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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외국어 학습을 위한 딥러닝 기반 영어 교육 플랫폼인 PEEP-Talk (Personalized English Education Platform)을
제안한다. PEEP-Talk는 딥러닝 기반 페르소나 대화 시스템과 영어 문법 교정 피드백 기능이 내장된 교육용 플랫폼이다.
또한 기존 페르소나 대화시스템과 다르게 대화의 흐름이 벗어날 시 이를 자동으로 판단하여 대화 주제를 실시간으로 변

경할 수 있는 CD (Context Detector) 모듈을 제안하며 이를 적용하여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사용자에게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PEEP-Talk의 각 모듈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과 더불어 CD 모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성능평가지표인 CDM (Context Detector Metric)을기반으로 PEEP-Talk의강건함을검증하였다.이와더불어 PEEP-Talk
를카카오톡채널을이용하여배포하였다.

주제어: 대화시스템,오픈대화시스템,영어문법교정기,영어교육플랫폼,딥러닝

1. 서론

대화시스템은인간과컴퓨터가상호작용및소통할수있는

자연언어처리의대표적인하위분야로최근많은연구가이루어

지고 있다. 대화 시스템의 연구는 크게 두 종류의 유형으로 발

전되어왔는데, 오픈 도메인 대화 시스템(Open-domain dialogue

system)과 태스크 기반 대화 시스템 대화 시스템 (Task-oriented

dialogue system)이다. 특정한 목적을 수행해야 하는 태스크 기

반 대화 시스템과 달리 오픈 도메인 대화 시스템은 챗봇 (Chat-

bot)과 같이 인간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용자와 대화

(Chit-chat)를해야한다.

[1]에서는 기존의 오픈 도메인 대화 시스템을 활용한 Chit-

chat 모델들의 문제점들로, 답변에 일관성이 없거나, 부자연스

럽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을 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의 오픈 도메인 대화 시스템 (Chit-chat)

은 페르소나 (Persona)와 결합하여 발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페르소나대화데이터셋 (PERSONA-CHAT) [1]과이를활용한

대회 [2]를바탕으로많은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한편,오픈도메인대화시스템은자연스러운대화 (Chit-chat)

기능을살려교육과챗봇이결합하여교육용으로도활용되고있

다. [3]에서는영어학습용으로오픈도메인대화시스템을활용

하면 생활영어 회화 연습용으로 적절하고, 현존하는 인공지능

챗봇의한계를고려할때오픈도메인대화시스템은영어회화

연습용초보단계에서활용하기적합한유형이라고밝혔다. [3]

에서는영어학습용챗봇을설계할때,챗봇의기억력이한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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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속되지 않고 대화의 방향성을 잃고 상호 작용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 미리 입력된 대화 상황을 통해 대화의 주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화 가지 수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대화를 중간에 중단하게 하거나 화제를 바

꿈으로써대화의단계를자연스럽게축소해야한다고주장하였

다.더불어,학습자가발생시키는오류에관한피드백을받을수

있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에,본논문은개인화외국어학습을위한딥러닝기반영어

교육 플랫폼인 PEEP-Talk을 제안한다. PEEP-Talk은 크게 페르

소나기반의상황별대화모델 (Persona-based Chit-chat)과딥러

닝기반영어문법교정모델을탑재하고있으며사용자와대화

주제에맞게실시간으로대화의흐름을조절할수있는 Context

Detector (CD)모듈을연동하였다. CD모듈은궁극적으로대화

시스템안에서대화를분석하여사용자에게교육적피드백과대

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챗봇

대답에대한모호성문제를상황별학습을통해주제를제한함

으로써완화할수있다.

2. 배경지식및관련연구

2.1 영어교육용챗봇

실제상용화서비스로오픈된영어교육용챗봇소프트웨어는

크게 Andy, Cake,스픽나우의 3가지가존재한다.그러나상용화

서비스가 진행 중인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전되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첫째로 Andy1의 경우 상황별 대화를 할 수

1https://andychat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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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내용에 대하여 평가받을 수단이

없다는단점이존재한다.둘째로 Cake2의경우영화,여행,코미

디, 인기 등 여러 가지 대화 상황을 제안하며 반복 학습을 통해

회화 학습과 발음과 표현력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나 실제 대

화시스템을 통해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단은 없고

단어 퀴즈, 빈칸 채우기 등 전통적 평가 방식을 제공한다. 마지

막으로스픽나우3의경우 3D아바타를활용한교육용영어회화

앱이며 여러 가지 대화 상황과 학습자의 음성을 활용하여 문법

의정확성,표현력,발음에대한평가를제공하나자유로운대화

가 아니라 정해진 문장을 선택해서 대답하거나 주어진 문장을

따라읽는수준의학습을제공한다.

