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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화두가 되고있는 Amazon Alexa, Microsoft 

Cortana, 카카오 미니, 네이버 클로바와 같은 지능형 개

인 비서 시스템에서 자연어 이해(NLU) 시스템은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자연어 이해 시스템은 사용자의 발화로

부터 대화의 도메인(domain), 의도(intent), 의미적 슬

롯(semantic slot)을 분류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들어 

“일요일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표 예약해줘”

라는 사용자의 발화로부터 “기차”라는 도메인과 “표 

예약”이라는 의도, 그리고 semantic_slot(일요일=날짜, 

서울=출발지, 부산=목적지)과 같이 슬롯을 채움으로써 

자연어를 이해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자연어 이해 

시스템에서 도메인 및 의도 분류를 위해 SVM(support 

vector machine) 및 딥러닝 기반의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

다[1, 2, 3]. 또한 슬롯 채우기(slot filling) 작업은 주

어진 입력 단어 열(sequence)에서 각 단어마다 할당되어

야 할 슬롯 라벨(label)을 예측하는 문제로, 슬롯 채우

기를 위해 recurrent neural network(RNNs), conditional 

random fields(CRFs)와 같이  순서열 예측을 위한 연구

들이 적용되었다[4, 5]. 

대부분의 자연어 이해 시스템은 모델의 학습을 위해 

많은 양의 라벨링 된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이에따라 데

이터를 라벨링 하기 위한 비용(cost)이 발생한다. 또한 

새로운 도메인으로 시스템을 확장하고자 할 때, 이를 위

해 새롭게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해야하는 한계점이 존재

한다(non-scalable).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

메인 적응(domain adaptation) 방법이 제안되었다. 도메

인 적응 방법은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의 방법 중 

하나로, 새로운 도메인으로 시스템을 확장 하고자 할 때, 

관련있는 기존 도메인(source)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

상(target) 도메인의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도메인 적응에 관련한 연구로는 적대 학습(adversarial 

learning)을 통해 두 도메인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두 도

메인간의 공유 될 수 있는 자질(shared features)을 학

습하고, 이를 대상 도메인을 위한 모델 학습에 활용한 

연구들이 있다[6, 7]. 적대 학습 방법을 이용한 도메인 

적응을 통해 적은 양의 데이터로 구성된 대상 도메인을 

위한 자연어 이해 모델을 학습할 때, 모델의 성능을 향

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적대 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풍부한 양으로 

구성된 기존 도메인의 데이터부터 적은 양으로 라벨링 

된 데이터로 구성된 대상 도메인을 위한 슬롯 채우기

(slot filling) 모델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

구는 두 도메인간의 공유 될 수 있는 자질(domain-

shared features)을 활용하는것 이외에 도메인의 고유한 

자질(domain-specific features)을 같이 활용(joint 

optimization)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슬롯 채우기는 문자열을 구성하는 각 단어의 알맞은 

슬롯을 예측하는 문제로, 일반적으로 슬롯의 태그는 

inside-outside-beginnings(IOB) 형태의 데이터로 표현

된다. 슬롯 채우기 모델을 위한 연구로는 단어 단위

(word-level)기반의 RNN을 적용한 연구가 있다[8]. 이러

한 방법은 모델 학습을 위해 hand-craft 자질을 필요로 

하지 않고 데이터 자체만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는 예측

하지 못하는 out-of-vocabulary(OOV) 문제점이 있다. O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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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자 단위(character-level) 기반

의 RNN 또는 CNN을 슬롯 채우기 모델에 적용한 연구가 

있다[9, 10]. 글자 단위 기반의 모델들은 각 단어가 개

별 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OOV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CNN은 글자 단위

의 자질을 생성할 때 max-overtime pooling 과정을 거치

는데, 이로인해 글자 각 위치의 독립적인 자질을 형성하

며 가중치 초기화(weight initialization)에 따라 성능의 

편차가 커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RNN의 경우 순차

적인 특성으로 인해 문자열 처리시 시간 복잡성이 높다

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Lee et 

al. (2018)[11]은 densely connected network를 활용하여 

글자 단위의 자질을 구성하고 이를 슬롯 채우기 모델등 

문자열 예측 문제에 적용하였다. 해당 연구는 densely 

connected network를 활용하여 글자 단위의 자질을 추출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문자열 처리   속도

에서 RNN, CNN보다 높은 처리 속도를 나타내었으며, 슬

롯 채우기, 형태소(POS) 태깅, 개체명 인식(NER) 테스크

에서 최첨단(state-of-the-art) 성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자열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이용하여 단어 

단위 및 글자 단위의 표현을 위해 Lee et al. (2018)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적대 학습 방법을 이용한 도메인 적응에 관련한 연구

