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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야기는 자율적이고 의도를 가진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벌어지

는, 시간에 따라 전개되는 인과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사건들이다. 이야

기는 오락거리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수단이

기도 하며,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의 도구로도 쓰이고 제품

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야기 자동 생성은 이야기에 

대한 이론적 이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오락이나 설계 등에 활용

할 수 있는 실용적 가치가 있다. 이야기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규칙 기

반의 방법과 인공 신경망을 통한 지도 학습, 그리고 강화 학습을 사용

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의 방법들은 방대한 규칙 또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야기 생성을 현실에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의 방법들은 주관적 효용이 높은 이야기를 생성할 수 없었다. 

이 논문에서는 규칙, 신경망의 지도 학습과 강화 학습을 상호 보완적으

로 활용한 이야기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생성의 

규칙 체계와 그 개발 방법론, 선호도 측정 방법과 신경망 효용 모형, 그

리고 이야기 생성 모형과 그 강화 학습 방법들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

법론은 방대한 규칙 개발이나 데이터 수집이 필요 없어 현실 적용 가능

성이 높고, 효용이 높은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다. 

주요어: 이야기 생성, 규칙 기반, 인공신경망, 지도 학습, 강화 학습 

학번: 2011-30049  



 

ii 

목차 
1. 서론 ........................................................................................... 1 

1.1. 연구의 배경 ......................................................................... 1 

1.2. 연구의 목적 ......................................................................... 6 

1.3. 논문의 구성 ....................................................................... 10 

2. 배경 ......................................................................................... 12 

2.1.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 ...................................................... 12 

2.1.1. 이야기 생성의 규칙 체계 ......................................... 12 

2.1.2.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 연구들 ................................ 17 

2.1.3.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의 문제점 ............................. 21 

2.2. 인공신경망과 지도 학습에 기반한 이야기 생성 ............... 27 

2.2.1. 지도 학습과 인공신경망의 원리 ............................... 27 

2.2.2. 언어 모형과 자연어 생성 ......................................... 31 

2.2.3. 신경망을 이용한 이야기 생성 .................................. 37 

2.2.4. 신경망 이야기 생성의 문제점 .................................. 40 

2.3. 강화 학습을 이용한 이야기 생성 ...................................... 45 

2.3.1. 강화 학습의 기본 개념 ............................................ 45 

2.3.2. 드라마 매니저의 강화 학습...................................... 48 



 

iii 

2.3.3. 신경망을 이용한 이야기 생성에서 강화 학습 .......... 52 

2.4. 연구의 방향 ....................................................................... 56 

3. 연구 1 사건 그래프와 그 개발 방법론 ................................... 60 

3.1. 사건 그래프의 정의 ........................................................... 61 

3.2. 방법론: 사건 그래프 개발 ................................................. 66 

3.2.1. 기초 사건 그래프 작성 ............................................ 67 

3.2.2. 사건 선택 ................................................................. 69 

3.2.3. 개방형 수집 .............................................................. 71 

3.2.4. 사건 그래프로 통합 .................................................. 74 

3.3. 방법론: 사건 그래프를 이용한 이야기 생성 ..................... 76 

3.4. 실험 1: 그래프 개발 ......................................................... 79 

3.5. 실험 2: 무작위 생성한 이야기의 응집성 .......................... 85 

3.6. 논의 ................................................................................... 91 

4. 연구 2 이야기 효용 모형의 지도 학습 ................................... 94 

4.1. 배경: 이야기 생성의 강화 학습에서 보상 함수 ............... 96 

4.1.1. 이론적 보상 함수 ..................................................... 96 

4.1.2. 공개된 선호도 데이터로부터 학습 ....................... 98 



 

iv 

4.1.3. 역강화 학습 .............................................................. 99 

4.1.4. 선호도 측정 결과에서 보상 함수의 학습 ............... 100 

4.2. 방법론: 선호도 측정 절차와 이야기 효용 모형 ............. 104 

4.3. 실험 3: 선호도 측정과 효용 모형 학습 ......................... 110 

4.4. 실험 4: 선호 비율 측정 .................................................. 124 

4.5. 논의 ................................................................................. 129 

5. 연구 3 강화 학습을 통한 이야기 생성 ................................. 133 

5.1. 방법론: 이야기 생성 모형 ............................................... 135 

5.2. 방법론: 이야기 생성 모형의 강화 학습 .......................... 142 

5.3. 실험 5: 강화 학습을 통한 이야기 생성 ......................... 149 

5.4. 실험 6: 강화 학습된 이야기의 선호도 측정 .................. 158 

5.5. 논의 ................................................................................. 162 

6. 결론 ....................................................................................... 164 

참고문헌 ........................................................................................... 168 

 



 

v 

표 목차 

 

표 2-1. 규칙의 예시 .......................................................................... 14 

표 3-1. 사건 그래프의 데이터 예시 .................................................. 62 

표 3-2. 사람이 쓴 동화와 무작위 생성 동화의 비교 ........................ 89 

표 3-3. 사람이 쓴 시나리오와 무작위 생성 시나리오 비교 ............. 90 

표 4-1. 카페 효용 모형 학습 결과 .................................................. 120 

표 4-2. 동화 효용 모형 학습 결과 .................................................. 123 

표 4-3. 고객 경험 시나리오에서 선호 비율의 도수 분포표 ........... 127 

표 4-4. 동화에서 선호 비율의 도수 분포표 .................................... 128 

표 5-1. 모형 생성 및 무작위 생성 시나리오에 대한 선호 ............. 160 

표 5-2. 모형 생성 및 무작위 생성 동화 사이의 선호 .................... 161 

 

  



 

vi 

그림 목차 

 

그림 1-1. 이 논문의 이야기 생성 방법론 개념도 ................................. 7 

그림 2-1. 초기 상태의 예시 ................................................................. 13 

그림 2-2. 규칙 적용의 예시 ................................................................. 15 

그림 2-3. STRIPS에서 상태와 사건의 연쇄 ......................................... 15 

그림 2-4. Riedl (2004)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의 예.............................. 24 

그림 2-5 순환신경망의 구조 ................................................................ 30 

그림 2-6. 순환신경망을 이용한 자연어 생성 ...................................... 34 

그림 2-7. 사건 그래프를 이용한 이야기 생성의 개념도 ..................... 57 

그림 2-8. 각 연구의 관계 .................................................................... 58 

그림 3-1. 연구 1의 범위 ...................................................................... 60 

그림 3-2. 사건 그래프의 예시 ............................................................. 61 

그림 3-3. 기초 사건 그래프 예시 ........................................................ 67 

그림 3-4. 개방형 수집에 사용한 설문 화면 ........................................ 71 

그림 3-5. 이야기 생성을 위한 사건 그래프 예시 ............................... 76 

그림 3-6. 이야기 무작위 생성 순서도 ................................................. 78 



 

vii 

그림 3-7. 응집성 판단 실험 화면 ........................................................ 86 

그림 4-1. 연구 2의 범위 ...................................................................... 94 

그림 4-2. 단일 출력 모형 .................................................................. 107 

그림 4-3. 연속 출력 모형 .................................................................. 109 

그림 4-4. 실험 절차 ........................................................................... 111 

그림 4-5. 카페 고객 경험 선호도 측정 화면 .................................... 113 

그림 4-6. 동화 선호도 측정 화면 ...................................................... 113 

그림 4-7. 단일 출력 모형의 학습률에 따른 손실 변화 ..................... 116 

그림 4-8. 연속 출력 모형의 학습률에 따른 손실 변화 ..................... 116 

그림 4-9. 이야기 선호 비율별 히스토그램 ........................................ 126 

그림 5-1. 연구 3의 범위 .................................................................... 133 

그림 5-2. 이야기 생성 모형 ............................................................... 135 

그림 5-3. 상태망의 구조 .................................................................... 136 

그림 5-4. 사건 출력 모형 .................................................................. 137 

그림 5-5. 마스킹의 개념 .................................................................... 138 

그림 5-6. 사건 입력 모형 .................................................................. 139 

그림 5-7. 사건 입력 모형을 이용한 확률 계산 ................................. 140 



 

viii 

그림 5-8. 트리 탐색 ........................................................................... 142 

그림 5-9. 사건입력모형 학습 전후 고객 경험 시나리오 효용 분포 .. 150 

그림 5-10. 사건출력모형 학습 전후 고객 경험 시나리오 효용 분포 151 

그림 5-11. 고객 경험 시나리오의 생성 방법별 효용 분포 ............... 153 

그림 5-12. 사건입력모형 학습 전후 동화 효용 분포 ........................ 154 

그림 5-13. 사건출력모형 학습 전후 동화 효용 분포 ........................ 155 

그림 5-14. 동화의 생성 방법별 효용 분포 ........................................ 157 



 

1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이야기(story) 1는 형식적 측면에서는 시간에 따라 전개되는 인과적으

로 연결된 일련의 사건들, 내용적 측면에서는 자율적이고 의도를 가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된다(Mar & Oatley, 2008). 이야기는 감

상과 해석의 대상인 동시에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기

도 하다(Herman, 2013). 사람들은 추론, 예측, 계획 등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Buehler, Griffin, & Ross, 1994). 또한 이야기

를 통해 사회적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운다

(Mar & Oatley, 2008). 

이야기는 조사와 분석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여러 질적 연구 방

법론은 이야기의 형태로 자료를 수집한다. 여러 인지적 작업 분석

(cognitive task analysis; Crandall, Klein, & Hoffman, 2006) 기법은 참

여자의 경험을 이야기 형태로 조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통한 조사 방

                                            
1 이야기(story)는 분야에 따라 서사(narrative), 시나리오(scenario), 스크립트

(script), 플롯(plot)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각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분야마다 같은 용어를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용어를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해서 각 용어의 의미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각 표현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되 포괄적으로는 ‘이야기’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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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실험실 연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 맥락에서의 사고 과정

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야기는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도구로도 사용된다(Nielsen, 

1990). 서비스 디자인에서 널리 사용되는 고객 여정 지도(customer 

journey map)는 한 고객이 서비스를 경험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Kalbach, 2016).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사용

자 이야기(user story)와 같이 이야기에 기반한 설계 기법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가는 추세이다(Lucassen, Dalpiaz, Werf, & Brinkkemper, 2016).  

Carroll (1999)은 제품과 서비스 설계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구체성, 

유연성, 다면성, 일반화 가능성 그리고 사용자 지향성의 5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야기는 사용자가 제품/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구체성), 수정하기도 쉬우며(유연성), 필요

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술할 수도 있다(다면성). 비슷한 이야기

는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식 축적에

도 도움이 되고(일반화 가능성),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할 사용

자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한다(사용자 지향성). 

이렇게 이야기는 다방면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자동 생성할 수 있다면 인지과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인간

이 이야기에 바탕을 둔 사고를 한다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인공지

능 개발은 인간의 사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또

한 응용적인 측면에서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하거나 소설, 영화, 

게임 등 이야기에 바탕을 둔 엔터테인먼트 상품에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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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이야기를 자동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실

용적 측면에서 가치를 갖는다.  

기존의 이야기 생성 연구는 생성 방법에 따라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 

인공신경망의 지도 학습을 이용한 이야기 생성 그리고 강화 학습을 이

용한 이야기 생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규칙 기반의 이야기 생성

(rule-based story generation)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각 사건들이 일어나

기 위한 규칙들을 프로그램으로 기술하고, 이 규칙을 만족하도록 사건

을 배열하여 이야기를 생성하는 방법이다(Kybartas & Bidarra, 2017).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은 생성될 이야기의 내용과 범위를 규칙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을 위해

서는 방대한 규칙을 수작업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많은 경우 이야기의 질은 주관적 효용(subjective utility)에 따라 

결정된다. 이 논문에서 효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하나의 이야기는 

실수(real number)인 잠재 변수(latent variable)인 효용들을 갖는다. 여

러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선호적 선택(preferential choice)을 하도록 

했을 때 효용이 높은 이야기가 선호될 확률이 높다.  

효용에는 재미, 유용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독자가 재미있

다고 느끼는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고, 고객이 만족스러운 경험이라

고 생각하는 고객 경험 시나리오가 만족스러운 경험의 시나리오이다. 

그런데 규칙 기반 이야기 이야기 생성은 논리적 규칙에 맞는 이야기만 

생성할 수 있을 뿐,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생성하거나 더 만족스러운 

고객 경험 시나리오처럼 효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생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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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최근에는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시켜 이야기를 생성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신경망은 생물학적 신경망을 흉내낸 기계 학습 모형이다

(Goodfellow, Bengio, & Courville, 2016). 지도 학습은 입력 변수 x와 

출력 변수 y의 관계를 데이터로부터 학습시키는 것이다(Bishop, 2006). 

자연어로 표현된 이야기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어진 문장 x 다음에 나

올 단어 y를 인공신경망으로 지도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학습된 

신경망을 이용해 문장을 이루는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예측하여 이야기

를 생성한다. 

지도 학습으로 이야기를 생성할 때에는 대량의 규칙을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대신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소설이나 영화 줄

거리 등 이야기 형식의 자연어 데이터를 충분한 질과 양으로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지도 학습에 기반한 이야기 생성은 학습된 패턴의 

이야기만을 생성할 수 있을 뿐,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과 같이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생성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지도 학습 대신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을 이용한 이야기 

생성 연구들도 있다. 강화 학습도 기계 학습의 일종으로, 보상과 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누적된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학습이 일어난다

(Sutton & Barto, 1998). 강화 학습 기반 이야기 생성에서는 특정한 목

적을 잘 달성한 이야기에 높은 보상을 주는 방식을 통해 그 목적을 달

성하도록 이야기를 생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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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학습 기반 이야기 생성에서는 생성된 이야기의 효용을 보상으로 

주어 효용이 높은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이야기의 효용은 

여러 사람의 선호도를 측정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선호도 측정은 참여

자에게 두 개 이상의 이야기를 제시하고 하나의 이야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재미, 유용성 등 한 가지 효용의 기준에 따라 

이야기를 선택하도록 연구자가 지시한다. 선호도 측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야기 생성 중간 과정에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강화 학습을 이용한 이야기 생성 연구에서는 이야기의 효용을 측정하는 

대신 이야기가 특정한 결말을 가지는 경우에 보상을 주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정리하자면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지만 규칙 

개발이 어렵다. 지도 학습은 데이터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지만 데이터

를 구하기 어렵다. 강화 학습은 효용이 높은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지

만 선호도 측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학습 과정에 사용하기 어렵

다. 

이 3가지 기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한 하이브리드 이야기 생성 방

법을 개발한다면 대량의 데이터 없이 간단한 규칙으로도 효용이 높은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우선, 이 논문에서는 사건 그래프(event graph)라는 새로운 규칙 체계

를 제안하며, 이러한 규칙 체계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생성하였다. 기존

의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에서 추상적인 논리적 규칙 체계를 사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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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사건 그래프는 구체적 사건들 간의 선후 관계만을 가지는 단

순한 규칙 체계이어서 규칙 개발의 부담이 적다. 또한 사건 그래프는 

강화 학습과 결합 가능한 규칙 체계이다.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에서 

복잡한 규칙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야기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사건

의 범위를 논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였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

법은 미리 복잡한 규칙으로 범위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강화 학습을 이

용하여 효용이 높은 이야기만 생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이야기의 효용을 학습

할 수 있는 이야기 효용 모형을 제안하였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선호 측정을 이야기 생성의 강화 학습 중에 매번 수행할 필요 없이, 학

습된 효용 모형으로 선호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 효용

에 맞추어 강화 학습을 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낮은 비용에 얻을 수 

있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규칙, 지도 학습, 강화 학습 3가지 방법을 상호보

완적으로 결합한 하이브리드 이야기 생성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방대한 규칙이나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아 현실 적용이 용이

하며, 효용이 높은 이야기 생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그림 1-1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는 이야기 생성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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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은 사건 그래프, 이야기 효용 모형, 이야기 생성 모형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이 논문의 이야기 생성 방법론 개념도 

 

첫째, 이 논문에서는 강화 학습과 결합 가능하면서도 개발이 간단한 

‘사건 그래프’라는 규칙 체계와 그 규칙 체계의 개발 방법론을 제안한

다. 실험을 통해 그 방법론에 따라 실제 이야기 생성이 가능한 규칙을 

개발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안할 규칙 체계는 규칙 

작성에 복잡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인공 신경망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사건 그래프를 개발할 때에 크라우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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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crowdsourcing)의 형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얻은 데이터

를 사용하므로 낮은 비용과 짧은 시간에 규칙을 개발할 수 있다. 사건 

그래프는 후속 사건 확률에 따라 이야기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확률은 

이야기 생성 모형에 의해 출력된다. 또 사건 그래프로 생성된 이야기는 

이야기 효용 모형과 이야기 생성 모형에 입력된다. 

둘째, 이 논문에서는 측정된 선호를 바탕으로 이야기의 효용을 학습

할 수 있는 이야기 효용 모형을 인공신경망으로 구현하여 제시한다. 실

험을 통해 선호도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형에 학습시킬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두 편씩 짝지어 평정자에게 제시하고 선호하는 이

야기를 선택하도록 하며, 이러한 선호도 측정 방법은 평정자가 이야기

를 쉽게 평정할 수 있고, 또 시점에 따라 평정자의 평정 기준이 바뀌는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효용을 학습하기 

위해 사용할 효용 모형으로는 두가지 서로 다른 신경망 모형을 제시하

고, 실험을 통해 어떤 모형이 효용 학습에 더 적합한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보다 적합한 효용 모형을 다음에 설명하는 이야기 생성 모형의 

강화 학습에 사용할 것이다.  

셋째, 이 논문에서는 인공신경망에 기반한 이야기 생성 모형을 제시

한다. 이야기 생성 모형은 주어진 이야기에 후속 사건에 확률을 부여한

다. 이야기 생성은 이 확률에 따라 사건을 추출하는 것을 거듭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생성 모형을 강화 학습하는 방법 또한 제시하는

데, 이 강화 학습 방법에 앞서 개발한 사건 그래프와 이야기 효용 모형

이 사용된다. 이렇게 제안된 이야기 생성 모형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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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한다. 우선, 제안된 이야기 생성 모

형을 강화 학습시키고, 최종 학습된 모형으로 이야기를 생성한다. 그리

고 이 이야기가 효용 모형에서 높은 점수를 산출하도록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선호도 측정에서도 높은 선호도를 보이도록 생성되

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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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과 인공신경망의 지도 학습에 의한 

이야기 생성 그리고 강화 학습에 의한 이야기 생성에 대해 소개할 것이

다. 이 장에서는 각 방법론의 개념과 이야기 생성 연구 사례를 알아보

고 그 한계를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단순하면서도 인공 신경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규칙 체

계인 사건 그래프(event graph)를 제안할 것이다. 또한 이야기를 생성하

기 위해 사건 그래프를 개발하는 방법도 제안할 것이다. 사건 그래프의 

체계와 개발 방법론이 실제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는 규칙을 개발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영웅이 공주를 구출하는 동화 및 카페에서의 고객 

경험 시나리오,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사건 그래프를 개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사건 그래프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무작위 생성하

여 사람이 쓴 이야기와 비교하는 실험을 통해 사건 그래프만으로도 충

분히 응집성 있는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4장에서는 선호도 측정 결과를 학습시킬 인공 신경망 이야기 효용 모

형을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 개발한 영웅이 공주를 구출하는 

동화와 카페 고객 경험 시나리오, 두 가지 주제의 사건 그래프를 이용

하여 이야기를 생성하고, 생성된 이야기에 대한 인간 참가자의 선호도

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효용 모형에 학습시킬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효용 모형을 제안하고, 각 모형의 학습된 성능을 비교하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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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학습하기에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 알아볼 것이다. 

5장에서는 인공신경망 이야기 생성 모형과 이 모형을 강화 학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3장에서 개발한 사건 그래프와 4장에서 학

습시킨 효용 모형을 이용해 생성 모형을 학습시키고, 학습시킨 생성 모

형으로 이야기를 생성한다. 생성된 이야기를 효용 모형이 예측한 효용 

점수와 인간 참여자에 의한 선호도 측정 결과로 비교한다. 보다 구체적

으로, 두가지 이야기 생성 모형을 제안하고, 어떤 모형이 이야기를 더 

잘 생성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그 의의와 한계점

을 논의한 후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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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2.1.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 

2.1.1. 이야기 생성의 규칙 체계 

이야기는 시간에 따라 전개되는 인과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사건들이

다(Mar & Oatley, 2008). 물론 이야기는 글이나 말, 그림, 영상 등 다양

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사건들을 배열한 것이 이야

기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초기의 이야기 생성 연구는 이야기를 이루는 

사건들을 규칙에 맞게 배열하는 방법들을 다루었다. 여기서 규칙이란 "

만약 ~라면, ~이다(IF-THEN)" 형태의 논리적 진술을 말한다. 이러한 

이야기 생성을 규칙 기반(rule-based) 이야기 생성이라고 한다. 

이야기 생성을 위한 규칙을 만들려면 규칙의 체계가 필요하다. 이야

기 생성에 사용된 규칙 체계들은 대개 STRIPS (Fikes & Nilsson, 1971)

와 유사한 규칙 체계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들 규칙 체계는 매우 복잡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야기 생성의 예시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도

록 하겠다. 

우선 STRIPS는 이야기 속 세계의 상태(state)를 여러 가지 명제들로

서 나타낸다. 어떤 이야기의 초기 상태가 다음 그림 2-1과 같은 명제

들로 표현된다고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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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초기 상태의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연어로 표현했지만 실제로 STRIPS에서 각 명제

는 (alive princess), (evil monster) 등과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루

기에 용이한 추상적 형태로 사용된다. 

STRIPS에서 규칙은 이야기에서 한 사건이 발생하기 위한 상태의 선

행조건(precondition)과, 그 사건이 상태에 미치는 효과(effect)로 정의

된다. 예를 들면 "A가 B를 처치한다"라는 사건이 있다고 해보자. 이 사

건이 발생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이야기의 상태가 "B가 살아 있다"

라는 명제를 포함해야 하고, 그 효과로는 "B가 살아 있다"를 상태에서 

삭제하고 "B가 죽었다"를 대신 추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표 2-1은 "A가 B를 납치한다", "A가 B를 처치한다", "A가 B를 구출한

다"의 3가지 사건에 대한 규칙의 예시이다. 효과에서 취소선은 상태에

서 해당 명제를 삭제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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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규칙의 예시 

사건 선행 조건 효과 

A가 B를 납치한다 A는 악하다 

A는 살아있다 

B는 살아있다 

B는 A에게 잡혀 있다 

A가 B를 처치한다 A는 살아있다 

B는 살아있다 

B는 악하다 

A는 살아있다 

A는 죽었다 

A가 B를 구출한다 B는 C에게 잡혀 있다 

C는 죽었다 

B는 C에게 잡혀 있다 

B는 A를 사랑한다 

 

초기 상태에 위의 규칙들을 적용한다면 다음 그림 2-2와 같이 두 가

지 사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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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규칙 적용의 예시 

만약 "영웅이 괴물을 처치한다"라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야기의 상

태에서 "괴물은 살아있다"라는 명제가 삭제되고, "괴물은 죽었다"라는 명

제가 추가될 것이다. 또한 "괴물이 공주를 납치한다"라는 사건이 발생한

다면 "공주는 괴물에게 잡혀있다"라는 명제가 추가될 것이다. 그림에서 

추가된 명제는 강조해서 표현하였다. 

