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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는 순환 신경망 인코더-디코더 모델 (seq2seq)을 이용하여 한국어 대화 모델 (Konvbot)을 
구현하였다. 일상적인 한국어 대화 모델을 위한 첫 단계로써, 한국어 대화 모델의 도메인을 아이 
돌봄 (childcare)으로 제한하였다. 시나리오를 크게 (1) 기상 (2) 아침 운동 (3) 아침 식사 (4) 씻
기 (5) 옷 입기 (6) 등교로 나눈 뒤, 30명이상의 사람으로부터 10,000개의 대화 쌍을 수집하였다.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초 모델을 만든 후, 랩 투어, 학회 등에서 직접 시연을 하며 계속해서 새
로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하여 예상 시
나리오에 대한 실험 결과, 아이 돌봄 도메인 내에 있지만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속하지 않는 대화
에 대한 실험 결과, 마지막으로 아이와 일상적인 대화를 했을 때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그 결과, 
Konvbot이 같은 맥락의 다른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화의 
영역은 특정 도메인으로 한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범위가 방대하기에 모든 대화에 완벽히 답하기
는 쉽지 않았다. 우리는 이 같은 문제를 학습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함으로써 보다 좋은 대화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

1. 서 론
  사람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
은 인공지능 학자들의 오랜 꿈이었다. 그 꿈은 지금까지도 
튜링 테스트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튜링 테스트란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지능이 있는지 판단하는 테스트로, 
현재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가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구분
할 수 없을 때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여기며, 이때 
컴퓨터가 인간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한다. 기존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많은 대화형 모델들은 정해져 있는 
대화에 정해져 있는 답변만을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최근 
인공지능, 딥러닝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 같은 유연한 대답
이 가능한 대화형 모델들이 생겨나고 있다.
  순환 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s; RNN) 기
반 깊은 신경망 (Deep Neural Networks)은 음성 인식 
[1], 자연 언어 처리 [2][3]등 순차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큰 성공을 가져왔다. 최근 순환 신경망 인코더-디코더 
모델 (seq2seq)이 제안되었는데 이 모델은 기계 번역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4]. 그뿐만 아니라, seq2seq 모델
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QA 대화 모델로도 사용되었다 
[5]. 이 연구에서는 seq2seq 모델을 이용하여 한국어 대
화 모델 (Konvbot)을 구현하였다. 일상적인 한국어 대화 
모델을 위한 첫 단계로써, 한국어 대화 모델의 도메인을 
아이 돌봄 (childcare) 시나리오로 제한했다. 그리고 이 

모델을 로봇 플랫폼에 올려 음성 인식과 text-to-speech 
(TTS) 기능을 이용, 사람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시
스템을 구축했다.

2. 시퀀스-투-시퀀스 프레임워크 (인코더-디코더 모델)
  Konvbot은 [4]에 기술된 seq2seq 모델에 기반한다. 일
반적인 seq2seq 모델은 두 개의 RNN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첫 번째 RNN은 한 문장을 단어 단위로 쪼개어 하나
의 벡터로 인코딩하는 작업을 한다. 두 번째 RNN은 인코
딩된 벡터를 하나의 단어씩 디코딩하여 최종적으로 하나
의 문장을 만든다. 감독 학습 방법으로, 입력 문장을 넣었
을 때 정해진 출력 문장이 나오도록 학습을 한다.
  Konvbot은 가장 먼저 빈도수 상위 n개의 단어들을 
lookup 테이블에 등록한다. 이때 임베딩 사이즈는 RNN
의 히든 노드의 수와 동일하다. 인코더, 디코더 모두 
Long-Short Term Memory (LSTM)를 사용했는데, 인코
딩 LSTM에서는 한 대화에 해당하는 문장을 각 단어별로 
쪼개어 입력으로 넣는다. 한 문장 (모든 단어)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 최종적으로는 한 문장을 모두 거친 히든 상태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를 디코더의 입력으로 넘긴다. 디
코더는 히든 상태 벡터를 받아 단어를 하나씩 출력하는데, 
각 출력들의 확률은 softmax 활성 함수를 이용한 
fully-connected layer를 통해 계산된다. 이 확률을 최대
화하는 방향으로 워드 임베딩을 업데이트 하며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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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일어나
BOT: 지금 몇신데요
CHILD: 학교 가야지
BOT: 엄마 말 잘 들어줘서 진짜 고마워
CHILD: 운동하자
BOT: 어떤 빨리 씻고 나와
CHILD: 오늘 운동 안할래
BOT: 아 오늘 네 알겠습니다

