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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말뭉치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사용하여 대화 시스템에 필요한 과정들을 통합 처리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 연구는 영역 확장 시 대화 시스템의 각 과정들을 위해 많은 노
력이 필요하였지만, 제안하는 방법은 말뭉치를 사용하여 각 과정들을 통합적으로 업데이트함으
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사용자 입력문장과 말뭉치의 각 문장들 간의 유사도 계산을
통하여 의미적으로 가장 유사한 말뭉치 문장의 정보를 이용하고, 시스템 응답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한다. 또한, 문맥에 관련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대화 관리를 위한 대화 전이 네트워
크(network)를 생성한다. 따라서, 제안 시스템은 말뭉치의 추가 및 수정만으로 새로운 영역 확
장과 관리에 용이한 구조를 갖는다. 실험으로 관찰한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은 유사도 계산 만
족도 약 77%, 시스템 응답의 적절성 약 84%로 충분히 작업 수행이 가능한 점수를 보여주었다.

1. 서  론

본 논문은 말뭉치를 이용하여 대화 전이 네트워크

(DTN: Dialog Transition Network)를 생성하고 사용자

입력문장 분석과 시스템 응답 생성과정을 통합하여 처

리하는 대화 시스템에 관한 연구이다.

대화 시스템은 인간과 기계가 상호작용의 도구로서 자

연어(natural language)를 사용하여 특정 작업을 성취하

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화 시스템은 자연어가 가

지고 있는 유연성, 명료성, 표현력으로 인해 기존의 인터

페이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대화 시스템은 ASRS(Automatic Speech

Recognition System)의 성능향상과 더불어 기능성 로봇,

텔레메틱스(telematics), 전화교환시스템 등과 유비쿼터스

(ubiquitous)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인터페이스

로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대화 시스템은 인간의 대화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대화

모델의 연구로부터 시작하였고, Kautz와 Allen[1]은 그것

을 계획 이론(plan theory)으로 설명하였다. 계획인식은

협상대화(negotiation dialog)와 같은 복잡한 대화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하였다[2]. 하지만 점차 인간

의 명령이나 질문에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면

서 인간-기계 상호작용을 위한 시스템들이 시도되고 있

으며 실제 환경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영역에서

강건하게 동작할 수 있는 모델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이 연구들은 특정 목적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한 상태 기계(finite state automata)형태를

사용하여 정형화된 대화 영역에서 강건한 동작을 보장한

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연구들은 극히 제한된 응용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역의 전환과 대화 범위에 확장

에는 전문가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많

은 연구자들은 새로운 대화모델의 연구뿐만 아니라 영역

확장과 유지 관리에 용이한 구조를 갖는 대화 시스템 연

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말뭉치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사용하여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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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필요한 과정들을 통합 처리하는 시스템을 제안

한다. 사용자 입력문장과 말뭉치의 각 문장들 간의 유사

도 계산을 통하여 의미적으로 가장 유사한 말뭉치 문장

의 정보를 이용하고 대화 관리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제안된 시스템은 말뭉치의

추가 및 수정만으로 새로운 영역 확장과 관리에 용이한

구조를 갖는다. 기존의 연구는 영역 확장 시 대화 시스

템의 각 과정들을 위해 많은 각각의 노력이 필요하였지

만 제안하는 방법은 말뭉치를 사용하여 각 과정들을 통

합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제안 시스템은 로봇 플랫폼과 멀티모달 환경을 위해 디

자인 되었다. 따라서 음성 대화뿐만 아니라 로봇 플랫폼

의 다양한 리소스를 활용하여 기존의 시스템보다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예로 제스츄어 인식정보와 실제

환경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멀티

모달 대용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모델 정보를

사용하여 개인화 된 서비스 등의 제공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시스템의 범위인 대화 전이 네

트워크의 생성과 관리 그리고 유사도 계산을 통한 사용

자 입력문장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2. 관련 연구

대화 시스템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실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강인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한 연

구이다. 이 연구의 범위는 비교적 간단하고 제한적인 영

역에 한정되며 대화 형태의 변이가 없거나 예측할 수 있

는 형태의 대화에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스크립트기반

모델(script-based model)에 관한 연구가 있다. 다른 연

구 분야로는 인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대화 현상을 설명

하기 위한 대화 모델에 초점을 집중한 분야이다. 계획기

반 모델(plan-based model)은 위 분야에 대표적인 연구

이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는 확률기반 모델을 도입하여 각 모듈간의 에러 전파와

유지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방법들도

시도되고 있다.