2.2 페르소나기반대화시스템

Chit-chat모델의여러문제중,일관적이지않은답변을제공

하는문제와상투적인답변만을제공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하

여 대화 모델에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시도가 있었다. 페르소나

라는특정한성격을갖는대화모델은일관적인답변을만들고,

보다 따분하지 않은 답변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된다.

대표적인 페르소나 기반의 대화 데이터 셋으로는 [1]의 연구가

있다.이를활용하여페르소나기반대화모델링을위한대회가

열리거나,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데이터셋이 구축되기도 하

는등활발하게연구가진행되고있다[2, 4].

2.3 영어문법교정연구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을 올바른 문장으로 번역하는

태스크인 문법교정 (Grammatical Error Correction, GEC) 연구

는 일반적인 기계번역 연구와 비교했을 때 데이터가 절대적으

로 부족하고 최근에서야 막 연구가 시작된 분야이다. GEC 연

구는 대한 연구는 크게 규칙, 통계, 딥러닝 순으로 발전되어 왔

다. 규칙기반의 경우 간단한 오류는 쉽게 처리 가능하나 복잡

한 문법적 혹은 철자 오류 처리할 때 구현 복잡도 상승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규칙을 만드는 것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5, 6, 7]. 통계기반의 경우 Noise Channel Model을 기

반으로 한 연구[8], n-gram language model을 이용한 대용량 코

퍼스 빈도 기반의 확률 비교를 통한 연구[9], 문법 오류 교정

을 위해 word sense disambiguation [10]등을 적용하며, 꾸준히

연구가 되어 왔다. 딥러닝의 등장으로 Sequence to Sequence

모델을 GEC에 적용하였다. Shun Kiyono는 모델의 구조는 변

경하지 않고 Pseudo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데이터를 증

강시켜 성능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11]. Zhao and Wang

은 Copy-Augmented Transformer를제한하였으며[12]이는 De-

noising Auto-Encoding (DAE)[13]태스크를사전학습한방법론

이다.즉전반적으로인코더에서노이즈를학습하고디코더에서
2https://mycake.me/
3https://www.speaknow.ai

노이즈를 해소하는 sequence to sequence구조를 바탕으로 다양

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본 논문은 사용자에게 문법 오류 피드백을 전달하기 위해 딥

러닝기반 GEC모델을사용하였다.

2.4 사전학습모델

최근많은자연어처리태스크에서사전학습모델을사용하여

파인튜닝을진행한모델이높은성능을보이고있다. BERT[14]

는 Transformer 기반 사전 학습 언어 모델로 문장 내에 단어들

을 랜덤하게 마스킹하고 마스킹된 단어를 예측하는 문제와 연

속하는두문장의순서가적절한지를예측하는문제 (Next Sen-

tence Prediction) 2가지 태스크를 이용해 학습을 진행한다. 이

를 최적하기 위해 나온 모델은 RoBERTa[15]이다. RoBERTa는

BERT모델에서 NSP를제거하여,학습시마스크의위치를동적

으로 할당하는 Dynamic Msking을 통해 개선된 성능을 보였다.

ALBERT[16] 또한 기존의 BERT에서 사용된 NSP 적정성에 의

문을가지고연속되는두문장의순서가맞는지를예측하는 SOP

(Sentence Order Prediction)를제안하였다.이는학습효율을높

이기 위해 히든 차원과 단어 차원이 동일한 차원을 가지던 구

조를 따로 분리하였고 각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방식

을통해모델의파라미터수를줄이고학습시간을단축시켰다.

XLNet은 기존 언어모델들의 단방향성 문제와 의존 관계를 모

델링할수없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 Permutation과 two-stream

self attention을기반으로양방향특성을가지게하는 Permutaion

언어모델을제안하였다.

