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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화 발화 예측(Next Utterance Classification)은 Multi-turn 대화에서 마지막에 올 발화를 정답 후보들 
중에서 예측을 하는 연구이다. 기존에 제안된 LSTM 기반의 Dual Encoder를 이용한 모델에서는 대화와 
정답 발화에 대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와 대화의 길이가 너무 길어 중간 정보의 손실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ESIM구조를 통한 단어 단위의 attention, 대
화의 turn별 문장 단위의 attention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총 5000개의 검증 대화 데이터에 대하여 1 in 
100 Recall@1의 성능이 37.64%로 기존 모델 대비 약 2배 높은 성능 향상을 나타내었다.  

주제어: 딥러닝, Attention, NUC

1. 서론

대화 발화 예측(Next Utterance Classification)은 두 

사용자의 Multi-turn 대화에서 마지막에 올 대화 내용을 

정답 후보들 중에 예측을 하는 연구이다. 최근 많은 대

화 시스템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구조적인 대화 형식

과 슬롯 채우기 방식과는 다르게 정해져 있는 논리적 표

현이 없는 비정형 대화 데이터에서의 발화 예측이라는 

점이 기존 방식과 대조적이다[1].

기존에 제안된 LSTM 기반의 Dual Encoder를 이용한 대

화 발화 예측 모델의 경우 multi-turn 대화와 정답 후보 

문장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의 관계와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multi-turn 대화에 대해 각 turn에서 나타

나는 문장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대화 전체를 단어 

단위 양방향 LSTM으로 encoding을 실시하기 때문에 대화

의 turn 수가 많거나 turn별 문장이 긴 경우 대화 중간

에 대한 정보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2,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양방향 LSTM

으로 이루어진 Dual Encoder와 EISM(Enhanced Sequetial 

Inference Model)[4]의 구조를 사용하여 단어 단위 

attention을 진행함과 동시에 대화의 turn별 문장과 정

답 후보 문장들에 대한 문장 단위 attention을 반영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Attention 기반의 대화 발화 예측 모

델을 학습하기 위해 DSTC7(Dialogue State Tracking 

Challenge7)에서 Track1 Sentence Selection 대회를 위

해 공개한 Ubuntu IRC(Internet Relay Chat) Dialogue 

Corpus를 사용하였다. 표 1과 같이 두 사용자에 대한 대

화와 대화의 마지막 발화에 대한 정답 후보들이 존재한

다. 대화 당 정답 후보가 100개씩 존재하며, 이 중 1개

의 정답만이 존재한다.

Participant Utterance

user1
My skype dosent start, anyone knows 

why?

user2
Skype is having an issue; 

https://twitter.com/#!/Skype

user1 so I can only wait?

user2 At this time, thats what I suggest

user1

thanks, better to know that its in 

progress than missing out.  maybe 

skype has this problem with ubuntu 

because MS bought skype

Answer

(user2)

Don't be silly, its a cross-platform 

issue.

표 1. Ubuntu IRC Dialog 대화 발화 분류의 예

2. 제안하는 모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Attention 기반의 대화 발화 예

측(Next Utterance Classification) 모델의 구조는 [그

림 1]과 같다. Dual Encoder를 구성하는 양방향 LSTM 과 

ESIM(Enhanced Sequential Inference Model)[4]의 구조

를 반영한 모델로 구성하였으며, 대화(Context)에서 사

용자 Turn별 발화를 반영하는 문장 단위의 Attention 

Encoder를 포함한다.

2.1 Dual Encoder

Dual Encoder는 multi-turn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화

(Context)와 정답 후보 문장(Response)들의 단어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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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단어 단위 양방향 LSTM기반의 Dual Encoder와 ESIM(Enhanced Sequential Inference Model)[4], 문장 단위 Attention

을 이용한 Attention 기반의 대화 발화 분류 모델의 구조도.

으로 받는 양방향 LSTM으로 구성한다[2]. 인코더에는 각

각 대화를 구성하는 단어  와 정답 후보 문

장들의 단어  가 입력으로 들어간다. 식(1)

과 같이 w=(c,r)에 대해 양방향 LSTM을 진행하여 전방

향, 후방향 출력 값을 얻는다.

2.2 Dot Attention

 대화 내용과 질문 후보 간의 연관성을 반영하기 위하

여 Dot Attention을 실시한다. 단어 단위로 대화 문장과 

정답 후보 문장에 대한 dot product를 실시하여 

attention 행렬을 구성하고 각 단어별 Attention 점수를 

계산한다. attention을 진행한 출력 값은 식(2)와 같이 

각 점수의 softmax 확률 값과 대화(context) 단어, 정답 

후보 문장(response) 단어의 양방향 LSTM의 가중치 합을 

계산을 통해 결정한다. 

   

 

2.3 Matching Aggregation

2.2절의 dot attention을 통해 얻은 벡터들을 ESIM[4] 

모델에서와 같이 Aggregation을 진행한다. 대화와 정답 

후보의 양방향 LSTM 출력 값을 각각    이라 하면 

attention matching을 위한 입력은 식(3)과 같이 구성된

다. 양방향 LSTM 출력 값, dot attention의 출력 값, 두 

값의 차, 두 값의 곱을 하나의 새로운 벡터로 형성하여 

각각 양방향 LSTM을 통과시켜 Aggregation을 실시한다. 

