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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mid-May, Uber has required 
drivers to take selfies to verify they 
are wearing a mask or face 
covering before they are able to 
pick up riders. 
Soon, certain riders will also be 
required to take a selfie prior to 
ordering a ride.

What is required to be checked before 
Uber' s drivers must take selfies?

Who will be required to take a selfie
before ordering a ride?

Paragraph Question

Question

Answer: a mask

Answer: certain riders



Language Model
What is required to be checked before Uber' s 
drivers must take selfies?

Since mid-May, Uber has required drivers to 
take selfies to verify they are wearing a 
mask or face covering before they are able 
to pick up riders. 
Soon, certain riders will also be required to 
take a selfie prior to ordering a ride. [정답] 
a mask

𝑸 =(𝒚𝟏, 𝒚𝟐, … , 𝒚𝑵)𝑺 = (𝒘𝟏, 𝒘𝟐, … , 𝒘𝑴)

자연어를 이해하며 자연어를 생성할 수 있는 언어모델

- 자연어 단락과 정답 스판을 주입
- 정답과 연관되는 질문을 생성시킨다

Sequence to Sequence 변환

정답 스판 선택의 자동화
- 단어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TF-IDF 메트릭 활용



- 하나의 트랜스포머에 각기 다른 언어 모델에 특화된 태스크들을 학습시켰다

- 그래서 자연어 이해와 생성이 모두 가능한 일반화된 언어모델을 목표함

Unidirectional LM Bidirectional LM Seqence to Sequence LM

문장 맥락을 이전에 등장한
단어와의 연관으로 이해

문장 맥락을 모든 단어와의
연관으로 이해

주어진 맥락에 적절한 문장을
생성하는 법을 이해



하나의 멀티레이어 트랜스포머

- 동일 가중치를 쓰며 다양한 언어모델이 학습된다

- 학습하는 언어모델에 따라 어텐션 마스크와 태스크가

다르다

태스크에 따라 어텐션 마스크를 달리 사용



TF-IDF = (문서 내 단어 빈도) * log(전체 문서 수)/ (단어가 나타나는 문서 수))

- 한 문서에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는 중요할 것이다

- 여러 문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덜 중요할 것이다

QG 모델의 입력 = (단락, 정답 스판)

- 정답 스판 선택을 자동화하기 위해 명사들의 TF-IDF 값 정렬 후 선택

Since mid-May, Uber has required 
drivers to take selfies to verify they are 
wearing a mask or face covering before 
they are able to pick up riders. 

Soon, certain riders will also be 
required to take a selfie prior to 
ordering a ride.







- 기본적으로 Django에서 지원하는 ORM 통신을 사용한다.

- Docker 사용에 의해 보안성이, Django에서 지원하는 ORM에 의해 속도가
다소 확보되었기에 Query가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ORM이 아닌
Query를 작성하여 직접 통신하는 방법 역시 고려한다.







계정-채널 문서 관리 뉴스피드

단원별 관리
문제 데이터



목표를 완주하기까지 교사와 학생의 옆

에서 '페이스메이커’로서 함께 달린다는

컨셉을 바탕으로 한다.

러닝트랙을 형상화한 직선과 곡선으로

기본 레이아웃과 아이콘을 구성하고, 고

해상도 사진으로 강조를 주는 디자인.



Redux
Thunk

ReduxReact
Router

Webpack

Material-UI

Re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