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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화행이란 발화 속 화자의 의도를 말하며 화행 

분석이란 발화에 대해 화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사용자 발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피드백을 

생성할 수 있는 대화 시스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화행 분석은 대화 

시스템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존 화행 분석 연구는 기계학습 기반 모델을 

사용해왔으며 그 중에서도 통계 기반의 SVM(Support 

vector Machine)이 자주 사용되었다[1-2]. 하지만 기계 

학습 모델은 사람이 영역에 의존적인 자질들을 가공하여 

추출해야 하며, 영역에 따른 성능 차이가 크다. 최근 

많이 연구되는 심층 학습 기법은 모델이 데이터로부터 

자질들을 스스로 추출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심층 

학습 기법에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3] 

기반의 모델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3]에서는 

화행 분석에 이전 발화 문장의 화행과 현재 발화에 대한 

어휘 임베딩을 자질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심층학습 기반의 모델인 CNN과 

RNN(Recurrent Neural Networks)을 결합한 화행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CNN을 통해 발화 자체의 연속성 

정보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RNN은 화자간 상호 작용을 

포착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이전 화행 및 발화자 정보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층구조의 어텐션 

매커니즘을 이용한다. 

CNN-RNN 기반의 화행분석 시스템은 88.48%의 성능을 

내었으며, 계층 구조 어텐션 매커니즘을 추가하여 

3.24%의 성능 향상을 얻었다. 최종적으로 본 논문에 

제안한 화행분석 시스템은 91.72% 정확도를 얻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관련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 시스템 구성을 설명하고 4장에서 

실험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5장에서는 결론 및 추후 

연구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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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용자 발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피드백을 생성할 수 있는 대화 시스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

다. 따라서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화행 분석은 대화 시스템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최근 많이 연구

되는 심층 학습 기법은 모델이 데이터로부터 자질들을 스스로 추출한다는 장점이 있다. 발화 자체의 연속

성과 화자간 상호 작용을 포착하기 위하여 CNN에 RNN을 결합한 CNN-RNN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계층 구조 어텐션 매커니즘 기반 CNN-RNN을 효과적으로 적용한 결과 워드 임베딩을 추가한 조건

에서 가장 높은 성능인 91.72% 정확도를 얻었다. 

 

어텐션 매커니즘, CNN-RNN, 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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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화행 분석 연구는 주로 규칙기반 방법과 말뭉치기반 

방법을 사용한다. 규칙 기반 방법은 규칙을 기반으로   

화행을 결정하는 다양한 규칙을 정의하고 화행을 

분석한다[4]. 하지만 규칙 기반 방법은 특정 도메인에 

대해선 성능을 높이 보이지만 다른 도메인으로 이식성이 

떨어지며 말뭉치기반 방법은 대량의 화행이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계학습 모델을 통하여 화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연구에는 주로 통계 기반의 

SVM을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2]. 

최근에는 자질들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심층 학습 기반 

CNN 및 RNN을 통해 문장 속 단어나 표현의 순서를 

처리하는 강점을 이용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전 

발화의 화행결과와 다양한 어휘 임베딩을 자질로 

사용하여 화행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3]. 

화행 분석에 어텐션 매커니즘을 접목한 연구는 

[5,6,7]이 있다. 어텐션 매커니즘은 문장 내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중요도가 다름을 이용하여 문장 

속 주의집중 부분을 학습한다. 특히 [5]에서는 발화 

단위 어텐션 매커니즘과 대화 단위 어텐션 매커니즘을 

결합하여 화행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들을 확장하여 CNN과 RNN 

구조를 결합함으로써 발화 단위와 대화 단위의 정보를 

모두 활용하였다. 또한 단위 별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층 구조의 어텐션 매커니즘을 

적용시켰다. 

 

3. 제안 방법 

 

3.1 CNN-RNN 기반의 화행 분석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도는 그림1과 

같다. 해당 시스템은 형태소 단위의 발화 입력에 대해 

화행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사용자 발화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형태소 분석이 

유용하며 형태소 분석 과정은 발화에서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 단위로 구분하여 각 형태소가 

어떤 품사를 가지는지 분석하다. 이로써 사용자가 한 

발화에 대하여 명사, 동사, 형용사, 조사 등 품사 

정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에 

발화 단위 형태소 분석 결과를 입력으로 한다. 

사용자의 발화는 이전 발화들에 대해 연속적이며 화자 

간 발생한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CNN만 사용하여서 화행 분석을 할 경우 이전 

발화와의 상호작용을 자질로써 사용기에는 한계가 

있다[3]. 따라서 발화의 연속성과 화자간 상호작용을 

사용하여 화행 분석을 하기위해 CNN에 RNN 결합한 

모델을 제안한다.  

먼저 발화 문장의 형태소 분석 단위 입력으로부터 

발화 문장을 표현하는 벡터를 생성한다. 이 때 CNN을 

사용하여 대화 내 서로 다른 길이의 발화를 동일한 

크기의 벡터로 표현한다. CNN을 통해 생성한 고정 크기의 

발화 벡터들은 RNN에 입력으로 사용된다. RNN은 입력된 

각 발화 정보의 화행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학습된다. 