본논문은문장유사도와문법허용도 (Linguistic Acceptabil-

ity)를 사용한 CD 모듈 구성을 위해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하

였다.

3. 제안하는 PEEP-Talk플랫폼

본장에서는제안하는 PEEP-Talk플랫폼에대하여설명한다.

PEEP-Talk을이루고있는각각의모듈및전체적인구조와활용

에대해서구체적으로서술한다.

3.1 외국어학습을위한페르소나대화시스템

필요성 생활영어란일상생활에서발생가능한여러상황별기

본영어회화와실생활에관련된영어를지칭하는것이다.이중

생활영어 능력 신장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학습 방법 중

하나가상황별회화학습이다[17] .

현존하는 대화 시스템을 고려할 때 오픈 도메인 대화 시스템

을활용하여생활영어회화학습이가능하다.특히,페르소나대

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초보 단계에서 영어 회화 학습하기 적합

하다. 페르소나 자체를 하나의 상황이라고 가정하여, 페르소나

와의 대화를 페르소나와 관련된 상황에 관한 대화로 고려할 수

있다.즉,페르소나를상황으로고려함으로써상황별영어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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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가능해진다.더나아가개인에특화된맞춤형영어교육

또한 가능하며 기초적인 생활 영어 능력을 페르소나 대화 시스

템을통해효율적으로학습할수있다.

학습 방법 기존에 제안된 [18]의 전이 학습 방법론과 디코더

세팅을 사용하여 Conversational Agent 모델을 학습시킨다. 모

델은 GPT-2[19]로, 12개의 디코더 전용 트랜스포머 (Decoder-

only Transformer)를 가지며, 셀프 어텐션 (Self-attention)이 수

행될 때 현재의 입력이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텐션(Atten-

tion)이수행되지못하도록마스킹된셀프어텐션 (Masked Self-

attention)을 사용한다. 입력으로 사용되는 토큰은 바이트 페어

인코딩 (Byte Pair Encoding, BPE)을사용한다.

미세조정 (Fine-tuning)단계에서는 PERSONA-CHAT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모델 입력의 경우 페르소나와

화자간의구분을위해Dialogue state embedding을사용하며,워

드 임베딩, Dialogue state embedding , Positional Embedding을

모두 더한 토큰 임베딩 (Token Embedding)을 생성하여 임베딩

으로활용한다.모델은멀티태스크손실을이용하여학습된다.

해당 방법론에서는 대화 발화 예측 손실 (Next Utterance Clas-

sification Loss)와 언어 모델링 손실 (Language Modeling Loss)

을손실함수로사용한다.대화발화예측 (Next Utterance Clas-

sification)은두사용자의Multi-turn대화에서마지막에올대화

내용을정답후보들중에예측을하는방법론이다.언어모델링

손실은 셀프 어텐션 (Self-attention) 모델의 최종 은닉층이 소프

트 맥스 함수를 통과한 뒤 다음 발화의 토큰 확률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교차엔트로피손실이다.

답변 생성 이러한 생성 모델을 활용하여 페르소나 정보와 사

용자의입력이주어졌을때,이를고려하여상황에맞는답변을

생성한다.디코딩방법론으로는 Beam Search를사용하며 Beam

크기를 4로 설정한다. 더불어, N-gram 필터링을 진행하여 페르

소나 문장 혹은 대화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

다. 최종 문장은 length-normalized utterance probability와 next-

utterance classification score의결합하여점수를매긴다.

3.2 영문법피드백을위한딥러닝기반영어문법교정시스템

영어문법교정기를기계번역의관점으로바라보게되면문법

적으로오류가있는원시문장을문법적인오류를해소한목적문

장으로 번역을 진행하는 태스크로 해석할 수 있다. 즉 sequence

to sequence (S2S)모델을 Noise sequence to Denoise sequence

(NS2DS)모델로해석할수있다[20].

NS2DS 장점으로 먼저 CNN[21], RNN[22], Transformer[23]

과 같은 어떠한 Sequence to Sequence 모델도 Noise Encoder-

Denoise Decoder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 규칙

및 통계기반 모델과의 Hybrid하게 구성할 수 있어 확장이 용이

하다는장점이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NS2DS 구조에 과교정 (overcorrection)의 문

제점까지완화하기위하여 Copy Mechanism [24]을적용하였으

며 [20]의논문과동일한모델을 REST API형태로개발하였다.

