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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은 일정 관리나 호텔 예약과 같

은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에이전트 간

의 대화를 바탕으로 적절한 응답을 제시하는 지능형 소

프트웨어를 말한다. 전통적인 대화 시스템은 사용자의 

발화를 이해하고 의도를 파악하는 자연어 이해 모델, 사

용자의 의도에 맞는 에이전트의 발화 의도를 예측하는 

대화 관리자, 에이전트의 발화 의도를 통해 말을 생성하

는 자연어 생성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1-4]. 이전 연구

에서는 각 모델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대화 

시스템을 구성한다[5]. 이러한 파이프라인 구조의 대화

시스템에서는 오류가 전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딥러닝 기반 강화 학습을 이용하여 대화 관리자

를 학습한 연구가 있다[2,6]. 강화 학습은 행동 심리학

에서 영감을 받은 학습 방법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행동

을 취했을 때 환경의 반응을 보상으로 여겨 그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학습하는 기계 학습 방법 중 하나이다. 이

전 연구에서는 발화에 대한 에이전트의 의도를 예측하는 

심층 Q 네트워크(deep Q network;DQN) 모델을 제안했다

[6]. DQN은 말뭉치에 부착된 실제 정답이 아닌 주어진 환

경에서 얻은 보상과 다음 입력의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

로 학습한다. 이러한 제안 방법의 장점은 정답이 잘못 

부착된 말뭉치에 강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발화만을 이용해 에이전트의 의도를 예측하는 것은 대화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 발화에 대한 에이전트의 의도를 예

측하는 것이 아닌 대화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여 발화에  

 

 

대한 에이전트의 의도를 예측 하는 Long Short Term 

Memory(LSTM) 기반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을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대화 시스템의 오류 전파 문제 해결과 강건

한 대화 관리자를 위해 자연어 이해와 대화 관리자를 하

나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심층 순환 Q 네트워크(deep 

recurrent Q network;DQN) 기반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을 

제안한다. 

 

2. 제안 시스템 

 

2.1 의도의 일반화 

 
목적 지향 대화에서 발화 의도는 포괄적인 의도를 표

현하는 화행과 영역의 종속적 세부 의미를 표현하는 개

념열(concept sequence)의 쌍으로 일반화 될 수 있다[7]. 

[표 1]은 일정 관리 영역 대화 말뭉치를 분석하여 정의

한 11개의 화행을 나타낸다. [표 2]는 일정 관리 영역 대

화 말뭉치를 분석하여 정의한 2개의 테이블과 4개 연산

자, 8개의 필드로 구성된 개념열이다[8]. 예를 들어 “3

시에 알람 맞춰줘”라는 사용자 발화에 대한 의도는 화

행 ‘request’와 개념열 ‘alarmtable_register_time’

의 축약형인 ‘art’을 결합한 ‘request@art’가 된다.  

[표 3]은 개념열로 표현되지 못하는 개념들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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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은 자연어 이해, 대화 관리자, 자연어 생성과 같은 세분화 모델들의 결합으로 이루

어져있어 하위 모델에 대한 오류 전파에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어 이해 모델과 대

화 관리자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오류에 강건한 심층 Q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

화의 전체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는 순환 신경망인 LSTM에 심층 Q 네트워크 적용한 심층 순환 Q 네트워

크 기반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제안한 심층 순환 Q 네트워크는 LSTM, 심층 Q 네

트워크보다 각각 정밀도 1.0%p, 6.7%p 높은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 대화 관리자, 심층 순환 Q 네트워크, 강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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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화행의 종류 

태그 설명 

greeting 서두의 인사말 

expressive 후미의 인사말 

opening 대화 시작 

asf_ref WH-질문 

ask_if YN-질문 

response 응답 

request 행위 요청 

ask_confirm 이전 발화 확인 

confirm 확인 발화 응답 

inform 정보 제공 

accept 호응 

 

[표 2] 개념열의 구성 

구분 개념  

테이블명 alarmtable Timetable 

연산자명 
register Cancel 

search Modify 

필드명 

agent Date 

day of week Time 

person Place 

content Field 

 