 

 

그림 2-3. STRIPS에서 상태와 사건의 연쇄 

 

그림 2-3은 규칙을 거듭하여 적용하여 완성된 이야기의 한 예이다. 

이야기 속 세계는 이렇게 사건들이 벌어짐에 따라서 어떤 상태(state)에 

있게 된다. 각 상태에서 괴물은 살아있거나 죽어 있고, 공주는 괴물에 

잡혀있기 하고, 영웅을 사랑하기도 한다. 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려면 

현재 상태가 그 사건의 선행조건에 맞아야 한다. 또한 그 사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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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음 상태는 그 사건의 효과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STRIPS와 같은 규칙 체계는 이야기의 현재 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

는 사건이 정해지고, 발생한 사건에 따라 다음 상태가 정해진다.  

STRIPS는 원래 자동 계획(automated planning)을 위해 만들어진 규

칙 체계이다. 자동 계획의 가장 단순한 예로는 차량 내비게이션이나 스

마트폰 지도 앱에서 길 찾기 문제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길 찾기 문

제는 지도에서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의 경로를 찾는 문제이다. 출발점

에서 도착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경로를 찾는다고 생각

해보자. 한 시점마다 위치하는 장소, 시간 등이 각 시점의 상태가 될 것

이다. 그리고 이 상태에 따라 탑승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달라진다. 이

것이 규칙이다. 교통수단을 탑승해서 하차하는 것이 하나의 사건이 된

다. 이 사건의 효과로 다음 상태가 정해진다. 길 찾기 알고리즘은 이런 

다양한 규칙들을 고려하여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찾

아낸다. 

만약 초기 조건이 그림 2-1과 같이 주어졌고 "공주가 영웅을 사랑한

다"라는 명제가 추가되는 것이 결말이라고 해보자. "B가 A를 사랑한다"

라는 명제가 추가되려면, 그 명제를 효과로 갖는 사건인 "A가 B를 구출

한다"가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이야기의 마지막 사건은 "영웅이 공주를 

구출한다"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은 "B는 C에게 잡혀 있다"와 "C는 죽

었다"를 선행조건으로 필요로 한다. 현재 상태는 이러한 선행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다시 이러한 선행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사건을 

찾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칙에 맞는 순서로 사건들을 배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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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이다. 그리고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 연구

는 이러한 배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2.1.2.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 연구들 

앞서 언급하였듯이 규칙 기반의 이야기 생성은 규칙에 맞게 사건들을 

배열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규칙 하에서도 목적

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건들을 배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야기 생

성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가 만들어

지게 된다. 이 절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야기 생성에 어떤 목적을 

설정하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살펴

보도록 하자. 

Klein et al. (1973)은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 알고리즘을 제시한 최초

의 연구로, 규칙 내에서 이야기를 생성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방 탐색(forward search) 또는 시뮬레이션(simulation)

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건들을 선택하였다. 이 방식은 이야기를 

앞에서 뒤로 만들어 나간다. 현재 상태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 중에 하

나를 발생시키면, 이야기 속 세계는 새로운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중에 또 하나를 발생시키면 이야기는 또 다른 상

태가 된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이야기

가 전개된다. 이런 시뮬레이션 방식은 이야기의 도입은 있어도 정해진 

결말은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간단하지만, 이야기가 짜임새 없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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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잡이로 전개되는 단점이 있다. 

Meehan (1977)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각 캐릭터들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야기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가 개발한 동

물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우화풍의 이야기를 만드는 TALE-SPIN이라는 

시스템에서는 작가가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의 목적을 설정해주면, 

캐릭터들은 계획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계획

을 세운다. 그리고 이야기에서 캐릭터들의 행동은 각자의 계획에 따라 

선택된다. 

그런데 이렇게 캐릭터 각자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짜임새 있

는 이야기를 만들기 어렵다. 캐릭터 각자는 목표에 따라 계획을 세워 

행동하지만, 이 계획들 사이에 조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는 

Klein et al. (1973)의 시뮬레이션 방식과 다를 바 없이 전개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Dehn (1981)은 캐릭터 각자의 목표 대

신 설정된 이야기의 결말에 도달하도록 이야기를 생성하는 AUTHOR

라는 이야기 생성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그는 이렇게 설정된 이야기의 

결말을 ‘작가적 목표(authorial goal)’라고 하였다. 그런데 AUTHOR와 

같이 작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 계획 알고리즘을 이야기 생성에 그

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야기 생성은 길찾기와 같은 자

동 계획 문제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성

격이나 욕구, 믿음 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만약 착

한 곰이 먹이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친구인 까마귀를 때린다든지, 배

고픈 곰이 먹이를 구하러 가지 않고 친구인 까마귀와 술래잡기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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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 곰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설득

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AUTHOR처럼 작가적 목표를 추구하는 시

스템은 캐릭터의 행동이 이야기의 결말을 달성하는데 종속되기 때문에, 

캐릭터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이후로 캐릭터의 목표와 작가적 목표를 조화시켜 이야기를 생성하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각된다. Lebowitz (1984, 1985)는 

작가적 목표에 맞는 캐릭터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Lebowitz가 만든 UNIVERSE라는 시스템은 다양한 캐릭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이 있었다. 각각의 캐릭터는 여러 가지 특성과 

욕구, 다른 캐릭터와의 관계 등을 갖도록 설정된다. 작가적 목표가 설정

되면 그에 맞는 목표를 가진 캐릭터를 생성하여 작가적 목표와 캐릭터

의 목표를 조화시키도록 하였다. 

Riedl & Young (2010)은 작가적 목표에 맞는 캐릭터를 생성하는 대신 

계획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캐릭터 목표와 작가적 목표의 조화

를 꾀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FABULIST라는 시스템에서는 작가의 목표

와 캐릭터의 목표는 독립적으로 설정되지만, 최대한 둘 사이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생성한다. 

자동 계획 알고리즘은 사건들의 여러 가지 조합을 탐색하고, 그 중에 

목적에 맞는 조합을 찾아낸다. 알고리즘마다 효율성의 차이는 있지만 

규칙이 복잡하고 사건이 다양해질 수록 탐색해야 할 조합도 많아질 것

이다. 그런데 많은 이야기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의 이야기에서 여러 요소를 차용하고 변주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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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기존의 이야기를 모방하는 방법으로 이야기 생성에서 계획 알

고리즘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Pemberton (1989)은 프랑스 서사시와 비슷한 구조의 이야기를 만드

는 것을 목적으로 GESTER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민담이나 전래동

화에서는 주인공이 집을 떠나 모험을 하고 보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

는 형태의 이야기의 구조가 흔하다. 각각의 민담들은 이런 구조 안에서 

세부 사항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다. 프랑스의 서사시들에도 마찬가지

로 이런 전형적인 구조들이 나타난다. GESTER는 이러한 서사시의 전

형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세부사항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생

성하였다. GESTER의 방식은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만 전

형적인 이야기의 구조를 답습하기 때문에 '틀에 박힌'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문제가 있었다. 

Turner (1993)는 기존의 이야기 구조를 답습하는 대신에 아서 왕 설

화에서 일부 대목을 차용하여 새로운 이야기에 도입하는 MINSTREL

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MINSTREL은 작가적 목표가 설정되면 

아서 왕 설화에서 비슷한 작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대목을 탐색한다. 만

약 똑같은 작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대목이 있다면 새로운 이야기에 그

대로 삽입한다. 비슷하지만 다른 작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대목만 있다

면 작가적 목표에서 조건을 완화하거나 교체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

로 수정하여 비슷한 대목을 찾아 차용한다. Gervás et al. (2005)은 

Turner (1993)와 비슷한 접근을 취하였으나 더 광범위한 민담 들에서 

이야기를 차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담에 등장하는 캐릭터, 장면,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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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하였다. 

기존의 이야기들을 차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Swanson & Gordon (2012)은 이러한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 정리된 데이터베이스 대신 자연어로 된 문장을 축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한 이야기를 검색하는 대신, 축적된 

자연어 문장 중에 유사한 문장을 검색하는 것이다. 다만 Swanson & 

Gordon의 시스템은 검색된 자연어 문장을 생성 중인 이야기에 맞게 

변형하는 기능이 없는 불완전한 시스템이었다. 

 

2.1.3.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의 문제점 

이제까지 기존의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 연구들을 알아보았다. 이들

은 캐릭터의 목표나 작가적 목표를 달성하거나, 기존의 이야기를 차용

하여 변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야기를 생성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다

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기존의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 연구들은 이야기의 효용을 반영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야기에는 공감이 가는 주제, 재미, 캐릭터

의 설득력 등 여러 가지 주관적 효용이 있다. 그런데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은 논리적 규칙에 따라 이야기를 생성할 뿐, 특정한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생성할 수 없어 이야기의 효용을 높이는 

생성 방식이 불가능하다. 또한 효용은 각 개인에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잘 정의된 목적 함수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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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의 규칙 기반 연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야기의 효용을 

높이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기존 연구에서는 캐릭터의 목표를 달성하

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연구 목적이었다. 캐릭터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캐릭터의 설득력을, 나아가 이야기의 효용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규칙 기반 직접적으로 이야기의 효용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캐릭터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했

다. 캐릭터가 자신의 목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캐릭터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야만 설득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많은 이야기에서는 캐릭터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좌절

하기도 하고, 원래 가졌던 목표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거나, 목

표를 바꾸기도 한다. 기존의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은 캐릭터의 설득력

이나 이야기의 효용에 대해 이러한 복합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캐

릭터의 목표 달성과 같은 단편적 목적만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또한 규칙 기반의 이야기 연구들은 목적에 있어 정량적 평가를 결여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이야기를 차용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잘 

차용하였는지를 평가하지 않는다. 작가적 목표를 달성할 때도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지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규칙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생성하는 방법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에서는 무엇보다도 규칙을 만드

는 것이 어렵다.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에서 사용하는 규칙은 “만약 ~

라면, ~이다”형태의 규칙들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규칙들이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그 규칙들에 맞게 이야기를 생성하는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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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들을 다루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규칙들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

이 아니라 이야기 생성 시스템의 개발자든 작가든 누군가가 정의하고 

수작업으로 입력해야한다. 게다가 이 규칙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자동 

계획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특수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

요하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만약 ~라면, ~이다”와 같은 규칙

들의 적용 순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이 많아지면 프로그램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자동 계획에서는 규칙들의 적용 순서를 고정시키지 

않고 알고리즘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특수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

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 개발의 까다로움을 알아보기 위해 Riedl (2004)에서 

사용된 규칙 하나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Riedl의 연구에서 만들고자 

하였던 이야기의 종류는 앞에서도 예로 들었던 영웅이 괴물로부터 

공주를 구출하는 이야기다. 이러한 이야기의 일부로 괴물을 처치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Riedl은 그 사건에 적용할 규칙을 다음 그림 2-4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입력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1행은 처치하다(slay)라는 행동을 정의함을 선언한다. 

2행은 이 행동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파라미터로 slayer, monster, place를 

정의하고 있다. ? 표시는 변수를 나타낸다. 즉, 이 행동은 처치하는 

사람과, 처치의 대상이 되는 괴물,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라는 

3가지 변수를 필요로 한다. 4행은 파라미터의 조건을 나타낸다. 각 

변수에 입력될 수 있는 요소의 유형을 제한한다. 이에 따르면 

slayer라는 변수는 캐릭터(character)라는 유형만 받아들일 수 있고, 



 

24 

place는 장소(place)라는 유형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영웅이 

동굴에서 괴물을 처치할 수는 있지만 동굴이 영웅에서 괴물을 처치할 

수는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다음으로 8행부터 13행까지는 이 규칙의 

선행 조건을 정한 것이다.  

 

1  (define (action slay) 

2     :parameters (?slayer ?monster ?place) 

 3     :actors (?slayer) 

 4     :constraints ( 

 5        (character ?slayer) 

 6        (monster ?monster) 

 7        (place ?place)) 

 8    :precondition ( 

 9        (at ?slayer ?place)  

10        (at ?monster ?place) 

11        (alive ?slayer) 

12        (alive ?monster) 

13        (:neq ?slayer ?monster)) 

14    :effect ((:not (alive ?monster)))) 

그림 2-4. Riedl (2004)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의 예 

 

행별로 풀어서 설명하면 9행과 10행은 캐릭터와 괴물이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영웅은 성에 있고, 괴물은 동굴에 있다면 

영웅이 괴물을 처치하기 위해서는 동굴로 찾아가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11행과 12행은 영웅과 괴물이 모두 살아있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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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뜻한다. 이 규칙이 없다면 영웅이 죽은 괴물을 처치하고 또 

처치하는 것을 반복할 수도 있다. 13행은 처치하는 캐릭터와 처치 

당하는 캐릭터가 동일 캐릭터가 아니라는 조건이다. 이 조건이 없다면 

괴물이 스스로를 처치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 14행은 이 

사건의 효과로서, 처치 당한 괴물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상태가 

된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에서 규칙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위의 예는 여러 규칙 중에 

하나의 규칙일 뿐이고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규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규칙 작성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규칙 작성이 어려운 것은 단순히 규칙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조건들은 어떤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세계에서는 일어나는 일을 두고 작성자가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규칙,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앞에서 영웅이 괴물을 처치하기 위해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보자. 이 조건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 영웅이 괴물을 활로 쏘거나 마법을 부려 처치한다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괴물을 처치하기 

위해 괴물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그렇다. 이야기 속의 괴물이 

좀비처럼 움직이는 시체라면 이 규칙이 있는 한 영웅은 그 괴물을 

처치할 수 없다. 따라서 규칙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들 사이에 모순이 생기거나,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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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는 데 꼭 필요한 규칙을 빠트리기도 쉽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규칙들을 일일이 짝지어서 논리적 조건들을 검토해보지 

않으면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규칙을 만드는 것이 간단치 않은 작업임에도 기존의 연구들은 

규칙 개발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앞에서 인용한 

연구들도 규칙을 개발하는 방법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규칙이고, 따라서 규칙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다면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은 현실적인 

이야기 생성 방법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넘어 규칙을 잘 만든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 규칙은 "만약 ~이면, ~이다" 형태의 논리적 진술이기 때문에 

조건이 참이라면 적용할 수 있고, 거짓이면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야기가 규칙과 논리에 맞게 전개되는 것은 이야기의 한 특성일 

뿐이다.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캐릭터의 설득력이나 재미처럼 

다른 측면도 가지고 있다.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에서는 논리적 측면을 

조금 양보해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기법 자체의 특성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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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공신경망과 지도 학습에 기반한 이야기 생성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은 규칙을 먼저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이야기

를 만든다. 이때 규칙을 정하는 부분에 많은 노력이 든다. 기계 학습

(machine learning)은 사람이 규칙을 정하는 대신 데이터로부터 그 규칙

을 학습한다. 기계 학습은 크게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

으로 구분할 수 있다(Bishop, 2006). 이중 이야기 생성 연구에서 활용된 

기법은 지도 학습과 강화 학습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지도 학습에 의

한 이야기 생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2.1. 지도 학습과 인공신경망의 원리 

지도 학습은 입력 벡터 x와 출력 벡터 y가 있을 때 데이터로부터 두 

벡터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이다. 지도 학습의 가장 단순하고 널리 알려

진 형태는 식 (2.1)과 같은 선형 모형(linear model)이다. 

 

�̂� = 𝑤𝑥 + 𝑏 (2.1) 

 

위의 선형 모형은 입력 벡터 x에 가중치 w를 곱하고 편향 b를 더하

여 y의 추정치 �̂� 를 출력한다. 이 모형에서 w와 b를 파라미터

(parameter)라고 한다. 모형의 지도 학습은 손실 함수(loss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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𝐿(𝑦, �̂�)를 최소화하도록 파라미터들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

표적인 손실 함수로는 실제 값 y와 추정치 �̂�의 오차를 제곱하여 평균 

낸 평균오차제곱(mean squared error)를 꼽을 수 있다.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s)은 생물의 신경망에서 착안한 

기계 학습 모형의 한 부류이다. 최근에는 여러 단계로 이루진 계산 과

정을 강조하여 심층 학습(Deep Learning; Goodfellow, Bengio, & 

Courville, 2016)이라고도 한다. 

인공신경망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전형적인 인공신경망의 형태는 

앞먹임 신경망(Feedforward Neural Networks)이다. 앞먹임 신경망은 앞

서 말한 선형 모형에 식 (2.2)과 같이 비선형적인 활성화 함수

(activation function) 𝜎을 결합한 것이다. 

 

�̂� = 𝜎(𝑤𝑥 + 𝑏) (2.2) 

 

앞먹임 신경망에서 위와 같은 하나의 모형을 보통 층(layer)이라고 한

다. 하나의 층이 𝑧 = 𝑓(𝑥)라면 이 출력 벡터 z를 다른 층에 입력하여 

𝑦 = 𝑔(𝑧)와 같이 y에 대한 출력을 얻어낼 수 있다.  

앞먹임 신경망의 경우 고정된 길이의 벡터를 입력받아 고정된 길이의 

벡터를 출력한다. 그런데 자연어 문장을 입력 받아 어떤 출력을 하려는 

경우 자연어 문장의 길이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앞먹임 신경망에 입력

할 수가 없다. 자연어 문장은 "안녕."과 같이 한 단어로 이뤄질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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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철수가 사랑한 영희를 미워한 영수를 본 재명은 …"과 같이 여러 

단어로 이뤄질 수도 있다. 

또한 자연어 문장은 길이만 일정치 않은 것이 아니라 문장을 구성하

는 요소들 사이에도 순서에 따라 의존성이 있다. 다시 말해 앞에 나온 

단어 따라 다음에 나올 단어의 확률이 달라진다. "강 건너 불 ___."과 같

은 문장이 있다면 밑줄 친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단어는 '구경'일 확률이 

높다. 

자연어 문장의 이러한 특성을 다루기 위해 널리 사용되어온 인공신경

망 모형으로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s; Elman, 1990)이 

있다. 순환신경망은 앞먹임 신경망의 중간에 순환 연결을 추가한 것이

다. 입력된 자연어 문장들이 t개의 단어가 순서대로 𝑥1, 𝑥2, ⋯ , 𝑥𝑡  로 이

루어져 있다면 순환신경망 f는 입력 𝑥𝑡를 처리할 때 식 (2.3)과 같이 한 

단계 이전의 출력 𝑦𝑡−1를 함께 입력 받아 처리한다. 

 

𝑦𝑡 = 𝑓(𝑥𝑡 , 𝑦𝑡−1) (2.3) 

 

한 단계 이전의 𝑦𝑡−1  또한 식 (2.4)와 같이 그 이전의 출력 𝑦𝑡−2 을 

입력 받아 처리한다. 

 

𝑦𝑡−1 = 𝑓(𝑥𝑡−1, 𝑦𝑡−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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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속 반복하면 다음과 같이  𝑥1, 𝑥2, ⋯ , 𝑥𝑡 를 모두 입력받아 식 

(2.5)와 같이 최종 출력을 할 수 있다. 

 

𝑦𝑡 = 𝑓(𝑥𝑡 , 𝑓(𝑥𝑡−1, 𝑓(𝑥𝑡−2, 𝑓(𝑥𝑡−3, ⋯ , 𝑓(𝑥1, 𝑦0))))) (2.5) 

 

 

 

그림 2-5 순환신경망의 구조 

 

위의 그림 2-5는 순환신경망의 개념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중간의 R이 순환신경망을 표시하고, 아래쪽 원은 입력 벡터, 위쪽 원은 

출력 벡터를 나타낸다. 오른쪽으로 빠져 나가 다시 왼쪽으로 입력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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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표는 순환신경망의 출력이 다음의 입력을 처리할 때 함께 입력된다. 

그림 2-5의 오른쪽은 순환신경망의 처리 과정을 시간순으로 펼쳐서

(unrolled) 나타낸 것이다. 

 

2.2.2. 언어 모형과 자연어 생성 

지금까지 지도 학습과 인공신경망 모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지도 학습으로 이야기를 생성할 때는 언어 모형(language model, 

Jurafsky & Martin, 2009)이라는 방식을 이용한다. 언어 모형은 t개의 

단어 2  𝑤1, ⋯ , 𝑤𝑡 으로 이뤄진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의 확률 분포 

P(𝑤1, ⋯ , 𝑤𝑡)이다. 확률의 연쇄 규칙을 적용하면 식 (2.6)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P(𝑤1, ⋯ , 𝑤𝑡)

= 𝑃(𝑤1)𝑃(𝑤2|𝑤1)𝑃(𝑤3|𝑤1, 𝑤2) ⋯ 𝑃(𝑤𝑡|𝑤1 ⋯ 𝑤𝑡−1)

= ∏ 𝑃(𝑤𝑖|𝑤1 ⋯ 𝑤𝑖−1)

𝑡

𝑖=1

 
(2.6) 

 

언어 모형의 가장 단순한 예는 유니그램(unigram) 모형으로 식 (2.7)

과 같이 모든 단어가 이전의 단어에 대해 독립을 가정하는 것이다. 유

                                            
2 반드시 단어만이 아니라 글자, 형태소 등도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논의의 

간편함을 위해 단어로 통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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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그램 모형에서 한 문장의 확률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따라서 유니그램 모형은 단어 수만큼의 파라미터를 가

진다. 

 

P(𝑤1, ⋯ , 𝑤𝑡) = ∏ 𝑃(𝑤𝑖)

𝑡

𝑖=1

 
(2.7) 

 

바이그램(bigram) 모형은 식 (2.8)과 같이 직전 단어에 대해서만 의

존성을 가정한다. 바이그램 모형은 단어 수의 제곱만큼의 파라미터를 

갖는다. 

 

P(𝑤1, ⋯ , 𝑤𝑡) = ∏ 𝑃(𝑤𝑖|𝑤𝑖−1)

𝑡

𝑖=1

 
(2.8) 

 

유니그램 모형과 바이그램 모형을 일반화한 n-gram 모형은 식 (2.9)

와 같이 각 단어가 n-1개 이전의 단어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P(𝑤1, ⋯ , 𝑤𝑡) = ∏ 𝑃(𝑤𝑖|𝑤𝑖−𝑛+1, ⋯ , 𝑤𝑖−1)

𝑡

𝑖=1

 
(2.9) 

 

n-gram 모형은 단어 수의 n승만큼의 파라미터를 갖게 될 것이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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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할수록 한 단어의 의존성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파라미터의 

수는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와 소모되는 컴퓨터 

자원도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n-gram에서 파라미터의 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비슷한 

단어라도 전혀 다른 맥락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즉, "오늘 점심 밥은"

과 "오늘 점심 식사는"은 의미상 거의 유사하여 다음에 나올 단어도 대

체로 비슷하겠지만 n-gram에서는 각각 별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연어 문장의 경우에는 서로 멀리 떨어진 단어들 사이에 의

존 관계가 존재한다. 한국어를 예로 들면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는 주술

호응과 같은 현상이 있다. 주어는 보통 문장의 앞에 나오고 술어는 문

장의 끝에 나오므로 문장의 길이가 길어서 주어와 술어 사이에 n-

gram 모형의 n보다 많은 단어가 포함된다면 n-gram 모형으로는 이러

한 의존 관계를 다룰 수 없다. 

