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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대화 모델 학습에는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시퀀스-투-시
퀀스 모델로 학습한 대화 모델은 I don’t know 문제와 사오정 문제를 내포한다. I don’t know 문제는 입
력 발화에 대해 안전하고 무미건조한 단편적인 대답을 많이 생성하는 문제이다. 사오정 문제는 입력 발화
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생성했지만 입력 발화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만 어순, 어미 등의 변화가 있는 발
화에는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지 못하는 문제이다. 이전 연구에서 디노이징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각각의 
문제를 완화하는 대화 모델들을 학습할 수 있음을 보였으나 하나의 모델에서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는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디노이징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각각의 문제에 강점을 지닌 디코더들을 학습
하고 응답 생성 시 입력 발화에 따라 두 디코더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언급한 문제 모두에 대해 강건한 응
답을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우수성을 보이기 위해 9만 건의 한국어 대화 데
이터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단일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들과 비교하여 ROUGE F1 점수와 사람
이 평가한 정성 평가에서 성능 향상을 보였다.

주제어: 자연어처리, 자연어생성, 대화모델

일반 대화

입력: 저기요. 이것 좀 와서 보세요. 샐러드에 이상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델: 그렇군요.

어순 변화

입력: 저기요. 샐러드에 이상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좀 와서 보세요.

모델: 어떤 종류를 원하십니까?

어미 변화

입력: 저기요. 이것 좀 와서 보세요. 샐러드에 이상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모델: 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표 2. 어순, 어미 변화에 따른 시퀀스-투-시퀀스 모델 응답 

생성 결과. 어순의 변화는 밑줄 친 “이것 좀 와서 

보세요”의 위치가 변경되었으며, 어미의 변화는 기울임체의 

“있습니다”가 “있어요”로 변형됨 

예1) 입력: 뭐 특별히 찾으시는 것이 있나요?

     모델: 네

예2) 입력: 그런 것 같네요. 피부가 좋으시네요.

     모델: 네

예3) 입력: 빈방이 있나요?

     모델: 네

표 1.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이 생성한 I don’t know 문제 예시1. 서론

대화 모델은 입력 발화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

는 모델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비서 등에 활용

되며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 최근에는 딥러닝

을 활용한 시퀀스-투-시퀀스(sequence-to-sequence) 모

델[1]을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end-to-end 방식으로 

대화 모델을 학습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4]. 

기본적인 시퀀스-투-시퀀스 모델로 학습한 대화 모델

의 경우 단순히 데이터 셋에 있는 응답을 생성하는 것이 

아닌 입력 발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응답을 추론하여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하

지만 동시에 몇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소위 

“I don’t know” 문제로 표 1[5]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입력 발화에 대해 안전하고 무미건조한 단편적인 대

답을 생성하는 문제이다[2,3]. 이러한 유형의 대답은 비

록 입력 발화에 대해 의미나 문맥상 잘못된 응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정보나 호응을 제공하지 않으므

로 응답의 질적인 성능이 떨어지며 이런 유형의 응답 비

율이 높다면 강건한 모델이라고 볼 수 없다. 또 다른 문

제로는 표 2[5]에서 볼 수 있듯이 입력 발화에 부합하는 

응답을 생성한 경우에 대해 입력 발화의 의미는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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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디노이징 응답 생성 모델 개략도

면서 어순을 변경 시키거나, 어미를 변경 시킨 입력 발

화에 대해서는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지 못하는 문제이

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6]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

는)사오정 문제”라고 명명하였다. 표 2에서 제시한 예

시 외에도 문장 내 특정 단어를 의미가 비슷한 단어로 

대체하는 경우 등 자연어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수많

은 표현이 존재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동일한 

의미의 표현에 대해 자유로운 어순 변화와 다양한 어미 

변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처럼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다

양한 형태의 입력 발화에 대해 일관적이면서 적절한 응

답을 생성하지 못한다면 역시 강건한 모델로 볼 수 없

다.

