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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본 논문에서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대화형 질의 응답(Question and Answering, QA)을 할 수 있는 기계학
습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질의 응답을 위해 제안된 기존의 기계 학습 알고리즘들은 답변을 하기 위한 모
듈로서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답변만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Recurrent
Neural Network(RNN)로 단어들의 연속(sequence)으로 이루어진 답변 문장들의 의미를 학습하고, 문장의
의미를 기반으로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찾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답변 생성 모듈을 최근 제시된
End-to-End Memory Networks(MemN2N)[1] 모델에 적용하여 메모리를 기반으로 스토리를 학습하고, 스
토리를 바탕으로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문장 형태로 제시하는 모델을 보인다. 실험을 위하여 5개의 동화
의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 데이터 세트를 Amazon Mechanical Turk로 수집하였고, 실제로 대화형태로 질
의 응답을 하는 예를 실험 결과로 보인다.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단어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답변을 예측할 수 있도록 문장의 의미를 가지면서
수치적 해석 가능한 표현(representation)을 얻어내야
한다. 기존 MemN2N에서는 모든 단어들의 분류될
가능성을 최종 결과물로 추출하는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답변에 해당하는 문장 표현을
예측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장에 대한 표현을 얻기
위해
Skip-Thought
Vector(Sent2Vec)[2]
모델을
활용하였다. 예측 값과 기대 답변의 문장 표현 값의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문장 질의 모델을
제안한다.

1. 서 론
질의
응답을
위해
최근
제시된
알고리즘인
MemN2N을 확장하여 비디오의 스토리를 학습하고 이에
대하여 대화 형태로 묻고 답하는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연언어형태의 질문을
입력으로 받아 적절한 답변을 찾을 수 있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질의 응답이라고 불리는 이
문제는 알고리즘이 주어진 정보 및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학습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학습분야에서 중요한 응용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 MemN2N에서 활용하는 bAbI 데이터 세트는
완전한 문장의 질문과 단답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단어는 암시하는 의미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답형으로도 중복적으로 여러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이용해 질문에 따른 답변을 높은
정확도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이다. 하지만, 실제로
단답형으로는 세부적인 의사를 알 수 없어 완전한
문장을 통해서만 답변이 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문장은 여러 단어들의 조합으로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고 중복성이 낮아 분류기를 통한 답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의응답 모델에서는 문장 단위의 처리가 필요하다.
문장은 여러 단어들끼리 문법적 관계를 이루면서

2. 질의 응답을 위한 메모리 모델
본 절에서는 문장 형 답변을 생성하기 위한 모듈을
소개한다.
모델의
출력으로서
문장을
표현하는
부호화(encoding) 방법과 그것을 이용하여 모델의
매개변수(parameter)를 학습하기 위해 새롭게 정의한
목적함수를 보인다.
2.1 답변 표현 예측을 위한 확장된 MemN2N
간단한 확장을 통해 기존 MemN2N 모델에서 답변의
표현을 예측하도록 변경할 수 있다. MemN2N 모델은
특정 단어가 답변으로 선택될 확률을 예측한다.[ 1]
출력으로 기대 답변의 문장 표현과 동일한 차원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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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모델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MemN2N에서 확장하여 문장 표현 부분과 기대 답변의
표현을 추출하는 부분을 설계하였다.
일반적인 분류 문제와 동일하게 예측한 값과 기대
값의 오차를 계산하여 학습한다.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 답변을 예측을 하려면 그림 1과 같이 확장된
MemN2N의 출력 값과 미리 학습된 Sent2Vec를 통해
추출된 기대 표현 벡터들 중에 오류가 가장 적은
벡터를 선택하고 선택된 벡터에 해당하는 원래 문장을
예측 답변으로 선정한다.
3. 실 험
3.1 실험 설정 및 데이터