앞서 살펴보았던 순환신경망은 가변적 길이의 입력을 다룰 수 있으므

로 한정된 파라미터만으로도 긴 자연어 문장을 다룰 수 있다. 순환신경

망 언어 모형은은 임의의 길이의 자연어 문장을 입력 받아, 다음에 나

올 단어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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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순환신경망을 이용한 자연어 생성 

 

Graves (2013)는 순환신경망 언어 모형으로 임의의 자연어 문장을 생

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는 순환신경망의 일종인 LSTM(Long Short-

Term Memory; Hochreiter & Schmidhuber, 1997)을 사용하였다. 앞의 

그림 2-6는 Graves가 사용한 순환신경망을 이용한 자연어 생성 과정을 

도식화한 것으로서,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문기사와 백과

사전 항목 등의 텍스트를 순환신경망 언어 모형에 학습시킨다. 이때 각 

문장의 처음에 문장의 시작을 뜻하는 가상의 단어 <START>를 붙이고, 

문장의 끝에는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가상의 단어 <END>를 붙여 학습

시킨다. 다음으로 문장을 생성할 때는 <START>를 𝑤1으로 순환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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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력하여 다음에 나올 단어, 실질적으로는 문장의 첫 단어 𝑤2을 예

측한다. 이 예측은 확률적 형태이기 때문에 확률에 따라 단어를 추출한

다. 문장의 첫 단어가 추출되면 𝑤1, 𝑤2를 순환신경망에 입력하 같은 방

식으로 𝑤3를 추출한다. 이 과정을 𝑤𝑡에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END>

가 추출될 때까지 반복하여 임의의 자연어 문장을 생성하는 것이다. 여

러 문장으로 이뤄진 텍스트를 생성하고자 할 때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언어 모형으로 생성된 자연어 텍스트의 예시를 하나 살펴보자. 

Radford et al. (2019)는 방대한 텍스트에 언어 모형을 학습시키고 그 파

라미터를 공개하였다. 이 모형을 이용해서 "Jane ordered coffee."라는 문

장에 이어 자연어 텍스트를 생성하게 해보았다. 

 

"I don't know how I did it," she said. "I mean, I've been to a lot of 

places." She added: "This is a very, very hard journey. I'm pretty sure I've 

been here before, but I've never been here before. And I'm going to be a 

part of it." A few weeks ago, she found herself in the middle of a 

conversation between her friends, who said they are looking for other 

women to join her group. This happened before she could get started to 

follow up and help women feel more comfortable with their bodies. She 

wanted to share her experience and how it had affected her. "This is not 

a normal experience. I got this feeling and I wanted it to be like I'm in a 

different place. But that's when it started to bother me to no end. I 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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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feel like I was in a different place. This is just not normal at all. It's 

just not normal." 

 

위의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긴 텍스트에 걸쳐 문법은 물론 따옴

표(") 등 문장부호를 사용하는 구두법도 잘 지켜지고 있고, 문체나 주제 

등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언어 모형을 이용하면 자연스러운 자연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지만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는 노출편향과 손실함

수와 평가 방법의 불일치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노출 편향(exposure bias; Bengio et al., 2015; Ranzato et al., 2016)은 

학습에서 입력과 생성에서 입력의 차이를 가리킨다. 언어모형을 학습시

킬 때는 실제 문장을 입력하지만 생성할 때는 이전에 생성된 단어를 입

력하기 때문에 입력의 분포가 달라진다. 언어 모형은 앞에 선택한 단어

들이 뒤에 나올 단어들의 확률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류는 점점 누적된

다. 

다음으로 언어 모형을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손실 함수와 언어 모형

으로 생성된 텍스트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

다. 언어 모형을 학습시킬 때는 교차 엔트로피(cross entropy)와 같은 

손실 함수를 사용해서 언어 모형이 예측한 단어의 확률 분포가 실제 단

어의 확률 분포와 가까워지도록 학습시킨다. 언어 모형으로 자연어 문

장을 생성할 때 다음에 나올 단어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대신 가장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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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단어를 고른다면 최종적으로 생성된 텍스트도 가장 확률이 높

은 텍스트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들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만들면 맥락과 무관한 단어가 사용되

거나,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자연스럽고 일관성 없는 

표현들이 사용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Li et al., 2016; Paulus, Xiong, 

& Socher, 2017). 언어 모형은 한 언어로 된 텍스트를 입력 받아 다른 

언어로 된 텍스트로 번역하여 출력하는 기계 번역(machine translation)

과 긴 텍스트를 입력 받아 짧은 텍스트로 요약하여 출력하는 자동 요약

(automated summarization)에서 출력부에 사용된다. 기계 번역과 자동 

요약에서 언어 모형으로 생성된 텍스트는 BLEU (Papineni et al., 2002), 

ROUGE (Lin, 2004) 등을 사용하여 모범답안 성격의 텍스트들과 비교

하여 겹치는 표현이 많은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평가한다. 신경망의 학

습 과정에서 파라미터를 조정할 때 손실 함수를 미분하여 사용하는데 

BLEU나 ROUGE 등의 지표는 미분 불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학습과

정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심지어 이야기 생성은 번역

이나 요약처럼 모범 답안도 없어서 BLEU나 ROUGE 등의 지표를 평

가에도 사용할 수 없다. 

 

2.2.3. 신경망을 이용한 이야기 생성 

이제까지 신경망을 이용해 언어 모형을 만들고 학습시켜 자연어 생성

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 생성의 사례를 

살펴보자. 신경망을 이용한 이야기 생성의 연구는 대개 이야기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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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연어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점 외에는 다른 언어 모형을 사용한 자

연어 생성 연구와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야기를 표현한 자연

어 데이터란 소설이나 영화 줄거리 등을 말한다. 신문 기사나 백과사전 

항목 등은 인터넷에 많이 공개되어 있어 수집이 쉽지만, 소설은 저작권

의 문제로 수집하기 어렵고, 영화 줄거리의 경우에도 1년에 개봉되는 

수의 영화가 많지 않은데다가 줄거리가 모두 공개되지는 않는다. 따라

서 이야기를 표현한 자연어 데이터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들을 이용

한 연구도 드물다. 

순환신경망 언어 모형으로 이야기를 생성하는 연구들(Fan, Lewis, & 

Dauphin, 2018; Martin et al., 2018; Yao et al., 2018)은 길고 일관성 있

는 이야기를 생성하는 방법을 주로 다루었다. 그 방법으로서 언어 모형

을 이용해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를 짧고 추상적인 방식으로 먼저 생성

한 후, 길고 자세한 표현을 나중에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Martin et al. (2018)은 추상적으로 표현된 사건들의 연쇄를 먼저 

생성하고, 그 사건들을 자연어로 번역하는 이야기 생성 방법을 제안하

였다. 이들은 한 사건을 4단어의 고정된 길이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표

현된 사건들은 자연어로 표현된 같은 내용의 이야기보다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기가 쉽다. 이들은 위키백과에서 약 

4만편의 영화 줄거리 요약문을 추출한 데이터(Bamman, O’Connor, & 

Smith, 2013)를 사용하였다. 자연어로 표현된 줄거리의 각 문장은 4단

어로 표현된 추상적 사건으로 변환하였다. 다음으로 사건과 사건의 연

쇄를 순환신경망 모형에 학습시키고, 사건과 자연어 문장의 관계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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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망 모형에 학습시켰다. 이야기를 생성할 때는 순환신경망으로 사건들

을 순차적으로 생성하고, 생성된 사건들을 자연어 문장으로 변환하여 

이야기를 완성하였다.  

Fan et al. (2018)은 이야기의 전제(premise)를 먼저 생성하고 다음으

로 전제에 맞는 이야기를 생성하는 방법 제시하였다. 전제는 보통 '시놉

시스'라고도 하는데, 이야기의 줄거리나 주제를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의 WritingPrompt라는 포럼3은 한 사용자가 2~3

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이야기의 전제를 제시하면 다른 사용자들이 이에 

맞는 이야기를 댓글로 다는 형식으로 활동한다. Fan et al.은 이 포럼에

서 약 30만편의 이야기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전제를 생성하는 순환

신경망 언어 모형과, 전제가 주어졌을 때 그에 맞는 이야기를 생성하는 

순환신경망 언어 모형을 만들어 학습시켰다. 

Yao et al. (2018)은 키워드를 이용해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그들이 사용한 ROCStories 데이터셋(Mostafazadeh et al., 2016)은 

5문장으로 이루어진 짤막한 이야기 10만여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Yao 

et al.은 RAKE 알고리즘 (Rose, Engel, Cramer, & Cowley, 2010)을 이

용해 각 문장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Yao et al.은 문장의 키워드를 

순서대로 생성하는 순환신경망 모형과 키워드가 주어졌을 때 그에 맞는 

문장을 생성하는 순환신경망 모형을 만들어 학습시켰다. 

                                            
3 www.reddit.com/r/WritingPrompts 



 

40 

2.2.4. 신경망 이야기 생성의 문제점 

이상으로 신경망을 활용한 이야기 생성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길고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실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추상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이야기를 만들고, 이

를 다시 길고 자세한 이야기로 만드는 위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

고 각각의 이야기는 이야기를 표현한 자연어 데이터를 순환신경망 언어 

모형에 학습시켜 생성하였다. 이제 이들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우선 목적의 측면에서 신경망을 활용한 이야기 생성 연구들은 생성하

는 이야기라는 대상의 특성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연구에 

따라 영화 줄거리나 소설 등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였지만, 이들을 다른 

데이터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연구의 방법이나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데이터가 이야기가 아닌 신문기사로 바꾼다고 

해도 그렇다. 어떤 종류의 자연어 표현이든지 짧고 추상적인 형태로 표

현할 수도 있고 길고 자세한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연구는 온전한 의미의 이야기 생성 연구라기보다 자연어로 표현된 다양

한 텍스트를 무작위로 생성할 수 있는 기법을 만들고, 학습 데이터로 

이야기를 사용한 것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이 사용한 데이터에도 문제가 있다. 기계 학습으로 좋은 이

야기를 생성하려면 우선 좋은 이야기를 데이터로 학습시켜야 한다. 그

런데 기존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들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온라

인 백과사전의 영화 줄거리 요약을 먼저 살펴보자. 영화는 그 자체만으

로도 이야기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 게다가 온라인 백과사전에 게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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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거리는 영화의 이야기를 불특정 다수가 요약하여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길이나 문장 수준도 격차가 크다. 인터넷 포럼에 사용자들이 올

린 소설도 마찬가지다. 소설의 수준은 논외로 하고 상업적으로 출판되

는 소설과 비교하면 길이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Fan et al. (2018) 등이 

수집한 소설은 댓글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짤막한 길이의 소설들이었다. 

또한 전제를 제시하면 그에 맞게 소설을 쓰는 것은 그들이 데이터를 수

집한 인터넷 포럼의 고유한 방식이어서, 그와 같은 형식의 다른 이야기 

데이터를 구하기도 어렵다. Yao et al. (2018)이 사용한 ROCStories 데이

터셋은 아예 이야기 생성을 위한 데이터도 아니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

을 때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추론하는 상식 추론 

(commonsense reasoning) 과제를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이다. 실제 이야

기에서는 비일상적인 사건들도 벌어지고 독자의 기대를 깨트리는 반전

도 일어나기 때문에 상식적 수준에서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추론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신문 기사나 백과사전 항목 등은 누구나 볼 수 있고 공개되어 있기 때

문에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지만, 소설이나 영화는 요금을 내야만 볼 

수 있고 자동 수집도 기술적으로 어렵게 막아둔 경우가 많다. 이런 문

제들을 넘어선다고 해도 저작권과 같은 법적 문제가 있다. 신경망의 강

점은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그 패턴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많

은 데이터를 구할 수 없다면 신경망의 강점도 활용할 수가 없다. 

인터넷에서 이야기를 수집할 수 없다면 직접 만드는 방법 밖에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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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Yao et al. (2018) 이 사용한 ROCStories 데이터셋

(Mostafazadeh et al., 2016)은 인간 작업자에게 70글자 이하 문장 다섯 

개로 이뤄진 짤막한 상식적 이야기를 작성하게 하였다. ROCStories에 

포함된 이야기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Bill thought he was a great basketball player. He challenged Sam to a 

friendly game. Sam agreed. Sam started to practice really hard. Eventually 

Sam beat Bill by 40 points. 

 

이러한 작업 방식의 문제는 대단히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Mostafazadeh et al. (2016)은 이야기 당 평균 보수가 미화 26센트였다

고 밝히고 있다. 데이터셋에 포함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생성된 총 

이야기는 49,895편이었으므로 총 비용은 미화 12,973달러로 한화로 약 

1,466만원(달러당 1,130원 적용)에 달한다. 이 비용은 작업자에게 지급

된 보수만 계산한 것이다. 크라우드소싱 등의 데이터 개발 작업은 자세

한 작업 지시와 꼼꼼한 품질 검수 없이는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 어렵

다(Goodman, Cryder, & Cheema, 2013). 실제로 ROCStories 데이터에

서 작업자들의 이야기 하나당 작업 시간의 중간값은 2분 10초에 지나

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이들 연

구들은 일관성 있는 긴 이야기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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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이야기의 일관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들은 기존 데

이터에 있는 이야기들과 유사성이나 인간 참여자에 의한 선호도로만 이

야기를 평가하였다. 참여자의 선호도가 일관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

을 수도 있지만, 이들은 "더 나은 이야기(better story)"를 고르도록 지시

하는 등 매우 포괄적인 선호도만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일관성

을 직접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선호도 측정 사후적으로

만 실시하였을 뿐, 높은 효용을 갖도록 이야기를 생성한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언어 모형으로 생성할 이야기의 창의성에도 한계가 있다. 언

어 모형은 이전의 문맥이 주어졌을 때 다음에 출현할 단어의 확률을 학

습한다. 따라서 언어 모형을 사용한 최선의 학습 결과는 데이터에 나타

난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보

통 이야기 생성의 목적은 기존의 이야기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

는 것이지, 기존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또 언어 모형은 학습된 데이터와 유사한 이야기를 생성하기 때문에 

생성될 이야기의 주제나 다른 특성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만약 액션 영

화의 줄거리를 만들고 싶다면 액션 영화의 줄거리를 학습시켜야 하고, 

로맨스 소설을 생성하고 싶다면 로맨스 소설을 학습시키는 식으로 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대한 이야기 데이터

를 구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사극 영화의 줄거리를 생성하고자 한다

고 해보자. 그러면 기존 사극 영화의 줄거리를 데이터로 모아야 할 것

이다. 그런데 영문 위키백과에 줄거리 요약이 게재된 영화 중에 사극은 

1.3%에 지나지 않는다. 이마저도 국가나 시대별로 나누면 그 수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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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적을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목적에 맞는 이야기를 생성하는데 현실

적 제약이 있다. 

또한 최근의 자연어 처리 연구에서는 지도 학습이 다양한 성적, 인종

적 편향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 받고 있다(Bolukbasi et 

al., 2016). 이야기를 지도 학습할 때 이러한 편향까지 학습하는 것은 불

가피하다. 따라서 지도 학습만으로 이야기를 생성할 경우 차별적이거나 

부적절한 이야기가 생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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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강화 학습을 이용한 이야기 생성 

2.3.1. 강화 학습의 기본 개념 

이제 강화 학습을 통한 이야기 생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 Sutton & Barto, 1998)은 다음과 같은 문제

를 다룬다. 우선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어떤 행위자(agent)가 있다

고 생각해보자. 이 행위자는 매 시점 t마다 상태(state) 𝑠𝑡 에 놓여있다. 

이때 행위자는 행동(action) 𝑎𝑡 를 할 수 있는데 그 결과 확률 

𝑝(𝑠𝑡+1|𝑠𝑡, 𝑎𝑡)에 따라 다른 상태 𝑠𝑡+1로 전이(transition)하게 된다. 동시

에 보상 R(𝑠𝑡, 𝑎𝑡)를 받는다. 그러면 현재 시점 t로부터 앞으로 받을 모

든 보상의 합을 수익 𝐺𝑡 라고 한다. 수익 𝐺𝑡 와 보상 R(𝑠𝑡, 𝑎𝑡)의 관계는 

식 (2.10)과 같다. 

 

𝐺𝑡 = ∑ 𝛾𝑘𝑅(𝑠𝑡+𝑘, 𝑎𝑡+𝑘)

∞

𝑘=0

 (2.10) 

 

위의 식에서 γ는 할인율(discount rate)로 보통 0~1 사이의 값을 가진

다. 할인율을 사용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시점 간 보상의 가치를 통일

시키기 위해서이다. 할인율은 미래의 보상을 현재의 보상과 같은 가치

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할인율이 0.9라면 t+1 시점의 

보상 100은 t 시점의 보상 90과 같은 가치가 된다. 

행위자가 주어진 상태에서 행동을 선택하는 방법을 정책(policy)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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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보통 정책은 조건부 확률 π(𝑎|𝑠)로 표현한다. 강화 학습은 각 

상태에서 수익을 최대화하는 정책 π를 찾는 것이다.  

상태 s에서 행위자가 행동 𝑎를 할 확률이 확률분포 π(𝑎|𝑠; 𝜃)를 따른

다고 하자. 𝜃는 이 확률 분포의 파라미터이다. 각 행동으로 얻을 수익 

G의 기대값을 행동 가치(action value) Q(s, 𝑎)라 한다. 𝜇(𝑠)를 상태 s에 

있을 확률이라 할 때, 강화 학습에서 최선의 정책을 찾는 것은 곧 식 

(2.11)을 𝜃에 대해 푸는 것과 같다.  

 

𝜃 = argmax𝜃 ∑ 𝜇(𝑠) ∑ π(𝑎|𝑠; 𝜃) Q(s, 𝑎)

𝑎𝑠

 (2.11) 

 

이러한 강화 학습 문제를 푸는 대표적 알고리즘으로 REINFORCE 

알고리즘(Williams, 1992)을 꼽을 수 있다. REINFORCE 알고리즘은 전

이 확률 𝑝(𝑠𝑡+1|𝑠𝑡, 𝑎𝑡)와 보상 R(𝑠𝑡, 𝑎𝑡)에 대한 모형이 주어져 있지 않

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모형 자유(model-free) 알고리즘이다.  

REINFORCE 알고리즘을 적용한 학습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위

자가 정책 𝜋(𝑎|𝑠, 𝜃)에 따라 행동을 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행위자는 

어떤 종료 상태 S𝑡 에 도달할 때까지만 행동을 한다고 하자. 이렇게 하

면 (𝑆1, 𝐴1), (𝑆2, 𝐴2), ⋯ , (𝑆𝑡 , 𝐴𝑡)와 같은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다. 이 시

퀀스로부터 각 시점의 수익 𝐺𝑡을 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식(2.12)

와 같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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𝜃𝑘+1 ← 𝜃𝑘 + 𝛼𝐺𝑡

∇𝜃𝜋(𝐴𝑡|𝑆𝑡, 𝜃𝑘)

𝜋(𝐴𝑡|𝑆𝑡, 𝜃𝑘)
 (2.12) 

 

위의 업데이트식은 경사상승법(gradient ascent)으로 𝛼(> 0)는 학습률

을 나타낸다. 유도 과정은 생략하고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선택된 행동

으로 얻은 수익 𝐺𝑡 가 클수록, 그리고 선택된 행동의 확률이 

𝜋(𝐴𝑡|𝑆𝑡, 𝜃𝑘)  낮을수록 그 행동이 선택될 확률이 더 많이 커지도록 파라

미터를 업데이트한다. 수익이 음수인 행동의 확률은 줄어들 것이고, 수

익이 양수라도 그 행동이 선택될 확률이 이미 높다면 확률을 조금만 높

인다. 위의 업데이트 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𝐺𝑡 를 미분하지 않기 때문

에 수익 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강화 학습 연구 중 유명한 사례로 AlphaGo(Silver et al. 2017)를 꼽을 

수 있다. AlphaGo는 바둑에 강화 학습을 적용한 모형이다. 바둑의 경우 

현재 바둑판에 놓인 돌이 상태, 다음에 둘 수가 행동에 해당한다. 그리

고 바둑이 진행 중에는 매 수마다 0의 보상을 받고, 바둑이 끝나면 이

겼을 때는 +1, 졌을 때는 -1의 보상을 받는다. 바둑에 지도 학습을 적

용한다면 기존의 기보(棋譜, 바둑 경기 기록)를 학습하여 사람들이 두

엇을 가능성이 높은 수를 학습하게 된다. 이와 달리 강화 학습을 바둑

에 적용하면, 실제로 바둑을 여러 차례 두고 매 수마다 가장 이길 가능

성이 높은 수를 학습하게 된다. AlphaGo의 초기 버전에서는 지도 학습 

후에 강화 학습을 하였으나, 후속 버전(Silver et al., 2018)은 지도 학습 

없이 강화 학습만으로도 더 승률 높은 정책을 학습할 수 있음을 보여주

었고, Silver et al. (2019)에서는 바둑만이 아니라 장기, 체스 등에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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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강화 학습에 기반한 이야기 생성은 규칙이나 지도 학습에 기반한 이

야기 생성과 달리 효용이 높은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다. 효용을 보상 

또는 수익으로 설정하면, 효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생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야기 생성은 바둑과 차이가 있다. 바둑에서 승

패는 바로 알 수 있지만, 이야기의 효용은 인간의 선호도를 통해서 간

접적으로 드러난다. 강화 학습은 효용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선호도 측정을 

해서 효용을 알아내야 한다. 그런데 선호도 측정은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이유로 기존의 연구들은 이야기의 효용이 아닌 임의로 정

의한 함수들을 보상 함수로 사용하였다. 

 

2.3.2. 드라마 매니저의 강화 학습 

강화 학습은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과 신경망을 이용한 이야기 생성 

모두와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먼저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과 결합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에서 STRIPS와 같은 

규칙 체계는 각 시점에서 이야기의 상태를 정의할 수 있다. 이 상태는 

강화 학습의 상태에 대응한다. 다음으로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에서 사

건은 강화 학습의 행동에 대응한다. 따라서 강화 학습과 규칙 기반 이

야기 생성을 결합하면, 규칙에 맞는 사건 중에서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사건을 높은 확률로 일으키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낮은 확률로 일

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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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과 강화 학습을 결합한 연구는 Nelson et al. 

(2006)의 연구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를 통해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과 강화 학습이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

펴보도록 하자. 

컴퓨터 게임에서는 사용자가 이야기 속 한 인물의 역할을 조종하기도 

한다. 어떤 게임들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장소를 옮겨 다니거나 물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 과정에서 게임 속의 이야기

가 전개된다. 사용자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만큼 이야기도 다양하

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방대한 콘텐츠를 준비해두어야 한다는 문제

가 있다. 이것은 게임의 개발 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아

무리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두더라도 사용자가 준비된 콘텐츠의 경계

를 넘어가는 ‘경계 문제’(boundary problem, Magerko, 2005)를 발생시

킬 수도 있다. 이때는 게임에서 이야기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태

에 빠질 수도 있다. 

