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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행 분석이란 자연어 발화를 통해 나타나는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말하며, 슬롯 필링이란 자연어 
발화에서 도메인에 맞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미리 정의되어진 슬롯에 대한 값을 찾는 것을 말한다. 최
근 화행 분석과 슬롯 필링 연구는 딥 러닝 기반의 공동 학습을 이용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특허상담 도메인 대화 말뭉치를 이용하여 공동 학습 모델을 구축하고 개별적인 모델과 
성능을 비교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공동 학습 모델에 주의집중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성능이 향상됨을 보
인다. 최종적으로 주의집중 메커니즘 기반의 공동 학습 모델이 기준 모델과 비교하여 화행 분류와 슬롯 
필링 성능이 각각 3.35%p, 0.54%p 향상되어 85.41%, 80.94%의 성능을 얻었다.

주제어: 목표지향 대화시스템, 화행 분석, 슬롯 필링, 공동 학습

1. 서론

최근 특정 도메인에서 사용자의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목표지향 대화 시스템(Goal-oriented Dialogue System)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은 한

국어 특허상담 도메인에서 목표지향 대화시스템의 간략

한 대화처리 예시이고, 사용자의 두 번째 발화까지 진행

된 상태에서 시스템의 응답을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다. 먼저, 왼쪽 상단에 시스템과 사용자의 대화가 진행

되고 있고, 오른쪽 상단에 각 발화에 대한 자연어 이해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모듈의 화행 분석

(Speech-act Analysis)과 슬롯 필링(Slot Filling)의 결

과가 나타나 있다. 화행 분석이란 자연어 발화를 통해 

나타나는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말하며[1], 슬롯 

필링이란 자연어 발화에서 도메인에 맞는 정보를 추출하

기 위해 미리 정의되어진 슬롯에 대한 값을 찾는 것을 

말한다[2]. [그림 1]에서 사용자 발화 “출원번호는 

00-0000-0000입니다.”라는 발화에서 사용자가 정보를 

알려주는 inform 화행, 출원번호 슬롯과 그에 맞는 값 

00-00...을 추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3-0-00131, (엑소브레인-1세부) 휴먼 지식증강

서비스를 위한 지능진화형 WiseQA 플랫폼 기술 개발)

그림 1. 특허상담 도메인에서의 대화 처리 예시

아래쪽은 사용자의 두 번째 발화까지 대화가 진행된 

후 대화 관리(Dialogue Management) 모듈의 대화 상태 

추적기(Dialogue State Tracker)와 대화 정책(Dialogue 

Policy)의 결과가 나타나 있고, 마지막으로 자연어 생성

(Natural Language Generation) 모듈에서 생성한 시스템

의 응답이 나타나 있다. 대화 상태 추적기는 이전 대화

의 전체 흐름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진정한 목표와 요구

를 파악하는 역할을 하고 대화 정책은 파악된 사용자의 

의도를 바탕으로 다음 시스템의 행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에서 대화 상태 추적기의 Goal은 대화에

서 등장한 슬롯들에 대한 값들로 사용자의 진정한 의도

를 나타내고, Request Slot은 사용자가 요구한 슬롯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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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대화 정책은 대화 상태 추적기의 결과를 바탕

으로 API call을 생성하여 필요한 정보인 “대리인=김영

희, 대리인코드=11-11...”를 가져오게 되고, 최종적으

로 자연어 생성 모듈에서 시스템 응답인 “이 건은 김영

희 대리인이고, 대리인코드는 11-11...입니다.”를 생성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어 특허상담 도메인의 목표

지향 대화시스템에서 자연어 이해 모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화행 분석과 슬롯 필링 연구는 잘 구축된 말

뭉치를 이용한 딥 러닝 기반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화행 분석과 슬롯 필링을 공동 학습

(Joint Learning)을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

다[3-6]. 공동 학습을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테스크

를 한 번에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으며 각 테스크의 정

보를 오류전이 없이 다른 테스크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

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행 분석과 슬롯 필링은 서

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 테스크의 정보를 이용한다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와 같