로는 적대 학습을 비지도 학습에 활용한 연구가 있다

[12]. 해당 연구는 모델 학습을 위해 도메인 고유 자질

과 도메인간의 공유 될 수 있는 자질을 활용하였는데, 

도메인 분류기 학습 시 gradient reversal layer를 통해 

두 도메인을 잘 분류하지 못하도록 목적 함수(objective 

function)를 설계함으로써 도메인간 공유 될 수 있는 자

질을 학습하였다. Bousmalis et al. (2016)[13]의 연구는 

도메인 고유 자질과 도메인 공유 자질을 상호 배타적

(mutually exclusive)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는 도메인의 고유한 자질과 공유 자질을 상호 

배타적으로 학습할 경우 각 도메인에 고유한 자질을 고

려하여 학습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을 향상 시

킬 수 있음을 보였다. Kim et al. (2017)[14]은 적대 학

습을 이용한 도메인 공유 자질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기

존에는 negative gradient 또는 positive log likelihood 

방식을 이용하였지만[15], 해당 방법들은 모델이 도메인

을 반대로 예측하도록 학습 될 뿐 실제로 도메인을 헷갈

리도록 학습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보이며 domain random prediction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domain random prediction 방법을 활용하여 두 도

메인간 공유될 수 있는 자질을 학습하였다. 또한 

Bousmalis et al. (2016)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따라 

도메인 고유 및 공유 자질을 서로 상호 배타적으로 학습

하였다.  

 

3. 제안 모델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적대 학습을 이용한 

슬롯 채우기 모델 학습의 전체 구조도를 나타낸다. 는 

단어(word-level) 및 글자 단위(character-level) 자질을 이

용하여 표현(representation)한 라벨링 된 기존 도메인의 

데이터를 나타낸다. 는 새롭게 학습을 하고자 하는도메

인의 라벨링 된 데이터 표현, 는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표현을 나타낸다. 각 도메인의 고유한 자질

을 표현하기 위해 Source LSTM은 로부터 은닉 상태

(hidden states)인 ℎ 를 출력하며, 마찬가지로 Target LSTM

은 로부터 ℎ 를 출력한다. 두 도메인간의 공유될 수 있

는 자질 표현을 위해 Shared LSTM은 입력 데이터 , , 

로부터 ℎ 를 출력한다. ℎ 와 ℎ 는 각 도메인간의 고유 

자질을 나타내며, ℎ 는 두 도메인간의 공유 될 수 있는 

자질을 나타낸다. 각 자질들을 활용하여 기존 도메인과 

[그림 1] 적대 학습을 이용한 슬롯 채우기 모델 학습 전체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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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도메인의 슬롯 채우기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은 세

부 과정 (3.1~3.4)와 같다. 

 

3.1 Slot Filling Loss 

 사용자의 발화는 단어의 집합 , …, 으로 이루어져

있고, 슬롯 채우기 모델은 단어의 집합으로부터 해당 단

어에 해당하는 라벨 , …, 을 예측한다. 단어의 집합으

로부터 단어 및 글자 단위 자질을 이용하여 를 표현하

기 위해 본 연구는 Lee et al. (2018)의 연구 방법을 활

용하였다. 해당 방법은 bag-of-characters(BOC) 표현을 

기반으로 한 단어를 나타낸다. 하지만 일반적인 BOC 표

현은 아나그램(anagram)의 단어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

에 단어 충돌(word collision)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

어간 충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연구는 1) 단어

를 분할하고(예: researching => research + ing), 2) 글

자의 순서 및 단어 길이 정보를 활용한다. 단어를 분할

하기 위해 n-gram 통계를 기반으로 단어를 두 단어로 나

누고 BOC 표현을 사용하여 자질을 구성한다. 이후 글자

의 순서와 단어 정보를 자질로 구성하고 앞서 구성한 3

가지의 자질 정보들을 연결(concatenation)하여 단어 단

위 및 글자 단위로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 표현(word 

representation)을 구성한다. 구성된 최종 단어 표현은 

표준 RNN 기반의 문자열 태깅 모델에 입력으로 사용되어 

단어에 해당하는 각 슬롯 라벨( )을 예측한다.  

 수식 (1)은 발화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최종  표현으로 

구성된 각 도메인 데이터 , 을 이용하여 도메인 고유 

자질인 ℎ , ℎ 를 구성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ℎ = ( ) 
                    ℎ = ( )         (1) 

 

수식 (2),(3)는 도메인 고유 자질인 ℎ , ℎ 와 도메인 공
유 자질 ℎ 를 이용하여 정의된 각 도메인의 슬롯 채우기 

손실(loss) 함수를 나타낸다. 

 
                =  − ∑  ( |ℎ ⨁ℎ )          
(2) 
                =  − ∑  ( |ℎ ⨁ℎ )           
(3) 

 

3.2 Adversarial Domain Classification Loss 
 도메인 공유 자질을 학습 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적대 학

습 방법을 적용한 도메인 분류기를 학습 하였다. 본 연

구는 도메인 분류기의 손실 함수를 최소화 하도록 학습 

할 때, 적대 학습 방식으로 domain random prediction 방

법을 이용하였다. Domain random prediction 방법은 ℎ 로

부터 도메인 을 예측할 때 기존 도메인을 50%, 대상 도

메인을 50%의 확률로 랜덤하게 예측하는 방법이다. 적대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도메인 분류기를 학습하면, 데이

터로부터 해당 데이터의 도메인을 잘 구분하지 못하도록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도메인 공유 자질이 학습될 수 

있다. 를 ℎ 로부터 예측하고자하는 기존(source) 또는 

대상(target) 도메인이라 할 때, 수식 (4)는 도메인 공

유 자질 ℎ 를 이용하여 적대 학습을 적용한 도메인 분류

기의 손실 함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λ는 적대 학습이 적

용된 도메인 분류 손실 함수를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

는 계수(coefficient)값을 나타낸다. 