그림 1. 표현 예측을 위한 확장된 MemN2N
(a) End-to-End Memory Networks.[1]
(b) 문장 표현을 추출하여 손실을 정의
벡터를 얻기 위해 기존 모델에서 하나의 완전 연결
은닉 층(fully connected hidden layer)을 확장한다. 그림
1-(b)에서처럼 MemN2N의 출력에 가중치 W2를
사상시켜 답변의 문장 표현을 예측하게 된다.
2.2 기대 문장 표현 (Sentence Representation)
문장으로 되어있는 답변을 표현 벡터로 변경해주어야
목적함수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감독 학습을
할 때는 기대 값과 예측 값의 오류를 계산하고
기울기에 따라 오류를 줄여가면서 학습을 하게 된다.[3]
이 때 기대 값과 예측 값의 데이터 형태와 크기가
동일해야 적절하게 오류를 계산할 수 있고, 대화형
질의 응답을 위해서는 문장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표현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먼저, 문장의 단어들끼리 의미적인 상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서 Word2Vec[4]을
이용해 단어들을 벡터로 표현한다. 단어 벡터들로
이루어진 문장 행렬은 Gated Recurrent Unit(GRU)[5]를
이용해 비슷한 의미의 문장은 유사한 벡터를 가질 수
있는 유의미한 문장 벡터를 추출할 수 있다. 위의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모델인 Sent2Vec을 활용하여
문장 표현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모델은 비슷한 의미의
문장들끼리 유사한 벡터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2]
2.3 목적함수 정의

제안된 모델이 학습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습함에 따라 손실이 줄어들고, 출력물의
정확도가 향상되며, 예측된 결과와 기대하는 결과가
의미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했다.
실험을 위한 데이터로 스마트 스터디[6]의 5개 동화,
‘헨젤과 그레텔’, ‘백설공주’, ‘인어공주’,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염소’ ‘아기돼지 삼형제’를 사용하였다.
동영상으로 구성된 전래동화 동영상에서 영어자막을
추출하여 모델학습에 사용하였고, 이야기를 바탕으로
Amazon Mechanical Turk에서 질문과 대답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평균 55문장의 동화 줄거리와 이야기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한 세트로 동화당 각 600개
내외의 질의 응답 데이터 세트를 시험에 사용했다.
목적함수의 손실 계산은 예측된 벡터 값이 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cross-entropy를 제외한 1norm와 2-norm 두 가지 방법으로 비교해 보았다. 해당
모델의 예측 수행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척도로써
기대 문장과 예측 문장 사이의 유사성을 측정해 주는
BLEU Score[7]를 사용하였다.

그림 2. 학습 량에 따른 손실 값과
검증 데이터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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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데이터 별 BLEU Score

동화 제목

손실 계산 방법

학습률

(학습률=0.005)

(손실계산=2-norm)

1-norm 2-norm 0.001

0.002

0.005

0.01

헨젤과 그레텔

0.336

0.371

0.336

0368

0.371

0.361

백설공주

0.366

0.430

0.389

0.405

0.430

0.445

인어공주

0.418

0.449

0.456

0.429

0.449

0.439

아기돼지 삼형제

0.339

0.392

0.361

0.343

0.392

0.411

늑대와 일곱염소

0.320

0.354

0.340

0.342

0.354

0.365

평균

0.356

0.399

0.376

0.377

0.399

0.404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실험이었다.
BLEU Score가 수치적으로는 높지 않을 수 있으나,
데이터 수가 적었던 점과 제대로 도출된 결과로도
정확도가 낮게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4. 결 론
제안된 모델을 이용하면 문장으로 구성된 답변을
예측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수가 적었지만
유의미한 수준의 결과를 얻어내었고, 많은 데이터로는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처음 의도했던 연구 목표는 미리 학습된 Sent2Vec을
사용하여 답변의 표현을 추출했던 방식이 아닌
학습되지
않은
Sent2Vec을
이용해
양방향으로
학습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은 기대
값이 학습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결국 학습결과가
수렴하지 않고 실패하였다. 앞으로, 더 완전한 대화형
질의 모델 학습을 위해서 미리 학습된 모델 없이
동적으로 학습 가능한 모델 연구와 대화하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점진적인 메모리 신경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표 2. 질의 응답 결과 문장 예시
이야기

핸젤과 그레텔

질문

who wanted the kids to be what does hansel drop on the

기대

백설공주

left in the forest

ground

the stepmother.

stones.

답변
예측

the stepmother took them to hansel drops shiny stones on

답변

the forest.

the way to the forest.

이야기

인어공주

아기돼지 삼형제

질문

where did the little mermaid what

기대

was

the

house

of

live

middie made of

in the sea.

wood.

deep inside the sea.

middie builds the hous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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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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