감독(director) 또는 드라마 매니저(drama manager)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안된 특수한 모듈로서, 게임 속 이야기의 진행을 

모니터링 하면서 사용자가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예정된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역할을 한다(Roberts & Isbell, 2008). Nelson et al. 

(2006)은 이 드라마 매니저에 강화 학습을 적용하였다. 

드라마 매니저의 작동 방식에 대해 예를 들어 살펴보자. 게임 등은 

전형적인 모험담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전래 동화나 환상 문학 등의 

모험담에서는 주인공인 영웅을 모험으로 초대하는 역할의 캐릭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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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런 역할의 캐릭터를 '전령(herald)’이라고 한다. 왕이 영웅에게 

괴물에게 납치당한 공주를 구출하라고 명령한다면, 이 이야기의 

'전령'은 왕이다. 그런데 영웅이 왕을 활로 쏘아 죽이면, 아무도 영웅을 

모험으로 초대하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이야기가 전개될 수가 없다.  

드라마 매니저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먼저는 위협 행동을 예측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영웅이 왕을 죽이려는 의도가 감지되면 절대로 영웅이 왕을 만날 수 

없게 한다. 또는 무기를 들고 왕의 근처에는 다가갈 수 없게 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위협 행동 직전에 개입하는 것이다. 드라마 매니저는 

영웅이 활로 왕을 쏘려는 순간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다. 영웅을 

사용자가 조종하고 있다면 불가능한 방법이다. 위협 행동 자체는 

발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할 수도 있다. 영웅이 활을 쏘았으나 화살이 

빗나갔다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위협 행동이 

발생하면 다른 방법으로 정해진 결말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다. 왕이 

죽으면 왕비가 공주의 구출을 명령하게 할 수도 있다. 

즉, 드라마 매니저는 이야기의 모든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준비된 이야기의 전개를 위협하는 행동을 할 때 이에 

대응하는 행동만 한다. Nelson et al. (2006)은 이러한 드라마 매니저의 

행동에 강화 학습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게임이 

정해진 이야기대로 전개되도록 하였다. 

Nelson et al. (2006)이 사용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게임 속 이야기가 정해진 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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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보상 함수를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게임 사용자의 행동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한 사용자에 의해 게임이 결말에 

도달하면 보상 함수로 보상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드라마 매니저를 강화 학습하면 게임이 가능한 정해진 

이야기대로 흘러가게 할 수 있다.  

Nelson et al. (2006)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드라마 매니저의 역할은 사용자의 행동에 대응하여 원래 정해진 대로 

이야기가 전개되도록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격적인 이야기 생성 연구는 아니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는 정해진 대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는지를 측정한 것인데, 이 지표가 높다고 해서 게임 속 

이야기의 질이 높다거나 낮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똑같이 정해진 

대로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주는 감상은 다를 수 있다. Nelson et al.이 사용한 지표에는 

이런 측면이 반영되지 않는다. 

셋째, 결정적으로 Nelson et al.의 사용자 시뮬레이션은 실제 사용자의 

게임 속 행동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한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한 가지 방법은 사용자가 무작위로 아무 행동이나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이야기의 지표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정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비현실적이다. 실제 사용자의 행동이 더 복잡한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Nelson et al.이 사용한 강화 학습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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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신경망을 이용한 이야기 생성에서 강화 학습 

이제 신경망 언어모형을 이용한 이야기 생성에 강화 학습을 적용한 

사례들을 살펴보자. 이야기 생성에만 국한하면 강화 학습을 적용한 사

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화 생성, 자동 요약, 악보 생성 등 이야기 생성

과 유관한 주제에서 강화 학습을 적용한 사례들도 함께 살펴보려고 한

다. 

Li et al., (2016)은 대화 생성(dialog generation)에 강화 학습을 적용하

였다. 대화생성은 두 명이 번갈아 발언을 하는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에 대해 적절한 답을 생성하는 자연어 생성 문제이다. 답을 생성할 

때 언어 모형을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점에서 이야기 생성과 공통점이 있다. 대화 생성에 지도 학습

만을 적용하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처럼 단조롭고 정보가 없는 

문장을 반복해서 생성하는 경향이 있다. 지도 학습은 기본적으로 평균

적인 경향을 예측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Li et al., (2016)은 이

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대화 사례를 지도 학습한 후에 추가로 

강화 학습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답변의 질을 답변의 용이

성, 정보의 흐름, 의미의 응집성(coherence) 3가지로 평가하는 수학 모

형을 만들었다. 그리고 언어 모형이 다음에 나타날 단어의 확률을 학습

하는 대신 최종적으로 위의 세 가지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

는 단어에 높은 확률이 부여되도록 강화 학습하였다. 이들은 대화의 질

을 평가하는 모형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이들 모형이 실제

로 답변의 용이성, 정보의 흐름, 의미의 응집성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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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을 입증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Paulus et al., (2017)은 자동 요약(automatic summary)에 강화 학습을 

적용하였다. 자동 요약은 긴 텍스트를 짧은 텍스트로 만드는 자연어 생

성 과제다. 이들은 앞서 언어 모형과 자연어 생성에 대해 설명할 때도 

소개하였던 손실 함수와 평가 지표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문제를 다시 설명하면 자동 요약의 성능은 모범 답안과 비교하여 얼

마나 많은 표현이 겹치는가로 평가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평가 지표들

은 미분 불가능하여 지도 학습의 손실함수로 사용할 수 없다. Paulus et 

al., (2017)이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정책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요약문 �̂�을 하나 생성하고 예시와 비교하여 평가하여 점수 r(�̂�)을 

얻는다. 또 현재 정책에서 그 확률에 따라 무작위 추출한 단어로 이뤄

진 요약문 𝑦𝑠 을 하나 생성하고 평가하여 점수 r(𝑦𝑠)를 얻는다. 그리고 

REINFORCE 알고리즘에서 수익 𝐺𝑡  대신 r(𝑦𝑠) − r(�̂�)를 사용한다. 새

로운 요약문 𝑦𝑠가 기존의 요약문 �̂�보다 평가가 더 높으면 정책에서 𝑦𝑠

가 생성될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반복하게 되면 점점 더 평가가 

높은 요약문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의 연구는 자동 요약에서 손

실 함수와 평가 방법의 불일치를 강화 학습으로 해결했다는 의의가 있

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한 평가 방법은 모범 답안과 표현의 유사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야기 생성처럼 모범 답안이 없는 문제에는 적용할 

수 없다. 

Jaques et al., (2017)은 자연어 생성은 아니지만 악보 생성에 강화 학

습을 적용하였다. 악보는 글자나 단어 대신 음표로 구성되었다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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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뿐 자연어 생성과 유사하다. 악보의 경우에도 다음에 나올 음

을 확률이 가장 높은 음으로 선택하면 단조로운 곡조를 반복하는 문제

가 있다. 이들은 먼저 언어 모형과 같은 방식으로 기존의 악보를 순환

신경망에 학습시켰다. 그리고 순환신경망으로 생성한 악보를 음악 이론

에 따라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 평가 점수가 최대화되도록 순환신경망

을 학습시켰다. 이들의 연구에서도 평가 방법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음악에 비해 이야기는 평가에 직접 사용할 수 있을만한 이론이 없어서 

Jaques et al.의 방법은 이야기 생성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제 이야기 생성에 강화 학습을 적용한 연구를 살펴보자. 

Tambwekar et al. (2018)는 Martin et al. (2018)의 연구에 강화 학습을 

적용하였다. 이들은 이야기의 마지막 사건이 지정된 동사를 포함하면 

보상을 주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강화 학습은 보상을 받을 수록 해당 

행동을 더 높은 확률로 하게 되는데, 정확히 지정된 동사로 이야기를 

끝맺어야 보상을 주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의 기회가 잘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REINFORCE 알고리즘에서

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강화 학습은 보상을 받는 행동의 확률을 높이

고, 그렇지 않은 행동의 확률을 낮추기 때문이다. 모든 행동이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학습의 기회가 드물게 된다. 그래서 Tambwekar et al.은 

지정된 동사만이 아니라 유의어를 포함해도 보상을 주는 방법을 개발하

였다. 만약 두 동사가 여러 이야기에서 자주 같이 등장하고, 이야기 내

에서도 가까이 자주 등장하면 유의어로 보았다. 그리고 정확히 지정된 

동사가 아니라도 유의어이면 좀 더 적은 보상을 주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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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g et al. (2018) 또한 강화 학습을 적용해 이야기를 생성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생성되는 이야기에서 작가가 제시한 키워드와 

결말의 종류(행복한 결말과 슬픈 결말)를 만족하도록 이야기를 생성하

게 하였다. 이들은 ROCStories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이야기의 키워드

를 추출하고 결말을 분류한 후 언어 모형이 주어진 키워드와 결말에 대

해 이야기를 생성하도록 강화 학습을 하였다. 

자연어 생성 또는 이야기 생성에 강화 학습을 적용하면 단순히 데이

터에 있는 것과 비슷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특정한 보

상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생성할 수가 있다. 그러나 기존 강

화 학습을 이용한 이야기 생성 연구는 이야기의 효용에 따라 보상을 하

지 않고 임의로 정한 보상 함수를 사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위의 연구

들은 특정한 단어나 종류의 결말로 이야기를 끝내는데 보상을 주었는데, 

그런 보상 방식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56 

2.4. 연구의 방향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야기 생성에서 규칙, 인공신경망과 지도 학

습, 그리고 강화 학습에 기반한 방법들은 각각 고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은 "만약 ~라면, ~이다" 형식의 논리적 규

칙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규칙을 만

들기가 복잡하고 효용이 높은 이야기를 생성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인간신경망과 지도 학습에 기반한 이야기 생성은 복잡한 규칙이 필요 

없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방

대한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렵고 기존의 데이터와 비슷한 이야기 밖에 

만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강화 학습에 기반한 이야기 

생성은 효용이 높은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선호도 측정이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강화 학습에 반영하기가 어

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하이브리드적으로 사용하여 각각의 단

점을 상호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연구 1에서는 사건 그래프라고 하는 단순화된 규칙 체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규칙 체계만이 아니라 규칙 개발 방법론도 함께 제시하였다. 

사건 그래프는 이야기를 이루는 사건들의 선후 관계를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STRIPS 등의 규칙 체계와 달리 복잡한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건 그래프를 이용한 이야기 생성은 기존의 이야기에 새

로운 사건을 추가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도식화

한 것이 그림 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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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사건 그래프를 이용한 이야기 생성의 개념도 

 

그림에서 사각형은 각 사건을 나타내며, 화살표는 이야기에서 한 사

건 뒤에 나올 수 있는 사건의 관계를 나타낸다. 굵은 선으로 표시한 사

건들은 이미 이야기에 포함된 사건이다. 회색으로 표시한 사건 1과 사

건 2는 이야기의 마지막 사건에서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야기

에 추가될 후속 사건이 될 수 있다. 사건 그래프를 이용한 이야기 생성

은 사건 1과 사건 2에 각각 확률을 부여하여 이 확률에 따라 후속 사

건을 선택한다. 

이야기 생성 모형은 이야기에 포함된 사건들을 입력 받아 각 후속 사

건의 확률을 출력하는 신경망 모형이다. 이야기 생성 모형은 효용이 더 

높은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는 사건에 더 높은 확률을 출력하도록 강화 

학습된다. 이야기 생성 모형을 강화 학습하기 위해서는 생성된 이야기

의 효용을 예측할 방법이 필요하다. 연구 2는 생성된 이야기를 인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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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에 제시하여 선호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학습하는 이야기 효용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야기 효용 모형은 이야기를 입력 받아 그 이야기

에 대한 효용을 예측하였다. 

연구 3에서는 이야기 생성 모형의 구조와 이 모형을 강화 학습하는 

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강화 학습된 모형으로 이야기를 생성하여 생

성된 이야기의 효용을 예측하고, 참여자들을 통해 선호도도 측정하였다. 

정리하자면 연구 1에서 다룰 사건 그래프와 연구 2에서 다룰 이야기 

효용 모형 그리고 연구 3에서 다룰 이야기 생성 모형의 관계는 아래 그

림 2-8과 같다. 

 

 

그림 2-8. 각 연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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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의 사건 그래프는 연구 3의 이야기 생성 모형이 출력하는 후

속 사건 확률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생성하며, 연구 2의 이야기 효용 모

형은 이야기를 입력 받아 효용을 예측한다. 그리고 연구 3의 이야기 생

성 모형은 이야기를 입력 받아 후속 사건을 출력하는데, 이야기 효용 

모형이 예측한 효용을 바탕으로 강화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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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1 사건 그래프와 그 개발 방법론 

 

 

그림 3-1. 연구 1의 범위 

 

연구 1에서는 이야기 생성을 위한 규칙으로서 사건 그래프와 그 개발 

방법론을 제안한다. 사건 그래프는 이야기를 이루는 사건들의 그래프이

다. 사건 그래프에서 후속 사건의 확률이 주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이야

기를 만들 수 있다. 연구 1의 범위는 그림 3-1과 같다. 이 연구에서 제

안할 사건 그래프로 생성될 이야기는 연구 2의 이야기 효용 모형과 연

구 3의 이야기 생성 모형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또한 사건 그래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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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사건의 확률은 연구 3에서 다룰 이야기 생성 모형이 출력한다. 

 

3.1. 사건 그래프의 정의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은 방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이야기 생성에서 사용되어온 STRIPS 등의 

규칙 체계는 복잡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고, 특화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등 규칙 개발에 전문성을 요구하였다. 이는 규칙 

개발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규칙 기반의 이야기 생성의 현실 적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현실적인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을 

위해서는 더욱 단순한 체계와 규칙 개발의 구체적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이야기 생성을 위한 단순한 규칙 체계로서 사건 

그래프(event graph)와 이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3-2. 사건 그래프의 예시 

 

그래프는 이산수학의 개념으로서 점(vertice)과 이 점들을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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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edge)로 구조를 가리킨다. 그래프 중에 선에 방향이 있는 것을 

유향(directed) 그래프라고 하는데 사건 그래프도 유향 그래프에 속한다. 

사건 그래프의 각 점은 이야기를 이루는 사건을 나타내며, 선은 

사건들의 순서를 나타낸다. 그림 3-2는 사건 그래프의 한 예시이다. 

실제로는 사건 그래프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아니고 사건과 그 

사건들의 선후 관계를 표현한 데이터를 개발하는 것이다. 가장 단순한 

형태로는 다음 표 3-1과 같이 선후 사건을 짝지어 표기한 데이터로 

사건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 

 

표 3-1. 사건 그래프의 데이터 예시 

선행 사건 후속 사건 

고객이 카페에 입장한다 고객이 커피를 주문한다 

고객이 카페에 입장한다 고객이 화장실에 간다 

고객이 커피를 주문한다 고객이 자리에 앉는다 

고객이 자리에 앉는다 고객이 화장실에 간다 

고객이 자리에 앉는다 고객이 카페를 떠난다 

고객이 화장실에 간다 고객이 자리에 돌아온다 

고객이 자리에 돌아온다 고객이 카페를 떠난다 

 

그림 3-2의 사건 그래프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면 "고객이 카페에 

입장한다"라는 사건이 발생한다. 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 사건과 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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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사건만 후속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다. "고객이 카페에 

입장한다"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후속 사건으로는 "고객이 커피를 

주문한다"와 "고객이 화장실에 간다"가 있다. 따라서 위의 사건 

그래프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다. 

 

 고객이 카페에 입장한다. 

 고객이 커피를 주문한다. 

 고객이 자리에 앉는다. 

 고객이 화장실에 간다. 

 고객이 자리에 돌아온다. 

 고객이 카페를 떠난다. 

 

사건 그래프는 STRIPS와 달리 사건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과 사건의 

효과를 따로 복잡하게 정의하지 않는다. 대신 한 사건과 다른 사건의 

선후 관계만을 선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사건 그래프라는 규칙 체계에 

따라 규칙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건과 이 사건들 

사이의 선후관계를 정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그래서 규칙을 개발하기 

위해 이야기의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 이외에 다른 특별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규칙 개발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 연구들이 복잡한 규칙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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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던 이유는 이야기의 응집성(coherence)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Riedl, 2004). 응집성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수용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서, 일관성 (consistency), 개연성(plausibility) 그리고 

완결성(completeness)을 하위 요소로 가진다(Pennington & Hastie, 

1992). 일관성은 이야기의 내적 모순이 없음을 말하고, 개연성은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벌어지는 세계에 대한 배경 지식 사이에 모순이 

없음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완결성은 이야기가 그 부분들을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 

사건 그래프는 매우 단순한 규칙 체계이기 때문에, 이 체계에 따라 

생성된 이야기는 STRIPS 등의 규칙 체계로 생성한 이야기보다 

응집성이 낮을 수 있다. 사건 그래프는 직전 사건과 후속 사건의 선후 

관계만을 정의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건들 사이의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이야기에 생략된 부분이 생겨 완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3-2의 사건 그래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다. 

 

 고객이 카페에 입장한다. 

 고객이 화장실에 간다. 

 고객이 자리에 돌아온다. 

 고객이 카페를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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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야기에서 "고객이 자리에 앉는다"라는 사건이 없기 때문에 

"고객이 자리에 돌아온다"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사건 그래프에는 "고객이 자리에 돌아온다"라는 사건은 "고객이 

화장실에 간다"라는 사건과 직접적 선후 관계만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기존의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각 사건에 복잡한 조건을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건 그래프에서 응집성 문제는 실제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Schank & Abelson (1977)은 사람들이 '스크립트(script)'라고 

하는 전형적인 사건에 대한 도식(schema)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행동을 하거나 사건을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야기의 독자는 사건 그래프로 생성된 이야기에서 불완전한 

부분을 자신이 가진 스크립트를 이용해 보완하며 읽을 수 있다. 위에서 

든 예의 경우에도 일반적 독자라면 "고객이 자리에 돌아온다"라는 

사건을 읽게 되면, 그 이전에 "고객이 자리에 앉았다"라는 사건이 

명시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연구와 같이 복잡한 조건들을 

명세한 규칙이 없더라도, 사건 그래프와 같이 단순한 규칙만으로도 

응집성 있는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규칙만으로 이야기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과 인공 신경망, 그리고 강화 학습을 

결합하여 이야기를 생성한다. 따라서 이야기의 응집성 문제는 규칙 

수준에서 모두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공신경망과 강화 학습에 의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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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뤄진다. 강화 학습은 이야기의 효용이 최대화되도록 이야기를 

생성하게 할 수 있다. 만약 응집성 높은 이야기가 효용이 높다면 

결과적으로 강화 학습에 의해 생성된 이야기도 응집성이 높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불필요하게 복잡한 규칙을 만들지 않고도 응집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3.2. 방법론: 사건 그래프 개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사건 그래프 개발 방법론은 아래와 

같이 4단계로 구성된다. 

 

1. 기초 사건 그래프 작성(writing a basic event graph): 사건 

그래프로 만들고자 하는 주제에서 가장 전형적인 이야기를 하나 

만들고 그 사건들을 사건 그래프 형태로 구성한다. 

2. 사건 선택(event selection): 사건 그래프에서 후속 사건을 

수집하고자 하는 사건들을 선택한다. 

3. 개방형 수집(open collection): 선택된 사건들의 후속 사건을 

수집한다. 

4. 사건 그래프로 통합(integrating to the event graph): 새로 수집된 

사건들을 사건 그래프에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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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론의 핵심은 단순한 형태의 사건 그래프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사건을 추가하여 그래프를 확장해 나가는데 있다. 위의 

4단계 중 2~4단계를 더 이상 새로운 사건이 수집되지 않거나 또는 

정해진 개수의 사건이 수집될 때까지 반복한다. 

 

3.2.1. 기초 사건 그래프 작성 

사건 그래프를 만들기 전에 이야기의 주제를 정한다. 이야기의 

주제란 "카페에서 고객 경험"이나 "영웅이 공주를 구출하는 동화"와 

같은 것을 말한다. 대개의 주제에는  전형적인 이야기가 

존재한다(Schank & Abelson, 1977). 기초 사건 그래프란 이런 전형적 

이야기를 사건 그래프의 형태로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고객의 경험을 사건 그래프로 만들고자 한다면 아래 그림 3-3과 같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3. 기초 사건 그래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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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사건 그래프는 연구자 또는 작가 등 사건 그래프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작성한다. 이 사람을 이후로는 '개발자'라고 칭하겠다. 

이후의 개발 단계들에서 이 사건 그래프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건들을 

수집하여 사건 그래프에 추가하기 때문에, 기초 사건 그래프는 이후 

개발될 사건 그래프의 뼈대를 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 사건 그래프에서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단순한 자연어 문장으로 

표현한다. 기존의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에서는 사건을 추상적인 

코드로 표현하였지만, 여기서는 비전문가도 쉽게 작성하기 위해 자연어 

표현을 사용한다. 대신 문장의 길이는 내용어를 기준으로 길이를 

제한한다. 내용어란 명사, 동사 등 문장의 의미를 좌우하는 단어들을 

말한다. 영어의 경우 전치사나 관사, 한국어의 경우에는 조사 등의 

기능어는 문장의 길이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영어로 

표현하였을 때 4단어 이내로 표현하도록 제한하였다.  

이렇게 사건을 짧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게 하는 이유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하나의 사건을 단순하게 만들어 다른 사건과 조합이 쉽게 

한다.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과 쉽게 조합될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둘째, 중복된 사건이 수집될 가능성을 방지한다. 사건을 수집하다 

보면 비슷한 사건들이 수집된다. 이 경우 수집된 사건의 수는 많아도 

실질적으로 이야기의 다양성은 떨어지게 된다. 사건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면, 새로 수집된 사건이 이미 수집되었는지 파악하기 쉽다. 

셋째, 수집된 사건들은 규칙에서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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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도 사용된다. 기계 학습에서는 가변적인 길이의 입력을 

처리하기가 어렵다. 정해진 길이보다 짧은 문장은 빈 칸을 나타내는 

기호로 채우는 패딩(padding)을 하여 기계 학습 모형에 입력될 문장의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다. 

넷째, 문장 형태가 단순하면 다른 형태로 변환하기가 용이하다. 

오늘날 많은 이야기들은 텍스트가 아닌 영상이나 게임의 형태로 

전달된다. 또한 텍스트로 표현되더라도 데이터가 수집된 언어와 다른 

언어로 생성되어야 할 수도 있다. 즉, 원 데이터는 영어로 수집하더라도 

한국어로 된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언어와 

전달 매체에 독립적인 이야기 생성이 필요하다. 문장의 형태가 

단순하면 다른 언어나 매체로 ‘번역’하기도 쉽다. 

이러한 방법은 Martin et al. (2018)이 한 사건을 4단어로 표현한 것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 Martin et al.은 자연어 문장을 

수집하고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문장의 4단어를 추출하였다. 

반대로 이 논문에서는 자연어 문장을 주요 단어를 4단어만 포함하도록 

작성한다.  

