

도메인의 데이터 학습 시 재학습될 수 있도록 하여 파괴적 망

각 현상을 완화하였다. 실험 결과 본 논문이 제안하는 모델이

더 적은 크기의 기존 도메인 데이터를 재학습함에도 불구하고

좋은성능을보임을확인하였다.따라서사람의기억모형과유

사한 기억 모듈을 통해 학습한 다중 도메인 답변 생성 모델이‘

파괴적 망각 현상이 적게 발생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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