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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2010 년부터 2015 년까지 5 년간에 걸쳐 개발 예정인 
영어 교육용 대화 시스템 중 2011 년에 개발된 관광용 영어 교육용 대화 시스템 중 도시 관광 도메
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 관광용 영어 대화 시스템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 관광용 영어 
대화 시스템은 크게 대화 이해 모듈, 대화 관리 모듈, 대화 생성 모듈, 대화 모델링 구축/관리 모듈, 
대화 지식 구축 도구로 구성된다. 도시 관광용 영어 대화 시스템 평가를 위해 평가자를 초급, 중급, 
고급의 3 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자는 원격 웹 평가 도구에 접속하여 4 개
의 대화 미션에 대해 영어로 대화 시스템과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는 태스크 성공률로 측정되었
다. 태스크 성공률은 82.5%로 측정되었다. 

 
 

1. 서론 

영어 대화 시스템이란 사용자와 시스템 간에 영어
로 대화를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화 시스템의 응
용 영역은 모바일 대화형 정보 서비스, 차량용 네비
게이션, 외국어 교육, TV 프로그램 가이드, 노인 의료 
계획, 자동 예약 등에 이를 정도이다[1].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후 ETRI)에서는 영어 학습용 

응용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2010 년부터 2015 년까지 
5 년간에 걸쳐 영어 교육용 대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1차년도인 2010년에는 학습자의 의도를 이해하
여 자연스런 영어 대화를 유도하는 프로토타입 수준
의 영어 대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 차년도인 2011
년에는 1 차년도의 프로토타입 수준의 영어 대화 시
스템을 여행과 관련된 4 개의 도메인인 도시 관광, 입
국 심사, 호텔 예약, 호텔 체크인을 위한 웹 기반 영
어 대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1 이 중 본 논문에서는 
도시 관광과 관련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아래의 그
림은 개발된 다중 사용자용 웹 기반 영어 음성 대화 
시스템의 스크린샷의 예이다. 

 

                                                           
1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의 산업융합원천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인 “ 모바일 플랫폼 기반 대화모델 적용 자연어 

음성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결과임을 밝힙니다. 

 
(그림 1) 웹 기반 영어 대화 시스템 

 
2. 도시 관광용 영어 대화 시스템 구성도 

도시 관광을 대상으로 한 영어 대화 시스템의 개략
적인 구성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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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어 대화 시스템 구성도 
 
본 시스템의 구조는 논리적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크게 사용자의 음성 발화 문장을 분석하여 이해하는 
대화 이해 모듈과 사용자 발화에 알맞게 시스템이 대
화를 생성하는 대화 관리 및 대화 생성 모듈로 구성
된다. 대화 모델링 구축/관리 모듈은 적용 도메인에 
맞는 대화 모델링을 구축 및 관리하는 모듈이다. 대
화 이해와 대화 생성 및 대화 관리 모듈의 지식은 대
화 지식 구축 도구와 연계되는 대화 모델링 구축/관
리 모듈에 의해 구축된 Dialog Act 태깅 코퍼스, 대화 
생성 패턴 DB, 대화 관리 지식 DB를 이용한다. 
 

2.1. 대화 이해 모듈 

대화 이해 모듈은 사용자의 발화를 음성 인식한 결
과를 입력으로 하여 사용자 발화 의도를 생성하는 역
할을 한다. 사용자 발화 의도는 언어 분석 결과를 이
용해 대화 행위(Dialog Act) 형태로 표현된다. 대화이
해 모듈이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음성 인식 결과를 문장 단위로 받아, 언어 분석
을 수행하여 형태소 단위 분석 결과 생성 

- 문장 내 등장하는 용언/기능어에 대한 정규화 
표현 변환 

- 대화 문장에 포함된 명사를 대상으로 의미 표
현 정보 부착 

- 대화 처리를 위한 NE (Named Entity) 단위 인식 
- 입력된 발화에 대한 대화 의도 생성 

 
2.2. 대화 관리 및 대화 생성 모듈 

대화 관리 및 생성 모듈은 사용자 의도 분석 모듈
의 결과인 사용자 의도에 대한 의미 표현(semantic 
representation)을 입력으로 하여, 사용자의 대화 문맥
에 적합한 시스템 응답을 생성한다. 대화 관리는 도
메인에 적합한 대화 계획 지식을 바탕으로 사용자 의
도에 부합하여 대화를 진행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목
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대화 관리 및 생성 모듈이 제

공하는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생략/조응 처리: 대화 흐름에서 이미 말한 것에 
대하여 생략하거나 조응으로 표현한 경우에 이
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대화 관
리 모듈에서는 도메인 슬롯(domain slot)과 슬롯
값, 상태에 대하여 대화 이력(dialog history)으로 
관리하여, 대화 중에 생략 또는 조응한 것에 대
하여 유추하도록 설계한다. 