[표 3] 개념열로 표현되지 못하는 개념 

개념 설명 

a^b 복수의 개념열을 지닌 발화 

none 의도가 없는 발화 

etc 기타 

 

 

2.2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양방향 LSTM의 자연어 이해 계층과 단방향 

LSTM의 대화 관리자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어 이

해 계층은 형태소 분석된 사용자 발화를 GloVe[9]를 이

용한 형태소 임베딩을 입력으로 사용한다. 양방향 LSTM

과 자가 주의 집중 방법(Self-attention mechanism)[10]

을 통해 발화 임베딩(utterance embedding)으로 추상화 

한다. 추상화된 발화 임베딩은 발화 상태(Utterance 

state), 이전 에이전트의 발화 의도 분포와 결합하여 대

화 관리자 계층의 입력이 되고 현재 에이전트의 발화 의

도를 예측한다. 

 

 
[그림 1] LSTM 기반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 구조도 

[그림 1]에서 , 는 t번째 대화의 n번째 형태소 임베

딩 벡터이고 는 사용자의 입력 발화에 대한 에이전트의 

의도이고 는 자가 주의 집중 방법을 통해 추상화된 입

력 발화의 문맥 벡터이다. 본 논문에서는 추상화된 문맥 

벡터가 사용자의 발화 의도를 나타낸다고 가정한다. 

제안 모델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ℎ ,( ) = , , ℎ ,( ) , 	 ℎ ,( ) = ( , , ℎ ,( ) ) ℎ , ( ) = [ℎ , ( ); ℎ , ( )] ℎ( ) = [ℎ ( ); ℎ ( )] =  ℎ( ) = ([ ; ; ], ℎ( )) = ( )ℎ( )
 

위 수식에서 는 LSTM cell이며 ℎ ,( )
은 자연어 이해 

계층의 n번째 형태소에 대한 은닉 상태(hidden state)이

고 ℎ( )
는 LSTM의 출력 결과이다. 는 LSTM의 출력 결

과(ℎ( )
)를 나타내고 는 각 n번째 은닉 상태를 모든 

은닉 상태의 길이만큼 확장한 벡터이다. 는  은닉 상

태의 은닉 계층 차원 수(hidden size)를 나타내고 는 

와 같이 모든 은닉 상태를 나타낸다. Softmax를 통해 계

산된 가중치를 에 곱해 문맥 벡터를 구한다[7]. 는 

발화 상태이며 이전 에이전트 의도, 발화 턴 수, 수정된 

프레임(frame), 검색된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두 프레임

은 사용자 발화가 사람, 장소, 내용, 날짜, 요일, 시간 

범주에 속하면 해당 범주의 값을 1로 표현하는 이진 벡

터로 기록하여 사용한다. 
( )

는 대화 관리자 계층의 

은닉 상태이다. 
( )

의 입력으로는 이전 에이전트 의도 

분포와 문맥 벡터, 발화 상태를 결합한 벡터이다. 마지

막으로 에이전트 의도 수에 맞게 출력 차원 수를 변경하

여 에이전트 의도 분포 를 계산한다. 손실 함수로는 에

이전트 의도 분포와 one-hot 정답 벡터를 평균 제곱근 

편차(Mean square error)를 통해 학습한다. 

 

2.3 심층 순환 Q 네트워크 기반 대화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3.2절에서 제안한 LSTM 기반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에 강화 학습의 한 종류인 심층 순환 Q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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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DRQN)를 적용한다. [그림 2]는 DRQN의 구조도 이다. 

LSTM 기반 목적 지향 시스템에서 예측한 에이전트의 의

도를 주어진 환경에 적용하여 의도에 대한 보상을 구한

다. 예측한 에이전트 의도에 대한 보상, 발화 입력

(utterance input), 에이전트 의도를 버퍼에 저장 후 임

의의 대화를 심층 순환 Q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심층 순환 Q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된

다. 

min [ ( , | ) − ( + max ( , | ̅))]  

s 는 결합된 대화 입력이고 at는 예측된 에이전트의 

의도이다. 는 3.2절에서 제안한 대화 시스템 모델이다. 

