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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격틀과 워드 임베딩을 활용한 유사도 기반 대화 모델링을 제안한다. 기존의 유사도 기반 대
화 모델링 방법은 형태소, 형태소 표지, 개체명, 토픽 자질, 핵심단어 등을 대화 말뭉치에서 추출하여 
BOW(Bag Of Words) 자질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입력된 사용자 발화에 포함된 단어들의 주어, 목적어와 같
은 문장성분들의 위치적 역할을 반영할 수 가 없다. 또한, 의미적으로 유사하지만 다른 형태소를 가지는 문
장 성분들의 경우 유사도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형태소 불일치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치적 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문장성분 기반의 격틀과 형태소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워드 
임베딩을 활용하여 개선된 유사도 기반 대화 모델링을 제안한다. 개선된 유사도 기반 대화 모델링은 MRR 
성능 약 92%의 성능을 나타낸다.
    

주제어: 대화 모델링, 유사도 계산 방법, 워드임베딩, 격틀

1.     서 론 

대화 시스템은 입력된 사용자의 발화를 분석하여 적절

한 응답을 생성해주는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대화시스

템은 자연어 이해모듈, 대화 관리 모듈 그리고 자연어 

생성 모듈 세 가지의 모듈로 구성되어있다. 자연어 이해 

모듈은 형태소 분석, 화행분석, 개체명 인식 등의 여러 

가지 언어 분석을 통해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는 모듈이

며, 대화 관리 모듈은 사용자와 시스템간의 모든 대화 

과정을 제어하고 관리하며 사용자 입력에 대한 응답을 

결정하는 모듈이다. 자연어 생성 모듈은 결정된 시스템 

응답을 시스템이 발화할 문장으로 생성해주는 모듈이다. 

자연어 이해 모듈과 대화 관리 모듈을 이용하여 대화시

스템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사용자 입력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결정하도록 대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모

델링하는 것을 대화 모델링이라고 한다.

대화 모델링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 분야로 

진행되어왔다. 첫째, 실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

스템을 모델링하는 스크립트 기반 대화 모델링[1]이 제

안되었고, 둘째, 복잡하고 다양한 대화 형태를 모델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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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계획 기반 모델링이 대화 시스템에서 사용되었

으며, 셋째, 스크립트 기반 모델과 계획 기반 모델의 영

역 전환의 유연성과 대화 시스템의 확장성이 낮은 문제

점을 해결 하고자 미리 수집된 대화쌍들로 이루어진 대

화 말뭉치를 구축하여 화행정보를 이용한 대화 전이망

[2]을 설계하여 대화 모델링에 적용한 코퍼스 기반 대화 

모델링을 제안되었다. 코퍼스 기반 대화모델링에서는 사

용자 입력 발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자 입력 발화와 

대화 말뭉치의 각 발화들과의 유사도 계산을 통하여 의

미적으로 가장 유사한 발화를 찾는다. 일반적인 코퍼스 

기반 대화 모델링에서 유사도 계산을 위해 형태소, 형태

소 표지, 개체명, 토픽 자질, 핵심단어 등을 대화 말뭉

치에서 추출하여 BOW(Bag Of Words) 자질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입력된 사용자 발화에 포함된 단어들의 주어, 목

적어와 같은 문장성분들의 위치적 역할을 반영할 수 가 

없다. 유사도 계산을 할 때 의미적으로 유사하지만 다른 

형태소를 가지는 문장 성분들의 경우 유사도 계산에 반

영되지 않는 형태소 불일치 문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적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문장성분 

기반의 격틀정보를 반영하여 개선된 유사도 기반 대화 

모델링 방법을 제안한다. 형태소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워드 임베딩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여 형태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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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 문제를 해결한다.  

제안한 유사도 기반 대화모델링은 입력된 사용자 발화

에서 고정된 격틀을 구성하기 위해서 의존파서[3]를 이

용하여 문장성분을 규칙기반으로 추출한다. 추출된 격틀

의 문장성분과 연관된 워드 임베딩 벡터를 이용하여 격

틀기반 벡터를 구축한 후 입력된 사용자 발화의 격틀 벡

터와 대화 말뭉치내의 발화들의 격틀 벡터와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발화 간 유사도 계산은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방법을 사용하여 유

사도를 계산한다.