원시문장과목적문장의문자셋이동일하다는영문법교정데이

터의 특성에 기반하여 Copy Mechanism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PEEP-Talk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다. 또한 최적의 서비

스 구조를 위하여 이를 REST API 형태로 만들어 PEEP-Talk과

최종적인연동을진행하였다.

3.3 Context Detector모듈

오픈도메인대화시스템은대화의가지수가늘어날경우기

억력문제로대화의방향성을잃는문제점이존재한다.또한,사

용자가 상황에서 벗어난 대화를 입력할 경우 대화 시스템이 답

변을 생성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에서는 대화를 중간에 중단하거나 화제의 전환을 통해 대화

의깊이를자연스럽게축소해야한다고주장했다.더불어,대화

시스템을교육용으로활용하기위해선학습자가발생시키는오

류에대한피드백을제공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에 본 논문은 Context Detector 모듈을 사용하여 대화 시스

템과사용자의대화를분석후,대화방향설정과교육적피드백

기능을제공한다.본논문에서는사용자입력에대한상황유사

도 문법 허용도를 확률화된 점수로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상황 (Context)에 맞는 대화를 하고 있는지, 문

법적으로 올바른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확률화된 상황 유사도를 사용하여 상황에 맞는 대화인지, 상황

에서 벗어난 대화인지 여부를 클래스로 분류하여 화제의 전환

여부를결정한다.

3.4 전체구조도

본논문에서제안하는 PEEP-Talk플랫폼의전체구조도는다

음 1과 같다. 전체 구조도는 PERSONA-CHAT 데이터셋을 사

용하여 학습된 페르소나 대화 시스템과 영어문법 교정 시스템

(GEC), Context Detector (CD)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페르소나

대화 시스템은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상황에 받는 답변을 생성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영어문법 교정 시스템은 사용자 입력에

대해서 영어 문법 오류를 교정하는 데 사용된다. CD 모듈에서

는 사용자의 입력에 대하여 상황 유사도를 계산하여 대화의 방

향을결정하고,점수화된문법허용도 (Linguistic Acceptability)

를사용자에게피드백형태로제공한다.또한, GEC를통해문법

오류에대한피드백을받는다.

가령, 사용자가 상황에 벗어난 대화를 입력하면 CD 모듈이

이를파악하여새로운대화주제를제안한다.더불어,수치화된

문법 허용도 점수를 통해 사용자의 학습 성취도를 평가받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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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GEC를 통해 문법적인 피드백을 받아 보다 효율적인 영어

회화학습이가능하다.

최종적으로,위에서구현한기능들을모두 REST API형태로

구현하여카카오톡챗봇서버로전송하게된다.

3.4.1 카카오톡채널

PEEP-Talk의원활한사용을위해카카오채널을개설하여누

구든지 해당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카카오

채널 URL은 주석으로 첨부한다4. 해당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카카오에서제공하는카카오 i오픈빌더5을사용하여해당기능

을구현하였다.카카오 i오픈빌더는 REST API형태의입출력을

사용하여카카오톡상에서대화시스템과대화를가능하게한다.

카카오 i오픈빌더를통해구현된화면의예시는다음그림 2

와 같다. PEEP-Talk의 첫 번째 답변은 선택된 페르소나에 기반

한 답변이고, 두 번째 답변은 CD 모듈의 결과 그리고 세 번째

답변은영어문법교정기를통해수정된답변을출력한다.

4. PEEP-Talk실험및검증

본 장에서는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 실험 환경, 방법 및 검

증에대하여논의한다.

4.1 데이터셋

페르소나 대화 시스템 페르소나 대화 시스템을 학습 시키기

위해서 PERSONA-CHAT 데이터 셋을 사용하였다 [1]. 해당 데

이터 셋은 10,907개의 대화와 162,064 개의 발화로 이루어져있

으며,두명의화자가자신의페르소나를가지고,질문과답변을

통하여서로에대하여소개하며알아가는대화를하는데이터셋

이다.