2.4 Sentence Attention Encoder

multi-turn으로 구성된 대화를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

하는 Dual Encoder의 경우 문장 길이가 길어져 양방향 

LSTM 출력 값이 문장의 순차 정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화 내의 각 turn 별 문장 

임베딩을 구성하고 학습에 반영하여, 전체 대화에 대한 

맥락 정보를 잃지 않도록 하였다.

대화 문장에 대한 임베딩을 단어들의 GLOVE 평균값과 

양방향 LSTM의 마지막 은닉값을 concat하여 만들고, 이

를 입력으로 양방향 LSTM을 진행하여 대화 전체에 대한 

임베딩을 구성한다. 최종적으로 대화를 나타내는 벡터를 

문장 단위 임베딩을 통해 생성하고, 이를 정답 후보 문

장들과 bilinear attention을 진행하여 대화와 밀접한 

확률이 있는 정답 후보들에게 각각 가중치를 줌으로써 

학습에 반영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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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답 발화 예측

대화 다음 발화 예측을 위해서 크게 두 개의 벡터를 

생성한다. 먼저, 2.3절에서의 대화와 정답 후보 문장들

의 matching aggregation의 출력값을 max pooling한 벡

터를 생성한다.[4] 다음으로, Sentence Attention 

Encoder로부터 각 정답 후보 문장 임베딩에 attention 

weight를 곱한 벡터를 생성한다. 두 벡터를 결합하여 

projection, softmax를 실시하고 가장 높은 확률로 예측

한 정답 후보 문장을 정답으로 예측한 으로 Cross 

Entropy Loss를 계산 및 학습을 진행한다.

3. 실험 및 결과

3.1 실험 데이터셋 및 설정

본 연구에서는 DSTC7 Sentence Selection 주제로 공개

된 Ubuntu IRC(Internet Relay Chat) Dialogue Corpus를 

이용하여 모델을 평가하였다. 총 100,000개의 대화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5000개를 사용하여 모델 학습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데이터에 대한 세부 사항은 표 2와 

같다.

Train Validation

단어의 수 221114 117853

대화의 수 100,000 5,000

대화 후보의 수 100 100

대화 발화의 평균 5.49 5.44

표 2. Ubuntu IRC Dialogue Corpus

단어 임베딩은 pre-trained GLOVE 임베딩을 사용하였

으며, pre-trained GLOVE[5]에 없는 단어들은 [-1,1] 사

이의 Uniform 변수로 초기화하여 학습 데이터와 함께 학

습을 진행하였다. LSTM의 모든 layer에 대해 128로 설정

하였고, 출력값 드롭아웃[6]을 0.25의 확률로 실시하였

다. 본 모델은 Adam Optimizer[7]로 학습률 0.001로 학

습을 진행하였다.

3.2 Negative Sampling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100개의 정답 후보 중 하나의 

정답을 예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

이터에는1개의 positive 답안과 99개의 negative 답안이 

존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100개의 정답 후보 전부

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존재하는 negative 답안 99개 

중 9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1개의 positive 답안과 함

께 10개로 정답 후보를 다시 생성하였다. 

3.3 실험 결과

모델에 대한 평가 방법은 Lowe 외(2015)에서 제시한 

Recall@k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정답 후보 100개 가운데 

1개의 정답만 존재할 때를 1 in 100이라고 할 때, 

Recall@k는 정답을 k개 예측했을 때 실제 정답이 있는 

정확도로 정의한다. 

위의 평가 방법으로 기존의 양방향 LSTM 기반의 Dual 

Encoder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비교 실험을 진행

했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Recall@k에 대

해 k=(1,2,5,10,50)일 경우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실험 

결과 모든 k에 대해서 성능이 기존의 Dual Encoder 모델

보다 향상되었다. 특히 발화 정답 1개를 예측한 R@1의 

경우 약 2배 높은 성능 향상을 나타내었다.

1 in 100 R@k
Dual Encoder 

w/LSTM[3]
Our model

1 in 100 R@1 19.48% 37.64%

1 in 100 R@2 27.72% 46.84%

1 in 100 R@5 42.42% 58.86%

1 in 100 R@10 56.02% 68.76%

1 in 100 R@50 90.06% 95.04%

표 3. 모델 성능 비교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end-to-end learning 방식의 대화 발화 

예측에 대한 성능 향상을 위하여 단어 단위의 양방향 

LSTM 및 ESIM을 이용한 Attention, 대화의 turn별 문장 

단위의 attention을 반영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델은 양방향 LSTM을 이용한 Dual Encoder[3]

보다 모든 k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Recall@1

의 경우 37.64%의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향후에는 문장 단위의 attention을 bilinear 방식뿐만 

아니라 concat, dot 등 다양하게 실험을 진행하여 대화 

내 문장의 중요한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고 모델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화 

발화 예측 시 대화 데이터와 관련된 외부 지식(External 

Knowledge)을 활용하는 연구 또한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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