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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화 시스템은 크게 사용자와 시스템이 특정 목적 혹은 자유 주제에 대해 대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최근

자유주제 대화 시스템(Open-Domain Dialogue System)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자유 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상담 대화, 일상 대화 시스템의 독성 발화 제어 생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대화 모델의 독성 응답 생성을 제어하기 위해 일상 대화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BART 모델에 Plug-and-Play

Language Model 방법을 적용한다. 공개된 독성 대화 분류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독성 응답 분류기를 PPLM의 어

트리뷰트(Attribute) 모델로 활용하여 대화 모델의 독성 응답 생성을 감소시키고 그 차이를 실험을 통해 정량적으로

비교한다. 실험 결과 어트리뷰트 모델을 활용한 모든 실험에서 독성 응답 생성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PPLM, BART, 자연어 생성 제어, 독성 응답 분류

1. 서론

대화 시스템은 사용자와 시스템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대화를진행하는목적지향형대화시스템과 (Task Oriented

Dialogue System)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하며 친밀감 형성,

정서 안정 등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는 자유 주제 대화 시스템

(Open-Domain Dialogue System)이 존재한다. 딥러닝을 적용

한 자연어 처리 연구들이 좋은 결과를 보임에 따라 자유 주제

대화 시스템에서도 딥러닝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DialoGPT [1]나 Google의 Meena [2]같은생성기반의

자유 주제 대화 시스템들이 높은 인간 평가 결과를 보이면서

상담 대화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챗봇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량의 대화 데이터로 학습이 필수적인 대

화 시스템의 특성상 대화 모델은 부적절하고 편향된 응답들을

훈련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게 된다. 이는 다양한 사용자를 대상

으로 하는 대화 시스템이 민감하고 문제가 되는 응답을 생성할

수 있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연구 주제로 생성

모델 출력층의 분포를 조절하여 문장 생성을 제어하는 제어

가능한 자연어 생성(Controllable Text Generation) 연구가 있

다. Plug-and-Play Language Model(PPLM) [3]은 제어 가능

한 자연어 생성 방법의 하나로 간단한 특성 분류기(Attribute

Classifier)를 통해 Transformer 디코더 기반의 언어 모델이 해

당 특성을 반영한 문장을 생성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인코더-디코더(Seq2Seq) 구조

의 모델인 BART [4]를 공감적 일상 대화 데이터셋으로 훈련한

대화 모델을 구축하고 구축된 대화 모델이 사용자의 부적절

한 내용의 입력에 대해 감소된 독성 응답을 생성하도록 Plug-

and-Play Language Model 방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제

어 생성된 응답들의 독성 정도와 빈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통해

사용자의 부적절한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독성 응답 생성을

감소하도록 제어할 수 있음을 보인다.

2. 관련 연구

최근 연구되는 높은 성능의 자유 주제 대화 시스템들은

주로 인코더-디코더(Seq2Seq) 구조의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Google의 Meena [2]나 Facebook의 Blenderbot [5]과 같은 높

은 인간 평가 결과를 보인 일상 대화 모델들은 인코더의 self-

attention을 통해 사용자 입력 이전의 발화들과 사용자의 입

력을 모두 고려한 문맥 정보를 추출하고 디코더가 이 정보를

활용하여 대화 흐름에 알맞은 응답을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

한다.

Plug-and-Play Language Model(PPLM) [3]은 제어 가능한

자연어 생성의 대표적인 연구로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효

과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어하고자 하는 특징

을 분류할 수 있는 간단한 어트리뷰트 모델을 통해 자가 회귀

생성(Auto-Regressive Generation)에 사용되는 Key와 Value

행렬값을 변동시킨다. 변동된 행렬들은 제어하고자 하는 특징

을 반영한 출력 분포를 만들어 낸다. PPLM은 해당 특징을

제어 생성하기 위해 사전학습 모델을 추가적으로 학습할 필요

가 없고 특징 분류를 위한 어트리뷰트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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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활용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 Plug-and-Play Con-

versational Models [6]에서는 대화 데이터에 대해 사전 학습된

Transformer디코더기반언어모델인 DialoGPT [1]에 PPLM

을활용하여다양한대화주제및속성을반영한응답제어대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대화 시스템에서 독성 응답을 분류하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Build it Break it Fix it for Dialogue Safety [7]와 Recipes for

Safety in Open-domain Chatbots [8]가 있다. 두 연구 모두

기존 독성 문장 분류기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분류 모델에 대

한 인간의 독성 응답 분류 공격(Adversarial Human Attack)

에 대응하기 위한 학습 방법과 수집한 데이터셋을 공개하였다.

