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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표 지향적 대화는 구체적이며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질문자와 답변자가 묻고 답하는 대화이다. 최근 목표 

지향적 대화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마음 이론(Theory of Mind)을 적용한 Answerer in Questioner’s 

Mind(AQM) 프레임워크가 제안되었다. AQM 프레임워크는 상대방의 마음을 근사한 모델을 내부에 가지며, 해당 근사 

모델을 토대로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화를 진행하여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 해당 프레임워크 

에서는 상대방의 모델을 근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전략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에 숨겨진 

물체를 맞추기 위한 목표 지향적 시각 대화(Goal-oriented Visual Dialogue)의 일종인 GuessWhat?! 문제에 대해 AQM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며, 다양한 학습 전략에 따른 실증적 실험 결과를 비교하고 마음 이론의 관점에서 해당 실험 결과

를 분석한다. 

1. 서  론 

목표 지향적 대화(Goal-oriented Dialogue)는 여행을 

위한 항공권을 예약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등의 구체적이며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질문자와 답변자가 묻고 답하는 대화이다. 최근 목표 

지향적 대화를 위해 마음 이론(Theory of Mind)의 

적용을 시도한 Answerer in Questioner’s Mind(AQM) 

프레임워크가 제안되었다[1]. 마음 이론에 의하면, 

상대방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2]. 

AQM 프레임워크에서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상대방의 

마음을 근사한 모델을 내부에 가지며, 근사 모델을 

활용하여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목표 지향적 시각 대화 문제 중 

하나인 GuessWhat?! 문제에 대해 AQM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근사한 내재 모델의 학습 

전략에 따른 실증적 실험 결과를 소개한다. 2절에서는 

AQM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3절에서는 실험 설계를 

설명하며, 4절에서는 실험 결과를 논의하며 마친다. 

 

2. Answerer in Questioner’s Mind (AQM) 프레임워크 

AQM은 인공지능 에이전트 𝐴𝐴 와 상대방(인공지능 

에이전트 𝐵𝐵  혹은 사람)이 목표 지향적 대화를 수행할 

때, 마음 이론(Theory of Mind)의 적용을 시도한다. 보다 

자세하게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𝐴𝐴는 상대의 마음을  

근사한 모델( 𝐵𝐵’ )을 가지며, 이를 활용하여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한다[그림 1]. AQM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목표 지향적 대화 시스템에 

일반적인 확장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작동 기제는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목표 지향적 대화 수행을 위한 AQM 프레

임워크[1], 해당 프레임워크에서 [질문 생성]은 최

적의 정책을 위한 의사 결정 트리(decision tree)를 

생성하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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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각 

대화(Visual Dialogue)의 일종으로, 이미지에 숨겨진 

물체를 맞추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는 GuessWhat?! 

문제[3]에 AQM을 적용한다. GuessWhat?! 문제에서는 

이미지에 숨겨진 물체를 맞추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예-아니오(Yes-No) 질문을 생성하는 질문자 에이전트 

𝐴𝐴 와 이미지에 숨겨진 물체를 이미 알고 있으며, 

질문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대답자 에이전트 𝐵𝐵 가 

존재한다[그림 2]. 질문자 에이전트 𝐴𝐴는 질문을 하는 

동안 정답이 될 수 있는 후보 물체 세트를 알지 

못하지만, 𝑛𝑛번의 질문 후 숨겨진 물체를 추측하였다고 

생각될 때, 물체를 맞추겠다 선언하면서 후보 물체 

세트를 알게 되고 그 중 가장 그럴듯한 물체를 답으로 

선택해야 한다. 

 

2.1 질문자 에이전트 

 질문자 에이전트는 이미지에 숨겨진 물체를 맞추기 

위해 효율적인  질문을 생성하는 질문 생성자(Question 

Generator)와 생성된 질문과 대답자의 대답으로 

이루어진 𝑛𝑛개의 질의 응답을 바탕으로 후보 물체 중 

숨겨진 물체를 맞추는 추측자(Guesser) 모듈을 가진다. 