- 사용자 요구 분석 및 평가: 대화에 따른 사용자 
요구의 적합성과 완성도를 계산하여, 사용자 요
구가 완전히 이해하도록 또는 애매성이 없도록 
대화를 유도할 수 있게 한다. 

- 오류 탐지와 복구: 음성 인식과 사용자 의도 분
석의 오류에 대해 탐지하고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 응용 DB 검색: 사용자 의도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도
메인 정보를 가져와야 한다. 

- 시스템 응답: 시스템은 사용자 의도에 맞는 대
답이나 의도를 파악 또는 이해하는 대화를 진
행해야 한다. 

 
2.3. 대화 모델링 구축/관리 모듈 

도메인 대화 모델링 구축 및 관리 모듈은 도메인에 
대한 대화 지식인 대화 계획(Dialog Plan) 지식을 관리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대화 계획 지식: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서 사용자가 시스템과 대화를 진행하는 대화 
흐름에 대한 지식과 사용자의 대화에 대한 시
스템의 응답 방법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 대화 계획 지식 관리: 대화 계획 지식을 외부로
부터 로딩하고, 사용자와 대화를 진행 또는 응
답하기 위해서, 미리 정의된 대화 계획 지식으
로부터 태스크 진행 흐름을 검색, 태스크 진행 
흐름 간의 관계 검색, 대화 응답 방법 검색 등
을 수행한다 

 
3. 대화 지식 구축 도구 및 Dialog Act 태깅 코퍼스 

3.1. 대화 지식 구축 도구 

대화 지식 구축 도구에서는 대화 시스템의 베이스 
지식(슬롯 체계, 태스크 관리, 태스크 정보)과 Dialog 
Act 태깅 작업을 할 수 있다. 대화 지식 구축 도구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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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어 대화 시스템의 대화 지식 구축 도구 
 

3.2. Dialog Act 태깅 코퍼스 

ETRI 의 Dialog Act 는 “ Dialog Act Type”과 
“Slot”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Dialog Act Type은 알림
/요청/질문과 같은 언표 내적 행위(illocutionary act)[2]
에 해당하며 슬롯은 언표 내적 행위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의미한다. ETRI 의 Dialog Act 는 기본적으로 
[3]를 토대로 구축되었다. ETRI 의 Dialog Act 의 BNF 
형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actset = act { "," act } 
act = acttype "(" [item { "," item }] ")"  
item = bareattr | attrvalue | barevalue ; 
bareattr = attr 
attrvalue = attr eq value 
barevalue = eq value 
eq = "=" | "!=" 
attr = { qual "." } name 
qual = name 
value = string | subtype_name 
 
예) 

문장: How much are the tickets for the Night Tour? 
Dialog Act: request(ticket_price, tour_name=“Night Tour”) 

 
기존의 도메인 비종속적 Dialog Act Tag Set([4], [5])

이나 도메인 종속적 Dialog Act Tag Set([6], [7], [8])에 
비해 ETRI 에서 도시 관광용 영어 대화 시스템에 적
용하고 있는 Dialog Act Tag Set 은 그 수를 제한하여 
다른 도메인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
라서 도메인 특수성은 슬롯에 표현된다.  

Dialog Act 를 태깅하는 방법은 대화 코퍼스 원문에
는 슬롯을 부착하고 원문 끝에 “# Dialog Act”식으로 
부착하였다. 다음의 도표는 도시 관광용 영어 대화 
시스템에 사용하고 있는 Dialog Act Type의 일부이다. 

 
<표 1> 도시 관광용 영어 대화 시스템의 Dialog Act 

Type 

Dialog Act Type 설명 
시

작 
hello() 또는  
hello(a=x,b=y,...) 

대화 시작 표현 
 

종

료 
bye() 또는  
bye(a=x,b=y,...) 대화 종료 표현 

도

움 

repeat() 마지막 화행의 반복 요청 
help() 도움 요청 
restart() 다시 시작 요청 

알

림 
inform(a=x,b=y,...) a=x, b=y, 등등의 사실을 알

리기 

질

문/
요

청 

request(a) a의 값(value) 요청 

request(a,b=x,...) b=x 이며 a 의 값(value) 요
청 

confirm(a=x,b=y,..) a=x,b=y,..라는 확인 
yes/no 대답을 요청 

대

답 

affirm() yes라는 단순 대답 
negate() no라는 단순 대답 
thankyou() 감사 표현 

 
다음의 그림은 도시 관광 대화 시나리오에 Dialog 

Act가 부착된 예를 보여준다.  
 