시퀀스-투-시퀀스 모델로 학습한 대화 모델에서의 I 

don’t know 문제와 사오정 문제에 대해 이전 연구에서 

디노이징 응답 생성 모델을 제안하여 해당 문제들을 완

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5,6]. 디노이징 응답 생성 모델

은 디노이징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대화 모델을 학습한 

모델이다. 디노이징 메커니즘은 노이즈가 부과된 입력 

데이터로부터 기존의 정답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이다. 데이터에 노이즈를 부과해 새롭게 

생성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함으로써 데이터 증대(data 

augmentation)를 통한 정규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디

노이징 응답 생성 모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입력 발화

()에 노이징 함수(noising function)를 통해 노이즈를 

부과하고 노이즈가 부과된 입력 발화( ′)에 대해 대화 

모델에서 정답을 출력하도록 학습하였다. 노이징 함수에

서는 기본적으로 단어 삭제(drop), 단어 순서 변경

(swap), 단어 대체(replace)의 3가지 노이즈를 사용한

다. 디노이징 응답 생성 모델에서는 3가지 기본 노이즈

와 기본 노이즈를 혼합한 방식으로 노이즈를 부과해 실

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단어 대체 노이즈와 단어 

순서 변경 노이즈를 혼합하여 학습에 사용한 모델

(replace+swap)에서 I don’t know 문제 완화에 가장 효

과가 좋았으며 단어 삭제 노이즈와 단어 순서 변경 노이

즈를 혼합하여 학습에 사용한 모델(drop+swap)에서 사오

정 문제 완화에 가장 효과가 좋음을 보였다. 하지만 I 

don’t know 문제 완화에 가장 강점을 보였던 모델은 사

오정 문제 완화에는 큰 강점을 보이지 않았으며 사오정 

문제 완화에 가장 강점을 보인 모델의 경우에도 I 

don’t know문제에 대해서는 큰 강점을 보이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디노이징 메커니즘을 활용한 이전 연구

[5,6]를 바탕으로 I don’t know 문제와 사오정 문제 모

두에서 강점을 지닌 대화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

델은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에서 디코더를 두 개를 두어 

각각의 디코더가 제시한 문제 각각에 강점을 가지도록 

한다. 또한 조정자(coordinator) 모듈을 추가하여 응답 

생성 시 입력 발화에 따라 각 디코더의 출력을 어느 정

도 반영할지를 결정한다. 학습 시에는 노이징 함수에서 

I don’t know 문제와 사오정 문제 완화에 강점을 보였

던 노이즈 두 종류 중 하나를 랜덤하게 부과하도록 했

다. 조정자에서는 입력 발화에 부과된 노이즈의 종류가 

해당 디코더가 강화하고자 하는 문제에 적합한 경우 해

당 디코더를 많이 반영하도록 학습하고 반대일 경우 적

게 반영하도록 학습한다. 이 과정을 통해 조정자가 인코

더 출력을 보고  각 디코더 출력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 

결정하는 능력을 학습하도록 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우수성을 보이기 위해 약 9만 건의 

한국어 발화-응답 쌍 대화 데이터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비교 모델은 이전 연구에서 I don’t know 문제와 사오

정 문제 각각에 강점을 보인 모델들을 설정하였다. 제안

하는 모델과 비교 모델의 정량적 비교를 위해 각 모델들

의 ROUGE F1 점수[7]를 측정하였다. 또한 정성 평가로 

비교 모델과 제안 모델이 생성한 응답에 대해 제시한 문

제 각각의 측면에서 강건한 응답을 생성한 모델을 선택

하는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 모델이 비교 

모델보다 ROUGE F1 점수에 대해 최대 약 20% 정도의 성

능 향상을 보였다. 정성 평가 결과 제시한 문제들에 대

해 강점이 없던 모델보다 최대 11.7%의 성능 향상을 보

였으며 제시한 문제에 강점이 있던 모델에 대해서도 최

대 4.5%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2. 관련 연구

[2]에서는 시퀀스-투-시퀀스 모델과 대량의 대화 데이

터를 가지고 대화 모델을 학습하였다. 실험 결과 단순히 

데이터 셋에 있는 응답을 생성하는 것이 아닌 입력 발화

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응답을 추론하여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모델이 짧고 

