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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화 시스템은 인공지능과 사람이 자연어로 의사 소통을 하는 시스템으로 크게 목적 지향 대화와 일상대화 시스템으로

연구되고 있다.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의 경우 날씨 확인, 호텔 및 항공권 예약, 일정 관리 등의 사용자가 생활에 필요한

도메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도메인 별로 목적에 따른 시나리오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대화는 사용자에게 명확한

발화을 제공할 수 있으나 자연스러움은 떨어진다. 일상 대화의 경우 다양한 도메인이 존재하며,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자연스러운 발화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일상 대화의 경우 검색 기반이나 생성 기반으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검색 기반의 경우 발화 쌍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지만, 생성 기반의 경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이 모델의 Language Modeling (LM)으로 부터 생성된 발화에 의존한다. 따라서 모델의 성능에

따라 발화의 품질이 달라진다. 최근에는 사전학습 모델이 자연어처리 작업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일상 대화

도메인에서도 역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일상 대화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사전학습 모델은 Auto

Regressive 기반 생성모델이고, 한국어에서는 대표적으로 KoGPT2가 존재한다. 그러나, KoGPT2의 경우 문어체 데

이터만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체에서는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화체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한국어 기반 KoDialoGPT2를 개발하였고, 기존의 KoGPT2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일상대화 시스템, 챗봇, 생성 모델, 사전학습 언어모델

1. 서론

대화 시스템은 인공지능 모델과 사람과의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크게 목적 지향 대화와 일상 대화 시스템으로

나뉜다.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은[1, 2, 3, 4] 특정 도메인에서

정해진 시나리오 기반으로 진행되며, 인공지능 기능에 맞춰서

사용자 질문을 유도하고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에게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반면 자연스러움은 떨어

진다. 일상대화 시스템은[5, 6, 7, 8, 9, 10] 모든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진행하며, 여러 답변이 존재한다. 목적 지향 대화와 다

르게유저와친근한대화를진행할수있기때문에최근에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두 대화 차이점을 예시로 보면 그림 1와

같다. 시스템에게 날씨 관련 질문을 했을 때 각 시스템에 제공

하는 답변이 각각 다르다.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의 경우 “오늘

서울 날씨 알려줘” 라는 질문을 했을때, 시스템은 “오늘 서울

날씨는 29도이며맑습니다.”라는목적기반답변을제공한다.

일상대화 시스템의 경우 “오늘 서울 날씨 너무 덥다.” 라는 문

장이 시스템 입력으로 들어올 경우 “오늘 서울은 너무 더워요

집에서 에어컨 틀고 쉬세요.” 와 같은 친근한 답변을 제공한다.

최근에 사전학습 언어모델이 여러 자연어처리 작업에서 높

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사전학습 언어모델은 그중 일상 대화

0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도메인에서도높은성능을보이고있다.일상대화시스템은크

게검색기반과[9, 10]생성기반방법이[8, 11]활발히연구되고

있다. 검색 기반 일상 대화 작업은 자연스러운 발화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질문과 답변에 대한 쌍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

하지 않을 경우 전혀 다른 답변이나 이상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반대로 생성 기반 방법의 경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

하기 때문에 별도의 쌍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모델의 성능이 좋지 못하면 이상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검색 기반 일상대화의 경우 사전학습 언어모델 중 Auto

Encoding 모델을[9, 10] 활용하여 연구가 활발이 진행되고 있

고, 생성 기반 일상대화의 경우 Auto Regressive 모델을[12, 8]

활용하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전학습 모델을 활

용하는 방법으로는 사후 학습을 활용하거나 auxilary task를

추가하여도메인에서높은성능을보이고있다.사후학습은사

전학습 모델에 추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이다. 이는 기존에

사전학습에 학습되지 않는 도메인이나 어투에 대해서 추가적

으로 학습을 진행하여 해당 도메인과 어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auxilary task 방법은 특정 작업을 잘 수행하도록 보

조 작업을 선정하고, multi-task learning을 진행하는 것이다.

해당 방법은 사전학습 모델이 특정 작업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본 논문에서는 생성 기반 챗봇을 위한 KoDialoGPT2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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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향대화 : 오늘서울날씨알려줘

일상대화 : 오늘서울날씨너무덥다

오늘서울날씨는 29도이며맑습니다.

오늘서울은너무더워요집에서에어컨틀고쉬세요

그림 1. 목적 지향 대화와 일상 대화의 차이

을제안한다.제안하는모델은한국어가학습된대표적인 Auto

Regressive 모델인 KoGPT2를 활용한다. KoGPT2의 경우 문

어체의 데이터만 사전학습 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 도메인과

대화체에대한이해도가낮다.기존 KoGPT2를대화도메인의

데이터를 사후 학습하여 KoDialoGPT2를 개발하였고, 기존의

KoGPT2보다대화도메인에서높은성능을보였다.또한대화

도메인의 경우 화자별로 발화가 이루어지며, 대화 히스토리에

따라 현재 발화가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화 도메인

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화자별 스페셜 토큰과 히스토리에

따라 발화를 생성하도록 미세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한국어 대화 생성 모델

2.1 사후 학습 방법

본 논문에서는 대화체 특성과 대화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이기 위해 사후 학습을 진행한다. 사후학습은 GPT2와

같은 언어모델링 과정을 따른다. 언어모델링은 각 원소가 일련

의 symbol(s1, s2, ..., sn)으로구성된예제 (x1, x2, ..., xn)에서

비지도분포 추정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언어는 자연적으로

연속된 순서를 가지므로 보통 조건부확률의 곱으로 이루어진

symbol에 따른 합동확률로 구해진다.

