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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검색 기반 챗봇 시스템과 다르게 생성 기반 챗봇 시스템은 사전에 정의된 응답에 의존하지 않고 

채팅 말뭉치를 학습한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여 응답을 생성한다. 생성 기반 챗봇 시스템이 사람과 같이 

자연스러운 응답을 생성하려면 이전 문맥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문맥을 반영하기 

위해 이전 문맥과 입력 발화를 통합하여 하나의 벡터로 표현했다. 이러한 경우 이전 문맥과 입력 발화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이전 문맥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잡음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력 발화와 이전 문맥을 각각의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생성적 적대적 

신경망을 통해 챗봇 시스템을 보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채팅 말뭉치(55,000 개의 학습 데이터, 5,000개 

의 검증 데이터, 5,260 개의 평가 데이터)를 사용한 실험에서 제안한 문맥 반영 방법과 생성적 적대적 신

경망을 통한 챗봇 시스템 보강 방법은 BLEU와 임베딩 기반 평가의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주제어: 챗봇 시스템, 생성적 적대적 신경망, 문맥 반영 방법  

1. 서론

챗봇 시스템은 사람과 컴퓨터가 자연어를 통해 대화하

는 것을 말한다. 방법에 따라 검색 기반 모델과 생성 기

반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검색 기반 모델은 미리 정의

된 발화-응답 쌍의 데이터에서 입력된 문장과 유사한 발

화와 쌍을 이루는 응답을 출력하는 모델이다. 미리 정의

된 응답을 출력하기 때문에 문법적 오류가 적게 나타나

는 장점이 있지만 입력된 문장이 미리 정의된 발화와 유

사하지 않다면 적합한 응답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생성 기반 모델은 대화 말뭉치가 학습된 신경망 모델을 

사용해 새로운 응답을 생성하는 모델이다. 생성 기반 모

델은 새로운 입력 문장에 대해 유연하게 응답을 생성하

는 장점이 있지만 “응”과 같은 보편적인 응답을 생성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

etwork)의 발달로 다양한 생성 기반 모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더 나아가 상황에 적합한 응답을 생성하

기 위해서 입력 문장 이전의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 기

존 연구에서는 이전 문맥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전 문맥

과 입력 문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벡터로 표현했다. 대화 

중 주제가 변하는 상황에서 이전 문맥은 잡음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전 문맥과 입력 문장이 각

각의 벡터로 표현되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문맥과 입력 문장을 각각 인코딩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챗봇 시스템을 생성적 적

대적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1]구조로 

보강한 한국어 챗봇 시스템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기존의 생성 기반 챗봇 시스템은 문맥을 반영하지 않

고 입력 문장에 대한 응답을 생성했다[2-4]. 하지만 문

맥을 반영하지 않으면 문맥상 적합하지 않은 응답을 생

성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5-7]은 

이전 문맥과 입력 문장을 하나의 문맥 벡터(Context Vec

tor)로 인코딩하고 인코딩한 벡터를 응답 생성에 사용했

다. 응답을 생성할 때 문맥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문맥 정보는 잡음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

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생성 기반 챗봇 시스템은 사용자 입력에 대해 보편적

인 응답을 생성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문장

을 생성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8]에서 변형 오토인코더

(Variational Auto-Encoder)[9]를 통해 학습된 잠재 변

수(Latent Variable)가 다양한 문장 생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5-6]은 생성 

기반 챗봇 시스템이 다양한 응답을 생성하도록 변형 오

토인코더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응답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여전히 보편적인 응답을 생성하는 문

제가 발생한다. [7]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적 

적대적 신경망을 사용하여 잠재 변수를 학습하였다. 

자연어 생성에서 생성적 적대적 신경망은 하나의 단어

만 잘못되어도 의미가 바뀌어 문장을 생성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생성적 적대적 신경망을 이용한 

문장 생성에 대한 학습 방법[10-11], 생성적 적대적 신

경망을 이용한 문장 생성에 적합하도록 순환 신경망(Rec

urrent Neural Network)의 구조를 변형하는 방법[12], 

생성적 적대적 신경망과 강화 학습을 통합하여 응답을 

생성하는 모델[13]등 성과를 보이는 연구가 진행되어 사

용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상황에 따라 문맥 정보와 

입력 문장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생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26 -

그림 1 제안 모델의 전체 구조도

그림 2 응답 생성 모델

성적 적대적 신경망을 통해 보강한 한국어 챗봇 시스템

을 제안한다.