간단한 응답을 주로 생성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

한 I don’t know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에서는 기존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의 목적 함수로 주로 사용하는 우

도 함수 대신 최대 상호 정보(maximum mutual 

information)함수를 제안하였다. 최대 상호 정보 함수는 

주어진 입력을 기반으로 출력의 확률을 반영할 뿐 아니

라 주어진 출력을 기반으로 입력의 확률도 반영하는 목

적 함수이다. 이 목적 함수를 이용해 대화 모델을 학습

하여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4]에서는 데이

터 증류(data distillation) 기법을 제안하여 대화모델

을 학습하였다. 데이터 증류 기법은 방대한 양의 대화 

데이터로 대화 모델을 학습하고 학습한 대화 모델의 응

답들 중 빈번한 응답을 생성하는 학습 데이터를 제거 후 

남은 데이터로 대화 모델을 다시 학습하는 방식이다. 데

이터 증류 과정을 통해 여러 대화 모델을 학습하여 각 

모델마다 특정 수준의 명확성(specificity)을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어떤 모델로부터 응답을 생성할지 결정하

기 위해 강화 학습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문제

를 완화함을 보였다. 제안한 방법들은 사오정 문제에 대

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데이터 증류 방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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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디노이징 메커니즘 기반 다중 디코더 대화 모델 개략도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부족한 한국어 대화 모델에는 적용

하기 쉽지 않은 방식이다.

[8]에서는 사오정 문제를 대화 모델에 국한하지 않고 

자연어 처리 분야 전반으로 확장하고, 사오정 문제를 일

으키는 데이터를 SEAs(semantically equivalent 

adversaries)라고 정의 하였다. 또한 학습된 모델에서 

SEA를 생성할 수 있는 SEARs(semantically equivalent 

adversarial rules)을 자동으로 찾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해당 논문에서는 SEAR을 통해 자동적으로 SEA를 발

견함으로써 모델의 버그를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

다. SEA를 줄이기 위해 SEA 자체를 학습 데이터에 포함

하여 학습함으로써 디버그 할 수 있음을 주장 하였다. 

[8]에서는 I don’t know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으며 제

안한 SEAR를 찾는 데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디노

이징 메커니즘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노이징 함수들을 이

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디노이징 메커니즘 기반 다중 디코더 대화 모델

디노이징 메커니즘 기반 다중 디코더 대화 모델은 [9]

에서 제안한 주의 집중 메커니즘을 포함한 시퀀스-투-시

퀀스 모델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인코더에는 Bi-LSTM을 

사용하였으며 디코더에는 LSTM을 사용하였다. 디노이징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위해 입력 발화에 노이즈를 부과하

는 노이징 함수를 추가 하였다. 디코더 부분에는 두 개

의 디코더를 두었다. 또한 응답 생성 시 각 디코더의 결

과를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할 조정자 모듈을 두었다. 그

림 2는 모델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학습 시에는 노이징 

함수를 통해 입력 발화에 노이즈를 부과한다. 노이즈가 

부과된 입력 발화문을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의 입력으

로 사용한다. 조정자 모듈에서는 인코더의 출력을 입력

으로 하여 각 디코더를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한다. 조정

자 모듈에서 결정한 비율만큼 각 디코더의 출력을 반영

하여 최종 응답을 생성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기존 시

퀀스-투-시퀀스 모델을 제외한 노이징 함수, 결정자 모

듈, 오차 함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3.1 노이징 함수

노이징 함수(noise function)는 그림 2에서 입력 발화

에 노이즈를 부과하는 부분이다. 노이징 함수에서는 노

이즈 적용확률에 따라 입력 발화 시퀀스를 구성하는 각 

토큰들에 노이즈를 부과한다. 