이 “출원번호는 00-0000-0000입니다.”라는 발화에서 

정보를 알려주는 inform이라는 화행에는 출원번호라는 

슬롯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위해 화행 분석과 슬롯 

필링을 공동 학습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각각을 개별적으

로 수행하는 기준 모델과 비교한다. 또한 공동 학습 모

델에 주의집중 메커니즘(Attention Mechanism)을 추가로 

적용하여 공동 학습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최종적

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주의집중 메커니즘 기반의 

공동 학습 모델은 기준 모델과 비교하여 화행 분류와 슬

롯 필링 성능이 각각 3.35%p, 0.54%p 향상되어 85.41%, 

80.94%의 성능을 얻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관련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전체 모

델과 주의집중 메커니즘에 대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연구에 사용한 말뭉치와 제안한 방법을 실험을 통해 평

가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화행 분석과 슬롯 필링 연구는 잘 구축된 말뭉치를 이

용한 딥 러닝 기반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모델을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과 공동 학습을 이용하

여 동시에 학습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각 모델을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은 화행 분석 과 슬롯 필링 모

델을 각각 구축하는 방법으로 슬롯 필링 모델에서 화행 

분석 결과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화행 분석의 오류가 전

이 될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다. 화행 분석의 경우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한 연구[7]와 

CNN과 RNN(Recurrent Neural Network)을 결합하여 대화 

단위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8-11]가 진행되었

고 슬롯 필링의 경우 RNN을 이용한 연구[12,13]가 주로 

진행되었다.  공공동 학습을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테스크를 한 번에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으며 각 테스크

의 정보를 오류전이 없이 다른 테스크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RNN을 이용하여 화행 분

석과 슬롯 필링을 공동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 시킨 연구

[3,4]가 있고 추가적으로 주의집중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연구[5,6]가 있다.

3.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화행 분석과 슬롯 필링을 공동 학습하

기 위해서 양방향 GRU-CRF를 이용했다. 히든 레이어는 

각 단어에 대한 정보를 양방향으로 임베딩하는 역할을 

하며 화행 분석과 슬롯 필링에 공유되어지는 레이어이

다. 이 공유되어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주의집중 레이어

에서는 각 단어에 대한 임베딩과 화행 분석을 위한 임베

딩을 이용하여 화행 분석을 위한 문맥 벡터를 생성한다. 

최종적으로 두 가지 테스크의 개별적인 출력 레이어를 

통해 결과를 생성하고 두 가지 결과를 통해 구해진 Loss

를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그림 2]는 전체 모

델에 대한 구성도이다.

그림 2. 전체 모델에 대한 구성도

3.1 주의집중 메커니즘 기반의 공동 학습 모델

전체 발화에 대한 단어 시퀀스는   ⋯ 로 나

타낸다. 각 단어 시퀀스에 대한 슬롯 필링을 위한 

  ⋯  는 정방향 GRU와 역방향 GRU의 히든을  

결합(Concatenation)하여 나타낸다. 또한 화행 분석을 

위한 는 정방향 GRU와 역방향 GRU의 마지막 히든을 

결합하여 나타낸다.

아래 수식 (1)은 주의집중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화행 

분석을 위한 문맥 벡터 를 생성하는 방법을 나타낸

다. 화행 분석을 위한 와 각 단어   ⋯ 에 

대한 연관성을 로 표현하고 연관성을 곱한 각 단어의 

벡터를 모두 더하여 문맥 벡터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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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수식 (2)는 두 가지 테스크를 위한 개별적

인 출력 레이어를 나타낸다. 화행의 경우 화행에 대한 

문맥 벡터 를 와 결합하여 사용하였고 슬롯 필링

의 경우   ⋯ 를 사용하여 결과를 생성했다.