 

3. 생성적 적대적 신경망을 이용한 생성기반 멀티

턴 챗봇

그림 1은 제안 모델의 전체 구조도를 보여준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한 챗봇 시스템은 응답 생성 모델과 응답 판

별 모델로 구성된다. 응답 생성 모델은 인코더-디코더 

모델로 구성된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문맥 반영 방법

과 다르게 입력 문장과 이전 문맥을 개별적인 인코더로 

구성한다. 문맥 인코더는 이전 문맥으로부터 문맥 벡터

를 생성하고 입력 인코더는 입력 문장으로부터 입력 벡

터를 생성한다. 잠재 변수는 생성된 벡터들을 입력받아 

생성적 적대적 신경망을 통해 학습한다. 생성된 입력 벡

터와 문맥 벡터, 잠재 변수를 결합(Concatenate)하여 인

코딩 벡터를 생성하고 디코더를 통해 문장을 생성한다. 

응답 판별 모델은 단어의 분포로 디코딩 벡터를 생성하

고 입력된 인코딩 벡터와 함께 적합한 출력인지 판별한

다. 

3.1 응답 생성 모델

그림 2는 인코더-디코더로 구성된 응답 생성 모델의 

상세 구조도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응답 생성 모델

은 문맥 반영 단계와 잠재 변수 단계, 디코더 단계로 구

성된다. 문맥 반영 단계에서는 입력 문장과 이전 문맥을 

인코딩한다. 잠재 변수 단계에서 다양한 응답 생성을 위

한 잠재 변수를 학습한다. 디코더 단계에서 문맥을 반영

하여 입력 문장에 대한 적합한 응답을 생성한다.

3.1.1 문맥 반영 단계

입력 문장에 따라 응답 생성에 필요한 문맥 벡터와 입

력 벡터의 반영 수준이 다르다. 특정 입력 문장이 입력

된 경우 응답 생성을 위해 문맥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응답 생성에 필요한 정보가 문맥에 포함되

어 있는 경우도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

고자 응답 생성 모델에서 입력 문장과 이전 문맥을 각각 

인코딩하고 게이트(Gate)를 통해 조절한다. 입력 문장이 

문맥의  번째 일 때 입력 인코더는  번째 발화를 인

코딩하여 입력 벡터 를 생성한다. 는 식 1의 방법을 

사용해 생성하고 반영 비율을 조절한다.

    

     

     

    

(1)

  

식 1의 은 입력 문장의 번째 단어를 의미한다. 

는 양방향 순환 신경망[14]을 GRU(Gate Recurrent 

Unit)[15]로 설정한 입력 인코더를 의미한다. 는 입력 

문장의 단어열을 입력 인코더의 입력으로 사용해 인코딩

된 입력 벡터이다. 는 활성화 함수 를 사용

하여 0~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는 활성화 함수 

를 사용하여 를 통과하기 위한 값을 가진다. 

는 와 를 곱한 값으로 의 반영 비율이 조

절된 입력 벡터를 의미한다. 문맥 벡터는 문맥의  번째 

이전의 각 발화를 발화 벡터로 생성하는 발화 인코더와 

문맥 벡터를 생성하는 문맥 인코더로 구성된다. 문맥 인

코더는  번째 이전의 발화 벡터들을 입력 받아 문맥 벡

터 로 생성한다. 는 식 2의 방법을 사용해 생성하고 

반영 비율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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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응답 판별 모델

   
 

  
  

      

    

    

    

(2)

식 2의 
 은 문맥의  번째 발화의 번째 단어

를 의미한다.  는 양방향 순환 신경망을 GRU로 설

정한 발화 인코더를 의미한다.   는 발화 인코더가 

문맥의  번째 발화를 인코딩한 발화 벡터이다. 
는 순환 신경망을 GRU로 설정한 문맥 인코더를 의미한

다. 는 이전 문맥의 발화 벡터들을 문맥 인코더의 입력

으로 사용해 인코딩된 문맥 벡터이다. 는 활성화 함

수 를 사용하여 0~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는 활성화 함수 를 사용하여 를 통과

하기 위한 값을 가진다. 는 와 를 곱한 

값으로 의 반영 비율이 조절된 문맥 벡터를 의미한다. 