RealToxicityPrompts [9]는 독성 문장 생성 정도를 자동 평

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이다. 해당 연구에선 수집

한 문장 데이터들을 절반으로 나누고 나눠진 문장 앞부분을

Perspective API1를 통해 독성 비독성으로 구분하여 평가 데

이터를구축한다.평가데이터를디코더기반언어모델의프롬

프트(prompt)로 제시하여 이어 생성되는 문장의 독성 여부가

제시된 프롬프트의 독성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

고 이를 측정하는 자동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3. 연구 내용

3.1 인코더-디코더 대화 모델의 독성 응답 생성 제어

본연구에서는대화모델의독성응답생성감소를위해대표

적인인코더-디코더(Seq2Seq)구조의모델인 BART [4]를대화

모델로활용하고 PPLM [3]을적용한다(그림 1). [3]과 [6]처럼

Transformer 디코더 기반의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것 대신 [2]

나 [5]과 같은 인코더-디코더 구조의 대화 모델은 인코더 층의

self-attention을 통해 사용자의 입력과 이전 대화 문맥의 관계

를 고려한 정보를 추출한다. 추출된 인코더의 출력을 디코더의

각 층에서 응답 생성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생성되는 응답이

문맥 정보를 더욱 잘 고려할 것을 기대한다.

PPLM에서 어트리뷰트 모델을 통한 응답 생성 제어는 아래

와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p(x|a) ∝ p(a|x)p(x) (1)

p(x|a)는 제어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진 토큰을 생성할 확률이

고 이는 베이즈 정리를 따라 어트리뷰트 모델 p(a|x)와 학습된

대화 모델 p(x)의 곱으로 근사된다.

p(x|a)를근사하기위한 p(a|x)와 p(x)의곱은실제추론에서

학습된대화모델의과거행렬(History Matrix) Ht를변동하고

이를생성에활용하는것으로수행된다.이때과거행렬은디코

더의 각 층에서 대화 모델의 자가 회귀 생성(Auto Regressive

Generation) 동안 이미 생성된 토큰들의 계산된 Key와 Value

1https://www.perspectiveapi.com/

그림 1. Seq2Seq PPLM 독성 응답 생성 제어 모델

값을 저장하여 대화 모델의 추론 속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행렬을 일컫는다.

인코더-디코더(Seq2Seq) 구조의 디코더는 과거 행렬 Ht 에

self attention을 위한 keyself , valueself 뿐 아니라 인코더 출

력과 cross attention을 수행하기 위한 keycross, valuecross를

함께 포함한다(2). Seq2Seq 디코더(LM)에서 현재 입력 토큰

xt와 과거 행렬 Ht를 사용하여 디코더 출력 ot+1을 추론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3).

Ht = [(K
(1)
self , V

(1)
self ,K

(1)
cross, V

(1)
cross),

..., (K
(layer)
self , V

(layer)
self ,K(layer)

cross , V (layer)
cross )]

(2)

ot+1, Ht+1 = LM(xt, Ht) (3)

제어 생성의 모든 스텝 t에서 과거 행렬 Ht는 어트리뷰트

모델 p(a|x)에서 속성 a의 log-likelihood가 높아지는 방향의

gradient와 학습된 대화 모델 p(x)의 log-likelihood가 높아지

는방향의 gradient합으로변동된다.여러반복(iteration)으로

업데이트되는 gradient는 0 행렬로 초기화된 ∆Ht에 누적된다

(4). gradient 업데이트 반복이 끝나면 변동 값을 저장하고 있

는 ∆Ht와 기존 Ht의 합을 대화 모델의 현재 토큰 생성을 위해

사용한다(5,6). 변동된 과거 행렬 Ht + ∆Ht는 생성된 응답이

요구되는특성을더욱잘반영하도록확률분포를조정한다(7).

위의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Ht ← ∆Ht + α
∇∆Ht log p(a|Ht+∆Ht)

‖∇∆Ht log p(a|Ht+∆Ht)‖γ (4)

H̃t = Ht + ∆Ht (5)

õt+1, H̃t+1 = LM(xt, H̃t) (6)

p̃t+1 = softmax(LMhead(õt+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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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α는 step size로변동행렬이업데이트되는정도를결정하

고 γ는업데이트되는 graident의정규화를위한인자이다.앞선

변동과정으로 생성될 문장의 유창성을 보존하기 위해 변동되

지 않은 토큰 생성 확률 pt+1과 변동된 토큰 생성 확률 p̃t+1에

대한 Post-norm Geometric Mean Fusion을 수행한다. γgm 값

을 통해 최종 확률 분포에 반영되는 변동 확률 분포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고 융합된 확률 분포로부터 샘플링된 생성 토큰

은 요구되는 특성이 반영됨과 동시에 기존 언어 모델 만큼의

유창성을 가지게 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8)과 같다.

xt+1 ∼
1

β

(
p̃
γgm
t+1 p

1−γgm
t+1

)
(8)

본 연구에서는 제어 생성을 위해 gradient 업데이트 10회,

γgm 0.9, step size α를 0.02로 설정하고 최종 확률 분포로부터

토큰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k 10의 top-k 샘플링을 사용한다.

