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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정 등록을 위한 대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계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일정 등록, 

일정 수정 및 일정 삭제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이에 맞는 API를 호출하게 된다. DSCT 6가 제안한 방법을 

활용하여 호출되는 API의 종류에 따라 사람과 기계와의 대화를 task 라 불리는 여러 종류의 소규모 목적 대화로 

분류하였다. 그 후 분류된 목적 task를 위해 Memory Network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분류된 

task에 대한 실행 결과 75%, 두 번째 task 88%, 세 번째 task 89%, 마지막 모든 task를 합쳤을 때 90%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오늘날 모바일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시스템인 챗봇(chatbot)에 대한 관심이 늘

어나게 되었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챗봇 

시스템은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측하여 이에 알맞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말의 의미

를 파악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답변을 주기 위해 

수행하였다. 우선 DSCT 6가 제안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

스템과의 대화를 기능에 따라 여러 단계의 task로 나누

었다. 그 후 문장을 띄어쓰기 및 WPM(Word Piece 

Model)을 이용하여 나눈 후 생성된 유닛을 

BOW(Bag-of-Word) 기법을 이용하여 벡터(vector)의 형

태로 변환하였다. 성능 실험에서는 Dynamic Memory 

Network 및 MemN2N(End-To-End Memory Networks)를 사

용하여 시스템과의 대화의 정확도를 단계별로 측정하였

다. 

2. End-to-End Memory Network

End-to-End Learning Model[1]이란 주어진 문제를 풀

기 위하여 다양한 과정을 학습하기 보다 유용한 특징 

표현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모델을 의

미한다. End-to-End Memory Network는 End-to-End 

Learning Model을 이용하여 훈련 과정 중 추가적인 학

습이 필요하지 않은 학습 방법이다. [그림 1]은 single 

layer의 End-to-End Network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Input : input으로 들어온 문장   와 질문 q

는 단어 단위로 나눈 뒤 각각의 단어를 벡터(vector)의 

형태로 변환한다. 그다음, 각 단어에 embedding matrix 

A를 곱하여 embedding vector로 변환하고 모든 벡터를 

더하여 memory vector 를 구한다. 질문으로 들어온 q 

역시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embedding vector 로 변환

시킨다. 생성된 벡터 와 가 얼마나 매칭 되는지 

Softmax function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Output : 질문과 문장이 얼마나 잘 매칭되는지 정도

를 나타내는 와 문장으로부터 만들어진 embedding 

vector 를 곱한 뒤 모두 더하여 output vector인 를 

구할 수 있다.

 




Generating the prediction : output vector 와 

input embedding 의 합과 가중치 를 곱한 뒤 

Softmax를 적용하면 예측하는 답 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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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ingle layer version의 End-to-End Memory Network

3. Dynamic Memory Network

동적 메모리 네트워크(Dynamic Memory Network)[2]는 

Question Answering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델로 

RNN(Recurrent 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

며, Question, Input, Episodic Memory, Answer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 가지 모듈은 한 번에 End to End 

학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림 2]는 

Dynamic Memory Network에 입출력되는 데이터를 보여주

고 있다.

 Input 모듈 :입력 모듈은 시간에 따라 입력되는 여

러 개의 사실 문장들을 처리해 벡터의 집합으로 표현한

다. 여러 개의 문장이 input으로 주어졌을 때 그 문장

을 구성하는 단어마다 단어 임베딩을 통해 고정된 차원

의 벡터, 즉 단어의 상태를 구해 문장의 마지막 단어의 

상태인 Fact representation 또는 최종 은닉 상태

(hidden state)를 구한다. 

 Question 모듈 : 입력 모듈에서 입력으로 들어오는 

문장의 최종 상태를 구하는 것처럼 질문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의 상태를 구한다. 

 Episodic Memory 모듈 : 일화 기억 모듈은 질문과 

응답을 구성하는 개념과 사실들에 대한 지식을 저장한

다. 일화 기억 모듈로 들어오는 값은 입력 모듈과 질문 

모듈에서 구한 상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질문과 

연관이 있는 입력의 상태를 에피소드라 한다. 이 에피

소드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이다. 에피소드는 여러 단

계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

에피소드를 구하기 위해서 히스토리를 구해야 한다. 

현재 히스토리는 현재 상태와 이전 히스토리의 영향을 

받게 된다. 영향을 미치는 가중치(weight)는 게이트

(gate)를 통과하면서 받게 된다. 게이트는 현재 상태와 

이전 메모리의 상태, 질문의 영향을 받는다.

 Answer 모듈 : 응답 모듈은 질문 모듈의 질문과 일

화 기억 모듈에서 얻은 최종 메모리의 상태를 이용하여 

정답을 예측한다. 이전 은닉 상태와 이전에 예측된 값, 

질문을 이용하여 현재 상태를 구한다. 이렇게 구한 현

재 상태에 가중치를 곱한 후 소프트맥스(Softmax)를 적

용해 예측값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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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ynamic Memory Network로 입출력 되는 데이터

4. 대화를 소규모 목적 Task로의 분류 방법

4.1 Task 분류

DSTC 6[3]에서는 대화 처리를 위해서 매 턴 단위로 

시스템의 답변을 예측하는 대신에 5가지의 소규모 목적 

태스크로 분류하고 각각의 목적 태스크를 완료하는 방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예약을 하기위한 사람과 System의 대화를 5가지의 소규

모 태스크로 재분류하였다.