반영 비율이 조절된 와 를 입력 벡터와 문맥 벡터로 

사용한다.

3.1.2 잠재 변수 학습 단계

잠재 변수는 다양한 문장 생성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8]. 본 논문에서는 [7]의 방법을 사용해 잠

재 변수를 학습한다. 그림 2의 는 응답에서 추출된 응

답 잠재 변수이다. 식 3의 방법을 사용해 생성한다.

  

 

log  

∼ 
  

(3)

식 3의 는 응답을 양방향 순환 신경망을 GRU로 설정

한 모델로 인코딩한 응답 벡터이다. 는 와 , 를 결

합한 벡터를 의미한다. 를 전방 전달 신경망(FeedForwa

rd Neural Network)의 입력으로 사용해 와 log을 구

한다. 그 다음 와 를 통해 가우시안 잡음 를 생성

한다. 생성된 를 전방 전달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해 

를 생성한다. 그림 2의 은 잠재 변수 생성 모델 에

서 생성한 추정 잠재 변수이다. 식 4의 방법을 사용해 

생성한다.

  

 

log  

∼



  

(4)

식 4의 는 와 를 결합한 벡터를 의미한다. 를 

전방 전달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해 와 log
을 구한

다. 그 다음 와 

를 통해 가우시안 잡음 를 생성한

다. 생성된 를 잠재 변수 생성 모델 의 입력으로 사

용해 를 생성한다. 잠재 변수 판별 모델 는 와 를 

결합한 벡터와 잠재 변수를 입력 받는다. 와 가 결합

한 벡터가 입력될 때 같이 입력된 잠재 변수가 인지 

인지 판별한다. 과 은 생성적 적대적 신경망의 한 

종류인 WGAN(Wasserstei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

rks)[16]을 통해 와 유사한 최적의 를 생성하도록 학

습된다. 과 은 전방 전달 신경망 모델을 사용한다.

3.1.3 디코더 단계

디코더는 잠재 변수와 , 를 결합한 인코딩 벡터를 

받아 응답을 생성한다. 학습 단계에서 는 학습이 진행

되고 있으므로 응답 생성에 필요한 잠재 변수로 적합하

지 않다. 그러므로 학습 단계에 적합한 잠재 변수인 를 

사용해 학습한다. 예측 단계에서는 학습된 를 사용하여 

응답을 생성한다. 디코더는 순환 신경망을 GRU로 설정한 

모델을 사용한다. 

3.2 응답 판별 모델

그림 3은 응답 판별 모델의 구조도이다. [12]와 같이 

실제 응답 문장의 단어를 one-hot 벡터로 표현한 값을 

정답 단어 확률 분포라 가정하고, 응답 생성 모델이 생

성한 단어 분포를 확률로 변환한 분포를 추정 단어 확률 

분포라 가정한다. 응답 판별 모델은 인코딩 벡터와 단어 

확률 분포를 입력받는다. 응답 판별 모델은 단어 확률 

분포를 입력받아 디코딩 벡터를 생성한다. 디코딩 벡터

는 양방향 순환 신경망을 GRU로 설정한 모델을 통해 생

성한다. 생성된 디코딩 벡터와 인코딩 벡터를 전방 전달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해 입력된 단어 확률 분포가 추

정 단어 확률 분포인지 판별한다. 응답 생성 모델은 교

차 엔트로피(Cross Entropy)를 이용하여 학습한다. 추가

적으로 응답 생성 모델과 응답 판별 모델간의 관계를 WG

AN 통해 학습하여 응답 생성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즉, 응답 생성 모델에서의 WGAN은 잠재 변수간의 대립이 

되고 전체 모델의 WGAN은 응답 생성 모델과 응답 판별 

모델 간의 대립이 되어 학습한다.