스크립트기반 모델은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

절차를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 전이 네트워

크 모델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양식기반 대화 모델

(form-based dialogue model)에 사용된다[2]. 대화 전이

네트워크 모델은 대화의 상태와 전이 과정을 네트워크로

구현하여 예측할 수 있는 사용자 발화의 담화 구조를 표

현한다. 이 모델은 비교적 설계가 쉽고 강건하게 동작한

다. 따라서 이 모델은 대화가 간결하고, 항상 일정한 형

태를 유지하며 모호성을 배제할 수 있는 강건함이 요구

되는 영역에 적합하다. 하지만 순차적 구조를 가지기 때

문에 예외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떨어지며 영

역 이식성(portability) 또한 매우 낮다.

계획기반 모델은 관측된 단위 행위(action)로부터 사용

자가 원하는 목적을 추론(plan recognition)하는 방법을

사용하다. 사용자 믿음(belief)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추

론이 가능하고 레서피1)(recipe)의 활용으로 복잡한 담화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Kautz와 Allen[1]은 계획 이론

(plan theory)을 처음으로 대화에 적용하였고 계획 인식

에 필요한 대화 모델을 담화 수준(discourse level)과 영

역 수준(domain level)으로 구분하였다. Lambert[3][4]는

보다 복잡한 담화 구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담화 수준과

영역 수준 사이에 문제-해결 수준(problem-solving

level)을 추가하였다. Kautz와 Allen, 그리고 Lambert의

연구는 인간-기계의 대화를 모델링 것이 아니라 인간-인

간의 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링의 관점에 초점을 맞

추었다.

기존의 대화 시스템들이 음성 인식 시스템과의 결합이

시도 되면서 각 시스템들의 오류 전파 문제들이 제기되

고, 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

여 확률기반 모델을 통한 접근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Roy[5]는 MDP(Markov Decision Process)을 이용하여

대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각의 모든 상태를 모델링 하

여 현재 상태가 다른 상태로 전이될 확률을 예측함으로

써 대화를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Singh[6]은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보

상(reward)을 통해 시스템의 대화 전략을 학습해 나가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들은 극히 제한된 상태들을

정의할 수 있고, 수차례의 반복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

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제 환경에서의 효용성은 매우 낮

다고 할 수 있다.

3. 제안 시스템 구성

음성 대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음성 인식, 언어 이해,

대화 관리, 그리고 문장 생성 과정으로 구성 된다[그림

1]. 음성 인식은 발화음성을 텍스트로 변화시키며 언어

이해는 발화 텍스트를 화행, 개체명 등의 의미표지를 부

착하여 시스템이 처리 가능한 형태로 분석한다. 대화 관

리는 대화의 문맥을 관리하며 사용자 입력에 대한 응답

1) 계획 인식을 위한 담화, 영역 지식 표현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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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4] 대화 시스템의 일반적인 처리절차

[그림 185] 제안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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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코사인 유사도 계산에 사용된 자질

을 결정한다. 문장 생성은 결정된 시스템 응답을 시스템

이 발화할 문장으로 생성한다. 하지만 대부분 시스템의

각 모듈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며 각 모듈에서 발

생하는 오류나 환경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은 다음 모듈로

전파되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

다. 또한,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대화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각 모듈들은 데이터의 추가와 모듈의 수정이 필

요하다. 따라서, 음성 대화 시스템의 활용을 위해서는 영

역의 전환과 확장에 필요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언어 이해, 대화 관리 그리고 문장

