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7년)

- 122 -

1. 서론

목적 지향 대화시스템은 한정된 도메인 안에서 사용자 

발화(utterance)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제시해 주는 시

스템을 말한다. 목적 지향 대화시스템은 사용자와 자연

스럽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발화에 내포된 화자의 의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발화에 내포된 

의도를 화행(speech-act)과 서술자(predicator)의 쌍으

로 표현한다. 화행은 도메인에 독립적으로 사용자가 전

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의도를 나타낸다. 서술자는 도

메인에 종속적이며 주된 서술어의 의미 범주를 나타낸

다. 표 1은 일정 관리 도메인에서 목적 지향 발화의 예

와 해당 의도를 보여준다.

발화
의도

화행 서술자
U (1) 안녕~ Greeting Null

S (2)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Opening Null

U (3) 약속 잡아줘 Request
Update

-appointment

S (4) 날짜는 언제로 할까요? Ask-ref Update-date

U (5) 10월 8일 Response Update-date

표 1 목적 지향 대화의 예

화행과 서술자는 문맥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발

화만으로 추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표 1의 

발화 (5)는 두 가지 의도로 분석이 가능한데 현재 설정

되어 있는 일정을 알려주는 “Inform & Select-date”와 

일정이 뭐로 변경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해주는 

“Response & Update-date”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모호

성을 해결하기 위해 발화 (5)에 문맥이 반영되어야 한

다. 위 예시에서 바로 이전 발화인 (4)를 고려하면 발화 

(5)의 올바른 의도인 “Response & Update-date”를 선

택할 수 있다.  

2. 관련 연구

사용자 의도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자질에 기반을 

둔 기계 학습 모델들이 제안되었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발화의 화행 분류만을 다루었거나[1][2] 화행과 서

술자를 개별적으로 다루어왔다[3]. 그러나 사용자의 의

도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화행과 서술자를 동시에 

식별할 필요가 있다. 관련 연구로 [4]는 서술자 예측 결

과가 화행 분류를 위한 입력으로 사용되는 통합 신경망 

모델을 제안하였다. [5]는 통합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

해 상호 재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5]가 제안한 모델

은 화행 분류 모델과 서술자 분류 모델로 나뉘며 학습 

동안 한 모델의 출력 값을 다른 모델의 입력 자질로 사

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6]와 LSTM 순환 신경망(Long 

Short-Term Memory Recurrent Neural Network)[7]을 이

용하여 화행과 서술자를 동시에 분석하는 발화 분석 모

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은 합성곱 신경망을 기반으

로 한 새로운 발화 임베딩 방법을 이용하여 화행과 서술

자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LSTM 순환 신

경망을 기반으로 대화의 문맥을 반영하여 의도 분석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3. 발화 분석 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발화 분석 모델의 구조도는 [그림 

1]과 같다. 발화 분석 모델은 화행 분류 모델(SA 

Classifier)과 서술자 분류 모델(PR Classifier), 발화 

임베딩 모델(Utterance embedding model)로 구성된다.

대화의 문맥을 고려하여 화행과 서술자를 분류하기 위

해 각 분류 모델은 LSTM 순환 신경망을 적용한다. 발화 

임베딩 모델을 이용하여 m개의 발화()에 대해 

화행 분류를 위한 임베딩 벡터(
)와 서술자 분류를 

위한 임베딩 벡터(
)를 얻는다. 최종적으로 화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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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모델과 서술자 분류 모델은 각각의 임베딩 벡터를 입

력받아 화행과 서술자를 출력한다.

그림 1. 제안 모델의 구조도

아래 [그림 2]는 발화 임베딩을 위한 합성곱 신경망의 

구조이다.

그림 2.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발화 임베딩 모델

 

[그림 2]에서 입력 발화의 각 단어 은 50차원의 

Word2Vec 임베딩 벡터이다[8]. 입력된 발화는 두 개의 

독립된 convolution 계층을 통해 화행과 서술자에 적합

한 자질 벡터 , 를 생성한다. 은닉 노드 는 자질 

벡터 만을 입력으로 하며(∈ ), 는 , 를 모

두 입력으로 한다. 이는 공유 계층으로 화행과 서술자의 

조합된 정보를 추상화 할 수 있다. 를 입력으로 하는 

은닉 노드들은  ′의 입력이 된다. 예를 들어, [그림 1]

에서 은닉 노드 와 가  ′의 입력이 된다. 화행을 

분류할 때, 입력된 이전 화행(Previous S)을 자질로 사

용하며 서술자를 분류할 때는 모델이 예측한 현재 화행

을 자질로 사용한다. 모델을 학습할 때 예측 화행과 정

답 화행간의 오류가 화행과 관련된 노드들(i.e., 


′   )로 부분적 역 전파되며, 같은 방식으로 서술

자에 대한 오류가 역 전파된다. 학습이 완료된 임베딩 

모델에서  ′와  ′를 각각 화행과 서술자를 분류하기 

위한 임베딩 값   로 이용한다.

       

4. 실험 및 평가

4.1 실험 준비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해 일정 관리 도메인 대화 말

뭉치를 실험 데이터로 사용하였다[9]. 실험 데이터는 

899개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발화 수는 10,043

개(대화 당 평균 11개의 발화)이다. 실험에서 화행과 서

술자 범주는 각각 11개, 47개를 사용하였다. 실험은 10

배 교차 검증을 시행하였다. 제안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

기 위한 척도로 정확도(accuracy), 각 클래스별 정확률

의 평균(macro precision:MP), 각 클래스별 재현율의 평

균(macro recall:MR), macro F1-measure를 사용하였다.

제안 모델에 세부적인 파라미터는 아래 표 2와 같다.

발화 임베딩 모델 발화 분석 모델

num epoch 300 300

batch size 64 16

learning rate 0.0001 0.0001

표 2 모델 파라미터

4.2 실험 결과

제안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실험 데이

터를 사용한 다른 모델들과 비교하였다. 표 3은 제안 모

델과 비교 모델들 사이의 성능 차이를 보여준다.

accuracy MP MR F1

화행

제안모델 0.985 0.989 0.958 0.973

[5] 0.941 0.878 0.915 0.896

[4] 0.861 - - -

서술자

제안모델 0.975 0.936 0.903 0.919

[5] 0.909 0.827 0.768 0.796

[4] 0.738 - - -

표 3 제안 모델과 이전 모델들의 성능 비교

[5]는 SVM을 기반으로 화행 분류모델과 서술자 분류모

델의 출력이 서로의 입력이 되어 학습하는 상호 재학습 

방법을 이용한 모델의 성능이고 [4]는 서술자 예측 결과

가 화행 분류를 위한 입력이 되는 통합 신경망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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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결과이다. 표 3에서 제안 모델은 자질 추출 및 선

택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호 재학습 방법을 이용하

지 않고도 [5]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는 공유계층

을 이용한 임베딩한 방법이 화행과 서술자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발화를 분석하기 위해 합성곱 신경망과 

LSTM 순환 신경망을 결합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합성곱 

신경망을 통해 화행과 서술자간의 상호작용이 반영되게 

발화를 임베딩하고 LSTM 순환 신경망을 이용하여 대화의 

문맥을 반영하였다. 실험결과 제안 모델이 자질 튜닝 없

이도 비교 모델들 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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