4. 실험 및 평가

4.1 데이터 구성

 

본 논문의 실험을 위해 33,254개의 담화를 포함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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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데이터 확장 방법 예시

모델
BLEU 점수

재현율 정확률 F1 점수

Baseline 0.4363 0.3636 0.3966

개별 인코딩 모델 0.6086 0.3891 0.4747

제안 문맥 반영 모델 0.6187 0.3905 0.4788

제안 모델 0.6105 0.4001 0.4834

표 1 BLEU 점수 측정 결과

모델
BLEU-Smoothing7 점수

재현율 정확률 F1 점수

Baseline 0.1950 0.1637 0.1780

개별 인코딩 모델 0.2954 0.1945 0.2346

제안 문맥 반영 모델 0.3034 0.1978 0.2395

제안 모델 0.2994 0.2018 0.2411

표 2 BLEU-Smoothing7 점수 측정 결과

모델
임베딩 평균 점수

재현율 정확률 F1 점수

Baseline 0.8452 0.8113 0.8279

개별 인코딩 모델 0.8903 0.8344 0.8615

제안 문맥 반영 모델 0.8905 0.8367 0.8628

제안 모델 0.8880 0.8401 0.8634

표 3 임베딩 평균 점수 측정 결과

화 말뭉치를 사용한다. 담화 말뭉치는 문맥이 포함되지 

않은 27,676개의 담화와 문맥이 포함된 5,578개의 담화

로 구성된다. 문맥이 포함된 담화의 평균 길이는 7.73이

다. 데이터의 수를 확장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챗봇 시스템의 이전 문맥 길이를 2로 고정하고 문맥이 

포함된 5,578개의 담화를 그림 4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확장한다. 확장된 데이터와 기존의 문맥이 포함되지 않

은 데이터를 통합한 전체 데이터의 수는 65,260개이다. 

이 중 55,000개는 학습 데이터 5,000개는 검증 데이터, 

5,260개는 평가 데이터로 사용한다.

4.2 실험 방법

실험은 4가지의 모델을 실험했다. 기존 연구의 문맥 

반영 방법을 사용한 Baseline과 발화와 이전 문맥을 분

리한 개별 인코딩 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문맥 반

영 방법인 개별 인코딩 모델에 게이트를 적용한 제안 문

맥 반영 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챗봇 시스템인 WGA

N을 통해 보강한 제안 모델이다. 4가지 모델은 모두 동

일한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을 사용하였고 뉴스 

기사와 위키피디아 문서가 포함된 약 28GB 문서를 사용

해 학습된 GloVe[17] 300차원 벡터를 사용했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한 챗봇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단어 중복 기

반 평가와 임베딩 기반 평가를 진행한다. 단어 중복 기

반 평가는 BLEU[18]와 BLEU에 스무딩7(Smoothing7)방법

이 적용된 BLEU-Smoothing7[19]을 성능 평가에 사용한

다. BLEU는 기계 번역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고

안된 평가 방법이다. BLEU-Smoothing7은 BLEU를 문장 기

반 평가에 적합하도록 변형한 평가 방법이다. 임베딩 기

반 평가는 [20]의 임베딩 평균 방법, [21]의 임베딩 그

리디(Greedy)방법, [22]의 임베딩 극(Extrema)방법을 사

용하여 평가한다. 임베딩 기반 평가는 정답 응답과 챗봇 

시스템이 생성한 응답의 단어 임베딩을 통해 계산된다. 

사용된 단어 임베딩은 챗봇 시스템 학습에 사용된 단어 

임베딩과 동일하다.

4.3 단어 중복 기반 평가 결과

 

각 평가 데이터의 입력에서 모델별로 10개의 응답 표

본을 얻고 BLEU점수와 BLEU-Smoothing7점수를 측정했다. 

[7]의 성능 평가와 같이 10개의 응답 중 가장 높은 점수

를 재현율(Recall), 10개의 응답 평균 점수를 정확률(Pr

ecision)으로 정의했다.

표 1은 BLEU 점수 측정 결과이다. 제안 문맥 반영 모

델은 가장 높은 재현율을 보이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제

안 모델은 가장 높은 정확률과 F1 점수를 보였다.

표 2은 BLEU-Smmothing7 점수 측정 결과이다. 제안 문

맥 반영 모델은 가장 높은 재현율을 보이고 제안 모델은 

가장 높은 정확률과 F1 점수를 보였다.

4.4 임베딩 기반 평가 결과

각 평가 데이터의 입력에서 모델별로 10개의 응답 표

본을 얻고 각 임베딩 기반 점수를 측정했다. 4.3절의 평

가 방법과 같이 10개의 응답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재현

율, 10개의 응답 평균 점수를 정확률로 정의했다.