본 연구에서는 [5,6]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방식의 노

이징 함수를 사용하였다. 노이징 함수는 표 3[5]과 같이 

기본적인 3가지 노이즈 부과 방식을 사용한다. 대체

(replace)의 경우 시퀀스 내 특정 토큰의 단어 정보는 

없애지만 해당 토큰의 시퀀스 내 위치정보는 유지하는 

노이즈이다. 삭제(drop)의 경우 시퀀스 내 특정 토큰의 

단어 정보와 시퀀스 내의 위치 정보를 모두 없애는 가장 

강한 수준의 노이즈이다. 순서 변경(swap)은 시퀀스 내 

특정 토큰의 단어 정보는 유지하지만 해당 토큰의 시퀸

스 내의 위치 정보를 교란하는 노이즈이다.  이러한 기

본 노이즈 부과 방식은 단일 방식으로도 적용 할 수 있

지만 해당 방식들을 조합하여 적용도 가능하다. 제안하

는 모델에서는 기존 연구[5]에서 I don’t know 문제 완

화에 효과를 보인 단어 대체와 단어 순서 변경을 혼합한 

노이즈(replace+swap)와 사오정 문제 완화에 효과를 보

인 단어 삭제와 단어 순서 변경을 혼합한 노이즈

(drop+swap) 중 하나를 랜덤하게 노이징 함수에서 부과

하도록 하였다.

3.2 조정자 모듈
조정자(coordinator) 모듈은 주어진 입력 발화에 대해 

응답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각각 디코더를 어느 정도 반

영하여 응답을 생성할지를 결정하는 모듈이다. 그림 2에

서 인코더의 출력과 디코더 각 단계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 출력을 생성하는 부분이다. 조정자는 응답 생성의 

각 과정마다 인코더의 출력과 각각의 디코더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 각 디코더를 얼마나 반영할지를 결정한

다. 해당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tanh   (1)




 





   (2)

: 인코더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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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설명

단어

대체

(repla

ce)

노이즈 부과 확률에 따라 입력 문장 내 토큰을 

널 토큰(null token)으로 대체함

function replace(S, p):

# S: input sequence, p: noising probability

  for i=0 to LENGTH(S):

    if RANDOM() <= p

      REPLACE S[i] with NULL_token

단어 

삭제

(drop)

노이즈 부과 확률에 따라 입력 문장 내 토큰을 

삭제함

function drop(S, p):

# S: input sequence, p: noising probability

  for i=0 to LENGTH(S):

    if RANDOM() <= p

      REMOVE S[i] from S

단어 

순서 

변경

(swap)

노이즈 부과 확률에 따라 입력 문장 내 토큰을 

오른쪽 토큰과 위치를 바꿈

function swap(S, p):

# S: input sequence, p: noising probability

  for i=0 to LENGTH(S)-1:

    if RANDOM() <= p

      SWAP S[i], S[i+1]

      i = i + 11)

표 3. 기본 노이즈 부과 방식

위 수식에서 은 각 디코더를 얼마나 반영할지 정보

를 내포하는 반영 벡터(reflection vector)이다. 은 

반영 벡터를 계산하기 위해 학습하는 파라미터이다. 

, 는 각 디코더를 반영하는 비율이다. 각 디코

더의 반영 비율을 구한 후 이를 적용하여 응답을 생성하

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아래 수식에서 은 학습하

는 파라미터이다.

     (3)

     (4)

, : 디코더 출력

3.3 오차 함수
본 모델의 오차 함수는 일반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에

서 문장 생성을 학습하기 위한 negative log likelihood

함수와 조정자 모듈을 학습하기 위한 평균 제곱 오차

(mean squared error) 함수를 합쳐 사용한다. 이를 수식 

(5)에서 나타낸다.

  log    (5)

∈
 




 





(6)

1) 특정 토큰이 연속적으로 순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과도한 시퀀스 정보 훼

손을 방지하였다.

수식 (5)에서 는 노이징 함수를 나타내며 

는 조정자 모듈에서 계산한 각각의 디코더를 반영

할 비율을 나타낸다. 는 노이징 함수에서 부과

한 노이즈에 따라 값이 결정되며 특정 문제를 완화하는 

노이즈를 부과하면 해당 노이즈의 비율을 1 해당하지 않

는 노이즈의 비율을 0으로 할당한다. 단 두 노이즈 부과

방식 중 공통적인 단어 변경 노이즈만 부과된 경우 반영 

비율을 각각 0.5로 할당한다. 이를 통해 특정 문제 완화

에 효과가 있는 노이즈가 부과된 경우 특정 디코더를 더 

학습하게 함으로써 이는 아래의 수식에 나타내었다. 