생성모듈이 통합된 형태를 갖는다[그림 2]. 제안하는 통

합 대화 관리자는 언어 이해를 위해 사용자 입력문장과

말뭉치의 사용자 발화 문장들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문장의 의미표지들을 사용자 입력문

장의 의미표지로 사용한다. 통합 대화 관리자는 대화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대화 전이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대

화 전이 네트워크는 별도의 훈련 절차를 통해 말뭉치로

부터 자동 생성되며 생성된 대화 전이 네트워크 일반성

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 생성 규칙들을 제안하였다. 그

리고 문장생성을 위해서는 선택된 사용자 발화문장에 대

응하는 응답문장의 정보와 문맥 정보를 사용하여 시스템

응답문장을 생성한다.

4. 통합 대화 관리자

4.1 사용자 입력문장 분석

사용자 입력문장을 분석하기 위한 언어 이해 과정은

화행 분석, 행위 분석, 개체명 인식 등의 처리 과정을 수

행해야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사용자 입력문장과 말뭉

치내의 사용자 발화문장들과의 유사도 계산을 통하여 선

택된 사용자 발화문장의 의미표지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이 과정을 간소화하였다. 유사도 계산은 다음 식(1)과

같이 코사인 유사도 (cosine similarity)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고 측정에 사용된 자질들은 [표 1]에 나타내었다.

식 (1)에서 IU는 입력 발화문장을, CU는 코퍼스에 있는

발화문장을 각각 표시하고, iu_wi는 입력발화문장에서 출

현하는 자질을 표시한다. 기본적으로는 이진가중치

(binary weighting)기법을 사용했으며, [표 1]에서의 자질

중에서 개체명에 해당하는 문장 자질에 좀더 높은 가중

치를 할당하였다

4.2 대화 전이 네트워크

대화 전이 네트워크는 대화의 상태가 화행에 따라 전

이되도록 구성한 유한상태 기계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대화 전이 네트워크는 사용자 발화와 시스템 응답의 상

태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로써 대화 관리에 사용된다. 기

존의 연구는 대부분 고정된 스크립트의 형태로써 정형화

된 대화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

스템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화 전이 네트워크의

자동 생성 방법을 사용하였다. 말뭉치로부터 각 대화별

로 화행의 시퀀스를 추출한 다음 [그림 3]에서 나타난 규

칙들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추출된 시퀀스(sequence)들

을 결합한다. 사용된 화행의 개수는 12개이며 인접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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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화행 결합 규칙 적용 예

request
type

response
type

single
type

ask_ref suggest inform

ask_if response acknowledge

ask_confirm reject closing

suggest accept opening

[표 2] 타입별 화행 분류

[그림 5] 시스템 응답문장 정보의 예

그룹으로 구성하기 위해, [표 2]에서와 같이 'request

type' 과 'response type' 그리고 'single type' 으로 분

류하였다. 인접 쌍 그룹은 동일한 'request type' 후에

나타나는 여러 타입의 'response types' 패턴을 말뭉치에

서 추출하여 정의하였다. 따라서, 인접 쌍 그룹에 의해

시스템 응답의 범위가 결정된다. 재귀적 인접 쌍은 반복

적으로 나타난 인접 쌍 그룹의 반복 횟수와 관계없이 동

일하게 표시하였다. 포함관계 네트워크는 한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경우이며, 포함되는 네트워크

는 대화 전이 네트워크 구성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single type'인 화행들은 대화 전이 네트워크에 포함되

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4.3 대화 전이 네트워크 운용

대화 시스템은 대화 전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현재

상태에서 선택될 수 있는 행위(action)들을 예측할 수 있

다. 제안된 시스템에서 행위는 화행에 해당하므로 대화

전이 네트워크는 다음 상태로 전이 될 수 있는 화행의

후보를 결정한다. 그 다음 유사도 계산을 통하여 화행

후보들 중 한 개의 화행을 결정하고, 네트워크는 결정된

화행에 의하여 다음 상태로 전이된다. 또한, 대화 전이

네트워크는 유사도 계산 시 사용자 입력문장과 비교할

말뭉치 문장들의 범위를 줄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화

전이 네트워크에서 결정된 화행 후보의 표지를 갖는 문

장들만이 유사도 계산의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사

도 계산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화행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사도 계산값의 임계점은 실

험을 통하여 0.7로 결정하였다. 만약 유사도 계산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문장의 점수가 임계점 이하이면

이 결정은 거부되며 새로운 화행 후보를 선택하여 유사

도 계산한다. 이 경우는 대화의 주제가 전환된 것으로

판단하며 새로운 화행 후보들은 모든 대화 전이 네트워

크 초기 상태에서 전이 될 수 있는 화행들이 선택된다.