격틀과 워드임베딩을 활용한 유사도 기반 대화모델링

의 성능은 약 92%의 MRR(Mean reciprocal rank)을 나타

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개선된 유사도 방법이 효

과적인 대화 모델링을 수행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

들을 소개하며, 3장에서는 유사도 방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4장에서는 성능을 비교하며,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을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대화 모델링에 관한 연구에서 [4]는 사용자와 시스템

의 주도가 혼합된 혼합주도 대화에 적합한 모델을 제안

하였고, 시스템의 응답 성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 시켰다. [5]는 한국어 대화에서 나타내는 생략 현

상을 고려하여 한국어에 적합한 대화 모델링을 제안하였

으며, [6]은 대화 전략과 담화 스택을 이용한 대화 모델

링을 제안하였다.

유사도 계산을 이용한 대화 모델링 방법에 관한 연구

로 [7]은 두 개의 짧은 문장 사이의 의미적 유사도를 측정

하는 방법인 LSA(Latent Semantic Analysis)방법을 이용하

여 대화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8]은 사용자 입력 문장과 

말뭉치 발화들과의 유사도 계산을 위해 형태소, 형태소 

표지, 개체명, 개체명 표지 그리고 토픽 자질을 추출하

고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 유사도를 측정하였으며, [9]는 

핵심 단어(keyword)를 고려한 코사인 유사도 계산 방법을 

사용하였다.[10]은 TV Guide 대화 시스템에서 영역별 행

동을 나눈 뒤 영역별 단어 가중치 방법을 고려한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선행연구의 제안방법들을 참조하고 행위 목적

과 행위를 활용하여 개선된 유사도 방법을 제안하여 성

능을 개선한다.

대화 모델링에서 딥러닝을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워드 

임베딩을 활용하는 것이다. 워드 임베딩(Word Embedding)은 

신경망(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단어들의 의미를 특정 

차원의 벡터 값으로 계산하는 비지도 학습 방법

(Unsupervised Learning)이다. [11]이 제안하는 워드 임베딩 

학습 모델에는 CBOW(Continuous Bag-of-Words)와 Skip-Gram 

모델이 존재 있다.CBOW 모델은 은닉층(Hidden Layer)를 제거하

였기 때문에 학습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하였다. 

[12]는 대화 시스템에서 각 발화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 사전 학습(Pre-train)된 워드 임베딩을 활용하였다. [13]

은 대화 시스템의 semantic slot-filling영역에서 다양하게 

사전학습된 워드임베딩을 활용하여 성능을 개선하였다. [14]

는 사용자의 의도 식별 및 목적 예측을 위해 사전학습된 워드

임베딩을 활용하여 변형된 RNN(Recurrent Neural Network)에 

적용하였다.   

3.  제안 방법

이 장에서는 tfidf 기반 유사도 계산 방법과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격틀과 워드임베딩을 활용한 유사도 방법

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그림 1은 사용자 입력 발화가 

들어왔을 때 2단계 유사도 계산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1.  2단계 유사도 계산 과정  

먼 , 입력된 사용자 발화가 들어오면 형태소 분석 과

정을 거친다. 형태소 분석이 완료되면, 입력된 사용자 발

화의 모든 형태소의 tfidf 가 치와 말뭉치내의 각 발화

들의 모든 형태소 tfidf 가 치와 유사도를 계산한다. 이

게 계산된 유사도 결과를 기 으로 말뭉치내의 발화들

을 순 화한다. 순 화된 발화들  특정 임계값(0.2) 이

상인 후보발화들을 추출한다.(임계값은 실험을 통하여 

0.2로 결정하 다.) 이 게 추출된 후보발화들과 입력된 

사용자 발화에 해서 의존 서를 이용하여 의존 계를 

추출한 뒤 규칙기반으로 문장성분들을 추출한다. 그리하

여 추출된 문장성분들을 가지고 격틀을 생성하고, 각 문

장성분들의 워드임베딩 결과를 가지고 격틀을 확장한다. 

확장된 각각의 격틀을 가지고 유사도를 계산한 뒤 추출

된 후보발화들의 tfidf 가 치에 새롭게 계산된 유사도를 

결합하여 후보발화들을 재순 화 한다.  

3.1. tfidf 기반 유사도 계산 방법

사용자 입력 발화가 입력될 때, 입력된 사용자 발화

와 대화 말뭉치내의 발화들의 모든 형태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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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idf 가중치를 계산 한 뒤 tfidf 기반 코사인 유사도

를 계산한다. 식 (1)은 tfidf 가중치에 대한 설명이

고, 식 (2)는 코사인 유사도에 대한 설명이다.