는 대화의 길이이며, 보상과 다음 발화 입력에 대한 모

든 의도들 중 가장 큰 값의 합을 모델의 정답으로 정의

한다. γ는 다음 발화 의도의 영향력을 설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이다. ̅는 정답이 계속 업데이트되어 변하는 모

델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본 모델을 복사한 정답 

네트워크(target network)이다. 정답 네트워크는 일정 주

기마다 본 모델로 복사된다. 손실 함수로는 에이전트의 

의도 분포와 앞에서 정의한 정답을 평균 제곱근 편차를 

통해 학습한다. 

 

3. 실험 

 

3.1 실험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해 자체 구축한 일정 관리 말

뭉치를 사용하였다. 실험 말뭉치는 654개의 대화(13,895 

발화)로 구성되어있으며 대화 당 평균 발화 개수는 약 

21개의 발화이다. 대화는 사용자와 에이전트가 주고 받

은 여러 개의 발화로 구성된다. 발화의 의도는 화행과 

개념열의 쌍으로 이루어져있다. 화행의 종류는 [표 1]과 

같이 11개이고 개념열은 [표 2]와 같이 조합 가능한 64

개의 개념열과 [표 3]과 같이 개념열로 표현하지 못하는 

개념 3개로 총 67개의 개념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4] 모델 파라미터 

Hyper-parameter Value 

Epoch 100 

Learning rate 0.001 

Dropout 0.7 

DRQN γ 0.9 

Hidden size 200 

Word embedding size 100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의 성능 평가 척도는 정밀도

(Accuracy)를 사용한다. 제안 모델은 Tensorflow 1.4.1로 

구현 하였으며 모델에 사용한 파라미터는 [표 4]와 같이 

설정 하였다. 

 

3.2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LSTM 기반 목적 지향 대화 시스

템 및 심층 순환 Q 네트워크를 순환 Q 네트워크와 성능

을 비교하여 대화 시스템에서 순환 신경망이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였다. [표 5]에서 FNN은 전방 전달 신경망

(Feedforward neural network)으로 심층 Q 네트워크에 강

화 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기본 모델의 성능이다. DQN은 

심층 Q 네트워크로 발화 단위로 강화 학습을 적용한 모

델의 성능이다. LSTM은 3.2절에서 제안한 대화 단위로 학

습한 순환 신경망의 성능이고 DRQN은 심층 순환 Q 네트

워크로 순환 신경망에 강화 학습을 적용한 모델의 성능

이다. 

 

[표 5] FNN, DQN, LSTM DRQN 기반 모델 성능 비교 

Model Accuracy 

FNN 0.7377 

DQN 0.7762 

[그림 2] 심층 순환 Q 네트워크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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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M 0.8343 

DRQN 0.8440 

 

[표 5]에서 주위 문맥을 통해 에이전트의 의도를 파악

하는 모델들이 하나의 사용자 발화만을 이용해 에이전트

의 의도를 파악하는 모델들보다 정밀도가 각각 9.7%p, 

6.8%p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주위 문맥을 통

해 에이전트의 의도를 예측하는 모델이 단일 발화 만을 

이용해 에이전트의 의도를 예측하는 모델 보다 정밀도가 

각각 3.9%p, 1.0%p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연어 이해 계층을 통해 사용자의 발

화를 발화 임베딩으로 추상화하고 대화 관리자 계층에서 

발화 상태 및 이전 에이전트의 의도 분포를 결합해 에이

전트의 의도를 예측하는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을 제안

한다. 추가적으로 강건한 대화 관리자를 위해 심층 Q 네

트워크를 적용한 대화 시스템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통

해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에서 주위 문맥을 이용하는 모

델과 심층 Q 네트워크를 적용한 모델들이 보다 에이전트

의 의도를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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