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공학부	  캡스톤디자인	  중간평가	  답변서	  
	  

팀명:	  	  6	  조	  	  theState	  
	  

조원:	  	  	  	  서동주,	  이동우,	  조영훈,	  이두나,	  박지현	  
	  

심사의견	  or	  질문	  

	  

답변	  

얼마나	  완성도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가?	  
	  
	  
기기에	  사용자의	  초기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하였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용자의	  위치	  등을	  저장하여	  기기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며	  이	  정보가	  기기에서	  확인	  되면	  캐릭터가	  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캐릭터는	  디즈니사의	  ‘안나’를	  선택하였습니다.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위해	  3D	  모델	  
리깅	  작업을	  하였고	  애니메이션	  샘플을	  불러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함수를	  
구현하였습니다.	  이	  캐릭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와의	  대화를	  위해	  음성	  인식	  및	  출력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기존	  1차	  발표	  시	  받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대화를	  위한	  모델을	  직접	  제작하여	  현재	  
데이터	  축적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개인화	  추구를	  위해	  사용자의	  표정을	  인식하여	  대화	  
모델에	  반영하였습니다.	  
1차	  과제	  당시	  개별적으로	  동작되던	  모듈들을	  통합하여	  작동되는	  상태이며	  자체적인	  
데모	  결과	  큰	  문제없이	  작동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존	  api	  조합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	  문제를	  캡스톤디자인	  과정에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지니의	  감정	  표현	  결과와	  심심이의	  결과를	  일치시킬	  수	  있는	  기술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sequential	  processing	  문제	  
	  
	  	  음성입력과	  표정인식	  그리고	  캐릭터의	  움직임을	  동시에	  해야하는	  상황이라,	  
	  	  Thread를	  여러개를	  운용하여	  해당	  기능을	  하는	  Thread는	  사용할때	  resume	  되고	  
	  	  사용하지	  않을때는	  pause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  감정	  공유	  문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오랫동안	  여러가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1.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하여	  도메인별로	  특수	  제작	  (	  HAM	  ,	  Utagger	  ...	  )	  
	  	  2.	  seq2seq	  를	  이용한	  Recurrent	  Neural	  Network	  (	  torch	  ,	  theano	  ...	  )	  
	  	  3.	  bayeisian	  network를	  이용하여	  도메인에	  맞는	  network를	  미리	  구성	  (	  2006	  논문	  )	  
	  	  4.	  대화	  모델	  직접	  제작	  
	  
우선	  1번은	  처리속도가	  느릴뿐만	  아니라,	  일상대화	  라는	  것이	  대화의	  도메인을	  
결정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번은	  seq2seq를	  이용한	  요새	  유행하게	  된	  RNN	  모델입니다.	  	  실제로	  Google	  chatbot	  이	  
작년에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한	  모델로써,	  문장의	  순서가	  일정한	  영어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6300만개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문맥은	  비교적	  이전	  모델들에	  비해서	  잘	  찾아가나,	  사용자의	  기분을	  이해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맞추어	  얘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Utagger	   와	   theano	   로	   구글의	   논문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세종코퍼스	   말뭉치	   데이터를	   계산해보았는데,	   영어완	   다른	   한글의	   문맥의	  
불규칙성으로	  인해서	  알아볼수	  없는	  문장이	  나와	  해당	  방법은	  포기하였습니다.	  
	  
	  3번은	  ‘대화형	  에이전트의	  주제	  추론을	  위한	  계층적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자동	  생성’	  
이란	  주제로	  발표되었던	  논문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bayesian	   network 는	  
일차원적인	  데이터를	  분류하는데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이를	  위해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을	  미리	  모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오토마타를	  만들어놔야한다는	  점에서	   1 번과	  
같은	  이유로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화	  모델을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	  계획서에서	  제시나와있던	  
것과	  방향성은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방식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흐름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대화	  데이터들을	  어떻게	  18가지로	  
분류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ibm	  watson	  
에서	   deep	   learning	  을	  통해	  문장에서	  감정을	  검출해내는	   api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직은	  한글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은	  저희가	  직접	  분류하여	  사람이	  
중간에	  껴있는	  시스템이	  되지만	  추후에는	  완전한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미리	  만드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예외	  입력에	  
대해서	  
기존	  사용하려	  했던	  심심이	  api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해당	  사용자에게	  맞는	  db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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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감정을	  읽어	  이를	  강화학습	  하는	  대화모델은	  현재	  학계에	  나와있는	  논문이나	  
자료가	  전무함으로	  이에	  대한	  결과를	  남기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