_   log    × log (1)

t는 단어

u는 발화

  는 단어가 해당 발화에서 나타난 횟수

N은 화말뭉치내의 체 발화 수

   는 화 말뭉치에서 해당 단어가 나타난 발화들의 수 

식(1)의 가 치는 식(2)의 iu_vec, cu_vec 벡터값으로 사용

   









 
 







 



  



  × 

(2)

IU는 입력 발화 

CU는 화 말뭉치내의 발화

iu_vec는 입력 발화의 벡터

cu_vec는 화 말뭉치내의 발화들의 벡터 

이렇게 계산 된 유사도를 가지고 대화 말뭉치 내에

서 발화들을 순위화한다. 순위화된 후보 발화들 중 임

계값 0.2 이상인 후보 발화들만 추출한다.

3.2. 워드임베딩을 활용한 격틀 기반 유사도 계산   

방법

두 번째 유사도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입력된 사용

자 발화에 포함된 단어들의 위치적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 의존파서를 통해서 입력된 사용자 발화의 의존 

그래프가 형성되면 의존관계명이 SBJ일 경우 주어, 

OBJ일 경우 목적어 그리고 ROOT일 경우 동사로 문장성

분을 규칙기반으로 추출한다.[15](주어와 목적어를 제

외한 모든 성분을 보어로 간주하였다.) 그림 2는 문장

성분 추출 과정이다.

그림 2. 문장성분 추출 과정  

추출된 문장성분으로 격틀을 구성한다. 격틀은 주

어, 목적어, 보어, 동사와 같은 문장성분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워드 임베딩 결과의 64차원 Lookup Table을 

활용하여 각 문장성분을 1*64차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그림 3은 워드 임베딩을 이용한 격틀 생성과정이다.

(그림 2와 그림 3의 과정을 대화 말뭉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림 3. 워드임베딩을 이용한 격틀 생성 과정  

워드 임베딩은 형태소가 불일치하더라도 대화 말뭉

치내에 존재하는 형태소간의 관계를 벡터 공간에 나타

내기 때문에, 의미가 유사한 형태소일수록 유사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워드 임베딩은 3GB 뉴스 

말뭉치를 활용하여 Word2Vec의 CBOW 모델 사용[16])

두 번째 유사도 계산 방법은 사용자 입력 발화와 앞

서 추출된 후보 발화들의 문장성분 격틀에 활용하여 

유사도를 계산한다. 

식 (3)의 각각의 벡터를 식 (2)의 iu_vec, cu_vec에 

적용하여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한다.

   

               

              

(3)  : 1*64차원의 주어 성분 벡터

  : 1*64차원의 목 어 성분 벡터

  : 1*64차원의 보어 성분 벡터

  : 1*64차원의 서술어 성분 벡터

각 성분의 벡터값은 64차원의 워드임베딩 결과

그런 다음 첫 번째 단계에 계산해놓은 tfidf 기반 

코사인 유사도( )와 두 번째 단계에서 계산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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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기반 코사인 유사도()와의 선형결합()을 

수행하여 후보발화들을 식 (4)를 통해서 재순위화 한

다.

   ∙  ∙  (4)

α는 실험을 통하여 0.1로 결정

유사도는 0∼1사이의 값을 나타나고, 유사도는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한 발화라고 판단한다.

그림 4는 입력된 사용자 발화에 대해 2단계 유사도  

법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4. 2단계 유사도 계산 결과 

4. 실험

이 장에서는 개발 데이터를 통해 tfidf 기반 유사도 

방법의 성능평가에 따른 임계값 설정에 대해 설명하

고, 본 논문에서 제안된 유사도 방법에 대한 성능에 

평가에 대해 설명한다.  

4.1. 대화 말뭉치

본 논문에 사용된 대화 말뭉치는 대학생 4명이 각종 

여행서적 및 개인의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집한 여

행 영역의 대화 말뭉치이다. 총 1,061개의 발화로 구

성 되어 있다.(사용자 발화 : 586개, 시스템 발화 : 

475개) 표 1은 각 여행 영역에 대한 발화의 수를 나타

낸다.