RNN은 히든 스테이트를 통해 이전 발화에 대한 정보가 

전달받기 때문에 현재 발화에 대한 화행을 분석할 때 

이전 발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 계층적 CNN-RNN 모델 

 

3.2 계층구조의 어텐션 매커니즘 

계층구조의 어텐션 매커니즘은 발화 단위와 대화 단위 

어텐션 매커니즘으로 구성되어있다. 발화 단위 어텐션 

매커니즘은 발화 문장내 입력 단어를 표현하는 벡터	  

와 이전 발화 문장의 화행을 표현하는 벡터 간 

어텐션 스코어 ( , )를 계산하고 CNN 입력 

전에 위치한다. 발화 단위 어텐션 매커니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 )= ∙ tanh( + + ) (1)

= exp( ( 	 , ))∑ exp( ( 	 , )) (2)

=  (3)

 

대화단위 어텐션 매커니즘은 CNN 출력 ( )과 

발화자를 나타내는 벡터  사이의 어텐션 스코어 ( ), 를 계산하고 RNN 입력 전에 

위치한다. 대화 단위 어텐션 매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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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tanh( 	 ( ) ++ ) (4)

=	 exp	( ( ), )∑ exp	(	 ( ), ) (5)

= ( ) (6)

 

<그림 2> 계층구조 어텐션 매커니즘 기반  

CNN-RNN 모델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데이터 및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하여 총 31,604개의 발화와 

14개의 화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호텔 예약 및 일정 관리 

말뭉치를 사용하였다. 아래 표는 14개의 화행 태그 종류 

및 개수를 나타낸다. 실험 과정 중 학습 데이터로는 

20,226개의 발화를 사용하였고, 검증 데이터로는 

5,057개의 발화를 사용하였고 평가 데이터로는 

6,321개의 발화를 사용하였다. 
 

 

<그림 3> 화행 태그 별 분포 

실험 환경은 입력 발화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입력 

하였다. 이 때 동아대학교에서 개발한 형태소분석기 

[8]를 이용하여 64차원의 워드 임베딩을 사용하였다. 

CNN의 filter size는 3,4,5로 지정하였고 각 filter 당 

feature map 개수는 32개로 지정하였으며 drop-out은 

0.5를 사용하였다. RNN cell로는 LSTM cell을 사용하였다. 

Train은 Epoch 100으로 진행하였으며 early stopping을 

이용하였다. Mini-batch크기는 128로 실험하였고 모든 

실험 성능 평가는 정확도를 이용하였다. 

4.2. 실험 결과 및 분석 
 

4.2.1. 분류 모델 종류에 따른 성능 변화 

표 1은 이전 화행 정보를 넣지 않은 SVM, CNN, CNN-RNN 

모델 기반의 화행 분석 성능을 비교한 결과이다. 통계 

기반의 SVM은 심층 학습 기법 CNN보다 3.24%p 높은 

84.81%를 보였으며, CNN과 RNN을 결합한 CNN-RNN 모델의 

경우 SVM보다 4.03%p 높고 CNN보다 6.91%p 향상된 88.84%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CNN과 RNN의 결합으로 발화 

자체의 연속성과 화자간 상호 작용이 시스템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표 1> 모델 별 실험 성능(%) 

모델 정확도 

SVM 84.81 

CNN 81.57 

CNN-RNN 88.48 

 

4.2.2. 이전 화행 적용에 따른 성능 변화 

표 2의 행1~3 모델들은 표1에서 비교한 각 모델에 

이전 발화의 화행 정보를 입력 자질에 추가한 것이다. 

표 1과 비교하여 보면 모든 모델에서 이전 화행을 

추가하였을 때 성능이 향상되었다. 이로써 이전 화행 

정보가 화행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행의 CNN-RNN + 이전 화행 어텐션 모델은 발화 

단위에서 발화 문장내 단어와 이전 화행과의 어텐션을 

계산한 결과를 CNN의 입력으로 사용한 것이다. CNN-RNN + 

이전 화행 모델과 CNN-RNN + 이전 화행 어텐션 모델을 

비교하면, 단순히 입력 자질로 이전 화행 정보를 넣어 

주었을 때 보다 어텐션으로 이전 화행 정보를 

반영하였을 때 성능이 더 많이 향상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발화 단위 

어텐션은 이전 화행 정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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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전 화행을 추가한 모델 별 실험 성능(%) 

모델 
정확도 

(성능 향상) 

SVM + 이전 화행 자질 85.74 (+0.93%p) 

CNN + 이전 화행 자질 82.47(+0.9%p) 

CNN-RNN + 이전 화행 자질 89.15(+0.67%p) 

CNN-RNN + 이전 화행 어텐션 90.19(+1.71%p) 

 

4.2.3. 계층구조 어텐션 적용에 따른 성능 변화 

표 3은 이전 화행 어텐션 매커니즘 적용 모델과 계층 

구조 어텐션 매카니즘 적용 모델(그림 2)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발화자 정보를 이용하는 대화단위 어텐션을 

추가 하였을 때는 이전 화행 정보만을 사용한 발화단위 

어텐션 결과보다 1.53%p 향상된 91.72%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로써 발화자 정보 또한 화행 분석에 의미 

있는 정보임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해당 실험은 

계층 구조 어텐션을 통해 발화 단위 정보와 대화 단위 

정보를 적용하는 것이 화행 분석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표 3> 각 어텐션 매카니즘 정보에 따른 실험 성능(%) 

정보 정확도 

CNN-RNN + 이전 화행 어텐션 90.19 

CNN-RNN + 이전 화행 + 발화자 어텐션 

(계층구조 어텐션) 
91.72 

 

5. 결론 
 
본 논문은 발화 속 연속성 및 화자간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층적 어텐션 매커니즘 

기반 화행 분석 모델을 통하여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또한 이전 화행이 화행 예측에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계층구조 

어텐션으로 적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향상을 보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문맥 정보 외 시간 정보를 처리하는 

어텐션 매커니즘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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