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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서 기반 대화 시스템(Document Grounded Dialogue 

System)은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주어진 배경 지식 문서

(Background Knowledge Document)와 이전 대화(Dialogue 

History)를 바탕으로 대화에 이어지는 적절한 응답을 생

성하는 시스템이다. 문서 기반 대화 시스템은 배경 지식 

문서 내에서 응답 생성에 필요한 지식을 추출하는 작업

(Knowledge Selection)과 지식 및 이전 대화를 바탕으로 

대화에 이어지는 응답을 생성하는 작업(Response 

Generation)으로 나누어져 있다. 배경 지식 문서는 영화 

댓글이나 영화 줄거리 등 다양한 정보로 구성된 문서, 

위키피디아 문서와 같이 구조적인 형태로 구성된 문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배경 지식 문서에

서 응답 생성에 필요한 지식 추출 작업은 추출 요약, 

MRC(Machine Learning Comprehension) 등 다른 추출 작

업과 비교하여 낮은 성능을 보인다. 대표적인 문서 기반 

대화 데이터셋 Holl-E에서 지식 추출 작업은 F1 점수 기

준 41.86의 성능을 보였다[1].

문서 기반 대화 시스템은 주어진 지식과 대화를 바탕

으로 응답을 생성하기 때문에 올바른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 추출이 필수적이다. 지식 추출 작

업의 성능이 낮은 경우 후행 작업인 응답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식 추출의 낮은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식 확장 방법과 임베딩 확장 방법을 제

안한다.

2. 관련 연구
최근 문서 기반 대화 시스템은 지식 추출 작업과 응답 

생성 작업 중 하나를 주요 과제로 하며, 인코더-디코더

(Encoder-Decoder) 구조의 모델을 사용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2-4]에서는 RNN(Recurrent Neural 

Network) 인코더-디코더를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RefNet[1]에서는 하이브리드 디코더를 이용하여 응답을 

생성한다. 하이브리드 디코더는 디코딩 단계마다 어휘

(Vocabulary) 기반으로 토큰을 생성할지, 배경 지식에서 

일부 토큰을 복사할지 결정한다. 이후 대용량 언어 말뭉

치를 기반으로 학습한 언어 모델이 등장했고, 이를 활용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DukeNet[5]에서는 이전 발화의 

컨텍스트(Context)를 통해 사전 지식 분포를 예측하고, 

이 분포와 현재 발화의 컨텍스트를 통해 현재 발화의 지

식 분포 예측한다. 그리고 위 과정을 통해 사후 지식 분

포를 예측한다. 사후 지식 분포는 학습 단계에서 사용되

며, 사전 지식 분포를 사후 지식 분포와 가까워지도록 

학습한다. 그리고 사전 지식 분포를 기반으로 응답을 생

성한다. MIKe[6]에서는 현재 발화와 이전에 선택된 지식

을 통해 각각 지식 분포를 예측한다. 그리고 게이트를 

통해서 위의 두 지식 분포를 기반으로 응답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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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서 기반 대화 시스템은 주어진 배경 지식 문서와 이전 대화를 바탕으로 대화에 이어지는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는 시스템이다. 문서 기반 대화 시스템은 지식 추출 작업과 응답 생성 작업으로 나뉘며, 두 하위 작
업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주어진 배경 지식 문서와 관련된 올바른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
서는 정확한 지식 추출이 필수적이며, 응답 생성에 필요한 지식을 정확히 추출하지 못하는 경우 생성 응
답에 배경 지식이 반영되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추출된 지식을 확장하는 방법을 통해 생성에 
필요한 지식의 재현율을 높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임베딩 확장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SacreBLEU 기준 
3.51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주제어: 문서 기반 대화 시스템, 생성 모델, 지식 확장, 임베딩 

그림 1 문서 기반 대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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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지식 분포에 대한 범위 확장

을 통해 지식 추출의 낮은 성능을 보완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3. 지식 확장 방법과 지식 임베딩
 문서 기반 시스템에서 올바른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

서는 정확한 지식 추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식 추출 

작업은 대체로 낮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추출한 지식

을 그대로 응답 생성 작업에 사용할 경우 응답 생성에 

필요한 지식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추출한 지식을 확장하여 응답 생

성 작업에 사용할 지식의 재현율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위의 그림 2와 같이 응답 생성 모델에 지식 임베딩