영역 발화(개)

공항

기내 143

수하물 67

면세점(상점) 79

탑승수속 61

보안 검색대
/입국심사대 51

세관/환전소 23

식당 107

숙박 258

교통

길거리에서 73

렌터카 61

택시 38

버스 38

열차/지하철 62

발화의 총 개수 1061

표 1. 각 여행 역의 발화의 수

4.2. 유사도 방법에 대한 임계값 설정

유사도 계산 시 임계값 결정과 유사도 방법의 성능 

평가를 위해 대학생 4명에게 여행 영역의 세부 영역 4

개(공항, 교통, 식당, 숙박)의 여행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각각 100개, 150개의 발화를 

수집하였다. 100개의 발화는 개발 데이터로 사용하였

고, 150개의 발화는 평가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임계값 결정은 유사도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사도 기반 대화모델링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

라서, 그림 5는 개발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임계값에 

따른 tfidf 기반 유사도 방법의 MRR 성능 평가이다.

그림 5. 임계값에 따른 tfidf 기반 

유사도의 MRR 

임계값 0.1 ~ 0.3의 경우 모두 MRR 성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0.2로 임계값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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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선형 결합 비율에 따른 tfidf 기반과 

워드임베딩을 활용한 격틀기반을 결합한 

유사도의 MRR 

그림 6은 개발 데이터를 사용하여 선형 결합 비율에 

따른 tfidf 기반과 워드임베딩을 활용한 격틀기반의 유

사도 방법을 선형 결합한 유사도 방법의 MRR 성능 평가

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형 결합 비율이 0.1일 때 MRR 성

능이 가장 높기 때문에 선형 결합 비율을 0.1로 결정하

였다. 

4.3. 유사도 방법에 대한 성능평가

유사도 방법의 성능 평가는 식 (5)를 이용하여 유사

도에 따라 순위화된 발화들의 순위 1,2,3만을 고려하

여 성능을 평가 하였다.(4위 이하는 성능에 반영하지 

않았다.)

 


  






(5)

U : 평가 데이터의 개수

  : 유사도 값으로 순 화된 발화들의 

   순

Method MRR

tfidf 0.906

word embedding 0.447

tfidf + 

word embedding
0.926

표 2. 유사도 방법 실험 결과 (순 1) 

표 2는 tfidf는 tfidf 기반 코사인 유사도 방법의 

MRR 성능이며, word embedding는 워드 임베딩을 활용

한 격틀 기반 코사인 유사도 방법의 MRR 성능, tfidf 

+ word embedding은 2가지 방법을 선형결합한 코사인 

유사도 방법의 MRR 성능이다.(순위는 1위만을 고려하

였다.) 따라서 2가지 방법을 선형 결합(임계값 : 0.2, 

alpha : 0.1)한 유사도 방법이 tfidf 기반 유사도 방

법을 단독으로 이용한 것보다 MRR 성능 약 2%를 개선

하였다. 

Method MRR

tfidf 0.927

word embedding 0.4667

tfidf + 

word embedding
0.937

표 3. 유사도 방법 실험 결과 (순 2) 

Method MRR

tfidf 0.927

word embedding 0.489

tfidf + 

word embedding
0.939

표 4. 유사도 방법 실험 결과 (순 3) 

표 3과, 표 4는 순위를 2,3위까지 고려한 추가 실험

으로, 각 유사도 방법의 MRR 성능을 평가 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성능이 모두 개선되었다. 그중에서도 순위

를 3위까지 고려할 때 2가지 유사도 방법을 선형결합

한 유사도 방법이 순위 1위만을 고려할 때 보다 MRR 

성능 약 1%가 개선되었다.

그림 7은 순위에 따른 2가지 유사도 방법의 MRR 성

능 비교 이다.

그림 7. 순 에 따른 2가지 유사도 방법의 M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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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tfidf 기반 유사도 방법에 워드임베딩

을 활용한 격틀 기반 유사도 방법을 선형 결합하여 새로

운 유사도 기반 대화모델링을 제안하여 MRR 성능 약 92% 

성능을 얻었다. 타 논문과의 직접적인 성능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기존의 대화 시스템 연구에서 활용한 tfidf 

방법 보다 MRR 약 2%의 성능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었

다.

향후 연구로는, 효과적인 대화 모델링을 위해 유사도 

방법의 개선뿐만 아니라 딥러닝을 활용한 새로운 대화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여 더욱더 효과적인 대화 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이며, 일반적인 대화에 존재하는 복문, 중문

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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