3.2 독성 분류 어트리뷰트(Attribute) 모델

본 연구에서는 제어 생성에 사용되는 어트리뷰트 모델을 다

양한 독성 분류 데이터셋으로 학습하여 이들을 활용한 시스템

의 독성 대화 생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 비교한다. 활용한

독성 분류 데이터셋의 종류와 특성은 다음과 같다.

• Wiki Toxic Comments(WTC) - Kaggle Competition인

Toxic Comment Classification Challenge2에 사용된 데이

터셋이다. 주어진 6가지의 라벨이 모두 0일 경우 비독성,

하나라도 1일 경우 독성인 이진 분류 문제로 설정하였다.

• Dialogue Safety Single(DSS) - [7]에서 공개된 데이터로 대

화체에서일반적으로독성,비독성으로이진분류되는단일

발화(Single turn) 데이터셋이다.

• Dialogue Safety Adversarial Multi-turn(DSAM) - [7]에서

공개된 데이터로 주어진 다중 발화(Multi turn) 대화 데

이터로 문맥을 고려했을 때 기존 독성 분류기가 분류하지

못하도록인간이생성한부적절한응답을수집한이진분류

데이터셋이다.

• Bot-Adversarial Dialogue(BAD) - [8]에서 공개된 데이터

셋으로 인간과 대화 모델(Bot) 간의 대화에서 모델의 응답

이 대화 문맥을 고려했을 때 적절 혹은 부적절했는지 이진

분류한 데이터셋이다.

3.1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어트리뷰트 모델은 1층의 선형 계층

을 사용한다. 학습 및 추론을 위해 사용된 선형 계층의 입력은

(9)와 같이 표현된다.

o:t+1 =LMdecoder(x:t, outputencoder)

inputattribute =
∑

oi/t
(9)

2www.kaggle.com/c/jigsaw-toxic-comment-classification-

challenge/

표 1.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의 통계정보

데이터셋 Train Valid

ED 40254 5738

WTC 127656 15958

DSS 24000 3000

DSAM 24000 3000

BAD 69274 7002

표 2. 구축한 대화 모델의 응답 생성 성능 결과

모델 F1 Avg-BLEU Perplexity

Bart-ED-finetuned 20.19 9.13 10.35

4. 실험

4.1 데이터 및 환경 구성

대화모델구축을위해 BART모델의학습및평가는 Empa-

thetic Dialogue(ED) [10] 데이터셋의 시스템 발화를 사용하였

다. 독성 분류 어트리뷰트 모델 학습 및 평가를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3.2를 따르고 실험 구성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셋의

통계정보는 표 1과 같다.

사전 학습된 BART 모델은 HuggingFace의 Bart-large를

사용하였다. 대화 모델 학습을 위해 옵티마이저는 AdamW,

learning rate 2e-5, 배치 사이즈 64로 설정하였다. 구축한 대화

모델의 성능을 F1-score, Avg-BLEU3, Perplexity로 평가하였

고 독성 응답 생성 제어 실험에 사용한 대화 모델은 훈련된

모델 중 가장 낮은 Perplexity를 보이는 모델을 선택하였다.

F1-score와 Avg-BLEU 측정을 위해서 Beam size 3, 최소 토큰

길이 8,최대토큰길이 20, 3-gram중복금지생성설정을적용

하였다. 실제 독성 응답 생성 제어 실험에 활용된 BART 대화

모델의 응답 성능은 [10]의 검증(Validation) 데이터에 대하여

측정되었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독성 응답 생성 제어 실험에서 학습된 데이터셋 특성에 따

른 어트리뷰트 모델의 생성 제어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3.2

의 데이터셋들을 여러 조합으로 학습한 5개의 이진 독성 분류

어트리뷰트 모델들을 사용하였다. 5개의 독성 분류 어트리뷰

트 모델의 분류 성능 평가는 각 모델에 사용된 학습 데이터와

같은 조합의 검증 데이터에 대한 F1-score와 Accuracy를 측정

하는 것으로 하였다. 모델 학습을 위해 옵티마이저는 Adam,

learning rate 7e-05, 배치 사이즈 64로 설정하였다. 독성 응답

생성 제어 실험에 사용된 어트리뷰트 모델들은 각 모델의 분류

3ParlAI의 F1Metric, FairseqBleuMetric 모듈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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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어트리뷰트 모델의 독성 분류 성능 결과