 











   T    
   T    
   T     

(7)

4. 실험

4.1 데이터 셋
본 논문에서는 관광지, 호텔, 공항, 역, 길 등의 장소

에서 두 명의 화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화 데이터를 가

지고 실험을 진행했다. 각 대화로부터 연속적인 두 개의 

발화를 추출하고 선행 발화를 입력 발화 문장, 후행 발

화를 응답 발화 문장으로 하여 입력 발화-응답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로 만들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총 

90,729개의 대화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실험에는 해당 데이터 셋을 형태소 단위 문자열로 변환

하여 사용하였다. 형태소 단위 시퀀스의 경우 전체 어휘 

수를 감소시켜 OOV(Out of Vocabulary)문제를 완화한다. 

실제 어절 단위의 데이터의 경우 어휘 수가 72,936개였

지만 형태소 단위 데이터의 경우 어휘 수가 14,578개로 

감소하였다.

4.2 비교 모델
제안한 모델이 I don’t know 문제와 사오정 문제 모

두에 대해 강건한 응답을 생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 연구[5]에서 I don’t know 문제와 사오정 문

제 각각에 강점을 보였던 모델을 비교 모델로 설정하였

다. I don’t know 문제에 강점이 있었던 모델은 단어 

대체와 단어 순서 변경 노이즈를 혼합한 노이즈를 통해 

학습한 모델(replace+swap)이다. 해당 모델은 사오정 문

제에 대해서는 큰 강점을 보이지 않았다. 사오정 문제에 

강점을 보였던 모델은 단어 삭제와 단어 순서 변경 노이

즈를 혼합한 노이즈를 사용하여 학습한 모델(drop+swap)

이다. 해당 모델은 I don’t know 문제에는 별다른 강점

을 보이지 않았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I don’t know 문

제에 강점을 보였던 모델을 비교 모델1, 사오정 문제에 

강점을 보였던 모델을 비교 모델2로 표기하였다.

4.3 실험 구성
실험에 사용한 모델 파라미터는 [5]에서 사용한 것과 

같다. 모델에서 레이어는 한 층만 쌓도록 설정하였다. 

Hidden state 크기는 1,000을 사용하였다. 임베딩 레이

어의 Hidden state 크기는 500을 사용하였으며 초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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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ROUGE-1 ROUGE-2 ROUGE-L

비교 모델1

(replace+swap)

0.224

(<0.001)

0.081

(<0.001)

0.184

(0.004)

비교 모델2 

(drop+swap)

0.223

(<0.001)

0.091

(<0.001)

0.183

(<0.001)

제안 모델 0.233 0.098 0.19

표 4. ROUGE F1 점수 측정 결과. 괄호 안의 숫자는 t-검정 

결과의 p-value를 나타냄
종류 Wins Loses Ties Gain 

제안 모델 

vs 비교 모델1

 (replace+swap)

15.4% 10.9% 73.7% +4.5% 0.434

제안 모델 

vs 비교 모델2

 (drop+swap)

19.5% 13.4% 67.1% +6.1% 0.453

표 5. I don’t know 문제 평가 결과 

베딩 레이어는 –0.1~0.1 사이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 하

였다. 모델 학습은 배치 크기를 64로 하는 미니 배치 학

습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확률적 경사 하강법(stochastic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하였다. 

Learning rate는 0.1, learning rate 감소 비율은 설정

하지 않았다. 인코더와 디코더의 LSTM에 dropout을 설정

하였으며 dropout probability는 0.3으로 하였다. 학습 

횟수(epoch)는 70회를 학습하였다. 제안 모델의 노이징 

함수에서 노이즈 적용확률 는  0.1로 설정하였다. 전체 

데이터를 8:1:1의 비율로 학습, 검증, 평가 셋으로 나누

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4.4 정량 평가
비교 모델과 제안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지

표로 정량적인 지표로  ROUGE F1 점수를 사용했다. 