 
 

(그림 4) 도시 관광 대화 시나리오의 Dialog Act 태
깅 코퍼스 예 

 
4. 평가 

도시 관광용 영어 대화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자 

- 평가자를 초급, 중급, 고급의 3 개 그룹으로 나누
어평가를 실시함 (초급은 토익 500 점 이하, 중급
은 토익 501점~900점이하, 고급은 900점 이상) 

 
 평가 방법 

- 평가자가 원격 웹 평가 도구에 접속하여 아래
의 도표와 같은 4 개의 대화 미션에 대해 영어
로 대화 시스템과 대화를 실시함 

 
<표 2> 평가용 대화 미션 

대화 목표: Buying New York City Bus Tour Tickets 
미션 1 (1) 어른 1명에 대한 Night tour 티켓을 사세요. 

(2) 5세 미만 아이 1명에 대한 Downtown tour 티
켓을 사세요. 

미션 2 (1) City tour 중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으
로 가는 하나를 선택하고 어른 1명에 대한 
티켓을 사세요. 

(2) 낮(daytime) 동안 하는 City tour중 하나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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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고 Chinatown으로 가는 어른 2명에 대한 
티켓을 사세요. 

미션 3 (1) 밤(nighttime)에 있는 City tour를 알아보고 어
른 2명 티켓을 구입하고 또한 한국어 가이드
북(Korean tour booklet)을 얻으세요. 

(2) 낮(daytime)동안 하는 City tour 중에 이틀 사용
권(two-day ticket)이 가능한 City tour 어른 1장
을 구매하고 1개의 오디오 가이드(audio 
guide)를 구매하세요. 

미션 4 자유 미션 (단, 위에서 시도하지 않은 미션을 생
각해서 할 것)  

 
- 대화 미션에 대해 태스크 성공률을 측정함. 
태스크 성공률은 주어진 미션에 따라 사용자가 
시스템과 대화를 한 후, 주어진 미션을 성공하
면 1, 실패하면 0 를 표시하여 그 합계에 의하
여 나온 평가 방법을 말함. 태스크 성공률은 다
음과 같은 식에 의하여 구할 수 있음 
 
태스크 성공률= 성공한 태스크 수 / 전체 태스
크 수 

 
 평가 결과 
-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초급 중급 고급 평균 

미

션 

태스크 

성공

(%) 

대화  

턴  

태스

크성

공(%)  

대화 

턴  

태스

크성

공(%)  

대화  

턴  

태스

크성

공(%) 

대화 

턴 

1  66.67  15  100  15.6 100  22.5  90 16.8 

2  100  24.67  80 20.6 50 15  80 20.7 

3  66.67  26.33  100  18.6 100  24  90 22 

4  33.33  19.33  80 15.6 100  20  70 17.6 

계  66.67  21.33  90  17.6 87.50  20.38  82.5 19.28 

 
- 4 개의 미션에 대한 태스크 성공률 평균은 82.5%
였음 

- 평균 대화턴 수는 19.28이었음 
 

5. 결론 

본 논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2010 년부터 
2015 년까지 5 년간에 걸쳐 개발 예정인 영어 교육용 
대화 시스템 중 2011 년에 개발된 관광용 영어 교육
용 대화 시스템 중 도시 관광 도메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 관광용 영어 대화 시스템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 관광용 영어 대화 시
스템을 구성하는 대화 이해 모듈, 대화 관리 모듈, 대
화 생성 모듈, 대화 모델링 구축/관리 모듈, 대화지식
구축 도구를 소개하였다. 
도시 관광용 영어 대화 시스템 평가를 위해 평가자

를 초급, 중급, 고급의 3 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자는 원격 웹 평가 도구에 접속하여 
4 개의 대화 미션에 대해 영어로 대화 시스템과 대화
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는 태스크 성공률로 측정되었다. 
태스크 성공률은 82.5%로 측정되었다. 

향후 계획은 도시 관광 뿐만 아니라 입국 심사, 호
텔 예약, 호텔 체크인에 대해서도 더욱 높은 태스크 
성공률을 가지는 영어 대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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