마음 이론의 관점에서 질문자 에이전트 𝐴𝐴 는 내부에 

대답자 에이전트 𝐵𝐵를 근사한 𝐵𝐵’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𝐵𝐵’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 

 

 질문 생성: 질문자 에이전트 𝐴𝐴 는 대답자 

에이전트 𝐵𝐵의 마음을 근사한 모델 𝐵𝐵’을 알고 

있으며, 질문 후보 세트 𝑆𝑆에 대해 근사 모델 

𝐵𝐵’ 을 토대로 정보 이득(information gain)을 

최대화 하는 𝑛𝑛개의 질문 𝒒𝒒 = {𝑞𝑞1, 𝑞𝑞2, … , 𝑞𝑞𝑛𝑛}을 

순차적으로 선택 

 물체 추측: 질문자 에이전트 𝐴𝐴가 선택한 𝑛𝑛개의 

질문 𝒒𝒒 = {𝑞𝑞1, 𝑞𝑞2, … , 𝑞𝑞𝑛𝑛}  에 대한 대답자 

에이전트 B의 대답 𝒂𝒂 = {𝑎𝑎1, 𝑎𝑎2, … , 𝑎𝑎𝑛𝑛} 를 

바탕으로 질문자 에이전트가 가진 대답자 근사 

모델 𝐵𝐵’을 활용하여. 후보 물체 중 가장 큰 

우도(maximum likelihood)를 가지는 가장 

그럴듯한 물체를 선택 

 

2.2 답변자 에이전트 

 답변자 에이전트는 GuessWhat?! 게임의 목표인 정답 

물체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해당 물체에 대한 질문자 

에이전트의 질문에 예-아니오-알 수 없음(Yes-No- 

N/A)으로 대답한다. 본 논문에서는 GuessWhat?!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답변자 에이전트 기초 

모델(baseline model)[3]을 그대로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수행 성능 비교가 가능하다. 

 

3. 실험 설계: 상대 에이전트에 대한 근사 모델의 설계 

인공지능 에이전트 𝐴𝐴는 상대방(인공지능 에이전트 𝐵𝐵 

또는 사람)에 대한 근사 모델 𝐵𝐵’을 내재하고, 해당 근사 

모델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대화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아래 서술한 

다섯 가지 설계에 대해 목표 지향적 대화의 성취 

성능(예를 들어, GuessWhat?! 문제의 경우 숨겨진 

물체를 맞춘 성능을 의미)을 비교한다. 

 

질문자 에이전트 𝐴𝐴가 

(1) 𝐵𝐵 : 대답자 에이전트 𝐵𝐵의 실제 모델을 내재한 

경우 

(2) 𝐶𝐶 : 대답자 에이전트 𝐵𝐵와 동일한 학습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 𝐶𝐶를 내재한 경우 

(3) 𝐶𝐶’  : (2: 𝐶𝐶 )와 동일한 학습 데이터의 질의에 

대해 𝐵𝐵 모델의 대답을 학습한 모델 𝐶𝐶’을 내재한 

경우 

(4) 𝐷𝐷  : 대답자 에이전트 𝐵𝐵 와 분리된(disjoint)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 𝐷𝐷를 내재한 경우(이 때, 

분리된 데이터는 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절반씩 

분리) 

(5) 𝐷𝐷’ : (4: 𝐷𝐷)에서 대답자 에이전트 𝐵𝐵가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의 절반의 질의에 대해 𝐵𝐵  모델의 

대답을 학습하여 모델 𝐷𝐷’을 내재한 경우 

 

질문 생성 시, 질문자 에이전트 𝐴𝐴 는 내재된 대답자 

근사 모델 𝐵𝐵’을 활용하여, 질문 후보 세트 𝑆𝑆에서 정보 

이득을 최대화 하는 질문을 순차적으로 선택한다. 질문 

후보 세트 𝑆𝑆는 임의로 학습 데이터에서 𝑙𝑙개의 질문을 

추출한 후, 대답자 에이전트 𝐵𝐵 에게 𝑙𝑙 개의 질문을 

질의하여, 보다 다양한 답변을 야기한 𝑘𝑘개의 질문으로 

(𝑙𝑙 ≫ 𝑘𝑘) 질문 후보 세트 𝑆𝑆 구성한다. 

실제 환경에서 에이전트 A는 상대방 에이전트 B의 

모델을 알 수 없으므로 (1: 𝐵𝐵 )의 환경은 실현될 수 

없으나, 해당 실험의 결과는 AQM 프레임워크의 성능의 

상계(upper bound)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실제 

환경에서 상대방에게 다양한 질문을 묻고 그에 대한 

상대의 답변을 취합하여 학습하는 (3: 𝐶𝐶’ ), (5: 𝐷𝐷’ )는 

활용 가능한 시나리오로 여겨진다. 