Context Detector 모듈 본 논문은 CD 모듈의 구현 및 평가를

위해 MRPC데이터셋과 CoLA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MRPC

데이터셋은 온라인 뉴스에서 추출된 문장들로 구성되었으며 2

개의 문장이 의미상으로 같은지 다른지를 평가하는 태스크이

다. CoLA 데이터셋은 공개된 언어학 문헌 (Publised Liguistics

Literature)에서추출된약 2만개의문장들로구성되어있다.이

문장들은문법적으로옳은지,그른지가표기되어있다.각데이

터셋의쓰임은다음과같다.

CD 모듈의 상황 유사도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평

가지표인 CDM (Context Detector Metric)의평가를위해MRPC

데이터셋을사용하였고, CDM의평가를위해 1,000개의상황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문법 허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CoLA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모델의 평가를 위해 Validation과 Test

데이터셋을각각 1,043개, 1,063개의데이터를사용하여실험을

진행하였다.
4http://pf.kakao.com/_FlDxgs
5https://i.kakao.com/

4.2 실험환경

페르소나 대화 시스템 페르소나 대화 시스템은 PERSONA-

CHAT데이터셋의학습셋에대하여 3에폭학습을진행하였다.

배치사이즈(Batch Size)는 4, Gradient Accumulation을 8로설정

하였다. GPT-2모델을이용하여미세조정을진행하였다. Adam

Optimizer[25]을 사용했고, 학습률은 6.25e − 5, β1 = 0.9, β2 =

0.999로시작해서 0으로수렴하도록 linear decay를이용하였다.

모든 층에 0.1의 드롭아웃과 ReLU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RTX

8000 GPU에서한에폭당약 6시간이소요되었다.

Context Detector 모듈 Context Dector의 상황 유사도 기능은

MRPC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미세조정을 진행하였고, 문장 허

용도는 CoLA데이터셋을사용하여미세조정을진행하였다.두

기능모두사전학습모델중 BERT, ALBERT, RoBERTa, XLNet

을비교실험하였고,실험환경은표 1과같다.

표 1. MRPC데이터셋에대한모델환경

Model Epoch Batch size Learning rate Sequence length

MRPC

BERT 5 16 2e-05 256

ALBERT 5 32 2e-05 128

RoBERTa 5 16 3e-05 256

XLNet 5 32 5e-05 256

CoLA

BERT 5 32 2e-05 128

ALBERT 5 32 3e-05 128

RoBERTa 5 32 2e-05 128

XLNet 5 32 5e-05 128

4.3 평가지표

페르소나 대화 시스템 페르소나 대화 시스템은 PERSONA-

CHAT의 평가 지표인 perplexity와 Hits@1 정확도를 이용하여

모델의성능을확인한다. Perplexity의경우생성모델의성능으

로자주쓰이는지표이며, Hits@1은주어진 20개의답변후보중

올바른답변 1개를선택하는정확도를일컫는다.

Context Detector 모듈 Context Detector를 평가하기 위해 본

논문은 새로운 평가 지표인 CDM (Context Detector Metric)을

제안한다. CDM은 대화 시스템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화의 지

속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며, 임의의 대화 턴

(Turn)에 상황에서 벗어난 대화를 입력으로 넣어 상황의 전환

여부를 평가한다. 상황 전환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MRPC로

미세조정된모델을통해문장유사도를사용하여상황유사도를

계산한다.자세한평가방법은다음과같다.

페르소나 대화 시스템에서 학습에 사용된 PERSONA-CHAT

데이터셋은 각각의 페르소나가 대화 기록과 각 턴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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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사용자의대화를입력으로받아페르소나대화시스템, Context Detector, GEC의입력으로사용한다.여기서 GPT-2는페르

소나대화시스템을가리키고, GEC는영어문법교정시스템 (Grammar Error Correction)을의미한다.최종적으로각모듈의출력을

REST API형태로카카오톡챗봇서버로전송한다.

그림 2.카카오톡채널을통해사용가능한 PEEP-Talk의화면예

시 이다. 사용자 입력에 대한 대화 시스템의 답변과 CD 모듈의

결과, 문법 오류 수정을 정보를 위 그림과 같이 피드백 형태로

제공한다.

후보를 포함하고 있다. 대화 입력으로 페르소나의 대화 기록을

사용하여 대화를 나누도록 설정 한 뒤, 임의의 턴에 답변 후보

중정답이아닌후보를입력한다.이때 Context Detector가대화

의 전환 여부를 올바르게 분류 했는지를 평가한다. 최종적으로

전체 테스트셋 기준 올바르게 탐지한 비율을 최종 Accuracy로

산정한다.