  
   

(2)


  

  

4. 실험

4.1 말뭉치

실험에 사용한 한국어 특허상담 도메인 대화 말뭉치는 

특허청의 실제 상담 내용을 전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15개의 화행과 104개의 슬롯이 태깅되어있는 대화 말뭉

치이다. 실제 상담 내용을 전사하였기 때문에 대용어의 

사용과 단어의 생략이 많이 나타나는 특성을 갖고 있으

며 또한 굉장히 희소하게 나타나는 슬롯들이 많이 존재

한다. 말뭉치의 총 양은 전체 73개의 대화와 3,29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후 말뭉치의 오류 수정과 확

장을 진행하고 대화 관리 모듈에 필요한 태그들을 추가

적으로 태깅하여 전체 목표지향 대화시스템을 위한 말뭉

치를 구축할 예정이다.

4.2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해 한국어 특허상담 도메인 

대화 말뭉치를 이용하고 대화에 상관없이 전체 문장 

3,292개 중 임의로 658개의 문장을 추출하여 평가데이터

로 사용하였다. 미니배치 크기로 20을 사용하였으며, 두 

가지 Loss를 결합하기 위한 는 0.7을 사용하였다. 

Drop-out은 0.5, 단어 임베딩의 크기는 300, GRU의 크기

는 126을 사용했다. 슬롯 필링을 위한 태그로는 BI를 태

그와 O태그를 포함하여 209개를 사용했다. 그리고 발화

에 나타난 단어들 외에 추가적인 자질은 사용하지 않았

다. 전체 모델은 Pytorch를 이용하여 구현하였고 성능 

평가의 경우 화행 분류와 슬롯 필링 각각 Accuracy와 

F1-score를 이용했다.

4.3 실험 결과

[표 1]은 공동 학습 모델이 화행 분석과 슬롯 필링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모델과 성능 비교를 위한 실험이다. 

[표 1]에서 Single은 각각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모델을 

의미하고 Joint Learning은 주의집중 레이어를 포함하지 

않고 공동 학습만을 이용한 모델을 의미한다. Single의 

화행 분석의 경우 [7,8]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CNN을 이용했고 슬롯 필링의 경우 양방향 GRU-CRF를 이

용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 학습을 이용함으

로써 Single 모델보다 화행 분류와 슬롯 필링 각각 

2.13%p, 0.11%p 성능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 

학습 모델이 각 테스크를 수행할 때 관련이 있는 다른 

테스크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분

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Model
Speech-act

(Acc)

Slot

(F1)

Single (baseline) 82.06 80.4

Joint Learning
84.19

(+2.13%p)

80.51

(+0.11%p)

표 1. 공동 학습 모델과 단일 모델의 성능 비교

[표 2]는 공동 학습 모델사이에서 주의집중 메커니즘

적용에 따른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표 2]에서 Joint 

Learning + Attention 모델은 Joint Learning 모델 대비 

화행 분류의 성능을 1.22%p 향상시켰고 화행 분류의 성

능이 향상될 경우 슬롯 필링의 성능도 향상되는 양상을 

보여 슬롯 필링의 성능도 0.43%p 향상되었다. 주의 집중 

메커니즘은 문맥 벡터를 생성할 때 문장에서 어떠한 단

어에 더 가중치를 줄 것인지를 학습할 수 있고 이러 한 

정보는 전체적인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Speech-act

(Acc)

Slot

(F1)

Joint Learning 84.19 80.51

Joint Learning

+ Attention

85.41

(+1.22%p)

80.94

(+0.43%p)

표 2. 주의집중 메커니즘 적용에 따른 성능 비교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주의집

중 메커니즘 기반의 공동 학습 모델과 기준 모델 대비 

향상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최종적으로 

기준 모델 대비 화행 분류와 슬롯 필링 각각 3.35%p, 

0.54%p 향상되어 85.41%, 80.94%의 성능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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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준 모델 대비 제안 모델 성능 비교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특허상담 도메인 대화 말뭉치를 

이용하여 화행 분석과 슬롯 필링을 위한 공동 학습 모델

을 구현하고 주의집중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개별적인 모

델보다 더 높은 성능을 얻었다. 제안한 모델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분석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향후 두 가지 

테스크 간의 다양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더 이용할 수 있

는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화 관리 모

듈을 위한 말뭉치를 추가적으로 구축하여 목표지향 대화

시스템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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