  

3.2.2. 사건 선택 

사건 선택은 '개발자'가 사건 그래프에서 다른 사건을 수집할 기준이 

되는 사건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건 그래프 

개발 방법론은 사건 그래프에 포함된 사건들에 대해 후속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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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고, 수집된 사건을 사건 그래프에 통합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의 후속 사건을 수집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를 생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수집할 사건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목적과 무관한 사건에 대해서도 후속 

사건을 반복하여 수집한다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생성 목적과 

맞지 않는 사건들이 이야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야기를 생성하려는 

목적에 맞게 후속 사건을 수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고르는 것이 사건 

선택이다. 사건 선택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을 어떻게 선택할지는 

고정된 기준이 있을 수 없고, 사건 그래프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의 

판단에 따른다. 

카페에서 고객 경험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이러한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이유는 카페에서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카페에서 고객 경험과 무관하거나 개선할 

수 없는 사건들은 후속 사건을 자세하게 수집할 필요가 없다. 이들 

사건은 사건 선택에서 배제하여 후속 사건을 더 이상 수집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커피를 주문한다'는 카페에서 고객 경험에 중요한 

사건이므로 그 후속 사건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개발자'가 

판단한다면 이 사건은 선택될 수 있다. 물론 다른 더 중요한 사건이 

있고, 시간과 예산의 제약이 있다면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카페를 떠난다'의 후속 사건들은 카페를 벗어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카페에서 고객 경험과 무관하다고 '개발자'가 판단한다면 사건 

선택에서 배제할 수도 있고, 카페를 떠난 후에 이어지는 경험에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 사건은 사건 선택에 포함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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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개방형 수집 

다음으로 선택된 사건의 후속 사건을 수집한다. 후속 사건의 수집은 

'개발자'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설문이나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참여시킬 수도 있다. 특히 고객 경험에 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경우 잠재적 고객들을 사건 수집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참여시켜 작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사건 그래프의 장점이다. 

 

 

그림 3-4. 개방형 수집에 사용한 설문 화면 

 

개방형 수집에서는 참여자에게 이야기의 맥락과 선행 사건을 

제시하고, 후속 사건을 묻는 질문(probe)을 제시한다. 아래는 카페 고객 

경험 시나리오를 위한 개방형 수집 문항의 예시이고, 그림 3-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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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수집에 사용한 설문 화면이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여 마시려고 하는 과정[맥락]에서 고객은 

커피를 주문하였습니다[선행 사건]. 그 다음에 고객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탐사질문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후속 사건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후속 사건만을 질문할 경우 이야기에서 다루려는 주제와 

무관한 답변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이 장기적으로 나중에 

일어날 사건을 질문할 수도 있다. 

 

 ~는 무엇을 하고 싶어할까요? 

 ~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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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기존의 사건 그래프에서 선행 사건과 후속 사건의 관계가 

지나치게 장기적일 경우에는 두 사건 사이에 발생할 사건을 질문할 수 

있다. 

 

 ~는 (선행사건)과 (후속사건) 사이에 무엇을 했을까요? 

 (선행사건)과 (후속사건) 사이에 ~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또는 이야기 생성의 목적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탐사질문도 가능하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가 만족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가 불행해질까요? 

 

비슷한 종류의 후속 사건들만 수집되는 경우, 후속 사건의 유형을 

제시할 수도 있다. 

 

 ~가 힘을 써서 행동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가 대화와 설득으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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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질문은 반드시 시간 순으로 사건을 질문할 필요는 없다. 

역순으로 질문할 수도 있다. 

 

 캐릭터에게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캐릭터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한 사건을 더 작은 사건들로 나누도록 탐사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캐릭터는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3.2.4. 사건 그래프로 통합 

후속 사건들이 수집되면 '개발자'는 수집된 사건들 중 유사한 

사건들끼리 묶는다. 카페 시나리오를 예로 들면 "She waited in line to 

order the coffee."와 "She got in line to order a drink."는 비슷한 사건으로 

묶을 수 있다. 그리고 제한된 길이의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이 

논문에서는 관사나 전치사를 제외하고 4단어 길이로 문장을 제한하므로 

"She waited in line to order"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사건들에서 사용된 전체 단어의 수는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굳이 의미상 구별될 필요가 없다면 하나의 표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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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coffee와 drink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한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사건 

그래프는 그 자체만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공신경망과 

강화 학습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만들게 된다. 인공신경망에 문장을 

입력할 때는 한 단어가 하나의 차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어의 종류가 

많아지면 입력의 차원이 커지기 때문이다. 인공신경망은 입력의 차원이 

클수록 성능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되는 단어의 수를 

줄여, 성능 하락을 방지한다. 

다음으로 수집된 사건을 사건 그래프에 추가하고 선후 관계를 

표시한다. 수집된 사건이 기존에 그래프에 존재한다면 선후 관계만 

추가한다. 사건 그래프에 새로운 사건이나 선후 관계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이를 포화되었다(saturated)고 하고 사건 수집을 중지한다. 

사건 그래프가 포화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수의 사건을 수집하거나 

개방형 수집을 일정 횟수 반복하면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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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방법론: 사건 그래프를 이용한 이야기 생성 

사건 그래프를 이용한 이야기 생성은 사건 그래프에서 사건들을 순차

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다음 그림 3-5과 같은 사건 

그래프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그림 3-5. 이야기 생성을 위한 사건 그래프 예시 

 

위의 그래프에서 첫 사건이 a라고 하면, 그 다음에 선택될 수 있는 

사건은 b 또는 c가 된다. 사건 d, e, f는 a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

로 사건 a의 후속 사건으로 선택될 수 없다. 그런데 사건 그래프는 사

건 a의 뒤에 사건 b 또는 사건 c가 가능하다는 범위만을 표현할 뿐, 둘 

중에 한 사건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사건 그래프에서 각 사건은 확률 P(𝑋𝑡|𝑋1, ⋯ , 𝑋𝑡−1) 에 따라 선택된다. 

여기서 𝑋𝑡는 이야기에서 t번째 선택된 사건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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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확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다. 첫째, 무작위 생성에서는 

𝑋𝑡−1 의 후속 사건 수가 𝑛𝑡−1 일 때 각 후속 사건의 확률은 식 (3.1)과 

같다. 

 

P(𝑋𝑡|𝑋1, ⋯ , 𝑋𝑡−1) =
1

𝑛𝑡−1
 (3.1) 

 

따라서, 무작위 생성에서 후속 사건의 확률은 직전 사건에만 의존하

여 식 (3.2)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확률론의 마코프 연쇄(Markov 

chain; Jurafsky & Martin, 2009)과 같다. 

 

P(𝑋𝑡|𝑋1, ⋯ , 𝑋𝑡−1) = 𝑃(𝑋𝑡|𝑋𝑡−1) (3.2) 

 

둘째,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이야기 생성에서는 𝑋1, ⋯ , 𝑋𝑡−1을 입력 받

아 P(𝑋𝑡|𝑋1, ⋯ , 𝑋𝑡−1)을 출력하는 인공신경망 모형을 사용한다. 이 모형

을 이야기의 효용에 대해 강화 학습시키면, 인공신경망은 이야기의 효

용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후속 사건들에 높은 확률을 출력하게 된다. 

인공 신경망을 강화 학습하는 구체적 방법은 연구 3에서 다룬다. 

많은 경우 이야기는 지나치게 길거나 짧아서는 안되고 일정한 길이를 

가질 필요가 있다. 보통 영화는 2시간 내외, TV드라마는 1시간 내외의 

길이를 가진다. 이 논문에서도 실험에서 길이를 통제해야 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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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렇게 고정된 길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그림 3-6와 같은 

방법으로 이야기를 생성한다. 먼저 시작 사건을 무작위로 선택한다. 선

택된 사건에 후속 사건이 없으면 생성을 중단하고 다시 시작 사건을 선

택한다. 후속 사건은 앞서 설명한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선택한다. 생성

한 이야기가 정해진 길이에 도달했으면 생성된 이야기 목록에 추가한다.  

 

 

그림 3-6. 이야기 무작위 생성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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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실험 1: 그래프 개발 

앞서 제안한 사건 그래프 개발 방법론을 이용하여 사건 그래프를 

개발하였다. 사건 그래프를 개발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사건 그래프 개발 방법론으로 실제 사건 그래프를 

개발할 수 있음을 보인다.  

 둘째, 이야기 효용 모형의 지도 학습과 이야기 생성 모형의 

강화 학습에 사용될 이야기의 규칙을 개발한다.  

 

방법 

주제  사건 그래프는 두 종류를 개발하였다. 하나는 이야기 

생성에서 자주 사용된 주제인 '동화'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이야기 

생성 연구에서 거의 다뤄진 적이 없는 '고객 경험 시나리오'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사건 그래프가 성격이 다른 주제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먼저 동화에서는 위험에 빠진 공주를 구출하는 영웅의 이야기를 

주제로 사용하였다. 이 주제를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동화나 

또는 그와 유사한 민담, 서사시 등은 전통적으로 이야기 생성에서 자주 

사용되어온 주제다. Meehan (1977)은 이솝 우화와 비슷한 동화를 

생성하였고, Pemberton (1989)은 프랑스 서사시, Turner (1993)는 

아서왕 설화와 비슷한 이야기를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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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통 사람들도 동화의 내용에는 익숙하기 때문에 규칙 개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동화에도 다양한 주제가 있으나 이 실험에는 그

리스 신화의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 이야기나 그림 동화의 두 형제 

이야기 등과 같이 위험에 빠진 공주를 영웅이 구출하는 이야기를 주제

로 삼았다. 이 주제는 전세계적으로 수 백 건의 동화와 민담에서 반복

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유형이므로(Thompson, 1946), 누구나 규칙 

개발에 참여하기가 쉬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객 경험 시나리오에서는 "카페에서 고객 경험 

시나리오"을 주제로 사건 그래프를 개발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기존의 이야기 생성 연구들은 동화나 드라마, 영화 등 가상적이고 

오락적인 목적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에만 초점을 두었다. 그러지만 

이야기는 고객 경험 시나리오 등의 형태로 제품이나 서비스 설계에도 

사용된다. 특히 이 논문의 사건 그래프 개발 방법론은 불특정 다수가 

사건 그래프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잠재적 고객들을 서비스 

설계를 위한 이야기 생성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객 

경험 시나리오 중에서도 카페에서 고객 경험을 고른 이유는 여러 

참여자들에게 익숙한 서비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절차와 자극  사건 그래프 개발 절차는 앞서 소개한 

방법론에 따라 진행하였다. 먼저, 동화의 기초 사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리스 신화의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 신화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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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ero passed the kingdom. 

 The hero came upon the princess. 

 The princess chained to the rocks. 

 The hero fell in love with the princess. 

 The monster appeared before a hero. 

 The hero slew the monster. 

 The hero saved the princess. 

 The hero took her to the king. 

 The hero asked for a princess's hand in marriage. 

 The hero married the princess. 

 

한편 카페에서 고객 경험 시나리오의 기초 사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연구자가 만들었다. 

 

 Jane entered the café. 

 Jane ordered coffee. 

 Jane waited for her coffee. 

 The staff gave jane her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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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e had a seat. 

 Jane drank coffee. 

 Jane returned the coffee cup. 

 Jane leave the café. 

 

고객이 여러 명인 경우 구별을 위해 이야기의 초점이 되는 고객은 

Jane으로 하고 Jane과 일행인 다른 고객은 Dave, 그 외의 고객은 

Michael로 고정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건의 문장에서 a customer, 

another customer 등으로 표현이 길고 추상적이 되어 참여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위의 두 기초 사건 그래프에서 마지막 사건(The hero married the 

princess, Jane leave the café)을 제외한 사건들을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

하여 후속 사건을 개방형 수집하고, 수집된 사건을 사건 그래프에 통합

하였다. 각 사건 그래프에 통합된 총 사건 수가 100개가 될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하였다. 

 

참여자 개방형 수집 실험 참여자는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

(Amazon Mechanical Turk)를 통해 모집하였다.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

는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작업자들에게 설문, 데이터 입력 등의 작업을 

요청하고 결과물에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크라우드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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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dsourcing) 서비스이다. Sheehan & Pittman (2016)에 따르면 아마

존 미케니컬 터크에는 하루 중 언제도 수십만명의 작업자들이 접속하고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야기 생성

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수집을 제외하면 데이터 개발에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하고 있다((B. Li et al., 2013; Mostafazadeh et al., 2016). 

개방형 수집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는 1개의 사건을 응답할 때마다 

미화 3센트를 지급하였다. 

 

결과 

동화의 개방형 수집에는 총 74명이 참여하였으며, 응답 시간의 중위

값은 37초였다. 총 264개의 수집된 응답을 바탕으로 100개의 사건으로 

이뤄진 사건 그래프를 구성하였다. 사건 그래프에서 사건들을 조합하여 

생성할 수 있는 이야기의 최대 개수는 804,726개였다. 

수집된 사건들을 바탕으로 무작위 생성한 이야기의 예시는 다음과 같

다. 

 

 The monster kidnapped the princess. 

 The king requested the hero to rescue the princess. 

 The princess was chained to the rocks. 

 The princess waited to be devoured by the mon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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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ero fell in love with the princess. 

 The hero hit the chain with the sword. 

 

카페에서 고객 경험 시나리오의 개방형 수집에는 총 88명이 참여하

였으며, 응답 시간의 중위값은 34초였다. 총 436개의 수집된 응답을 바

탕으로 100개의 사건으로 이뤄진 사건 그래프를 구성하였다. 사건 그래

프에서 사건들을 조합하여 생성할 수 있는 이야기의 총 개수는 22,496

개였다. 수집된 사건들을 바탕으로 무작위 생성한 이야기의 예시는 다

음과 같다. 

 

 Jane entered the cafe.  

 Jane stood in line to order.  

 Jane ordered coffee.  

 Jane read the newspaper.  

 Jane spilled her coffee.  

 Jane asked for a new coffee. 

 

이상과 같은 실험을 통해 사건 그래프 개발 방법론에 따라 사건 그래

프를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실험에서 개발된 사건 그래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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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연구에서 이야기 효용 모형의 지도 학습과 이야기 생성 모형의 강

화 학습에 사용될 것이다. 

 

3.5. 실험 2: 무작위 생성한 이야기의 응집성 

사건 그래프는 다른 규칙 체계와 달리 단순하기 때문에 응집성 있는 

이야기를 생성하기 어렵다. 하나는 나중에 살펴볼 이야기 생성 모형의 

강화 학습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이야기의 효용이 이야

기의 응집성을 반영한다면, 강화 학습은 이야기의 효용이 높아지도록 

이야기를 생성하게 하므로 결과적으로 생성된 이야기의 응집성도 높아

질 것이다. 

그렇지만 강화 학습 없이도 무작위 생성만으로도 충분히 응집성 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독자들은 주어진 이

야기를 읽으면서 이야기의 불완전한 부분을 자신이 가진 지식을 이용해 

보완해가면서 읽기 때문이다(Schank & Abelson, 1977). 특히 짧고 단순

한 이야기에서는 인간이 작성한 이야기도 모든 내용을 완전히 서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작위 생성된 이야기도 충분한 응집성을 가질 수 있

다. 

강화 학습 없이 무작위 생성만으로도 사건 그래프에서 생성된 이야기

가 충분한 응집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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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가설  이 실험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짧고 단순한 이야기에

서는 사건 그래프에서 무작위 생성된 이야기는 사람이 작성한 이야기와 

비교하여 독자가 판단한 응집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절차와 자극 실험은 2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참여자에게 

6문장 길이로 이야기를 작성하게 하였다. 일부 참여자에게는 영웅이 

공주를 구하는 간단한 동화를 작성하게 하였고, 다른 참여자에게는 

카페에서 고객이 불편을 겪은 경험을 시나리오로 작성하게 하였다. 

 

 

그림 3-7. 응집성 판단 실험 화면 

 

2단계에서는 새로운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응집성 판단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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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성 판단에서는 그림 3-7과 같이 사람이 쓴 이야기와 무작위로 

생성된 이야기를 제시하고 둘 중에 더 말이 되는(make sense) 이야기를 

고르게 하였다. 둘 중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결정할 수 없음(cannot 

determine)을 선택하게 하였다. 두 이야기의 제시 순서는 무작위적으로 

하였으며 이야기를 작성한 방법 등에 대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다.  

 

참여자 참여자는 앞 절과 같이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를 통해 

모집하였다. 이야기를 직접 작성한 참여자에게는 한 이야기마다 미화 

30센트를 보상으로 지급하였다. 응집성 판단에 참여한 참여자에게는 한 

건을 비교할 때마다 미화 3센트를 보상으로 지급하였다. 

 

결과 

먼저 동화의 결과를 알아보자. 동화 작성에는 31명이 참여하였으며, 

33개의 이야기가 수집되었다. 응답시간의 중위값은 198초였다. 수집된 

이야기 중에 지시를 따르지 않고 6문장보다 짧은 길이로 작성한 이야기 

2건은 이후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사람이 작성한 이야기의 예시는 다음

과 같다. 

 

 The monster kidnapped the princess. 

 The king sent a hero to rescue his dau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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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ero endured many trials on his journey. 

 The hero defeated the monster. 

 The hero returned the princess to the king.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응집성 판단에는 18명이 참여하였으며 총 174건의 짝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94건(54.0%)에서는 사람이 쓴 동화가 선택되었고, 무작위 생

성된 동화는 65건(37.4%)에서 선택되었다. 15건(8.6%)의 비교에서는 '

결정할 수 없다'가 선택되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무작위 생성만으로도 응집성 있는 이야기가 생성되

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무작위 생성 동화를 선택한 경우와 '결정

할 수 없다'를 선택한 경우를 합쳐서 사람이 쓴 동화를 선택한 경우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3-2와 같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𝜒2 11.13, df11, p1.29). 이 결과로 

볼 때 강화 학습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무작위 생성만으로도 사건 그

래프를 바탕으로 사람이 쓴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집성 있는 이야기

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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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사람이 쓴 동화와 무작위 생성 동화의 비교 

사람이 쓴  

동화 

무작위 생성 동화 

+ 결정할 수 없다 

합계 𝜒2 P 

94 

(54.0%) 

80 

(46.0%) 

159 

(100.0%) 

1.13 .29 

 

다음으로 카페에서 고객 경험 시나리오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자. 시

나리오 작성에는 30명이 참여하였으며, 33개의 시나리오가 수집되었다. 

응답시간의 중위값은 164초였다. 수집된 이야기 중에 지시를 따르지 않

고 6문장보다 짧은 길이로 작성한 이야기 4건은 이후 실험에서 제외하

였다. 사람이 작성한 이야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Jane ordered a sandwich. 

 Jane sat at a table. 

 Jane ate her sandwich. 

 Jane began to choke. 

 The staff helped her. 

 The staff brought her water to s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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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성 판단에는 14명이 참여하였으며 총 197건의 짝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104건(55.9%)에서는 사람이 쓴 시나리오가 선택되었고, 무작

위 생성된 시나리오는 79건(42.5%)에서 선택되었다. 14건(7.5%)의 비교

에서는 '결정할 수 없다'가 선택되었다. 

이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결정할 수 없다'를 무작위 생성 시나리오를 

선택한 경우에 더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3-3와 같다. 두 동화에 대한 선택에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𝜒21.61, df11, p1.43). 이 결과로 볼 때 

사건 그래프는 동화만이 아니라 고객 경험 시나리오와 같은 서비스 설

계에서도 충분히 응집성 있는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다. 

 

표 3-3. 사람이 쓴 시나리오와 무작위 생성 시나리오 비교 

사람이 쓴  

시나리오 

무작위 생성 시나리오 +  

결정할 수 없다 

합계 𝜒2 p 

104 

(52.8%) 

93 

(47.2%) 

197 

(100.0%) 

.61 .43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강화 학습 없이 무작위 생성만으로도 응집성 있

는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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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논의 

이야기 생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방대한 데이터나 규칙을 필요로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를 구하거나 규칙을 

개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적

용가능한 규칙 체계로서 사건 그래프와 그 개발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야기 생성을 위한 규칙 체계로 제시한 사건 그래프는 

이야기를 이루는 사건들의 선후 관계를 그래프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STRIPS 등의 규칙 체계와 비교해 단순하기 때문에, 개발이 쉽고 불특

정 다수를 참여시킬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사건 그래프 개발 절차는 기초 사건 그래프 작성, 

사건 선택, 개방형 수집과 사건 그래프로 통합의 4단계로 이뤄진 절차

로서, 이들 과정을 반복하여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 사건들을 수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수집된 사건들은 사건 그래프라는 형태로 정리된

다. 

실험에서는 클라우드소싱을 통해 카페 고객 경험 시나리오와 동화 2

가지 주제의 규칙의 규칙을 개발하였다. 이들 두 가지 주제의 규칙을 

개발하는 데는 아주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만이 소요되었지만, 이렇게 

개발된 규칙으로 무작위 생성한 이야기도 사람이 직접 작성한 이야기와 

비교할 때 응집성 있는 정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물론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가 이야기의 길이가 6문장 정도로 

짧고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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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조건 내에서는 무작위 생성만으로도 인간이 작성한 것과 큰 차

이가 나지 않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모든 이야

기가 길고 복잡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동화나 고객 경험 시나리

오 등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것만큼은 아니라도 대체로 짧고 단순한 편

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 무작위 생성은 사건 그래프를 사용한 가장 단순한 

이야기 생성 방법으로서 연구 2에서 효용 모형의 지도 학습의 데이터로 

사용될 이야기를 생성하고, 그리고 연구 3에서 생성 모형의 강화 학습

의 대조군으로 사용될 이야기를 생성한다. 따라서 무작위 생성된 이야

기는 최소한의 응집성을 갖추면 충분하다. 다만, 응집성을 비교할 적절

한 대상이 없으므로 인간 수준과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개방형 수집된 

사건들을 사건 그래프로 통합하는 과정이 전적으로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개방형 수집에서 크라우드소싱 자체의 비용은 적지만 이를 정리

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수집해야 할 사건

의 규모가 커진다면 이 또한 무시 못할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다른 방법들과 비교할 때 일부 수작업 부분이 있더

라도 전체적이 비용은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고객 경험 시나

리오와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사건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서비스의 핵심과 관련되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

은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나치게 다양

한 시나리오는 핵심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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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한계점으로 개방형 수집에서는 참여자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건만 수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실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방형 수집에서 하나의 사건을 응답하는데 걸리는 시간

의 중간값은 30초에서 40초에 지나지 않는다. 선행 사건을 읽는 시간까

지 포함하면 참여자들이 깊이 숙고하여 응답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

측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종류의 사건들

만 수집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카페 고객 경험 시나리오와 같은 주제에는 덜 심각할 것이

다. 왜냐하면 고객으로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을 참여자들이 쉽

게 떠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동화처럼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사건들이 수집되어야 할 주제에서는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클라우드소싱 대신에 참여자들을 선별해서 모집한다거나, 보상 

액수를 높이고 응답의 질에 따라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질 높

은 응답을 유도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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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2 이야기 효용 모형의 지도 학습 

 

 

그림 4-1. 연구 2의 범위 

 

연구 2에서는 이야기의 선호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그 결과를 지도 학

습하여 이야기를 입력 받아 효용을 예측하는 인공신경망인 이야기 효용 

모형에 대해 다룬다. 효용 모형에 입력될 이야기는 연구 1의 사건 그래

프로 생성하는 이야기이며, 효용 모형이 예측하는 이야기의 효용은 연

구 3의 이야기 생성 모형을 강화 학습하는 데 사용한다. 연구 2의 범위

는 그림 4-1과 같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건 그래프와 같이 간단한 이야기 규칙으로부터 

재미를 주거나 고객의 불편한 경험을 알아내는 것과 같은 효용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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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생성하는 것이다. 사건 그래프는 후속 사건 확률에 따라 이야

기를 생성하고, 이 후속 사건 확률은 이야기의 효용을 높이도록 강화 

학습된 이야기 생성 모형으로부터 얻어진다. 이야기 생성 모형의 강화 

학습을 위해서는 이야기의 효용을 알아야 한다. 