(Knowledge Embeddings)을 적용하여 지식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MRC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상위 개( ) 지식을 추출하고 후처리를 수행

한다. 후처리 과정은 중복 과정과 지식 정렬 과정으로 

나뉜다. 중복 제거 과정은 서로 다른 지식에 대해 중복

되는 범위가 존재할 경우 하나의 지식으로 통합하는 것

을 의미하고, 지식 정렬 과정은 배경 지식 문서의 토큰 

인덱스를 기준으로 추출된 지식을 정렬하는 것을 의미한

다.

후처리된 지식은 아래의 그림 4와 같이 토큰 단위의 

윈도우 크기(Window Size) 에 따라 확장한다. 이에 대

한 예시는 아래의 그림 4와 같으며, 예를 들어 을 25

로 설정한 경우, 에서 시작하여 에서 끝나는 지식은 

배경 지식 문서의   부터    범위의 확장된 지식 

범위를 갖게 된다.

제안 모델은 위의 그림 2와 같이 확장된 지식 

     과 이전 대화          를 기반

으로 이전 대화에 이어지는 응답  를 생성한다. 그림 

2의 지식 임베딩은 확장하기 전 원본 지식에 대한 정보

를 반영하기 위한 임베딩이며, 이를 통해 확장 과정에서 

추가된 지식과 원본 지식을 구분하고자 한다. 이때 원본 

지식과 확장을 통해 추가된 지식은 각각 와 로 표

현된다.

 

4. 실험

4.1. 실험 준비
본 논문에서는 지식 추출에 RoBERTa-Large[7] 기반 

MRC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으며, BART-Base[8]를 이용하여 

응답 생성 모델을 구축했다. 실험 데이터로는 영화를 주

제로 하는 문서 기반 대화 데이터셋 Holl-E[9]를 사용했

으며, 아래의 그림 5와 같이 대화와 배경 지식 문서로 

구성된다. 배경 지식 문서는 대화의 주제인 영화에 대한 

줄거리(Plot), 리뷰(Review), 논평(Comments), 사실 테

그림 3 상위 K개 지식의 중복 제거 및 정렬 과정(K=5)

그림 2 제안 모델 구조도

그림 4 윈도우 크기에 따른 지식 확장 과정(N=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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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Fact Table)로 구성된다. 실험에는 응답 생성에 필

요한 지식이 하나인 단일 참조(Single Reference) 데이

터를 사용했다. 학습 데이터는 34,486개, 검증 데이터는 

4,388개, 평가 데이터는 4,318개로 구성되어있다. 제안 

모델의 학습에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아래의 표 2는 실험에 사용한 Holl-E 데이터셋의 길이

에 대한 통계를 보여준다. 표 2에서 Dialogue History는 

대화를 의미하며, 평균 91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진다. 

Background Knowledge Document는 영화의 줄거리, 리뷰, 

논평 및 사실 테이블을 이어붙인 배경 지식 문서 전체를 

의미하며, 평균 1,135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진다. 배경 

지식 문서를 그대로 입력할 경우, 응답 생성 모델의 최

대 입력 길이인 1,024를 초과하기 때문에 모든 토큰을 

입력할 수 없다.

4.2. 실험 결과
아래의 표 3은 지식 확장에 따른 실험 결과를 보여준

다. 평가 지표는 SacreBLEU를 사용한다. 표 3에서 KS는 

지식(Knowledge Spans)을 의미하며, EXP는 윈도우 크기

로 지식을 확장했음을 의미한다. w/o KS는 배경 지식 문

서 전체를 그대로 생성 모델에 입력한 실험을 의미한다. 

w/ KS(Top 1)은 MRC 프레임워크로 추출한 상위 1개의 지

식을 생성 모델에 입력한 실험을 의미한다. w/ KS(Top 

K)는 MRC 프레임워크로 추출한 상위 K개의 지식을 생성 

모델에 입력한 실험을 의미한다. 이때 K는 1, 5, 10으로 

설정했다. w/o EXP는 지식 확장 없이 원본 지식을 그대

로 생성 모델에 입력한 실험을 의미한다. w/ EXP(Window 

N)는 윈도우 크기 N으로 확장한 지식을 생성 모델에 입

력하고, 지식 임베딩을 적용한 실험을 의미한다. 이때, 

N은 25와 50으로 설정했다.