위의 설명한 과정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Konvbot의 구조 개요

3. 데이터
3.1 시나리오
  일상대화를 위한 첫 단계로, 아이돌보기의 아침 상황으
로 시나리오를 제한했다. 아이돌보기의 아침 상황은 일상
적인 대화보다는 보다 적고 간단한 대화들이 오가지만 엄
마의 역할을 대신하는 모델과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한다
는 점에서는 적절한 시나리오라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아이돌보기의 아침 시나리오를 크게 (1) 기상 (2) 아침 운
동 (3) 아침 식사 (4) 씻기 (5) 옷 입기 (6) 등교의 6가지
로 나누었다. 그리고 보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 실제 
가정환경을 모사한 실험실을 꾸미고 음성 인식과 
text-to-speech (TTS) 기술을 이용하여 로봇과 사람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림 2]는 가정환
경을 모사한 실험실의 모습과 Konvbot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이다.

그림 2 실제 가정환경을 모사한 실험실 (왼쪽)
대화 장면 (오른쪽)

3.2 데이터 수집
  시나리오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 30
명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10,000여개의 대화 쌍을 수집하
였다. 최대한 중복되는 대화 쌍을 줄이고, 나올 수 있는 
대화를 다양하게하기 위해 각 사람들은 6개의 세부 시나
리오 중 하나에 할당되어 300쌍, 전체 시나리오에서 300
쌍을 만들도록 했다. 각 대화 쌍은 아이가 먼저 질문이나 
이야기를 꺼내고 모델 및 로봇이 그에 대해 대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초 모델을 만든 후, 
랩 투어, 학회 등에서 시연을 하며 기록된 로그 데이터를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4. 실 험
  대화 모델에서는 모델의 출력 결과가 적절한지 혹은 부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하

도록 한다.
4.1 아이 돌봄 시나리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가정 
하여 데이터를 모은 후,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다.

BOT: 아침이야 이제 일어나렴
CHILD: 안녕히 주무셨어요
BOT: 그래 잘 잤니
CHILD: 더워서 새벽에 깼어요
BOT: 저런 제대로 잠을 못 잤겠구나 좀 더 잘래
CHILD: 아니에요 일어날께요
BOT: 거실로 가서 아침 체조 같이 따라해볼까
BOT: 이제 씻고 밥 먹자
CHILD: 금방 씻고 갈께요
BOT: 응 엄마는 식사 준비하고 있을게
CHILD: 네네
BOT: 어서 씻고 와서 아침 먹자
CHILD: 와 소세지 반찬이다
BOT: 응 계란도 있으니까 맛있게 먹으렴
CHILD: 맛있겠다
BOT: 그럼 맛있게 먹어라
CHILD: 콩은 맛이 없어요
BOT: 콩도 먹어야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걸
CHILD: 싫어요
BOT: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CHILD: 잘 먹었습니다
BOT: 이제 옷 갈아입고 학교 갈 준비하자
CHILD: 무슨 옷 입을까요
BOT: 날이 더우니까 반바지를 입는게 어떨까
CHILD: 반바지에 파란색 티셔츠 입고 싶어요
BOT: 그래 준비물은 다 챙겼니
CHILD: 공 어디있어요
BOT: 어제 산 공 말하는거지 같이 한 번 찾아보자
CHILD: 찾았어요
BOT: 자 이제 준비 다 했으니 학교에 가야지
CHILD: 네 다녀오겠습니다
BOT: 그래 길 건널때 차 조심하고
CHILD: 네