효용이 더 높은 이야기는 선호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야기의 효용

은 선호도를 측정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선호도 측정은 비용

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효용은 개인의 주관에 달려있기 때문에 

따라 개인차도 크다는 문제도 있다. 이 문제를 완화하려면 많은 개인의 

선호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이는 비용과 시간을 더 크게 만든다. 따라서 

선호도 측정은 자동 생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은 선호도 측정 결과를 이야기 효용 모형에 지도 학습

시키는 것이다. 한 번 학습된 모형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야기 생성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야기의 선호도를 

측정하는 방법,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이야기 효용 모형, 그리고 선호도 

측정 결과를 이야기 효용 모형에 지도 학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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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배경: 이야기 생성의 강화 학습에서 보상 함수 

강화 학습은 현재 시점 t로부터 앞으로 받을 모든 보상의 합을 수익 

𝐺𝑡 가 최대화되는 행동 𝑎𝑡 를 하도록 행위자를 학습시키는 것이다. 따라

서 학습을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한데, 보상은 사람 등에 의해 직접 주

어지거나 또는 함수에 의해 계산되어야 한다.  

강화 학습을 통해 에너지 효율적으로 장비를 운용하는 것이 목적일 

경우 장비 운용을 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다. 절약된 

에너지 양을 보상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보상이 직접 주어진 

것이다. 

바둑과 같은 게임에서는 게임의 중간에는 보상이 0이지만 게임의 끝

에 승리와 패배가 보상으로 주어질 수 있다. 바둑은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보상 함수로 계산할 수 있다. 

이야기의 경우에는 바둑과 달리 보상 함수가 명백하지 않다. 이 절에

서는 이야기 생성의 강화 학습에서 보상 함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기존의 이야기 생성 연구 또는 강화 학습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4.1.1. 이론적 보상 함수 

보상 함수를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이야기의 효용에 대한 이론적 가

정을 바탕으로 보상 함수를 만드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보상 

함수를 ‘이론적 보상 함수(theoretical reward function)’이라고 부르겠다. 



 

97 

이 보상 함수는 이야기를 읽고 독자가 실제로 느낀 효용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효용에 대한 이론적 가정을 정식화한 것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이야기에서 보상을 계산하기 위해 특성(feature)들

을 추출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론적 보상 함수의 예로는 Weyhrauch (1997)를 꼽을 수 있다. 전통

적으로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 연구들은 작가적 목표(authorial goal)나 

응집성을 이야기가 달성해야 할 질로 보았다(Riedl, 2004). 작가적 목표

란 이야기의 내용이나 구성에 의도한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응집성은 이렇게 생성된 이야기가 모순 없이 짜임새 있게 구성

된 것을 말한다. Weyhrauch는 이야기의 응집성을 다음과 같이 7가지 

특성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고 흐름(thought flow): 한 사건이 다음 사건과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 

 행동 흐름(activity flow): 불필요한 공간 이동이 없는가? 

 선택지(options): 인물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가? 

 동기(motivation): 인물은 목표에 부합하게 행동하는가? 

 모멘텀(momentum): 연관된 사건들이 함께 일어나는가? 

 강도(intensity): 미스터리가 해결될 때 사용자가 강한 흥분을 

경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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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manipulation): 사용자는 이야기가 조작되고 있다고 

느끼는가? 

 

Weyhrauch가 제안한 특성은 설득력이 있지만, 실제로 이야기에서 각 

특성을 추출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예를 들어 행동 흐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간 이동과 불필요한 공간 이동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Weyhrauch는 이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주제에 따라 

개발자가 분류해 두고, 같은 주제의 사건이 같은 장소에 일어날 때 

행동 흐름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특성 추출 

방법은 개발자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많은 수작업이 필요해서 비용이 크다.  

 

4.1.2. 공개된 선호도 데이터로부터 학습 

보상 함수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여러 개인들이 이야기에 대해 선

호를 밝힌 공개된 데이터로부터 보상 함수를 지도 학습하는 것이다. 관

련된 연구로는 Wang et al. (2017)이 있다. Wang et al.은 질문 답변 인터

넷 사이트에 올라온 답변을 이용해서 이야기에 대한 선호도를 학습하는 

모형을 만들었다. 이들은 개인적 경험담이 답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

은 질문들, 예를 들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와 같은 질문들

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자동으로 수집한 후 

그 중에서 이야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추출하였다. 또한 각 답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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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이트 사용자들이 추천(upvote)한 수도 함께 추출하였다. Wang et 

al.은 답변에 포함된 이야기에 대해 선호도가 높을 수록 사용자들로부

터 많은 추천을 받았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리고 순환신경망을 이용

해 답변 속의 이야기로부터 추천 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어 학습시

켰다.  

이들의 연구는 이야기의 선호도를 학습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었다는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질문 답변 사이트에서 수집할 수 있

는 종류의 이야기는 제한적이다. 또한 이들이 사용한 데이터에서 추천 

수는 이야기를 포함하는 답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에 대한 선

호도를 정확히 얼마나 반영하는지 알기 어렵다. 또한 질문의 종류에 따

라 추천을 많이 받는 답변의 특성이 달라진다. 이들은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았기 때문에 예측된 추천 수가 이야기의 재미나 응집성 

등 여러 특성 중에 무엇을 반영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4.1.3. 역강화 학습 

이야기 생성만이 아니라도 강화 학습에는 보상 함수를 만들기 어려운 

주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인간형 로봇을 제어하여 

공중돌기와 같이 어려운 동작을 하도록 강화 학습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우선 인간의 동작을 지도 학습하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로봇과 인간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동작이 1:1로 대응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봇이 정확하게 공중돌기를 하면 보상을 주어야 

한다. 공중돌기의 정확성은 에너지 사용량처럼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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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값이 아니므로 공중돌기에 대한 보상 함수를 정의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함수를 엄밀히 정의하기란 어렵다. 

Ng & Russell (2000)는 보상 함수를 직접 정의하는 대신 전문가의 

시범으로부터 보상 함수를 거꾸로 추정하는 역강화 학습(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을 제시하였다. 역강화 학습은 주어진 

전문가의 시범이 최적에 가깝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 아래 전문가의 

시범에는 높은 보상을 주고, 전문가의 시범과 거리가 먼 동작에는 낮은 

보상을 주는 보상 함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의 시범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구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최적에 가깝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경우는 더 많다. 

이야기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문가를 정의하는 것도 어렵다. 직업 

작가라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이 쓴 이야기가 

최적의 이야기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역강화 학습은 

적어도 이야기 생성에는 잘 맞지 않는 방법이다. 

 

4.1.4. 선호도 측정 결과에서 보상 함수의 학습 

전문가의 시범 대신 사람이 준 피드백으로부터 보상 함수를 학습하는 

연구들도 있다. Knox & Stone (2009)은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인 받은 

피드백에 대해 최적화된 행동을 하는 것을 조성 문제(shaping 

problem)라 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조성이란 원래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동물의 행동에 보상과 처벌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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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으로 목표로 하는 행동에 가깝게 학습시키는 과정을 가리킨다.  

조성에서는 정확한 피드백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의 피드백은 여러 

가지로 부정확할 수 있다. 동일한 사람도 피드백을 주다 보면 시점에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특히 사람은 같은 행동이라도 시점에 

따라 점수를 낮게 주거나 높게 줄 수 있다. Knox & Stone (2009)은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최근의 행동과 그 피드백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전체 데이터 중에 최근 데이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Akrour et al. (2012)과 Wilson et al. (2012)은 동일한 제어 모형으로 

산출한 로봇의 움직임 중 두 가지와 목표로 하는 움직임을 참여자에게 

제시하고 두 움직임 중 목표로 하는 움직임에 더 가까운 것을 선택하게 

하였다. 이 선호적 선택은 상대적 비교이기 때문에 점수로 피드백을 

주는 것보다 일관성이 높고, 참여자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만 하면 

되므로 응답하기가 더 쉽다. 다만 두 연구는 로봇의 움직임에서 일정한 

특징(feature)들을 선택하고 보상이 이 특징들에 대해 선형적이라고 

가정하였다. 이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가정이다. 게다가 Wilson et al. 

(2012)은 실제 선호도 측정 결과가 아닌, 효용의 분포를 가정하고 모의 

실험을 하여 산출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Christiano et al. (2017)은 위 두 연구와 동일한 선호도 측정 절차를 

사용하여 비선형적 보상 함수를 학습시켰다. Christiano et al.은 선호 

확률이 식 (4.1)과 같은 Bradley-Terry 모형 (Bradley & Terry, 1952)을 

따른다고 가정했다. 이 모형은 대응비교(paired comparison)의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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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으로, Luce의 선택 공리(Luce, 2005; Shepard, 1957)의 특수한 

예로 볼 수 있다. 

 

�̂�[𝜎1 > 𝜎2] =
exp∑�̂�(𝑠𝑡

1, 𝑎𝑡
1)

exp∑�̂�(𝑠𝑡
1, 𝑎𝑡

1) + exp∑�̂�(𝑠𝑡
2, 𝑎𝑡

2)
 (4.1) 

 

위의 식에서 𝜎1 과 𝜎2 는 비교 대상이 되는 로봇의 두 움직임을 

나타낸다. 하나의 움직임은 여러 행동들의 연쇄로 이뤄진다. 따라서 

시점 t마다 로봇은 상태와 행동 (𝑠𝑡 , 𝑎𝑡) 를 한다. �̂� 은 추정된 보상 

함수로서 각 시점 t에 이 상태와 행동에 대한 보상을 계산한다. 이 

함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구현되었다. 그리고 움직임 전체에 대한 

보상은 각 시점의 상태와 행동에 대한 보상의 단순합과 같다. �̂�[𝜎1 >

𝜎2] 은 참여자가 움직임 1을 움직임 2보다 선호할 추정 확률로서 두 

움직임 중에 보상의 합이 더 큰 움직임이 더 높은 확률을 갖는다. 

Christiano et al.은 위의 모형이 식 (4.2)와 같은 교차 엔트로피(cross 

entropy)를 최소화하도록 모형을 학습시켰다. μ(1)은 참여자가 움직임 

1을 선호한 사례 수이며 μ(2)는 그 반대의 사례 수를 나타낸다. 교차 

엔트로피를 최소화시키면 전체 사례 수 중에 μ(1) 의 비율이 확률 

�̂�[𝜎1 > 𝜎2] 과 같아지고, μ(2) 의 비율이 확률 �̂�[σ2 > σ1] 과 같아지게 

된다. 따라서 모형이 예측하는 확률과 참여자가 두 움직임 중 하나를 

선호할 확률이 같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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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 = − ∑ μ

(σ1,σ2,μ)∈𝒟

(1)log�̂�[σ1 > σ2] + μ(2)log�̂�[σ2 > σ1] (4.2) 

 

Christiano et al.에서 로봇의 움직임은 이야기 생성에서 하나의 

이야기에 대응된다. 그런데 이야기의 경우에는 이야기 전체의 효용이 

사건 각각의 효용의 합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나의 

사건은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이야기 생성 방법은 사건(또는 행동)은 명시적으로 

정의하지만 상태는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Christiano et 

al.의 모형은 이 논문의 이야기 생성 방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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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방법론: 선호도 측정 절차와 이야기 효용 모형 

이 절에서는 이 논문에 사용할 선호도 측정 절차와 이야기 효용 모형

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선호도 측정 절차는 기존의 연구(Akrour et al. 2012; Wilson et 

al., 2012; Christiano et al., 2017)와 같이 두 개의 이야기를 참여자에게 

제시하고 그 중 더 선호하는 이야기를 선택하게 한다. 기존의 연구와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는 두 움직임의 일부를 비교하게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두 이야기 전체를 비교하게 한 것이다. 

 둘째, 기존의 연구는 목표로 하는 움직임을 직접 제시하고 

두 움직임 중 비슷한 움직임을 선택하게 하였으나, 이 연구

에서는 ‘재미’ 또는 ‘고객의 불쾌함’이라는 기준으로 두 이야

기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선호도 측정 절차에서 두 이야기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할 때 여러 가

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이야기를 생성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응집성이 높은 이야기를 생성하고자 한다면 참여

자에게 응집성이 높은 이야기를 선택하게 해야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를 생성하거나 고객의 불쾌한 경험을 파악하려 한다면 그에 맞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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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연구 2와 연구 3에서는 동화의 경우 재미있는 

이야기를, 고객 경험 시나리오에서는 불쾌한 경험을 파악하는 것을 목

적으로 했다. 따라서 참여자에게도 이야기를 선택할 때 동화는 더 재미

있는 이야기를 고르게 하고, 고객 경험 시나리오는 더 불쾌한 경험을 

고르게 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제시할 이야기 효용 모형은 Christiano et al. 

(2017)의 모형을 이야기 생성에 맞게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첫째, 개별 사건 대신 이야기 전체의 효용을 예측하였다. 

 둘째, 이야기의 상태를 직접 다루지 않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루었다. 

 

 수정된 효용 모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 

사건의 보상 함수를 학습하는 대신 식 (4.3)와 같이 이야기 전체 σ에 

대한 수익 함수 𝐺를 학습하게 하였다. 

 

𝐺(σ) = ∑ �̂�(𝑠𝑡, 𝑎𝑡) (4.3) 

 

이야기에서 개별 사건의 효용은 맥락에 의존적이다. 이 맥락은 위의 

식에서 𝑠𝑡 에 해당하는데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의 형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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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즉, 𝑎𝑡에 해당하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한 보상 함

수를 학습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𝑠𝑡는 이전의 사건들 𝑎0, ⋯ , 𝑎𝑡−1에 따라 

암묵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야기 전체에 대한 수익 함수를 학습할 

수 있다. 

따라서 선호 확률은 식 (4.4)와 같이 수정하여 사용한다. 아래에 따르

면 두 이야기 중에 수익이 높은 이야기일수록 선호 확률이 높다. 

 

�̂�[𝜎1 > 𝜎2] =
exp 𝐺(𝜎1)

exp 𝐺(𝜎1) + exp 𝐺(𝜎2)
 (4.4) 

 

이 연구의 효용 모형은 순환신경망으로 이야기를 입력 받아 이야기 

전체에 대한 효용 𝐺(σ)를 출력한다. 순환신경망은 사건의 시퀀스를 입

력받는다. 각 사건은 고정된 길이의 사건 벡터(event vector)로 표현된다. 

사건 벡터는 한 사건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불용어를 제외한 4단어를 각

각 원 핫 인코딩(one-hot encoding, Jurafsky & Martin, 2009)한 벡터를 

결합하여 만든다. 원 핫 인코딩이란 n개의 단어가 가능하고 주어진 단

어가 m번 단어일 경우 길이가 n인 영벡터를 만들고 그 중 m번째 원소

만을 1로 표현하는 것이다. 각 위치에 가능한 단어의 수가 각각 𝑛𝑠 개, 

𝑛𝑣 개, 𝑛𝑜 개, 𝑛𝑚 이면 사건 벡터는 길이가 𝑛𝑠 + 𝑛𝑣 + 𝑛𝑜 + 𝑛𝑚 인 벡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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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단일 출력 모형 

 

효용 모형의 출력 형태는 단일 출력 모형과 연속 출력 모형, 두 가지

를 만들었다. 먼저 단일 출력 모형은 위  그림 4-2과 같이 순환신경망

의 마지막 노드에서 이야기 전체에 대한 수익을 출력하는 모형이다. 𝑒𝑡

는 이야기에서 각 시점 t의 사건 벡터이다. R은 순환신경망의 노드로 

위 그림은 시간에 따른 처리 과정을 펼쳐서(unrolled) 나타낸 그림으로 

모든 R노드는 동일한 노드이다. F는 순환신경망의 출력을 입력 받아 이

야기의 수익 G를 출력하는 앞먹임 신경망이다. 

순환신경망은 앞쪽에서 뒤쪽으로 정보가 순차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108 

앞쪽의 정보가 뒤로 갈수록 희석되어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아래 그림 

4-3과 같이 이야기의 각 사건에 해당하는 노드마다 출력을 하고, 최종 

수익은 각 사건의 출력에 대한 평균값으로 하였다. 이 모형은 연속 

출력 모형이라고 하겠다. 

연속 출력 모형은 기본적으로 단일 출력 모형과 동일하나 순환신경망 

R의 마지막 출력만을 F로 전달하는 대신, 매 시점마다 순환신경망 R의 

출력을 앞먹임 신경망 F로 전달한다. 앞먹임 신경망 F의 출력은 모든 

시점에 대해 평균하여 최종적으로 이야기의 수익 G를 출력하게 된다. 

또한 연속 출력 모형과 Christiano et al. (2017)에는 각 사건(행동)에 

대한 출력을 더하는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Christiano et 

al.의 보상 함수는 단일 사건을 입력으로 받아 보상을 출력하는 반면, 

연속 출력 모형에서 각 사건에 대한 출력은 이전 모든 사건의 입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09 

 

그림 4-3. 연속 출력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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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 3: 선호도 측정과 효용 모형 학습 

앞서 제안한 단일 출력 모형과 연속 출력 모형에 선호도 측정 결과를 

학습시키고,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실험의 목적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화 학습에 사용할 이야기 효용 모형을 학습시키는 것

이다. 이 실험에서 학습시킨 모형은 다음 연구 3에서 강화 학습에 사

용될 것이다.  

 둘째, 이야기 효용 모형으로서 단일 출력 모형과 연속 출력 모

형의 성능을 비교한다.  

 

방법 

자극과 절차  이 실험에서는 먼저 이야기를 생성하고, 그 

이야기들에 선호도 측정을 실시하여 데이터를 얻은 후, 얻어진 

데이터를 모형에 학습시켰다. 실험 절차는 아래 그림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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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실험 절차 

 

(1) 무작위 생성 

실험 절차는 우선 이야기를 무작위로 생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야기의 이야기를 무작위로 생성하는 방법은 앞의 연구 1에서 그림 

3-6과 같이 사건 그래프 중에 한 사건을 무작위로 선택하고, 후속 

사건을 반복적으로 무작위로 선택하여 정해진 길이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하였다. 

이야기의 길이를 정해두는 이유는 이야기가 길어질 수록 참여자가 

응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6개의 사건으로 길이를 

제한하였다. 이야기의 길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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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생성하면 이야기의 앞부분만 만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야기의 시작은 무작위로 선택하게 하였다. 

 

(2) 무작위 짝짓기 

이 논문에서는 두 개의 이야기를 짝지어 참여자에게 제시하고 

참여자가 그 중에 더 선호하는 이야기를 고르게 한다. 이야기를 짝짓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Christiano et al. (2017)은 보상 

모형의 앙상블을 이용해 보상의 불확실성을 추정하고 이 불확실성이 

크도록 짝지어졌다. 불확실한 짝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야 피드백이 

주는 정보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Ibarz et al. (2018)에 따르면 이런 

방법은 무작위로 선택해 피드백을 받는 것보다 성능면에서 더 나은 

점이 없고, 계산만 많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도 무작위로 두 이야기를 

짝 지어 제시하였다. 

 

(3) 선호도 측정 

다음으로 선호도 측정에서 짝 지은 이야기를 참여자에게 제시하여 

선호하는 이야기를 선택하게 한다. 참여자에게는 이야기의 맥락과 설정, 

그리고 생성된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둘 중 더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였다. "카페" 주제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더 불쾌한 경험을, "동화" 

주제에서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선택하게 하였다. 

아래 그림 4-5는 카페 고객 경험 선호도 측정 화면이고, 그림 4-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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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선호도 측정 화면이다. 화면의 왼쪽에는 지시와 함께 두 이야기 

Story 1과 Story 2가 위 아래로 제시된다. 화면에서 실제 이야기 표시는 

생략하였다. 화면 오른쪽에는 Story 1과 이야기 2와 "결정할 수 

없음(Cannot Determine)"도 선택지로 제시되었다. 결정할 수 없음을 

선택한 경우는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4-5. 카페 고객 경험 선호도 측정 화면 

 

 

그림 4-6. 동화 선호도 측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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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학습을 위해 보상 함수를 추정하는 경우 선행 연구들은 강화 

학습을 일정 단계 진행하고 선호도 측정을 번갈아 가며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로봇 제어나 비디오 게임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어서 학습이 

진행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는 거의 무작위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학습이 진행된 후기 단계에서는 고도로 정교한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무작위에 가까운 움직임 중에 더 나은 

움직임을 고르는 피드백은 후기 단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이 

연구에서는 사건 그래프로 이야기를 생성할 때는 연구 1에서 보았듯이 

무작위로 생성하더라도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강화 학습과 선호도 측정을 반복하지 않는다. 보상 함수 

추정은 무작위로 생성한 이야기만으로 진행하고, 강화 학습에서는 

이렇게 추정된 보상 함수를 사용한다. 

 

(4) 효용 모형 학습 

다음으로 효용 모형은 Python 3.6.8과 TensorFlow 1.13.1을 이용해 

구현하였다. 학습 알고리즘은 경사하강법의 일종인 Adam(Kingma & Ba, 

2015)을 사용하였다.  

인공신경망은 같은 모형이라도 하이퍼파라미터(hyperparameter)라고 

하는 수치에 따라 학습된 결과와 성능이 달라진다.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에는 배치 크기, 노드 수, weight decay, 학습률(learning rate) 

등이 있다. 배치 크기는 32개로 고정하였다. 모형에서 순환신경망의 

노드는 4개, 8개, 16개 3가지를 사용하였고, 모형의 과적합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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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weight decay는 .0001, 0.001, .01 3가지를 사용하였다. 이들 

하이퍼파라미터는 일부 데이터로 진행한 예비 실험을 통해 학습된 

모형의 성능이 잘 나오는 것으로 정하였다. 

인공신경망 모형의 학습은 파라미터(parameter)의 값을 손실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폭을 학습률이라고 한다. 학습률이 너무 낮으면 

학습이 잘 이뤄지지 않고, 학습률이 너무 높으면 파라미터가 발산하여 

손실이 증가할 수 있다. 학습률을 결정하기 위해 학습률 범위 

테스트(learning rate range test; Smith, 2017)를 실시하였다. 이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학습률을 매우 낮은 값( 2−20) 부터 높은 

값( 20 )까지 매 미니배치마다 2배씩 증가시킨다. 다음으로 학습률과 

손실의 관계에 대해 아래 그림 4-7, 그림 4-8와 같은 그래프를 얻는다. 