표 3에서 w/ KS(Top 10)의 w/ EXP(Window 50) 실험 결

과에 따르면, 추출한 상위 10개의 지식을 윈도우 크기 

50으로 확장해도 전체 문서 길이인 1,135개에 비해 현저

히 적은 238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w/ KS(Top K, K = 1, 5, 10)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추출된 지식 K개를 윈도우 크기에 따라 확장하는 것이 

생성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Task Parameter Value

- Learning Rate 3e-5

Knowledge 

Selection

Batch Size 8

Warmup Steps 1,000

Max Sequence Length 512

doc Stride 128

Adam Epsilon 1e-08

Response 

Generation

Batch Size 4

Accumulation Steps 8

Warmup Steps 500

Max Source Length 1,024

Max Target Length 100

Adam Epsilon 1e-06

표 1 하이퍼 파라미터

그림 5 Holl-E 예시

Experiment Avg. Length Recall SacreBLEU

w/o KS - 1135 - 18.258

w/  KS(Top 1)

w/o EXP 24 48.906 24.114

w/  EXP(Window 25) 73 75.725 27.632

w/  EXP(Window 50) 120 79.117 27.268

w/  KS(Top 5)

w/o EXP 67 74.193 22.914

w/  EXP(Window 25) 133 86.960 24.809

w/  EXP(Window 50) 194 88.553 25.424

w/  KS(Top 10)

w/o EXP 97 81.286 22.273

w/  EXP(Window 25) 171 90.668 24.238

w/  EXP(Window 50) 238 91.806 23.956

표 3 입력된 지식에 따른 실험 결과

Avg. Length

Dialogue History 91

Background Knowledge Document 1,135

표 2 Holl-E 통계

- 373 -



제33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21년)

리고 윈도우 크기 N이 증가됨에 따라 정답 지식의 재현

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답 지식의 재

현율이 높다고해서 항상 생성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을 w/ KS(Top 1)의 EXP(Window 25)와 

EXP(Window 50)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w/ KS(Top 1)의 w/ EXP(Window 25)와 w/ KS(Top 5)의 

w/o EXP 실험의 SacreBLEU 성능 비교를 통해, 입력 지식

의 길이와 정답 지식의 재현율이 비슷한 경우 입력 지식

이 연속적이지 않다면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w/ KS(Top 1)의 w/ EXP(Window 50)과 w/ 

KS(Top 5)의 w/ EXP(Window 25)의 SacreBLEU 성능 비교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식 확장 방

법 자체는 정답 지식의 재현율과 생성 성능에는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추출된 지식에 불연속적인 구

간이 많이 존재할수록 오히려 성능 하락을 야기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식 확장 방법

을 상위 1개의 지식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수행하는 것

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위의 표 4는 w/ 

KS(Top 1)의 w/o EXP,  w/ EXP(Window 25) 실험의 응답 

생성 예시를 보여준다. 이전 대화는 두 실험 모두 동일

하게 입력된다. w/o EXP에서는 원본 지식이 입력되고, 

w/ EXP(Window 25)에서는 확장된 지식이 입력된다. 생성 

문장을 통해 지식을 확장한 경우 응답 생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지식 추출의 낮은 성능을 보완하기 위

한 지식 확장 방법과 이를 이용하는 임베딩 확장 방법을 

제안했다. 실험 결과, 지식 확장 방법은 정답 지식 재현

율과 생성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일정 수준 이상

의 윈도우 크기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생성 성능

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식 확장 방

법은 연속적이지 않은 상위 N개의 지식에 대해서 수행하

는 것 보다 하나의 연속적인 지식에 대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본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을 일반적인 MRC 프레임워크가 아닌 고도화

된 지식 추출 시스템에 적용해 볼 예정이며, 실험을 통

해 더 나은 확장 방법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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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대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haracters in this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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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ny and amusing. I liked the one in which 

Ted met his

생성 문장 My favorite character was Ted.
My favorite character was red because he is 

funny and amusing.

정답 문장 My favorite character was red because he is funny and amusing.

표 4 응답 생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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