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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화형 에이전트가 일관성 없는 답변, 재미 없는 답변을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페르소나 기반의 대화 분야

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로 구축된 페르소나 대화 데이터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어 원본 데이터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초의 페르소나 기반 한국어 대화 모델을

제안한다. 전처리를 통하여 번역 품질을 향상시킨 데이터에 사전 학습 된 한국어 모델인 KoBERT와 KoELECTRA를

미세조정(fine-tuning) 시킴으로써 모델에게 주어진 페르소나와 대화 맥락을 고려하여 올바른 답변을 선택하는 모델을

학습한다. 실험 결과 KoELECTRA-base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단순하게 사용자의

발화만을 주는 것 보다 이전 대화 이력이 추가적으로 주어졌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오픈 도메인 대화, 페르소나 대화, 한국어 페르소나 대화

1. 서론

기계가 인간과 같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한 대화 에이전트(Conversational

agents)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 특정한 목적

이나 주제 없이 인간과 잡담을 나누는 오픈 도메인 대화 시스

템(Open-domain dialog system) 기술은 사전 학습 언어 모델

(Pre-trained Language Models)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좋

은성능을보여주고있다.최근오픈도메인대화시스템에서는

기존모델들의문제점인일관성,구체성의부재,재치가떨어지

는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구체성을 보완한

답변을 만들거나 [1, 2], 기계가 특정한 인격 혹은 페르소나를

갖도록하여일관적인답변을만들도록하는등 [3, 4]의시도가

있었다.

그 중, 페르소나를 반영한 대화 데이터는 주어진 페르소나를

자신의 프로필 정보로 가지는 두 명의 발화자 간의 대화로 이

루어져있다. 각각의 페르소나는 경험, 호불호, 취미 등 어떠한

개인이 갖고 있을 법한 가상의 프로필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

으며, 이에 기반하여 두 명의 발화자는 서로에 대하여 소개를

하며 알아간다. 이러한 페르소나 기반 대화 데이터셋을 통하여

일정한 인격을 가지며, 일관된 답변을 하는 대화 모델을 만들

고자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5, 6, 7]

자연어처리의 많은 데이터셋이 그러하듯이, 페르소나 기반

대화 데이터셋 역시 영어 데이터(PERSONA-CHAT) [2]로만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구축되었다.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데이터는 아직 구

축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8]의 연구에서 영어 페르소나

기반 대화 데이터를 기계 번역(Machine Translation)을 통하

여 한국어를 비롯한 6개의 언어로 번역하였고, 해당 데이터를

배포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적절한 전처

리를 진행한 후 한국어 페르소나 대화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활용하였다.

한편, 기계가 답변을 만들 때에는 답변을 직접 생성하는 방

식 (Response generation)과 미리 구축된 여러 개의 답변 후

보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방식(Response selection)

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페르소나 대화 데이터

(PERSONA-CHAT)의 답변 후보 구성 방식을 따라서 후보를

만들어서 옳은 답변을 선택하는 방식에 대하여 논의한다. 모델

은대화의맥락뿐아니라,상대발화자의페르소나를고려하여

주어진 답변 후보 중 적절한 답변을 선택하도록 학습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페르소나 정보와 대화 맥락 모두

를고려하여옳은답변을선택할수있도록,어텐션(Attention)

을 기반으로 한 한국어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을 활용한다. 한국

어 언어 모델로는 SKTBrain의 KoBERT와 KoELECTRA[9]

를 이용하였고, 번역된 한국어 페르소나 대화 데이터를 전처리

한후이에대하여미세조정(Fine-tuning)을진행하였다.한국

어최초로페르소나기반대화모델을학습시켰고,비교실험을

통하여 Hits@1 점수에서 KoELECTRAbase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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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2.1 한국어 대화 데이터셋

대용량 언어 코퍼스의 필요에 따라 한국어로도 많은 데이터

셋이구축되고있으며,대화데이터역시구축되고있다.공개된

한국어 데이터셋으로는 대표적으로 AI HUB의 한국어 대화를

비롯하여 감성 대화 말뭉치, 자유대화 음성 데이터, 상담 음성

데이터, 한국어 SNS 데이터 등이 있으며, 국립 국어원의 일상

대화 말뭉치 2020, 구어 말뭉치 등이 있다.

2.2 한국어 언어 모델

영어 데이터에 대한 대용량 언어 모델이 개발됨에 따라 한

국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언어 모델 역시 최근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 SKT의 KoBERT를 비롯하여 ETRI의 KorBERT,

TwoBlock AI의 HanBERT 등의 BERT 계열 모델들이 많이

배포 되었고, Encoder 모델 외에도 Decoder-only 모델 계열

인 SKT의 KoGPT2와 LMkor 등이 있으며, Encoder-Decoder

모델 계열인 SKT의 KoBART, AsianBART 등이 있다.