 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학습한 (2: 𝐶𝐶), (4: 𝐷𝐷)의 근사 

모델의 경우 GuessWhat?! 문제에 감독학습을 적용한 

기존 연구[3]의 방법론과 대응되며,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대해 상대 에이전트의 답변을 학습 데이터로 

 

[그림 2] GuessWhat?! 문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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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3: 𝐶𝐶’ ), (5: 𝐷𝐷’ )의 실험 환경은 GuessWhat?! 

문제에 강화학습을 적용한 이전의 연구[4]와 대응될 수 

있다.  

 

4. 실험 결과 

상대 에이전트에 대한 근사모델의 설계에 따른 실험 

결과는 [그림 3], [표 1]과 같다. 깊은 감독학습을 

적용한 기존의 연구[3]에서는 5개의 질문 후에 

46.8%로 숨겨진 물체를 찾았고, 깊은 강화학습을 

적용한 연구[4]에서는 4.1개의 질문 후에 52.3%로 

숨겨진 물체를 찾았다. 하지만 제안된 다섯 개의 근사 

AQM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경우, 3절에서 서술한 모델 

설계 모두 기존의 연구의 성능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얻었다. 

질문자 모델이 대답자 에이전트와 동일한 데이터를 

학습한 다른 모델을 내재한 경우(2: 𝐶𝐶 )과 비교하여, 

질문자 모델이 (2: 𝐶𝐶 )와 동일한 데이터의 질의에 대해 

학습 데이터의 답변이 아닌 상대방 에이전트 𝐵𝐵 의 

답변을 학습한 경우(3: 𝐶𝐶’) 5개의 질문의 경우 12.16%, 

10개의 질문의 경우 6.6%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이는 

두 에이전트가 상대방 모델과의 대화를 진행하며 

동적으로 보상을 획득하며 학습하는 강화 학습 

환경[4]의 방법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질문자 모델이 대답자 에이전트와 분리된 

절반의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을 내재한 경우(4: 𝐷𝐷 ), 

5개의 질문 후에 61.64%, 10개의 질문 후에 65.60%의 

성능으로 숨겨진 물체를 찾으며, 숨겨진 물체를 찾은 

정확도, 즉 목표 성취율이 다소 낮은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질문자 모델이 (4: 𝐷𝐷 )와 동일한 대답자 

에이전트가 학습하지 않은 절반의 데이터에 대해 학습 

데이터의 답변이 아닌 상대방 에이전트 𝐵𝐵 의 답변을 

학습한 경우(5: 𝐷𝐷’ ) 5개의 질문 후에 70.90%, 10개의 

질문 후에 77.35%의 성능을 보이며, (4: 𝐷𝐷 )의 결과와 

비교하여 9.26%, 11.75%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5: 𝐷𝐷’ ) 의 근사 모델을 활용한 경우, 서로 분리된 

데이터를 학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데이터를 

공유한 근사 모델의 활용(2: 𝐶𝐶 )보다 더 나은 수준의 

성능을 보이며, 대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면 초기 

학습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마음 이론을 적용하여 목표 지향적 

대화를 수행하는 Answerer in Questioner’s Mind (AQM)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근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기법을 제안하고, 해당 

실험을 수행하여 목표 성취 수행 성능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상대 에이전트에 대한 근사 모델의 

설계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험 환경에서 

AQM 프레임워크가 기존에 제안된 방법론의 목표 성취 

성능을 크게 상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대방에게 다양한 질문을 묻고 그에 대한 상대의 

답변을 취합하여 학습한 근사 모델을 사용한 경우, 

기존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한 것과 비교하여 

목표 성취의 성능의 향상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로써 AQM 프레임워크가 강화학습의 관점에서 상대방 

에이전트와 대화를 진행하며 동적으로 보상을 획득하며 

학습하는 방법론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였다. 해당 

설계와 같이 상대방에게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취합하여 상대방 모델을 근사하는 시나리오는 실제 

환경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R0126-16-1072-SW스타랩, 2017-0-01772-

VTT, 2018-0-00622-RMI),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10060086-

RISF)의 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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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절에서 제안한 상대 에이전트에 대한 근

사 모델의 설계 실험의 결과 
 

 5개 질문 10개 질문 

(4) D 61.64 65.60 

(2) C 66.73 72.12 

(5) D’ 70.90 77.35 

(3) C’ 72.89 78.72 

(1) B 75.23 81.96 

[표 1] 3절에서 제안한 상대 에이전트에 대한 근사 

모델의 설계 실험의 상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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