p(x) =
n∏
i=1

p(sn|s1, ..., sn−1) (1)

제안하는 사후 학습 방법은 그림 2와 같다. 일련으로 구성되어

있는 symbol은 대화 히스토리가 입력으로 들어간다. 각 턴에

등장하는 화자별 발화를 일련으로 나열하여 대화의 흐름을 파

악하도록 진행한다. 입력으로 대화 히스토리 문장들이 들어오

면 KoGPT2에서 사용하는 토크나이징을 활용하여 전처리를

진행하고, 토큰화된 단어를 입력으로 순차적으로 transformer

decoder모델에입력으로들어간다.그다음으로 softmax를통

해 토크나이징 된 단어 pair size에 대해 다음 단어를 예측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화 도메인과 대화체

특성에 최적화된 모델로 업데이트가 된다.

KoGPT2
Dialog

Hidden-states

Decoder

Language Modeling Head

Targets

그림 2. 사후 학습 방법

KoDialoGPT2
History

Hidden-states

Decoder

Language Modeling Head

Targets

Reply

Utterance

Speaker1 Special token

Speaker2 Special token

Reply

그림 3. 미세 조정 방법

2.2 미세 조정 방법

본 논문에서는 대화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미세조

정 방법을 제안한다. 대화는 각 화자별로 서로 상호적인 언어

소통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현재 발화에 대한 답변을 진행

할때이전히스토리에대한정보를충분히파악해야한다.또한,

각 발화는 화자 별로 다르게 표현이 된다. 이는 각 화자별 발화

표현을이해해야지만시스템이상대방표현에맞춰일관성있게

발화를 생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림 3과 같이 입력을 구성한다. 입력은 그림 3과 같

이 대화 히스토리에 등장하는 각 화자에 대한 발화들을 스페셜

토큰으로 구분한다. 생성은 이전 히스토리에 대해 현재 발화

를 생성하도록 미세조정을 진행한다. 결과적으로 히스토리와

화자별 표현과 화자 구분을 모델이 생성하면서 대화 특성에

최적화된 모델로 업데이트가 된다.

3.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 셋은 NIA 데이터 사업을 통해 구축

한 일상 대화 데이터셋을 활용하였다. 해당 데이터의 도메인은

쇼핑, 미용과건강, 주거생활, 행사, 여가생활, 일과직업 개인관

계로 총 7개의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사후 학습에

800,008개의 대화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해당 데이

터는 대화 턴이 5,461,750로 이루어져 있고, 발화는 10,177,981

로 이루어져 있다. 미세조정에 사용한 데이터는 학습데이터에

서 279,976대화를활용하였고,평가데이터에서 30,002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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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체 도메인에 대한 실험 결과

Models Test Set

F1 Perplexity

KoGPT2 29.14 47.83

KoDialoGPT2 29.57 34.70

표 2. 평가 데이터에 대한 각 도메인 별 실험 결과

Models KoGPT2 KoDialoGPT2

F1 Perplexity F1 Perplexity

행사 29.47 44.33 30.24 32.20

주거와 생활 18.27 503.84 20.86 261.20

일과 직업 17.66 496.60 19.84 259.54

여가 생활 28.91 50.23 29.29 36.07

상거래 쇼핑 18.62 487.91 20.79 263.73

미용과 건강 29.20 48.76 29.53 34.81

개인 및 관계 29.27 43.64 29.73 33.01

활용하였다. 학습데이터의 경우 대화 턴이 1,909,612로 이루

어져 있고, 발화는 3,562,510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 데이터의

경우 204,379 대화 턴으로 이루어져 있고, 발화는 382,125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적인 성능 평가는 표 1과 같다. 평가는 일

상대화이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도메인을 가지는 2018년도에

발표된 페르소나 챗 평가기준을[13] 적용했다. 베이스라인은

KoGPT2으로잡았고,사후학습을진행한모델과그렇지않은

모델을 비교하였다. 성능차이는 KoGPT2의 경우 F1이 29.14

가 나왔고, Perplexity는 47.83으로 제안하는 KoDialoGPT2

보다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각 도메인별 성능 평

가를비교하였고,결과는표 2와같다.마찬가지로,모든성능이

KoDialoGPT2가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거와 생

활, 일과 직업, 상거래 쇼핑에서는 두 모델 모두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해당 도메인의 데이터가 다른 도메인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수를 가지고 있고, 이모티콘과 ‘ㅋ’

와 같이 웃음소리를 표현한 의성어의 초성체를 나타내는 표현

들이 발화의 문맥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성시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일상 대화를 위한 사전학습 기반 생성 모델인

KoDialoGPT2를 제안한다. 기존의 KoGPT2의 경우 문어체

특성만 학습했기 때문에 대화체나 구어체에서는 낮은 성능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화체 데이터를 사후 학

습한 KoDialogGPT2를 개발하였다. 또한 대화의 특성을 이

해하도록 각 턴별로 화자간의 스페셜 토큰을 두었고, 대화의

이전히스토리가현재발화를생성할때반영될수있도록미세

조정 방법을 제안한다. 그러나, 해당 모델은 기존의 KoGPT2

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으나 여전히 몇몇 도메인에서는 생성

모델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는 데이터의 문제점도

있고,단순히 Language Modeling (LM)생성모델의한계도존

재한다. 향후에는 생성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Next Sentence

Prediction (NSP) 나 Sentence Ordering Prediction (SOP)와

같은 auxilary task를 추가하여 미세조정 시 성능을 개선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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