3. 한국어 페르소나 기반 대화 모델

본 장에서는 사용된 데이터셋의 구조 및 통계에 대하여 설명

하고, 모델과 학습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3.1 한국어 페르소나 기반 대화 데이터셋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XPersona [8]로, 기존의 영

어 페르소나 대화 데이터(PERSONA-CHAT)를 번역하여 만

들어진 데이터이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의 통게는 표 2과 같

다. 사람이 직접 번역한 데이터가 아닌 기계 번역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존재한다.

특히 ‘-’, ‘!’, ‘kkk’와 같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문자열이

다수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고, 해당 문자열의 길이가 3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삭제하는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대화 맥

락과 관련도가 떨어지는 문자열을 삭제함으로써 모델이 보다

대화 내용과 관련 있는 텍스트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XPersona 데이터에는 원본 데이터와 달리 답변 후보 셋이 제

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본 데이터에서 답변 후보 셋을 만든

방법과 동일하게, 무작위로 다른 대화에 존재하는 19개 발화를

추출하여 답변 후보 셋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각 발화에 대

한 답변 후보 셋은 정답 발화 1개와 오답 발화 19개, 총 20개의

답변 후보 셋으로 구성된다. 대화 데이터는 표 1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각각의 화자에게 약 5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페르소나가 부여되며, 화자들은 본인의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하여 질문과 답을 하며 대화를 진행한다.

표 1. 데이터 예시. 각각의 화자는 페르소나를 가지며 이를 기

반으로 서로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며 대화가 이루어짐. 모델은

두 화자 중 한 명의 화자의 역할을 학습함.

페르소나 나는 애완 거북이를 가지고 있어.

(화자2) 나는 내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해.

나는 내 장난감을 정리정돈하지 않아.

내 가장 친한 친구는 옆집에 살아.

화자1 안녕, 나는 여름에 잔디 깎는 것을 좋아해.

화자2 안녕. 잘지내니?

나의 애완 거북이와 나는 여기 앉아있어.

화자1 나의 거북이와 나는 밖에서 굽는 것을 좋아해.

화자2 엄마는 장난감을 가지라고 말해.

나는 장난감을 가지기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인형을 갖고 싶어!

...

3.2 모델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을 이용하여 페르

소나 기반 대화 답변 선택 태스크를 실험한다.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은 대규모의 코퍼스에 사전 학습을 통하여 자연어 텍스

트에 내재된 패턴을 학습한다. 이러한 방법은 영어 뿐만 아니

라 한국어 텍스트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모델 중 판별(Discriminator) 모델로써 사용될

수 있는 KoBERT와 KoELECTRA를 이용햔다. KoBERT는

BERT [10]에서 착안하여 동일한 구조의 모델을 한국어 대용

량 데이터에 학습시킨 모델이다. BERT는 사전 훈련 언어 모

델로, 특정 과제를 하기 전 사전훈련을 통해 배운 임베딩을 이

용하여 다양한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효과를 가진다.

특히, Masked Langauge Modeling (MLM)과 Next Sentence

Prediction (NSP)태스크를통하여언어데내재된학습을할수

있고, 제안되었던 이전 모델들과 다르게 양방향 학습을 통하여

문맥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다. KoELECTRA

는 ELECTRA [11] 모델에서 착안하여 이를 한국어 데이터에

학습시킨 모델이다. ELECTRA는 Replaced Token Detection

(RTD)라는새로운사전학습태스크를제안하며,모든토큰에

대하여 학습을 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고 빠르게 학습한다

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모델을 활용하여 태스크에 맞게 미세조정을 진행한

다.페르소나정보와사용자의입력이들어왔을때,대화맥락과

모델에게 부여된 페르소나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답변으로 올바른 답변을 후보 중에서 선택한다. 입력은 [페르

소나;이전대화;답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20개의 답변

후보가 각각의 답변 자리에 들어가며, 테스트 시에는 [페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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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전대화]가입력으로들어가이에기반하여답변을고른다.

이전 대화에는 화자1과 화자2의 발화가 번갈아가며 들어간다.

입력 시퀀스의 맨 앞에 위치한 [CLS] 토큰을 전체 시퀀스의 대

표 토큰으로써 사용하며 이를 답변 선택 태스크를 학습하는 데

활용한다.

표 2.데이터통계.실험에사용된데이터는 train, valid set으로

구성되어있으며각각의통계값은위와같음.평균페르소나는

발화자의 페르소나로 주어진 문장 개수를 의미함.

대화 수 평균 턴 길이 발화 수 평균 페르소나

train set 16,878 13.71 124,122 4.50

valid set 299 14.66 2,342 4.48

4. 실험

본장에서는실험에사용된데이터와실험방법,평가그리고

실험 세팅에 대하여 설명한다.

4.1 실험 데이터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페르소나 대화 데이터를 번역한

XPersona 데이터이며, 자세한 데이터의 통계는 표 2와 같다.