그래프의 세로축은 학습된 모형의 손실 함수 값이다. 가로축은 

학습률에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적용한 것을 나타낸다. 모형에 대한 

학습이 이뤄지면 손실이 낮아져야 하는데, 그래프 왼쪽은 학습률이 

낮아 손실이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 즉 이들 학습률에서는 학습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래프 오른쪽은 학습률이 지나치게 

높아 손실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였다. 두 모형 모두 2−5~2−2 

범위에서 손실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실험에서는 2−5 , 2−4 , 

2−3, 2−2 네 가지 학습률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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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단일 출력 모형의 학습률에 따른 손실 변화 

 

그림 4-8. 연속 출력 모형의 학습률에 따른 손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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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데이터의 80%는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10%는 

검증(validation)용으로, 나머지 10%는 최종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였다. 

각 모형은 일정 주기로 검증용 데이터로 정확도(accuracy)를 계산하여 

더 이상 정확도가 향상되지 않으면 학습을 중단시켰다. 여기서 

정확도는 기계 학습 용어로서, 모형의 예측과 측정된 개인의 선호가 

일치한 경우의 비율을 나타낸다. 

여기서 정확도는 기계학습에서 사용하는 성능 측정 지표로서 전체 

사례 중에 예측이 맞은 비율을 가리킨다. 이 실험에서는 모형으로 

추정한 효용이 높은 이야기가 선호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참여자가 선호한 이야기 중에 모형으로 추정한 효용이 더 

높은 이야기의 비율과 같다. 이야기의 효용은 잠재 변수로서 정확히 

추정되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선호 예측의 정확도가 높다면 

간접적으로 효용도 잘 추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 참여자는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를 통해 모집하였고, 

1건의 비교 당 미화 3센트를 지급하였다. 

 

결과 

카페에서 고객 경험 시나리오는 총 1,000개의 이야기를 짝 지어 제시

하였다. 총 93명의 참여자가 참여하였고, 1인당 응답시간의 중간값은 

51.5초였다. 카페 데이터를 효용 모형에 학습시킨 결과는 아래 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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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률은 정확도가 가장 높은 조건만 기재하였다. 모형의 성능은 정

확도(accuracy)로 측정하였다. 연속 출력 모형, 순환신경망 16개의 노드, 

weight decay .01, 학습률 2−2로 학습시켰을 때 정확도 60%으로 성능이 

가장 높았다. 

가장 성능이 높은 모형을 이용하여 실험에 사용한 시나리오들의 수익 

점수를 계산해보았다. 이 논문의 모형에서는 수익 함수의 점수가 높을

수록 선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주어진 시나리오에서 고객이 나쁜 경

험을 할 수록 수익 함수의 점수는 높아진다. 실험에 사용한 시나리오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즉 가장 나쁜 고객 경험은 다음과 같다. 

 

 Jane read the newspaper. 

 The staff gave Jane the coffee. 

 Jane spilled her coffee. 

 Jane asked for a new coffee. 

 The staff refunded Jane. 

 Jane went home.  

 

반대로 가장 점수가 낮은, 즉 가장 덜 나쁜 고객 경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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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e stood in line to order. 

 Michael before her had large orders. 

 Jane waited patiently for her turn. 

 Jane ordered coffee. 

 Jane waited for the coffee she ordered. 

 The coffee machine stopped working.  

 

단일 출력 모형과 연속 출력 모형으로 계산된 점수는 실제로는 직접 

관찰되지 않은 잠재 변수다. 두 모형에 세부 구조에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이야기로부터 점수를 계산하고, 이 점수가 높은 이야기가 선호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두 모형의 점수 사이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

야 한다. 단일 출력 모형과 연속 출력 모형 각각에서 성능이 가장 높게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에 사용한 이야기들에 점수를 계산하고 이 

점수들의 상관계수를 구해보았을 때 그 상관계수는 .66(𝑝 <  .001 )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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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카페 효용 모형 학습 결과 

모형 순환신경망  

노드 수 

Weight decay 학습률 정확도 

연속 4 .0001 -3 56% 

.001 -3 59% 

.01 -5 57% 

8 .0001 -4 57% 

.001 -3 59% 

.01 -4 55% 

16 .0001 -5 59% 

.001 -4 57% 

.01 -2 60% 

단일 4 .0001 -5 56% 

.001 -4 53% 

.01 -4 58% 

8 .0001 -2 56% 

.001 -5 53% 

.01 -4 52% 

16 .0001 -5 55% 

.001 -4 52% 

.01 -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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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는 총 1,000개의 이야기를 짝 지어 제시였다. 총 108명의 참여자

가 참여하였고, 응답시간의 중간값은 45초였다. 동화 데이터를 효용 모

형에 학습시킨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역시 학습률은 정확도가 가장 

높은 조건만 기재하였다. 연속 출력 모형, 순환신경망 16개의 노드, 

weight decay .0001, 학습률 2−2로 학습시켰을 때 정확도 60%로 성능

이 가장 높았다. 

가장 성능이 높은 모형을 이용하여 실험에 사용한 시나리오들의 수익 

점수를 계산해보았다. 이 논문의 모형에서는 수익 함수의 점수가 높을

수록 선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주어진 동화가 재미있을 수록 수익 

함수의 점수는 높아진다. 실험에 사용한 동화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즉 가장 재미있는 동화는 다음과 같다. 

 

 The hero fell in love with the princess. 

 The hero unlocked chains. 

 The hero released the princess. 

 The monster appeared before the hero. 

 The monster begged the hero for forgiveness. 

 The hero let the monster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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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추정된 점수가 가장 낮은, 즉 가장 재미없는 동화는 다음과 

같다. 

 

 The monster threw the hero. 

 The hero fell down. 

 The monster beat the hero. 

 The hero ran away from the monster. 

 The monster caught the hero. 

 The monster changed the hero into stone.  

 

한편, 단일 출력 모형과 연속 출력 모형에서 각각 가장 성능이 높은 

두 모형으로 이야기들에 점수를 추정하였을 때,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

는 .22(𝑝 <  .001)이었다.  

이상의 실험 결과로 볼 때 연속 출력 모형이 단일 출력 모형보다 효

용 예측에서 더 높은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서는 연속 출력 모형을 이용해 효용을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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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동화 효용 모형 학습 결과 

모형 순환신경망  

노드 수 

Weight decay 학습률 

(지수) 

정확도 

연속 4 .0001 -2 56% 

.001 -5 56% 

.01 -4 55% 

8 .0001 -5 54% 

.001 -5 54% 

.01 -5 53% 

16 .0001 -2 60% 

.001 -3 54% 

.01 -4 56% 

단일 4 .0001 -4 57% 

.001 -5 57% 

.01 -2 55% 

8 .0001 -4 57% 

.001 -3 58% 

.01 -3 54% 

16 .0001 -2 56% 

.001 -5 56% 

.01 -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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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험 4: 선호 비율 측정 

앞서 실험에서 연속 출력 모형이 동화와 고객 경험 시나리오 모두에

서 60%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정확도가 60%라는 것은 연속 출력 모

형이 효용이 높다고 예측한 이야기가 실제로 참여자에 의해 선호된 경

우가 60%라는 뜻이다. 그런데 효용이 높은 이야기라고 해서 항상 선호

되지는 않는다. 

이야기 A와 이야기 B가 있을 때 이야기 A가 B보다 더 많이 선호되

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야기 A의 효용이 이야기 B의 효용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이야기 A를 '고효용 이야기'라 하자. 그런데 고효용 

이야기가 항산 저효용 이야기보다 더 선호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에 대한 선호도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고효용 이야기가 선호된 비율은 '선호 비율'이라 하겠다. 선호 

비율이 100%면 고효용 이야기가 저효용 이야기보다 항상 선호되는 것

이고, 선호 비율이 50%면 고효용 이야기가 50%, 저효용 이야기가 50% 

선호된 것이다. 

선호 비율은 효용을 통한 선호도 예측의 최대치이다. 왜냐하면 선호 

비율이 60%이면, 고효용 이야기가 선호될 확률이 60%이므로 효용을 

통해 선호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최대치도 60%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앞서 실험에서 효용 모형의 정확도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선호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야기의 선호 비율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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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방법 

참여자 참여자는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를 통해 모집하였고, 

1건의 비교 당 미화 3센트를 지급하였다. 

 

자극  앞서 4.3의 선호도 측정 실험에서 사용한 이야기 중 고

객 경험 시나리오 20쌍과 동화 20쌍을 사용했다. 

 

절차  절차는 4.3의 선호도 측정과 동일하다. 참여자마다 최

대 20쌍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제시하였다. 한 이야기 쌍당 30명의 참

여자로부터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같은 쌍의 이야기라도 참여자마다 무

선적으로 다르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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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림 4-9는 고객 경험 시나리오와 동화의 선호 비율 분포를 히스토

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9. 이야기 선호 비율별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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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경험 시나리오에서 각 이야기 쌍의 선호비율은 53.8%에서 86.7%

까지로 평균 68.5%(표준편차 9.2)였다. 표 4-3은 고객 경험 시나리오

에서 선호 비율의 도수 분포표이다.  

 

표 4-3. 고객 경험 시나리오에서 선호 비율의 도수 분포표 

선호 비율의 구간 쌍의 수 전체 쌍에서 비율 

(.5, .6] 5 25% 

(.6, .7] 7 35% 

(.7, .8] 6 30% 

(.8, .9] 2 10% 

합계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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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의 경우 더 선호된 이야기의 선호 비율은 50%에서부터 80.8%까

지로 평균 56.5%(표준편차 6.9)였다. 표 4-4는 동화에서 선호 비율의 

도수 분포표이다.  

 

표 4-4. 동화에서 선호 비율의 도수 분포표 

선호 비율의 구간 쌍의 수 전체 쌍에서 비율 

(.5, .6] 15 75% 

(.6, .7] 3 15% 

(.7, .8] 0 0% 

(.8, .9] 1 5% 

합계 20 100% 

 

이상의 측정 결과로 볼 때 사람들의 선호에서도 고효용 이야기가 선

호되는 비율은 고객 경험 시나리오 68.5%, 동화 56.5%으로서 이야기 

효용 모형을 통한 선도 예측의 정확도 60%는 낮지 않다고 말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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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논의 

효용이 높은 이야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효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무작위로 생성된 이야기들을 둘씩 짝지어 

재미나 고객의 불쾌한 경험이라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선택하게 하는 방

법으로 선호도 측정을 수행하였다. 이야기에 대해 점수로 피드백을 줄 

경우 같은 이야기라도 사람에 따라 다른 점수를 줄 수 있고, 같은 사람

이라도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점수를 줄 수 있다. 선호도 측정은 응답이 

간단하고 점수로 피드백하는 것보다 일관되게 응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짝 비교 방식으로 효용 모형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런데 두 개의 이야기를 짝지어 읽고 비교하는 것은 실험 

상황 이외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행동은 아니므로 그만큼 비

용 지출이 필요하다. 만약 사용자가 이야기를 읽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

을 이용할 수 있다면 데이터 수집 비용을 좀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동화의 경우에는 재미있는 동화라면 끝까지 읽거나, 더 빨리 

읽거나, 또는 반복해서 읽는 등의 행동이 나타날 것이다. 다만 이런 행

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동화를 읽는 환

경을 먼저 만들어야 하므로 한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다. 

선호도 측정 결과는 순환신경망에 바탕을 둔 수익 모형에 학습시켰다. 

수익 모형은 주어진 이야기로부터 점수를 예측하고, 두 이야기의 점수

에 따라 선택될 확률을 예측한다. 따라서 학습 과정은 짝지어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학습된 모형으로는 이야기의 효용을 예측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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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렇게 학습시킨 모형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강화 학습 과정

에서 생성된 이야기의 보상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 전체에 대해 하나의 점수를 예측하는 단일 출

력 모형과, 이야기의 각 사건마다 점수를 예측하고 그 점수를 평균 내

어 이야기 전체에 대한 점수를 예측하는 연속 출력 모형을 제시하였다. 

학습결과 카페 고객 경험과 동화 모두에서 근소한 차이로 연속 출력 모

형이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두 모형으로 예측된 점수 모두 유

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연속 출력 모형은 동화와 고객 경험 시나리오 모두에서 60%의 정확

도를 나타냈다. 이야기를 두 개씩 짝지어 제시했으므로 정확도의 최소

치가 50%인 것을 생각하면 낮은 정확도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효

용이 높은 이야기라고 해서 항상 선호되는 것은 아니다. 고효용 이야기

가 선호되는 비율인 '선호 비율'을 계산했을 때 동화의 경우 평균 

56.5%, 고객 경험 시나리오의 경우 평균 68.5%를 나타냈다. 효용으로 

선호도를 예측할 때 선호 비율을 넘는 정확도를 보이기는 어려우므로 

정확도 60%가 낮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동화에 대해서는 ‘재미’를, 고객 경험에서는 ‘불쾌한 

경험’을 기준으로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1에서 응집성을 기준으로 

선호도를 측정한 것과 달리 '재미'와 '불쾌한 경험'을 기준으로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야기의 효용은 이야기의 생성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동화나 

고객 경험 시나리오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데 반해, 응집성은 어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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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 특성이기에 여기서는 좀 더 좁은 범위

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게다가 연구 1에서도 보았듯이 무작위 생성된 이야기도 응집성에서는 

인간 수준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연구 2에서 학습된 효용 모형

으로 연구 3에서 강화 학습을 시켰을 때 응집성의 경우에는 더 개선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 

선호도 측정의 기준은 이야기 생성의 목적에 따라 개발자에 의해 정

할 수 있는 부분이며 어떤 기준을 정하더라도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선

호도 측정 방법과 이야기 효용 모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덧붙여 이 연구에서는 직접 다루지 않았지만 응집성과 재미, 또는 응

집성과 고객의 불쾌함과 같이 두 가지 기준으로 선호도를 측정하는 것

도 간단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준으로 선호도 측정을 실시하여 각각

의 효용 모형에 그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된다. 두 모형이 출력한 점수

를 가중합하여 하나의 점수로 만들면 된다. 이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직접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모형은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의 여지가 있다. 하나

는 좀 더 모형을 간소하게 만들어 더 적은 데이터로 쉽게 학습할 수 있

게 하는 것이다. 앞서 지적하였다시피 짝 비교 방식은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므로 좀 더 간소한 모형을 만들 수 있다면 데이터 수집 비용

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개인차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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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능하다. 실험 4에서 보았듯이 고객 경험에서 만족도나 동화에서 

느끼는 재미 등은 개인마다 차이가 크다. 만약 개인차를 반영할 수 있

는 효용 모형이 가능하다면, 이야기를 생성할 때도 각 개인에 맞게 이

야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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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3 강화 학습을 통한 이야기 생성 

 

 

그림 5-1. 연구 3의 범위 

 

연구 3에서는 이야기를 입력 받아 사건 그래프에서 후속 사건을 출력

하는 이야기 생성 모형과 생성된 이야기의 예측된 효용을 이용하여 이

야기 생성 모형을 강화 학습하는 방법을 다룬다. 연구 3의 범위는 그림 

5-1과 같다. 

 효용 모형에 입력될 이야기는 연구 1의 사건 그래프로 생성하는 이

야기이며, 효용 모형이 예측하는 이야기의 효용은 연구 3의 이야기 생

성 모형을 강화 학습하는 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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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장에서 제안한 이야기 효용 모형을 이용해 이야기의 재미나 고객 

경험과 같은 효용을 예측하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야기 생성의 목적

도 달성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강화 학습을 통해 재미있는 이야기나 

불쾌한 고객 경험의 시나리오처럼 포괄적인 목적으로 이야기를 생성해

보려고 한다. 

이 장에서는 우선 이야기 생성 모형(story generation model)을 제안

한다. 이 모형은 인공 신경망으로서 주어진 이야기 𝜎에 대해 다음에 나

올 사건 e의 조건부 확률 분포 𝑃(𝑒|𝜎)를 나타낸다. 이야기가 주어졌을 

때 이 확률에 따라 후속 사건을 선택하고, 이 사건을 이야기에 덧붙이

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게 된다. 강화 학습은 이 확

률 분포에 따라 사건을 선택하면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의 수익이 

최대화되도록 만든다. 

또한 모형을 학습시키 위한 강화 학습 방법으로 몬테카를로 트리 탐

색(Monte Carlo Tree Search: 이하 MCTS; Coulom, 2007)을 이용한다. 

MCTS는 각 사건을 선택하였을 때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얻을 수익을 

추정하는 기법이다. 이 장에서는 MCTS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용하여 

위의 이야기 생성 모형을 강화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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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방법론: 이야기 생성 모형 

이야기 생성 모형은 아래 그림 5-2처럼 이야기를 입력 받아 이야기

의 현재 상태를 표상(represent)하는 상태망(state network)과 표상된 상

태로부터 가능한 행동을 출력하는 정책망(policy network)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𝑒𝑡 는 시점 t의 사건을 나타내며 따라서 이야기 생성 모형은 

이야기를 시점 1부터 t-1까지의 사건들로 입력받아 다음 시점 t의 사건

을 출력한다. 

 

 

그림 5-2. 이야기 생성 모형 

 

상태망은 아래 그림 5-3와 같이 사건 벡터의 시퀀스를 입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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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길이의 상태 벡터 s를 출력하는 순환신경망이다.  

 

 

그림 5-3. 상태망의 구조 

 

다음은 정책망이다. 정책망은 사건 출력 모형(event output model)과 

사건 입력 모형(event input model), 두 가지를 만들었다. 우선, 사건 

출력 모형은 그림 5-4와 같이 사건 그래프의 모든 사건들에 대해 

확률을 출력하는 앞먹임 신경망이다. 모든 출력은 −∞에서 +∞ 범위의 

로짓(logit)으로, 이 값에 소프트맥스(softmax) 함수를 적용하여 확률의 

형태로 변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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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사건 출력 모형 

 

𝑒𝑡−1 의 후속 사건이 𝑎1 와 𝑎2 라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확률은 모두 0이어야 한다. 이것을 일반적인 학습 방법을 통해 

실현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마스킹(masking)을 사용하였다. 마스킹은 모든 사건의 로짓을 

소프트맥스 함수에 넣되, 불가능한 후속 사건의 로짓을 −∞로 바꿔치기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치면 확률이 0이 된다. 

그림 5-5는 마스킹의 개념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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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마스킹의 개념 

 

마스킹에서는 불가능한 후속 사건의 로짓이 −∞ 로 바뀌어서 후속 

사건의 확률에 대한 손실 함수의 미분이 0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들은 

파라미터가 수정되지 않는다.  

사건 출력 모형의 단점은 사건의 종류가 많아지면 이에 비례해서 

파라미터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사건의 종류가 𝑛 개씩 있고, 상태 

벡터의 크기가 𝑑 라 하면 사건출력 정책망이 단층 신경망인 경우에도 

n(𝑑 + 1)  개만큼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모형의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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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속도도 느려지고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된다.  

게다가 사건 출력 모형은 불가능한 후속 사건에 대한 출력도 

계산한다. 이들 출력의 계산은 마스킹될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계산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 입력 모형은 상태 벡터와 후속 사건 중 하나를 입력하면 이에 

해당하는 로짓을 출력하는 모형이다. 그림 5-6은 사건 입력 모형의 

개념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5-6. 사건 입력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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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그래프에서 𝑒𝑡−1의 후속 사건이 𝑎1와 𝑎2라면  𝑎1을 입력하여 그 

로짓을 얻고, 다시 𝑎2를 입력하여 로짓을 얻는다. 그리고 이 두 로짓을 

소프트맥스 함수에 입력하여 각 후속 사건의 확률을 얻는다. 그림 

5-7은 사건 입력 모형을 이용한 후속 사건 확률의 전체 계산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7. 사건 입력 모형을 이용한 확률 계산 

 

사건 입력 모형은 단 하나의 사건에 대한 로짓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적다. 단층 신경망일 경우 파라미터의 수는 𝑛 +  𝑑 + 1개만 

필요하게 된다. 또한 가능한 후속 사건만 입력하기 때문에 계산의 양도 

사건 출력 모형보다 훨씬 적다. 한 사건의 후속 사건이 평균적으로 

𝑏 개이면 사건 입력 모형은 사건 출력 모형에 비해 식 (5.1)과 같은 



 

141 

비율의 계산만을 하게 된다. 

 

𝑏(𝑛 + 𝑑 + 1)

𝑛2(𝑑 + 1)
 (5.1) 

 

대개 n이 b와 d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때문에 계산량에서 상당한 

차이가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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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방법론: 이야기 생성 모형의 강화 학습 

이제 이야기 생성 모형을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자. 강화 

학습에서 흔히 사용되는 REINFORCE(Williams, 1992)와 같은 알고리

즘은 행동에 따라 상태의 변화나 보상을 알 수 있는 모형이 없는 경우

에 사용하는 모형 자유적 방법이다. 이 논문의 이야기 생성에서는 한 

사건과 그 후속사건이 사건 그래프를 통해 알려져 있고, 이야기의 효용 

모형도 학습되어 있으므로 모형 기반(model-based) 방법을 사용하면 

좀 더 표본 효율적(sample efficient)한 강화 학습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는 MCTS를 이용한 강화 학습을 시도한다. 

먼저 MCTS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사건 그래프를 규칙으로 사용

하는 이야기 생성 과정은 한 사건에 이어 다음 사건을 선택하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다음 그림 5-8과 같이 트리 탐색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림 5-8. 트리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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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탐색의 목적은 트리의 끝에 도달하여 이야기가 완성되었을 때 

가장 높은 효용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 사건을 선택하는 각각의 

분기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선택의 가치를 

알아야한다.  

MCTS는 각 선택의 가치를 몬테카를로법을 통해 추정한다. 매우 

단순하게 접근하자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먼저 현재까지 완성된 

이야기의 여러 후속 사건들에 대해서, 각 후속사건 이후로 이야기가 

완성될 때까지 무작위 생성을 n회씩 한다. 그리고 생성된 이야기의 

효용을 평균 내면 각 후속 사건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가치가 높은 사건을 선택한다. 이를 이야기가 완성될 때까지 반복한다. 

위의 간단한 방법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한 가지는 무작위 

생성을 하기 때문에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다. 만약 생성을 할 때 좀 더 

나은 정책을 사용한다면 더 정확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모든 후속 사건에 대해 추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인 

탐색-활용 교환(exploration-exploitation tradeoff) 문제가 생긴다. 

추정을 많이 할 수록 추정치가 정확해지지만 계산량도 늘어난다. 만약 

모든 후속 사건에 대해 같은 수만큼의 이야기를 생성하면, 가치가 낮은 

후속 사건에 불필요한 계산량을 낭비한다. 그렇지만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을 생성해보지 않으면 후속 사건의 가치를 알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MCTS는 다음과 같이 선택, 시뮬레이션, 

역전파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선택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행동 중에 가치를 추정할 행동을 선택한다. 흔히 사용되는 선택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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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2)와 같이 각 추정치의 신뢰상한을 이용하는 UCT(Upper 

Confidence Bounds for Trees; Kocsis & Szepesvári, 2006) 알고리즘이다. 