ROUGE F1 점수는 모델이 생성한 응답의 품질을 정량 평

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실제 정답 문장 내의 n-gram 문자

열들이 모델이 생성한 응답에 얼마나 포함되어있는지를 

수치화한다. ROUGE-1, ROUGE-2는 각각 uni-gram, 

bi-gram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하며 ROUGE-L의 경우 

LCS(Longest common subsequence)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

출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테스트 데이터의 정답과 모델

이 생성한 결과가 단어 일치 측면에서 유사함을 나타낸

다.

표 4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각 모델의 ROUGE F1 점

수 측정 결과이다. 제안 모델이 비교 모델보다 최대 20%

의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제안 모델이 ROUGE-1, 

ROUGE-2, ROUGE-L 모두에서 비교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4번의 추가적인 교차 검증(cross 

validation)을 진행하여 t-검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제안 모델의 점수가 모든 비교 모델의 점수보다 95% 유

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4.5 정성 평가
ROUGE F1 점수는 요약 등의 자연어 생성 문제에서 정

량적 품질 평가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화의 경우 같은 의미를 지닌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며 

정답 데이터와 의미가 다르다 하더라도 충분히 적절한 

응답일 수 있기 때문에 ROUGE F1 점수는 평가 도구로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에 의한 정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 방법은 2가지로 I don’t know 

문제 평가, 사오정 문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는 2명

의 평가자가 수행하였다. 

4.5.1 I don’t know 문제 평가

I don’t know 문제 평가를 위해 비교 모델과 제안 모

델이 생성한 응답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

다. 평가자에게 입력 발화와 함께 비교 모델과 제안 모

델 각각이 생성한 응답을 제공하고 어느 모델에서 생성

한 응답이 제시한 기준에 비춰볼 때 더 적절한 응답인지

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 방식은 제안 모델이 더 나

은지, 비교 모델이 더 나은지, 두 모델이 비슷한지 3가

지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평가 기준

은 정보성, 표현의 질, 대화의 연속성을 고려하도록 제

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정보성에 대해서는 입력 발화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 입력 발화에 대해 적

절한 대응 또는 호응을 보이는 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표현의 질에 대해서는 한 단어 혹은 짧은 음절로 이루어

진 간단한 응답보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풍부한 표현

을 이용한 응답을 하는지 여부를 제시하였다. 대화의 연

속성 측면에서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 것 같은 상황인

데도 억지로 끝내는 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에 사

용한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의 약 10%인 929개를 임의

로 추출하였다. 추출한 데이터에서 비교 모델과 제안 모

델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절한 응답을 생성한 결과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비교 모델들과 제안 모델 모두 적절

한 응답을 생성한 경우들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비

교 모델1과 제안 모델은 470개의 데이터가 일치하였으며 

비교 모델2와 제안 모델은 526개의 데이터가 일치하였

다. 이는 영어권 대화 모델인 [3]에서 1,000개, [4]에서 

200개를 이용하여 정성 평가를 수행했음을 고려하면 의

미가 있는 크기이다.

표 5에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에서 Wins는 제안 

모델이 더 낫다고 평가받은 백분율을 나타낸다. Loses는 

비교 모델이 더 낫다고 평가받은 백분율을 나타낸다. 

Ties는 두 모델이 비슷하다고 평가 받은 백분율을 나타

낸다. Gain은 Wins와 Loses의 차로 제안 모델이 비교 모

델에 비해 향상된 정도를 나타낸다. 는 카파 일치도

(kappa coefficient)를 나타낸다. 평가 결과 모든 경우

에 대해 Ties의 비율이 3가지 평가 지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Gain을 비교하면 제안 모델이 모든 

비교 모델들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제안 모델은 

기존에 I don’t know문제에 강점을 보이지 못했던 비교 

모델2 보다 약 6.1%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또한 기존에 

강점을 보였던 비교 모델1보다도 약 4.5% 좋은 성능을 

보였다. 카파 일치도가 0.4~0.5 사이로 평가 결과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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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A 모델만 잘함 B 모델만 잘함 둘 다 잘함 둘 다 못함 Gain 

A B

제안 모델
비교 모델1

(replace+swap)
24.6% 12.9% 32.9% 29.6% +11.7% 0.725

제안 모델
비교 모델2

(drop+swap)
17.1% 15.4% 40% 27.5% +1.7% 0.801

표 6. 사오정 문제 평가 결과 

느 정도 일치함을 보였다.