4.4 실험결과및검증

4.4.1 양적분석

페르소나 대화 시스템 페르소나 대화 시스템은 PERSONA-

CHAT 데이터셋에 대하여 perplexity의 경우 14.78의 성능을 보

였으며, 20개의답변후보중올바른답변을선택하는 Hits@1의

경우 77.57의정확도를보였다.

영어문법 교정 시스템 영어 문법 교정기 모델의 경우 [20]의

논문과 동일한 모델을 REST API 형태로 개발하였으며 성능은

해당 논문과 동일하다. 해당 논문은 학습데이터의 경우 Lang8

에서6 제공하는 GEC parallel corora를사용하으며총 1,075,513

개의 문장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델 파라미터의 경우 Batch

Size는 4096, Optimization은 Adam, Noam Decay를사용하였고

6개의 Attention blocks와 8개의 Attention heads를사용하며 em-

bedding size는 512를사용한다.어휘사전크기는 32,000개서브

워드분리는 sentencepiece[26]를이용하였다.

Context Detector모듈 Context Dectector모듈을사용한 CDM

평가지표와문법허용도에대한결과는다음과같다.사전학습

모델중 BERT, ALBERT, RoBERTa, XLNet에대해MRPC데이

터셋으로미세조정을진행후, CDM를실험을진행하였다.실험

결과는 표 2와 같다. 실험에 사용된 사전학습 모델 중 XLNet의

성능이가장높게나타났다. XLNet이기존언어모델들에비해

단방향성문제와의존관계를모델링할수없는문제를해결하

6https://lang-8.com/

5- 297 -

https://lang-8.com/


제33회한글및한국어정보처리학술대회논문집 (2021년)

기 위해 제안된 모델인 만큼 양방향 특성을 가지는 Permutaion

언어모델이기때문에높은성능을얻은것으로추측된다.

표 2. 1000개의상황에대해 CDM을실험한결과

Model CDM

BERT 0.876

ALBERT 0.884

RoBERTa 0.923

XLNet 0.928

CoLA 데이터셋으로 미세조정된 사전학습 모델의 성능 평가

의경우에도 CDM실험과동일하게 BERT, ALBERT, RoBERTa,

XLNet모델에대해CoLA데이터셋으로미세조정후, Validation

과 Test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표 3과같다.해당태스크또한, XLNet이가장높은성능을보여

주었다.

표 3. CoLA데이터셋을 Validation과 Test에대해실험한결과

Model
CoLA

Validation Test

BERT 0.812 0.820

ALBERT 0.728 0.736

RoBERTa 0.739 0.755

XLNet 0.851 0.870

4.4.2 질적분석

실제로 CD모듈이잘작동하는지를확인하기위해질적분석

을진행하였고,그에대한질적분석의예시는그림 3과같다.그

림의 상단과 같이 페르소나가 선택되었고 사용자가 질의를 통

해대화를시작한다.상황에맞는대화를입력했기때문에상황

유사도가높게나왔고,문법적오류가없으므로문장허용도점

수또한높게나왔다.하지만, ”how much is this orange”와같이

상황에서 벗어난 대화를 입력하게 다음과 같이 낮은 상황 유사

도와함께페르소나를변경하여다른상황의대화를이어나가게

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인화된 외국어 학습을 위한 영어 교육 플랫

폼을 제안하였다. 페르소나 기반 대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

자들은외국어일상대화를연습할수있다.또한,영어문법교정

시스템과 Context Detector모듈을이용하여사용자의발화가주

그림 3. CD모듈이상황에서벗어난유저의대화를탐지하여대

화주제즉,페르소나를변경한경우의예시이다.

어졌을때,맥락을고려하여다른대화주제로전환되거나,문법

오류를피드백으로받을수있으므로사용자의개인화된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실험을 통하여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였

으며가장높은성능을내는모델을이용하여 PEEP-Talk모델을

만들었다.이뿐만아니라,카카오톡채널로배포된본서비스를

통하여 더 많은 외국어 학습자들이 기계로부터 본인에게 맞춘

피드백과교육을받을수있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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