어트리뷰트 모델(데이터 조합) Accuracy F1-score

Standard Single(WTC+DSS) 95.31 74.16

Standard Signle Same(WTC+DSS) 96.27 80.19

Multi Adversarial(DSAM+BAD) 79.73 63.45

Augmented(WTC+DSS+BAD) 89.26 67.66

Full(WTC+DSS+DSAM+BAD) 89.17 65.03

평가 결과에서 가장 높은 F1-score를 기록한 모델을 선택하였

다. 표 3에서 실제 독성 응답 제어 생성 실험을 위해 사용된 5

개 독성 분류 어트리뷰트 모델의 데이터 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분류 평가 결과를 제시한다.

4.2 독성 응답 생성 제어 실험의 평가 방법

본 실험에선 독성 응답 생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

로 [9]에서 제시한 2가지 평가 지표인 Expected Maximum

Toxicity와 Toxicity Prob을 활용하였다. Expected Maximum

Toxicity는 주어진 평가 프롬프트에 대해 생성된 k개 응답들의

Toxicity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이고 Toxicity Prob은 평가 프롬

프트에 대해 생성된 k개의 응답 중 0.5 Toxicity가 넘는 응답이

하나 이상일 경우의 경험적 확률값이다. 앞서 제시된 Toxicity

는 [9]에서 독성 문장 분류 모델로 사용되는 Perspective API

의 예측 확률을 의미하고 값이 높을수록 독성 문장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에 사용된 평가 입력 데이터는 [9]

에서 공개한 PPLM 평가 데이터의 독성 프롬프트 2173개를

사용하였고 평가 지표 측정을 위해 생성 샘플 개수 k 10, 최소

생성 토큰 길이 25, 최대 생성 토큰 길이 30으로 설정하였다.

4.3 독성 응답 생성 제어 실험의 결과 및 분석

표 4에서독성응답생성제어실험결과를제시하였다.실험

결과 독성 분류 어트리뷰트 모델을 사용하여 대화 모델의 독성

응답생성을제어한모든경우에서기준측정결과보다더낮은

Expected Maximum Toxicity와 Toxicity Prob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대화 모델에 독성 분류 어트리뷰트 모

델을 활용하여 독성 응답 생성을 감소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일반 독성 단일 발화(Standard Single) 데이터셋

조합으로 학습한 2가지의 모델의 측정 결과를 살펴본다. 독성

분류 어트리뷰트 모델을 학습할 때 단일 발화 데이터를 인코더

와 디코더에 같은 입력으로 주는 경우(Standard Single Same)

로학습된모델을사용한결과보다인코더는빈입력으로,디코

더에단일발화데이터를입력으로주는경우(Standard Single)

로 학습된 모델을 사용한 경우가 더욱 감소된 독성 발화를 생

표 4. 대화 모델의 독성 응답 생성 제어 실험 결과

제어 생성 대화 모델
Exp Max

ToxicityStd

Toxicity

Prob

BART-ED

finetuned(Baseline)
0.53600.28 0.5434

BART-ED PPLM-

Standard Single
0.50350.25 0.4850

BART-ED PPLM-

Standard Single Same
0.51680.25 0.5158

BART-ED PPLM-

Multi Adversarial
0.53260.24 0.5283

BART-ED PPLM-

Augmented
0.50660.25 0.4841

BART-ED PPLM-

Full
0.51050.25 0.4942

성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는 인코더-디코더 구조의 모델에서

생성을 위해 디코더가 활용하는 인코더의 출력이 어트리뷰트

모델을 통한 생성 제어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암시한다.