이 과정을 선택된 모든 대화 전이 네트워크가 종료될 때

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4.4 시스템 응답 생성

시스템 응답의 결정은 먼저 유사도 계산을 통해 말뭉

치 문장이 결정되면 그 문장의 다음 차례 나타난 시스템

응답문장의 정보를 이용한다. 시스템 응답문장의 정보

중에 문장 유형에 해당하는 <TEMPLATE> 을 문장 틀

로 사용하고 대화에서 유지하고 있는 문맥정보를 사용하

여 시스템 응답문장을 생성한다. 시스템 응답은 유사도

계산의 결과에 따라 문장 유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규칙

기반 생성모델 보다 사용자 입력문장에 따라 다양한 유

형의 시스템 응답이 생성될 수 있다.

5. 실 험

실험을 위한 대화 말뭉치는 107개 대화로 구성되어 있

으며 사용자발화와 시스템발화가 혼합되어 있는 1205 발

화로 이루어져 있다. 말뭉치를 사용하여 생성된 대화 전

이 네트워크는 [표 3]에서와 같이 결합 규칙을 모두 사용

한 결과 45개의 네트워크가 생성되었다. 대화 전이 네트

워크는 결합 규칙을 사용한 결과 서로 연관성이 있는 전

이 관계를 추출하여 결합함으로써 크기가 작은 말뭉치에

서 일반성이 높은 네트워크를 얻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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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규칙 개수

인접쌍그룹 75

인접쌍그룹+제귀적인접쌍 65

인접쌍그룹+제귀적인접쌍+포함관계 45

[표 3] 결합 규칙 적용에 따른 네트워크 개수

사용자 만족도를 위한 실험은 평가자 4명에게 3개의 작

업 주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 주제 당 10개의 발화를

시도하게 하였다. 유사도 계산에 대한 만족도와 시스템

응답문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0에서 10까지의 점수로 표

현하게 실험하였다. 유사도 계산에 대한 만족도와 시스

템 응답문장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70% 이상

의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대화 의 주제가 변경된 경우 역

시 높은 만족도를 보여 주었다.[표 4].

유사도만족도 시스템 응답문 만족도

A 7.4 8

B 7.7 7.9

C 7.1 7.7

D 8.7 10

평균 7.7 8.4

[표 4] 유사도 계산을 사용한 문장 선택 만족도

0-2: 작업 수행 불가능, 3-6: 모호함, 7-10: 작업 수행 가능

A, B, C, D는 평가자

6.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말뭉치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사용하여 대화

시스템에 필요한 과정들을 통합 처리하는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사용자 입력문장과 말뭉치의 각 문장들 간의 유

사도 계산을 통하여 의미적으로 가장 유사한 말뭉치 문

장의 정보를 이용하고, 시스템 응답에 필요한 정보를 선

택함으로써 언어 이해와 문장 생성 과정을 통합 처리하

고 결합규칙을 통해 작은 크기의 말뭉치에서 높은 일반

성을 갖는 대화 전이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생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말뭉치를 사용하여 각 과정들을 통합

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서 시스템의 유지 관리의 효율성

을 높이고 대화 관리의 일반성을 증가시키는 기법을 제

시하였다. 향후 연구로 새로운 말뭉치를 추가함에 따라

생기는 대화 전이 네트워크의 변화 여부와 말뭉치 문장

들의 모호성 문제, 그리고 양식 기반 대화 등 여러 형태

의 대화에 관련한 세분화된 실험이 앞으로 해결할 과제

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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