데이터는 train과 validation 셋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train 셋

은 16,878개의 대화, 평균 턴 길이 13.71, 발화수 124,122, 평균

페르소나 문장 개수 4.50를 갖는다. validation 셋은 299개의

대화, 평균 턴 길이 14.66, 발화 수 2,342, 평균 페르소나 문장

개수 4.48을 가진다. 또한 각각의 타겟 발화는 다른 대화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9개의 가짜 후보 셋을 갖도록 만들었다. 실

험은 train 셋에 대하여 학습을 시키고 validation 셋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4.2 실험 방법 및 평가

실험은 한국어 사전 학습 모델인 KoBERT, KoELECTRA

를 올바른 답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세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실험에 쓰인 초매개변수(Hyperparameter)로는 최

대 대화의 턴 수, 페르소나의 문장 순서 혼합 등이 있다. 최대

대화의 턴 수는 입력으로 들어가는 대화 턴의 최대 개수를 의

미하는데, 기본으로 1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이전 맥락 1 턴을

입력으로 받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0으로 설정하면 (w/o

history) 이전 대화 맥락 정보 없이 모델은 사용자의 이전 발화

만을 입력으로 받는다. 페르소나의 문장 순서 혼합은 페르소나

문장들의 순서를 섞어서 한 번 더 학습 시킬지의 여부를 의미

하며, 모든 실험에는 1번 바꾸어서 입력이 되었다.

실험에대한평가는검증셋에대하여진행되었는데,검증세

의 매 턴마다 답변 후보로 주어진 20개의 발화 중 페르소나와

이전발화맥락을고려하여올바른답변을고른다.평가지표인

Hits@1은 20개의후보중하나의발화를답변으로골랐을때의

정확도를 일컫는다.

4.3 실험 세팅

미세 조정시에는 학습 배치(Batch) 4와 배치 축적(Gradient

Accumulation)을 16으로 하여 전체 데이터에 대하여 학습을

각각 3 에폭(epoch)씩 진행하였다. 옵티마이저(Optimizer)는

AdamW [12]으로,학습률(Learning rate)은 6.25e-5, β1 = 0.9,

β2 = 0.999 와 함께 사용하였다. 1개의 RTX-8000 GPU에 대

해 한 에폭 당 학습 시간으로 KoBERT와 KoELECTRAsmall

각각 5시간, 2시간 이내로 소요되었다.

표 3.언어모델별페르소나대화에대한답변선택성능. (w/o

history)는 이전 대화 맥락 없이 사용자의 입력만을 주었을 때

의 실험 결과이며, 모든 성능은 검증 셋(Validation set)에 대한

평가 결과임.

모델 Hits@1

KoBERT 71.05

KoBERT (w/o history) 68.77

KoELECTRAsmall 71.60

KoELECTRAsmall (w/o history) 69.64

KoELECTRAbase 81.17

KoELECTRAbase (w/o history) 77.28

표 4.전처리유무에따른성능. ELECTRAsmall 모델에대하여

1 에폭 학습한 결과이며, 검증 셋(Validation set)에 대한 평가

결과임.

모델 Hits@1

KoELECTRAsmall 68.66

KoELECTRAsmall (w/o pre-proc) 68.27

5. 논의

각 모델에 대한 실험 성능은 표 3과 같다. 12개의 레이

어와 12개의 어텐션 헤드, 768의 임베딩 사이즈를 가지는

KoBERT와 KoELECTRAbase의 성능을 보면 Hits@1 정확도

에서 KoELECTRAbase가 KoBERT보다 약 10점 정도 가량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KoBERT는 오히려 더 작

은사이즈인 12개의레이어와 4개의어텐션헤드, 128의임베딩

사이즈를 가지는 KoELECTRAsmall와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

이를 통하여 KoELECTRA의 매 토큰마다 진행하는 사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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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더효과적이며효율적이라는것을알수잇다.또한각각

의모델은이전대화이력을제공받지못했을때 (w/o history),

약 3에서 4점 정도 낮은 성능을 보이는데, 이는 직전 발화 뿐

아니라 이전의 대화 이력이 모델에게 적절한 답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표 4에서는 데이터에서

불규칙하며 과도하게 나타내는 특정한 문자열을 전처리 하지

않았을 때 (w/o pre-proc), 전처리를 진행했을 때보다 조금 더

낮은 성능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좋은 품질의 번역이 더 좋은

성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번역된 페르소나 대화 데이터를 이

용하여 한국어 언어 모델이 페르소나와 대화 맥락을 고려하

여 답변을 올바르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로 번역되어 만들어진 데이터의 낮은 품질은 전처

리를 통하여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모든 토큰에 대하여 학습을 하는 KoELECTRA 모델이

KoBERT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며, 모델을 크기가 커질수

록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용된 데이터가 번

역 데이터이기 때문에 양질의 번역을 위하여 후에 Automatic

Post Editing (APE)을 통하여 번역 질을 높이거나, 한국 문화

와정서에맞는페르소나대화데이터셋이구축되어본연구가

양질의 한국어 페르소나 대화 데이터에서 답변 선택을 하는 모

델로써쓰이기를기대한다.더나아가서답변선택뿐만아니라

자연스러운한국어데이터를활용하여답변생성을잘할수있

는 모델도 학습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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