4.2 시나리오 내 가능 대화
  두 번째 실험으로는 같은 아침 아이돌보기 시나리오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스크립트 외의 대화를 실험해보았다. 
녹색 스크립트는 적절한 대화, 파랑색 스크립트는 애매하
지만 나쁘지는 않은 대화, 빨강색 스크립트는 부적절한 대
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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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배고파요
BOT: 점심 안먹었니
CHILD: 밥 주세요
BOT: 떠먹으면 안되니 엄마가 피곤하단다
CHILD: 밥 언제 먹어요
BOT: 엄마는 밥을 해줄게
CHILD: 점심 메뉴 뭐에요
BOT: 음 그렇게 맛있어
CHILD: 오늘 점심 뭐야
BOT: 돈까스
CHILD: 다 씻었어요
BOT: 깨끗하게 씻었니
CHILD: 안 씻을래
BOT: 그래 잘 씻고 오렴
CHILD: 씻기 귀찮아
BOT: 왜 그러니
CHILD: 코트 입을래
BOT: 겨울 옷장에 있을 거야
CHILD: 제 안경 어딨어요
BOT: 네 방에 없니
CHILD: 갔다올게요
BOT: 다녀와
CHILD: 다녀올게요
BOT: 잘 다녀오거라 차 조심하고

  실험 결과 Konvbot이 같은 맥락의 다른 표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Konvbot이 이해할 수 있는 대화는 아침 아이돌보기 시나
리오뿐이라는 점과 도메인을 제한하였지만 여전히 방대한 
대화의 영역에 비해 적은 학습 데이터로 인해 활용 가능
한 어휘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3 시나리오 외 일상 대화
  다음으로는 이번 실험에서 목표로 하였던 아이들과의 
일상 대화를 해보았다. 아래 대화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6로보월드에서 실제 초등학생들과 나눈 대화이다.

CHILD: 몇 살
BOT: 세 살입니다
CHILD: 나이가 몇이야
BOT: 글쎄
CHILD: 어디서 왔어
BOT: 써로 마인드
CHILD: 그게 뭐야
BOT: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거야
CHILD: 일어서
BOT: 이렇게 하면 넘어져요 일어나면 넘어져요
CHILD: 잘하는게 뭐야
BOT: 앉아 있는 거요
CHILD: 바보야
BOT: 너보다는 똑똑하단다
CHILD: 일 더하기 일은
BOT: 뭐

  

  일상 대화에서는 적절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
로 보인다. 아이들은 예상치도 못한 질답을 던지기 때문에 
Konvbot이 적절한 대답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
나 기존 규칙 기반 대화모델에서는 불가능했던 유연한 대
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순환 신경망 인코더-디코더 모
델 (seq2seq)을 이용하여 한국어 대화 모델 (Konvbot)을 
구현하였으며 도메인을 한국 가정환경으로 제한 한 후, 데
이터를 수집하여 실제 대화를 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가정 
내 대화는 일상 대화에 비해 상당히 제한되었으나, 여전히 
방대한 대화의 영역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적어 모델이 
완벽한 답안을 내놓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같은 맥락의 다
른 표현에 대한 대답이나 어려운 질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강점을 보였다. Konvbot은 실험을 하면 할수
록 새로운 대화를 접하고 부적절한 대답을 수정,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보다 나은 대
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추후 성능 향상
을 위한 연구로 pre-trained 워드 임베딩을 사용하는 방
법, 문장을 분석할 때 multi-resolution으로 나누어 학습
하는 방법, 그리고 카메라 이미지 정보를 활용한 시각 대
화를 제시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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