Task 1 : Issuing API calls - 들어온 요청에 따른 API 

calls 생성한다.

Task 2 : Updating API calls – 사용자가 요청한 대로 

저장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일정을 생성한다.  

Task 3 : Displaying options – 사용자에게 저장된 정

보를 보여준다.

Task 4 : Providing extra information –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Task 5 : Conducting full dialogs – Task 1~Task 4 모

든 Task를 결합한다.

4.2 Dynamic Memory Network의 데이터 구성

Dynamic Memory Network는 시간 순서에 따른 여러 개의 

자연어 문장 데이터와 하나의 자연어 질문이 주어질 

때, 입력 모듈, 질문 모듈, 응답 모듈, 일화 기억 모듈

을 통해 하나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정답을 예측한다. 

따라서 사람과 시스템의 대화를 Dynamic Memory 

Network에 알맞게 구성하고 질문으로 사용할 문장을 선

택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대화 데이터는 사람과 시스템의 대화가 번갈

아 가며 나타나고 있으므로 API가 호출되기 전 사람에 

의해 생성된 문장을 질문으로 사용하였고, 질문에 알맞

게 예측되는 답을 API로 설정하였다. 

4.3 End-to-End Memory Network의 데이터 구성

End-to-End Memory Network 모델에서는 응답으로 출력

할 문장을 후보로 저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데이터에서의 시스템의 응답을 후보로 저장하였으며, 

저장된 후보에서 예상 답변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 모델에서는 질문과 응답이 한 쌍으로 입력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의 발화를 질문으로, 시스템의 답변

을 응답으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재구성하였다. 

5. 실험 및 성능 분석

5.1 소규모 목적 태스크 분류

[그림 3]은 대화의 task를 나타낸 것이다. 대화는 

API calls를 처음 생성하는 Task 1, 저장된 정보를 수

정하거나 삭제하는 Task 2, 저장된 정보를 보여주는 

Task 3 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모든 Task가 통합

되어 Task 5가 된다. 각 task에 대한 비율은 [표 1]과 

같다.

5.2 시뮬레이션 결과 및 성능 분석

본 연구의 Dynamic Memory Network는 메모리의 layer

를 3으로 설정하였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은 [표 2]와 같이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학

숩 수의 값은 200 이상으로 하였을 때 성능이 저하되었

으므로 200 이하의 학습 수 10, 30, 50, 100, 200을 기

준으로 실험하여 결과를 측정하였다. Dynamic Memory 

Network 시스템을 적용하여 각 Task를 훈련했을 때, 모

든 Task가 있는 Task 5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

으며, 이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End-to-End Memory Network 역시 layer

를 3으로 설정하였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 또한 [표 2]와 같이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학습 수의 값은 400 또는 500 이상으로 하였을 때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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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하되기 시작하였으므로 학습 수는 100, 200, 300, 

400, 500으로 설정하여 결과를 측정하였다. End-to-End 

Memory Network 시스템을 적용하여 각 Task를 훈련 했

을 때, 이 역시 모든 Task가 있는 Task 5에서 가장 높

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는 [표 4]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메모리 네트워크는 질문과 관련이 있는 즉, 답변과 

관련이 있는 문장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 실

험에서는 '응', '아니', '어' 등과 같은 사용자의 발화

가 질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존재하였으며, 이로 인해 

질문과 관련 있는 문장의 위치를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질문 자체가 답변과 관련 있는 문장이 되기

도 한다. '하루 전에 알려줘', '그 일정 삭제해줘' 등

과 같은 문장이 API 앞에 오기 때문에 API를 호출하는 

질문이 되며 예측해야 하는 답변과 관련 있는 정보를 

지니고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Dynamic Memory 

Network를 적용시켰을 End-to-End Memory Network보다 

낮은 정확도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System과의 대화 구조 및 Task

[표 1] task 별 데이터의 개수 및 비율

Task 1 Task 2 Task 3 Task 4 Task 5
개수 7650 1589 4200 0 7650
비율 1 0.21 0.55 0 1

[표 2] 데이터 분포

Task1 Task2 Task3 Task4 Task5
Train 6120 1272 3360 0 6120

Validation 760 159 420 0 760
Test 770 159 420 0 770
Total 7650 1589 4200 0 7650

[표 3] Dynamic Memory Netword 정확도

훈련 수 Task1 Task2 Task3 Task5

10 0.175 0.183 0.22 0.287

20 0.3 0.26 0.245 0.38

30 0.413 0.37 0.325 0.45

50 0.4 0.414 0.45 0.603

100 0.47 0.45 0.496 0.67

200 0.513 0.43 0.5 0.67

[표 4] End-to-End Memory Network 정확도

  Task1 Task2 Task3 Task5

100 0.621 0.65 0.84 0.848

200 0.64 0.84 0.89 0.857

300 0.614 0.84 0.892 0.841

400 0.66 0.85 0.902 0.875

500 0.745 0.88 0.89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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