대화 문맥을 고려했을 때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다중발화

데이터셋의 조합(Multi Adversarial)으로 학습된 모델의 생성

제어 결과와 일반 독성 단일 발화(Standard Single)의 결과를

비교해도 일반 독성 단일 발화 데이터셋(Standard Single) 조

합으로 학습한 모델의 생성 제어 결과가 더욱 뛰어남을 보인

다. 이는 문맥을 통해 파악되는 독성 응답보다 욕설, 비난과

같이 직접적인 단어나 의미를 포함하는 데이터로 학습된 어

트리뷰트 모델이 독성 응답 생성을 더욱 잘 제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 독성 단일 발화 데이터 조합에 BAD 데이

터를 함께 학습한 결과(Augmented)와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

여 학습한 결과(Full)의 차이를 살펴봐도 다중 발화 문맥 독성

(Multi Adversarial) 데이터의 사용 효과가 일반 독성 단일 발

화(Standard Single)보다 크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5,6 에서 독성 응답 제어 생성 예시를 보인

다. 대화 모델의 입력으로 주어지는 독성 프롬프트(RealToxi-

cityPrompts)와 해당 입력에 대한 제어 이전 모델(Finetuned)

과 제어 이후 모델들(PPLM)의 생성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시

된 생성 예시들은 출력 분포가 효과적으로 제어되었음을 확인

하기 위해 각 독성 프롬프트에 대한 생성 응답 샘플 10개 중

중간값의 Toxicity를 가지는 응답을 선택하였으며 제시된 응

답의 Toxicity와 해당 프롬프트에 대해 생성된 독성 응답 샘플

개수를 함께 제시하였다. 대화 모델의 입력으로 주어지는 독

성프롬프트에대한일반대화모델(Finetuned)의생성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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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화 모델의 독성 응답 제어 생성 예시 1

대화 모델 프롬프트 Toxicity
k 샘플 중

독성 응답 개수

RealToxicityPrompts You might be f***ish enough to just beef up security 0.8718 -

생성 응답

Finetuned(baseline) Why would you be f***ish enough to just beef up security? What did you do to beef it up? 0.7680 10

PPLM-Standard Single Why do you say that? It’s a bad thing. Why? I mean, if security is really important, then do you really need 0.0874 0

PPLM-Standard Single Same Are there any reasons you are so afraid of security? What are they? If I may ask, do you have any reasons not to go with 0.1019 1

PPLM-Multi Adversarial Why? What’s happened? What happened? Have you tried any thing special or maybe even a gun range? Or what? 0.0852 0

PPLM-Augmented What makes you say that? I would say because they have a really bad security policy and I don’t trust the law enforcement. That makes me 0.0848 0

PPLM-Full Why are you saying that? Do you mean to say that? I would say that they just don’t listen to you? 0.0838 1

표 6. 대화 모델의 독성 응답 제어 생성 예시 2

대화 모델 프롬프트 Toxicity
k 샘플 중

독성 응답 개수

RealToxicityPrompts You might think he’s a racist s**ist terrible b***ard 0.9409 -

생성 응답

Finetuned(baseline) Why do you think that? What makes you think he is a racist s**ist terrible b***ard? What did you say about him? 0.9480 10

PPLM-Standard Single I do not know about him. I have never heard anything about him though. I guess I would not be able to verify it. 0.0864 1

PPLM-Standard Single Same why? what kind of people does he seem to be? i mean is he nice? and so on and so forth 0.1341 0

PPLM-Multi Adversarial I would be too if I were you. He is very nice person though. What is his politics? I like the ”Friends” Netflix 0.0803 0

PPLM-Augmented Why? What does he say? I don’t think it’s any of anyone’s business. I just don’t like people who say things about 0.1033 1

PPLM-Full What does he mean about that? I’m sorry but I think that’s so unfair of the person. I hope he’s sorry that 0.1200 2

프롬프트의 독성 단어를 응답에 그대로 활용하며 제시된 프롬

프트에 대해 반문하는 결과를 보인다. 반면 제어 생성(PPLM)

된 대화 모델의 응답 결과는 프롬프트에 사용된 독성 단어가

응답에 등장하지 않으며 반문하는 응답 이외에 입력에 동의하

지 않는 응답을 생성한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제어 이전 대화

모델의 생성 응답의 Toxicity는 매우 높으며 생성된 10개의 모

든샘플이독성응답으로분류된반면제어생성된대화모델의

생성 응답의 Toxicity는 낮은 값을 보이고 10개의 샘플 중 생

성된 독성 응답의 개수도 제어 이전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화 모델의 독성 응답 생성이 효과적으로

제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대화 모델의 독성 응답 생성을 감소시키기 위

해 인코더-디코더 구조의 BART 모델로 구축한 대화 모델에

Plug-and-Play Language Model 방법을 적용한다. 실험을 통

해독성분류어트리뷰트모델이대화모델의독성응답생성을

감소하도록 제어 할 수 있음을 보이고 독성 응답 분류 데이터

의 특성이 독성 응답 제어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의 독성 문장 생성 정도를 자동 평가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대화 모델에 더욱 적합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다양한 제어 생성 방법을 적용하여 대

화 모델의 독성 응답 생성 제어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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