4.5.2 사오정 문제 평가

사오정 문제 평가를 위해 비교 모델과 제안 모델이 생

성한 응답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평가자에게 입력 발화와 함께 비교 모델과 제안 모델이 

생성한 응답을 제공하고 각 모델들이 생성한 응답이 적

절한 응답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평가 방식은 

두 모델 모두 적절한 응답을 생성했는지, 특정 한 모델

만 적절한 응답을 생성했는지, 어느 모델도 적절한 응답

을 생성 못했는지의 4가지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평

가에 사용한 데이터는 사오정 문제에 맞는 데이터 생성

을 위해 5가지 변형 방법을 적용하였다. 5가지 변형은 

어순 변경, 특정 단어 제거, 단어 변경, 어미 변경, 앞

선 방법의 혼합의 방식을 사용 하였다. 20개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5가지 변형을 가해 총 120개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평가에 사용하였다.

표 6에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평가 결과 제안 모델

이 기존에 사오정 문제에 큰 장점이 없었던 비교 모델1 

보다 약 12%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기존 사오정 문제에 

강점을 지녔던 모델과 비교해서는 1.7%의 성능 향상을 

보여 유사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 하였다. 카파 일치도가 

0.7이상으로 상당히 일치함을 보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을 이용한 

대화 모델에서 나타나는 I don’t know 문제와 사오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다중 디코더 대화 모델을 제안

하였다. 제안한 모델은 이전 연구에서 I don’t know 문

제와 사오정 문제 완화에 효과를 보였던 디노이징 메커

니즘을 이용하여 각 문제 완화에 효과를 보였던 두 가지 

노이즈를 가지고 모델 학습에 사용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 모델이 비교 모델보다 전반적안 성능 향상이 있음

을 보였다. 또한 각각의 문제에 강점을 지녔던 비교 모

델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여 제시한 두 문제 

모두에 대해 강건한 응답을 생성함을 확인 하였다.

사사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

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 (No.2017-0-01772 , 비디오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준의 비디오 스토리 이해 기반의 질의응답 기술 개발)

참고문헌

[1] I. Sutskever, O. Vinyals, and Q. V. Le, 

“Sequence to Sequence Learning with Neural 

Networks,” In Proceedings of NIPS, pp. 

3104-3112, 2014.

[2] O. Vinyals  and Q. V. Le, “A Neural 

Conversational Model,” arXiv preprint 

arXiv:1506.05869, 2015.

[3] J. Li, M. Galley, C. Brockett, J. Gao, and B. 

Dolan, “A Diversity-Promoting Objective 

Function for Neural Conversation Models,” In 

Proceedings of NAACL-HLT, pp. 110-119, 2016.

[4] J. Li, W. Monroe, and D. Jurafsky, “Data 

Distillation for Controlling Specificity in 

Dialogue Generation,” arXiv preprint 

arXiv:1702.06703, 2017.

[5] 김태형, 노윤석, 박성배, 박세영, "디노이징 메커니

즘을 통한 한국어 대화 모델 정규화", 정보과학회논

문지, 제45권, 제6호, pp. 572-581, 2018.

[6] 김태형, 노윤석, 박성배, 박세영, “한국어 대화 모

델 학습을 위한 디노이징 응답 생성,” 제29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9-34, 2017.

[7] C. Y. Lin, “Rouge: A Package for Automatic 

Evaluation of Summaries,” In Proceedings of the 

ACL 2004 Workshop on Text Summarization Branches 

Out (WAS), pp. 74-81, 2004.

[8] M. Tulio Ribeiro, S. Singh, C. Guestrin, 

“Semantically Equivalent Adversarial Rules for 

Debugging NLP Models,” In Proceedings of the 

56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pp. 856-865, 2018.

[9] L. Thang, P. Hieu, M. Christopher, “Effective 

Approaches to Attention-based Neural 

Machine Translation,” In Proceedings of the 

2015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pp. 1412-1421,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