표 3은 [20]에서 제안한 임베딩 기반 평가 방법인 임

베딩 평균 점수 측정 결과이다. 임베딩 기반 점수에서도 

문맥과 입력 문장을 한번이 인코딩한 Baseline보다 분리

하여 인코딩한 모델의 성능이 높다. 제안 문맥 반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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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임베딩 그리디 점수

재현율 정확률 F1 점수

Baseline 0.6370 0.5913 0.6133

개별 인코딩 모델 0.7071 0.6186 0.6599

제안 문맥 반영 모델 0.7065 0.6178 0.6592

제안 모델 0.7000 0.6196 0.6574

표 4 임베딩 그리디(Greedy) 점수 측정 결과

모델
임베딩 극 점수

재현율 정확률 F1 점수

Baseline 0.6025 0.5658 0.5836

개별 인코딩 모델 0.6575 0.5738 0.6128

제안 문맥 반영 모델 0.6542 0.5700 0.6092

제안 모델 0.6446 0.5697 0.6048

표 5 임베딩 극(Extrema) 점수 측정 결과

A
오늘 아침 부터 갑자기 기침 을 

너무 많이 하 아 .

Baseline
감기 걸리 면 낫 지 .

감기 걸리 면 무시 받 잖아 .

개별 인코딩 

모델

그럼 내일 꼭 쉬 어야 하 아 .

큰일 날 뻔 하 ㄴ 일 이 ㄴ데 ?

제안 문맥

반영 모델

감기 걸리 는 것 이 중요 하 ㄴ 

거 이 야

감기 어서 낫 길 바라 ㄴ다 .

제안 모델
감기 걸리 ㄴ 적 있 니 ?

감기 걸리 었 나 ?

표 7 실험 결과 예제 2

델이 가장 높은 재현율을 보였다. 제안 모델은 가장 높

은 정확률과 F1 점수를 보였다.

표 4은 [21]에서 제안한 임베딩 기반 평가 방법인 임

베딩 그리디 점수 측정 결과이다. 임베딩 그리디 점수에

서는 개별 인코딩 모델이 가장 높은 재현율과 F1 점수를 

보였다. 제안 모델은 가장 높은 정확률을 보였다.

표 5은 [22]에서 제안한 임베딩 기반 평가 방법인 임

베딩 극 점수 측정 결과이다. 임베딩 극 점수에서는 개

별 인코딩 모델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4.5 실험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문맥 반영 방법을 사용한 제안 문

맥 반영 모델이 기존의 문맥 반영 방법을 사용한 Baseli

ne보다 전체적인 성능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

고 제안 모델은 많은 성능 측정 부분에서 가장 높은 성

능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과 다

른 방법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예제를 통해 보여준다.

A 소 화제 이 라도 먹 어 ~

B 그렇 어야 하 겠 네

A 따뜻 하 ㄴ 물 많이 마시 고 ~

Baseline
그렇 ㄴ 것 이 다 !

그렇 ㄴ가 … 이 다 ~

개별 인코딩 

모델

그래 알 았 어

그래 그래 ~

제안 문맥

반영 모델

그래 물 많이 마시 어야 하 겠 네

그래 알 았 어 ~

제안 모델

그래 알 았 어 그러 ㄹ게 !

그래 물 많이 마시 어야 하 겠 다 

~

표 6 실험 결과 예제 1

표 6은 소화와 관련된 대화에 대한 모델의 응답 예제

이다. 각 모델에서 2개의 응답을 생성했다. Baseline 모

델이 생성한 응답은 모두 적합하지 않다. 나머지 모델이 

생성한 응답은 모두 적합하다.

표 7은 감기와 관련된 대화에 대한 모델의 응답 예제

이다. 각 모델에서 2개의 응답을 생성했다. Baseline 모

델이 생성한 두 응답은 모두 적합하지 않다. 개별 인코

딩 모델이 생성한 두 응답중 하나는 적합하지만 다른 하

나는 적합하지 않다. 제안 문맥 반영 모델이 생성한 두 

응답중 하나는 적합하지만 다른 하나는 적합하지 않다. 

제안 모델이 생성한 두 응답 모두 적합하다.

5. 결론

본 논문은 이전 문맥과 입력 문장을 각각 인코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WGAN을 이용하여 챗봇 시스템을 보강하

는 방법을 제안했다. 실험 결과 이전 문맥과 입력 문장

을 통합하여 인코딩 하는 것 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각각 인코딩 하는 방법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WGAN을 이용해 챗봇 시스템을 보강하는 방법은 많은 성

능 측정에서 효과적인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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