 

                λ = − ∑ ( ℎ )     (4) 

  
 

3.3 Orthogonality Loss 
 본 연구는 Bousmalis et al. (2016) 연구에서 제안한 방

법을 따라 도메인 고유 및 공유 자질을 서로 상호 배타

적으로 학습하였다. 수식 (5),(6)은 ℎ 와ℎ  그리고 ℎ 와ℎ 간의 상호 배타적 학습을 위한 손실 함수를 나타낸다. 

 

  = ∑(ℎ ) ℎ      (5) 

  = ∑(ℎ ) ℎ         (6) 

 

3.4 Joint Optimization 
 (3.1~3.4) 과정에서 설명한 손실 함수들을 이용하여 슬

롯 채우기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과정은 [알고리즘 1]과 

같다. 

 

Input representation: 

    : Labeled source domain data 

    : Labeled target domain data 

    : Unlabeled target domain data 

Parameters: 

    ℎ : Source domain-specific features 

    ℎ : Domain-general features 

    ℎ : Target domain-specific features 

 

Each epoch 

1) Train source slot filling model with  based 

on ℎ  and ℎ  

2) Train domain classifier with , ,  based 

on ℎ  

3) Train target slot filling model with  based on ℎ  and ℎ  

End of epochs 

[알고리즘 1] Joint Optimization을 통한 슬롯 채우기 모

델 학습 과정 

 

4. 실험 및 결과 

 본 연구는 항공권 예약 도메인 데이터인 ATIS 데이터와 

식당 예약 도메인 데이터인 MIT Rest. 데이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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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진행하고, 적대 학습 방법을 이용한 슬롯 채우기 

모델 성능을 확인하였다. 실험에 이용한 데이터 통계 정

보는 [표1]과 같다. 일반적인 도메인 적응 실험 환경에 따
라 라벨링된 기존 도메인 데이터는 충분히 많은 양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대상 도메인 데이터의 양은 전체 데이

터 크기의 10%만 라벨링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항

공 예약 도메인 데이터인 ATIS를 기존 도메인 데이터로 

설정하고, 식당 예약 도메인 데이터인 MIT Rest. 데이터를 

대상 도메인 데이터로 설정하였다. 

 

Datasets Slot 
Train 

Label/Unlabel
Test Description 

ATIS 127 4978/0 893 
Flight 

reservation 

MIT 

Rest. 
17 

766/6894 

 
1521 

Restaurant 

reservation 

[표 1] 실험 데이터 통계 정보 

 [표 2]는 제안 모델의 성능을 나타낸다. 슬롯 채우기 모

델의 평가 방법으로는 f-1 score를 이용하였다. TGT는 적
대 학습을 적용하지 않고 슬롯 채우기 모델을 학습한 경

우를 나타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적대 학습을 적용한 
도메인 분류 손실 함수를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λ 
계수의 정도에 따라 성능을 측정하였다.  

 

                  Target   

Source 
MIT Rest. 

ATIS 

TGT 66.10 

ADV(λ = 1) 65.32 

ADV(λ = 0.1) 67.12 

ADV(λ = 0.01) 66.41 

[표 2] 적대 학습 방법을 적용한 슬롯 채우기 모델 성능  

 실험 결과 적대 학습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슬롯 채우

기 모델(TGT)는 66.10의 f-1 score를 나타내며 가장 낮은 

성능을 나타냈다. 적대 학습을 적용하였을 경우, λ값을 1

로 설정하였을 때, 적대 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 0.8 정도의 낮은 f-1 score를 나타냈다. λ값을 0.01로 

설정하였을 때는 TGT의 경우보다 약 0.3 만큼의 높은 성

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λ 을 0.1로 설정하였을 때, 

67.12 f-1 score를 나타내며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실험 결과로 미루어보어 가중치를 부여하여 적대 학습 

방법을 적용 할 때, 적대 학습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 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자연어 이해 부분인 슬롯 채우기 모델을 학

습할 때, 많은 양의 데이터 라벨링을 필요로 하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적대 학습 방법을 제

안하였다. 기존 도메인의 데이터와 대상 도메인의 데이

터로부터 도메인 특정 자질과 도메인 공유 자질을 학습

하고 이를 이용한 슬롯 채우기 모델을 학습하였다. 실험 

결과 가중치를 부여하여 적대 학습 방법을 적용 할 때, 

적대 학습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 1의 f-1 

score 향상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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