 

UCT = �̅�𝑗 + 2𝐶𝑝√
2 ln 𝑛

𝑛𝑗
 (5.2) 

 

위의 식에서 �̅�𝑗는 j번째 자식 노드의 추정된 가치, n은 현재 부모 노

드의 탐색 횟수, 𝑛𝑗 는 j번째 자식 노드의 탐색 횟수, 그리고 𝐶𝑝는 양의 

상수이다. 𝐶𝑝 는 탐색을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이다. 𝐶𝑝 = 0일 경우 

이제까지 얻은 수익의 평균이 가장 높은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 경

우 수익의 평균이 높은 행동만 집중적으로 선택되어, 그 가치를 더 정

확히 추정하게 된다. 만약 어떤 행동이 적은 횟수로 선택되어 수익의 

평균이 낮았다면 그 행동은 다시 선택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부정확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위의 식에 따르면 추정된 가치가 높고 적게 탐

색된 노드를 주로 탐색하게 된다. 

2단계인 시뮬레이션은 문헌에 따라서는 롤아웃(rollout) 또는 플레이

아웃(playout)이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주어진 상태 s에 대해 행동 a의 

확률을 결정하는 시뮬레이션 정책  𝜋(𝑎|𝑠)을 이용해 선택된 행동 a에서

부터 최종 수익을 얻을 때까지 행동을 반복 선택한다. 바둑이라면 게임

이 끝날 때까지 두어 보고 승패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야기 생성에서는 

이야기를 결말까지 만들고 효용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시

뮬레이션 정책이 MCTS를 수행한 것과 같아지도록 학습시키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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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자세한 방법은 후술하도록 하겠다. 

3단계 역전파는 시뮬레이션 결과 얻어진 수익을 바탕으로 행동의 가

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다. 강화 학습에서 행동의 가치는 그 행동을 

해서 얻을 수익의 기대값이다. 이는 후속 사건들의 가치를 바탕으로 계

산된다. 따라서 맨 마지막 노드에서부터 가치를 업데이트한다. 이를 두

고 가치를 역전파(backpropagation)시킨다고 한다. 

위의 3단계를 정해진 계산량 내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각 행동의 

가치를 추정한다. 행동의 가치가 추정되면 다음으로는 가장 가치가 높

은 행동을 선택한다. 

최근에는 신경망, 강화 학습과 MCTS를 결합한 방법들이 바둑, 체스 

등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Silver et al., 2016, Silver et al., 2017, 

Silver et al., 2018). 이들 방법 중에 Silver et al. (2018)가 제시한 방법은 

MCTS를 신경망을 강화 학습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다. 

Silver et al.의 방법은 하나의 신경망 𝑓를 이용해 상태 s에서 각 행동

의 확률 p와 가치 v를 추정한다. 가치란 식 (5.3)과 같이 현재 상태에

서 앞으로 얻을 수익의 기대값이다. 

 

(𝑝, 𝑣) =  𝑓(𝑠) (5.3) 

 

여기서 확률 p는 시뮬레이션 정책이다. 또한 UCT 알고리즘을 식 

(5.4)와 같이 수정하여 선택 단계에서도 확률 p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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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T = �̅�𝑗 + 𝐶𝑝𝑝(𝑗)
√𝑛

1 + 𝑛𝑗
 (5.4) 

 

위의 식은 앞에서 설명한 UCT의 식을 수정한 것이다. 가장 큰 차이

는 𝑝(𝑗) 인데 이것은 j번째 행동이 선택될 확률을 나타낸다. 원래의 

UCT는 가치가 높고, 적게 탐색된 행동을 선택하여 탐색하지만 수정된 

식에서는 시뮬레이션 정책에서 선택될 행동도 더 많이 선택한다. 

시뮬레이션에서는 확률 𝑝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 각 상

태 s  행동 a를 한 횟수 𝑁(𝑠, 𝑎)를 이용해 상태 s에서 식 (5.5)에 따라 

출력 정책 π를 계산한다. 𝜏는 0이상의 값을 가지는 하이퍼파라미터로, 

𝜏가 크면 클수록 𝑁(𝑠, 𝑎)가 큰 행동 a는 더 높은 확률을 가지게 된다. 

만약 𝜏가 0이면 모든 행동 a의 확률이 같아지게 된다. 

 

𝜋(𝑎|𝑠) =
𝑁(𝑠, 𝑎)𝜏

∑ 𝑁(𝑠, 𝑎)𝜏
 (5.5) 

 

실제 수익 𝑧와 추정 가치 𝑣의 MSE와 출력 정책 π와 시뮬레이션 정

책 𝑝의 교차 엔트로피의 합을 최소화하도록 신경망을 업데이트한다. 이

렇게 하면 추정된 가치와 실제 수익의 오차는 줄어들고, 시뮬레이션 정

책은 MCTS에서의 탐색된 비율을 나타내는 출력 정책과 비슷해지게 된

다. 따라서 시뮬레이션만으로도 MCTS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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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게 된다.  

여기서 실제 수익 z와 추정 가치 v의 MSE를 최소화하는 것은 고전

적 조건화에 대한 Rescorla-Wagner 모형(이하 R-W 모형; Rescorla & 

Wagner, 1972)과 유사한 점이 있다. R-W 모형은 조건 자극 A를 무조

건 자극 Y에 앞서 제시했을 때 자극 A의 연합 강도(associative 

strength) 𝑉𝐴를 식 (5.6)과 같이 수정한다. 

 

∆𝑉𝐴 = 𝛼𝐴𝛽𝑌(𝑅𝑌 − 𝑉𝐴) (5.6) 

 

위의 식에서 𝛼𝐴은 A의 학습률, 𝛽𝑌은 Y의 학습률을 나타내는 상수이

며 𝑅𝑌는 무조건 자극 Y에 의한 연합 강도의 점근선(asymptote)을 나타

낸다. 위의 식은 𝑅𝑌와 𝑉𝐴의 MSE를 최소화하는 것과 같고, 따라서 실제 

수익 z을 𝑅𝑌, 추정 가치 v를 𝑉𝐴로 보면 R-W 모형과 Silver et al. (2018)

의 가치 추정 방식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Silver et al. (2018)의 방법은 MCTS에서 각 행동이 선택된 비율에 가

깝게 신경망을 학습시킨 것이 특징이다. 결과적으로 신경망은 MCTS를 

한 것처럼 수행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MCTS를 수행하면 더 

향상된 결과를 얻게 되고, 이렇게 MCTS와 신경망 학습을 반복하여 점

점 더 개선된 정책을 얻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Silver et al. (2018)가 제안한 방법에서 식 (5.7)과 같이 

신경망이 시뮬레이션 정책만을 출력하도록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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𝑝 =  𝑓(𝑠) (5.7) 

 

Silver et al.과 같이 행동의 가치 v를 신경망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MCTS에서 시뮬레이션을 단축시킬 수 있다. 시뮬레이션의 목적이 행동

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 생성은 Silver et al.이 다루고 있는 바둑에 비해 탐색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신경망으로 추정하여 시뮬레이션을 단축하기보다 직접 시

뮬레이션을 하고, 대신 가치 추정을 제외하여 신경망을 단순화시켰다. 

따라서 신경망을 업데이트 할 때도 실제 수익 𝑧 와 추정 가치 𝑣 의 

MSE는 제외하고 출력 정책 π와 정책 p의 교차 엔트로피만을 최소화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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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실험 5: 강화 학습을 통한 이야기 생성 

앞서 제안한 두 가지 이야기 생성 모형, 즉 사건 출력 모형과 사건 

입력 모형을 MCTS로 강화 학습하고 최종 학습된 모형으로 이야기를 

생성하여, 그 생성된 이야기의 효용과 선호도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실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안된 이야기 생성 모형과 강화 학습 방법이 효용 모형에

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제안된 이야기 생성 모형과 강화 학습 방법이 높은 선호를 

보이도록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사건 출력 모형과 사건 입력 모형 중 어떤 모형이 이야기

를 더 잘 생성하는지 비교한다. 

 

방법 

절차  사건 출력 모형과 사건 입력 모형의 강화 학습을 수행

하고 효용 모형으로 효용을 예측하여 비교한다. 구현은 Python 3.6.8과 

TensorFlow 1.13.1을 사용하였다. 파라미터 업데이트는 Adam(Kingma 

& Ba, 2015)을 사용하였고 학습률은 1.0을 사용하였다. 각 모형은 30회 

탐색으로 얻어진 출력 정책으로 신경망에 학습시키는 과정을 5회 반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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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먼저, 카페 고객 경험 시나리오의 결과부터 살펴보자. 학습 전후를 비

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9은 사건입력모형으로 생성한 고객 경

험 시나리오의 분포를 강화학습 전과 후에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사건입력모형은 학습 후에 생성된 시나리오의 효용이 하락하

였다. 따라서 사건입력모형은 학습이 잘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9. 사건입력모형 학습 전후 고객 경험 시나리오 효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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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건출력모형은 학습이 잘 되었다. 그림 5-10은 사건출력모형

으로 생성한 고객 경험 시나리오의 분포를 강화학습 전과 후에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사건출력모형은 학습 후에 생성된 시나

리오의 효용이 상승하였다. 

 

 

그림 5-10. 사건출력모형 학습 전후 고객 경험 시나리오 효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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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입력모형, 사건출력모형으로 이야기를 생

성하고 또 비교를 위해 무작위로 이야기를 생성하여 효용의 분포를 비

교해보았다. 그림 5-11는 세 가지 방법으로 생성된 시나리오의 효용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사건 출력 모형으로 생성된 이야기가 효용 모형

으로 효용을 예측하였을 때 평균 -.015 (표준편차 .105)으로 점수가 가

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무작위로 생성된 이야기로 평균 -.061 (표준편

차 .105)였다. 사건 입력 모형으로 생성된 이야기는 평균 -.206 (표준편

차 .073)이었다.  

효용 모형에서 이들 점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지 않았기 때

문에 정규성 가정이 필요한 t 검정 대신에 비모수 검정인 Mann-

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건 출력 모형과 사건 입력 

모형으로 생성한 이야기의 점수 차이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𝑈 = 1538, 𝑛 = 100, 𝑝 <  .001 ). 또한 사건 출

력 모형과 무작위 생성 사이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𝑈 = 2243,

𝑛 = 100, 𝑝 <  .001 ), 사건 입력 모형과 무작위 생성 사이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𝑈 = 3487, 𝑛 = 100, 𝑝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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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고객 경험 시나리오의 생성 방법별 효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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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동화의 결과를 알아보자. 학습 전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동화의 경우에는 사건입력모형과 사건출력모형 모두 학습이 잘되

었다. 그림 5-12는 사건입력모형으로 생성한 동화의 효용 분포를 강화

학습 전과 후에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사건입력모형은 

학습 후에 생성된 동화의 효용이 상승하였다. 

 

 

그림 5-12. 사건입력모형 학습 전후 동화 효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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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는 사건출력모형으로 생성한 동화의 효용 분포를 강화학

습 전과 후에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사건출력모형도 

학습 후에 생성된 동화의 효용이 상승하였다. 

 

 

그림 5-13. 사건출력모형 학습 전후 동화 효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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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입력모형, 사건출력모형으로 이야기를 생

성하고 또 비교를 위해 무작위로 이야기를 생성하여 효용의 분포를 비

교해보았다. 그림 5-14은 세 가지 방법으로 생성된 동화의 효용 분포

를 나타낸 것이다. 동화에서도 사건 출력 모형으로 생성된 이야기가 효

용 모형으로 효용을 예측하였을 때 평균 .312 (표준편차 .183)로 점수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사건 입력 모형으로 생성된 이야기로 평

균 .255(표준편차 .167)이었다. 무작위로 생성된 이야기는 평균 -.004 

(표준편차 .239)였다.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사건 출력 모형과 사건 입

력 모형으로 생성한 이야기의 점수 차이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𝑈 = 3575, 𝑛 = 100, 𝑝 <  .001 ). 또한 사건 

출력 모형과 무작위 생성 사이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𝑈 =

1626, 𝑛 = 100, 𝑝 <  .001 ), 사건 입력 모형과 무작위 생성 사이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𝑈 = 2155, 𝑛 = 100, 𝑝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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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동화의 생성 방법별 효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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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실험 6: 강화 학습된 이야기의 선호도 측정 

앞서 실험에서는 효용 모형으로 효용을 예측했을 때 강화 학습된 사

건 출력 모형으로 생성된 이야기가 무작위 생성된 이야기나 강화 학습

된 사건 입력 모형으로 생성된 이야기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선호도 측정에서도 강화 학습된 사건 출력 모형이 생성한 이야

기가 더 선호되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전 실험에

서 사건 입력 모형으로 생성한 이야기는 무작위 생성된 이야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지 못하므로, 이번 실험에서는 사건 출력 모형으로 

생성된 이야기와 무작위 생성된 이야기만 비교하였다. 

 

가설 

선호도 측정에서 참여자들은 강화 학습된 사건 출력 모형이 생성한 

이야기를 무작위 생성된 이야기보다 더 선호할 것이다. 

 

방법 

참여자 참여자는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에서 모집하였다. 참여

자에게는 1쌍의 이야기에 대해 선호도 판단을 할 때마다 미화 3센트를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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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자극은 동화와 카페 고객 경험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각 종류의 이야기별로 사건 출력 모형에서 생성된 이야기와 무작위로 

생성된 이야기를 200쌍 만들었다. 

 

절차  실험 방법은 연구 2의 선호도 측정과 비슷하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한 쌍의 무작위로 생성된 이야기 중에 선택하게 하는 대

신, 강화 학습된 생성 모형으로 생성된 이야기와 무작위 생성된 이야기 

중에 선택하게 한 것이다. 

참여자는 동화와 카페 고객 경험 시나리오에 대해 각각 모집하였다. 

참여자가 실험에 참여하면 참여자에게는 200쌍의 이야기 중 한 쌍을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참여자에게는 제시된 한 쌍의 이야기 중에서 동

화의 경우 더 재미있는 것을 고르도록 지시하였고, 고객 경험 시나리오

의 경우 더 불편한 경험을 고르도록 지시하였다. 참여자에게 제시한 화

면은 앞 장의 아래 그림 4-5, 그림 4-6와 같다. 

참여자에게는 이야기의 생성 방법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으며, 무작위 

생성된 이야기와 모형으로 생성된 이야기를 제시하는 순서도 무선화하

였다. 

 

결과 

고객 경험 시나리오에 대한 선호도 측정에서는 총 36명이 참여하였

으며 응답 시간의 중간값은 117초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5-1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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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건의 비교에서 113건(56.5%)은 모형으로 생성된 이야기를 선호하였

으며 79건(39.5%)는 무작위로 생성된 이야기를 선호하였다. 8건(4%)는 

결정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카이제곱검정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선

호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𝜒2 = 6.02, 𝑑𝑓 = 1, 𝑝 < .05). 

 

표 5-1. 모형 생성 및 무작위 생성 시나리오에 대한 선호 

모형 생성  

동화 

무작위 생성 

동화 

합계 𝜒2 P 

  113 

(58.9%) 

79 

(41.1%) 

192 

(100.0%) 

6.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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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에 대한 선호도 측정에서는 총 32명이 참여하였으며 응답 시간

의 중간값은 64초였다. 결과는 아래 표 5-2와 같다. 200건의 비교에서 

119건(59.5%)은 모형으로 생성된 이야기를 선호하였으며 81건(40.5%)

는 무작위로 생성된 이야기를 선호하였다. 카이제곱검정 결과 유의수

준 .05에서 선호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𝜒2 = 7.22, 𝑑𝑓 =

1, 𝑝 = .007). 

 

표 5-2. 모형 생성 및 무작위 생성 동화 사이의 선호 

모형 생성  

동화 

무작위 생성 동화 합계 𝜒2 P 

  119 

(55.5%) 

81 

(40.5%) 

200 

(100.0%) 

7.22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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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논의  

이 연구는 사건 그래프로 표현된 규칙에 따라 이야기를 생성하되, 그 

생성된 이야기를 효용 모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 학습

을 하는 방법을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이야기 생성 모형은 정

책망과 상태망으로 이뤄진 인공신경망 모형으로 정책은 앞선 이야기를 

입력받는 순환신경망이고, 정책망은 이야기의 다음에 나올 사건을 예측

하는 앞먹임 신경망이다. 정책망에는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확률을 

출력을 하는 사건 출력 모형과 규칙상 가능한 사건만을 입력 받아 그 

확률을 출력하는 사건 입력 모형을 제시하였다. 사건 입력 모형은 사건 

출력 모형보다 더 적은 파라미터를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야기 생

성 모형은 MCTS를 이용해 강화 학습하였다. 

실험은 먼저 두 가지 모형을 강화 학습하고, 학습된 모형으로 이야기

를 생성하여 효용 모형으로 효용을 예측했다. 무작위 생성한 이야기도 

함께 비교하였다. 이야기를 생성한 주제는 앞선 연구들과 같이 카페에

서 고객 경험과 동화, 2가지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사건 출력 모형은 

가지 주제 모두에서 가장 앞선 성능을 보였다. 사건 입력 모형은 동화 

주제에서는 무작위 생성보다 점수가 높았지만, 카페에서 고객 경험 주

제에서는 무작위 생성보다도 낮았다. 

사건 출력 모형은 사건의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파라미터의 수가 많

아지는 단점이 있다.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이 어렵고, 계산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이다. 이런 단점을 극

복하기 위해 제안한 사건 입력 모형은 파라미터 수는 적었지만 성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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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다. 사건 출력 모형의 계산량은 규칙의 크기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

문에 큰 규칙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생성하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사건 출력 모형으로 생성한 이야기와 무작위 생성된 이야기

를 인간 참여자의 선호도를 측정하는 실험도 진행하였다. 이 실험에서

도 모두 사건 출력 모형으로 생성한 이야기는 무작위로 생성한 이야기

보다 더 선호되었다. 물론 두 이야기 중에 모형으로 생성된 이야기에 

대한 선호는 6:4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생성 모형의 강화 학습에 사용한 효용 모형도 두 이야기 중에 어느 쪽

이 선호될지를 예측하는 정확도는 연구 2에서 보았듯이 6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즉, 효용 모형이 인간의 선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거

나, 또는 효용 모형이 정확하더라도 점수가 높은 이야기가 반드시 더 

선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 원인이든 이러한 

한계는 생성 모형보다도 효용 모형 쪽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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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 논문은 사건 그래프에 바탕을 둔 단순한 규칙과 인공신경망의 지

도학습과 강화 학습을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이야기를 생성하는 하

이브리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이야기 생성 

연구는 복잡한 규칙이나, 대량의 데이터를 바탕을 둔 기계 학습으로 이

야기를 생성하였다. 복잡한 규칙을 만드는 것과 대량의 데이터를 구하

는 것 모두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는 현실에 적용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규칙의 개발 과정이 단순하고, 인간

의 실제 선호에 반영하여 효용을 학습하고, 그 효용에 대해 강화 학습

되어 인간이 선호할 수 있는 이야기를 생성한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이야기 생성 방법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논문에서는 ‘사건 그래프’라는 이야기 생성의 규칙 체계와 그 

개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사건 그래프는 이야기를 이루는 사건들의 

선후 관계를 그래프 구조로 표현한 것이다. 사건 그래프를 개발하기 위

해서는 먼저 기초 사건 그래프를 만든다. 그리고 기초 사건 그래프의 

사건들 중에 일부를 선택하여 후속 사건을 수집한다. 수집 과정은 크라

우드소싱, 설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수집된 사건들은 사

건 그래프에 통합된다. 그리고 통합된 사건들 중에 사건을 선택하여 앞

의 과정을 반복한다. 기존의 규칙 기반 이야기 생성 연구에서는 규칙을 

작성하기 위해 복잡한 논리와 프로그래밍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였

지만, 이 논문에서 제안한 규칙 개발 과정은 단순하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다. 그 결과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도 사건 그래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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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한 사건 그래프에 기반하여 무작위 

생성한 이야기는 응집성 있는 정도에 있어서 사람이 직접 작성한 이야

기와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사건 그래프와 그 개발 방법론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도 있다. 사건 

그래프 개발 방법론에서 개방형으로 수집된 사건들을 수작업을 통해 사

건 그래프에 통합해야 하는데, 이는 사건 그래프의 개발 비용을 높이고, 

동일하게 수집된 데이터에서도 개발자에 따라 다른 사건 그래프를 개발

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갖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자

연어 처리를 이용해 개방형으로 수집된 사건들을 사건 그래프로 통합하

는 절차를 자동화하거나 또는, 사건 그래프로 통합에도 크라우드 소싱

을 적용할 수 있는 개발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에 대한 선호도 측정 결과를 인공신경

망으로 구현된 이야기 효용 모형에 지도학습 시켰다. 카페에서 고객 경

험을 이야기로 만들어보는 이유는 고객의 불편을 예상하고 대응하기 위

해서이고, 동화를 만드는 이유는 재미나 교훈을 위해서이다. 고객의 불

편이나 동화의 재미 등은 모두 잘 정의된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목적은 선호도 측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기존의 이야기 생

성 방법들은 이야기의 효용을 직접적으로 예측하거나 생성에 반영하지 

않았다. 반면,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인간 참여자의 선호도를 측정

하고 이를 인공신경망 효용 모형에 학습시킨다. 이 효용 모형을 통해 

인간의 선호를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선호에 따라 이야

기에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학습된 이야기 효용 모형은 참여자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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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60% 정확도로 예측되었다. 사람들 간에도 효용이 더 높은 이야기

를 선호할 확률이 이야기의 주제에 따라 56.5%에서 68.5% 정도이므로 

이야기 효용 모형의 예측이 충분히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선호도 측정 절차에는 참여자에게 짧은 길이의 

이야기만을 제시하고 선호도를 측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야기가 길

어지면 참여자가 응답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지만, 실제로 이야기의 길이

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길이가 긴 이야기에 대한 측정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야기 효용 모형에도 한계가 있다. 이야기에 대한 선호에는 개

인차가 있어 효용이 높은 이야기라고 항상 선호되는 것은 아니다. 이야

기 효용 모형은 이러한 개인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앞서 연구에서 개발한 규칙과 효용 모형을 

이용하여 이야기 생성 모형을 강화 학습하였다. 인공 신경망을 통해 구

현된 이야기 생성 모형은 무작위로 이야기를 생성하였을 때 보다 효용 

모형으로 더 높은 점수 받는 이야기들을 생성하였다. 인간 참여자들도 

모형에 의해 생성된 이야기를 더 선호하였다. 따라서 제안된 모형을 사

용하면 인간 참여자에게 선호되는 이야기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강화 학습을 통한 이야기 생성 과정에는 사용자

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의 이야기 생성 방법은 

이야기 생성 모형이 출력한 확률에 따라 다음 사건을 선택하는 방식을 

통해 이야기를 생성한다. 이때 다음 사건의 선택에 사용자가 개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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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게임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영화 등에서도 인터랙티브 무비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고객 경험 시나리오를 생성할 때도 서비

스 설계의 의도에 따라 이야기 생성에 개입할 수 있다면 활용도가 더욱 

커질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사용자가 이야기 생성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면 더욱 

다양한 영역에 이야기 생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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