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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2010 년부터 2015 년까지 5 년간에 걸쳐 모바일 플랫폼 기반 대
화모델이 적용된 자연어 음성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010 년에는 대화 시스템의 전반적

인 모습을 설계하였고, 2011 년에는 대상 도메인으로 도시 관광용 영어 대화 시스템을, 2012 년에는 
대상 도메인으로 차량공조, 응급조치 등과 같은 차량 정보 서비스용 한국어 대화 시스템을 개발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2012 년에 개발한 차량 정보 서비스용 한국어 대화 시스템을 기술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차량 정보 서비스용 한국어 대화 시스템의 성능 평가는 운전 경험이 있는 평가자 20 명

에 의해 이루어졌다. 평가자는 웹 평가 도구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주어진 40 개의 차량 정보 관련 
대화 미션을 태스크로 하여 차량 정보 서비스용 대화 시스템과 대화를 하였다. 평가는 태스크 성공

률과 대화턴 성공률로 나누어 측정되었으며 태스크 성공률은 87.8%, 대화턴 성공률은 86.7%였다. 
 

1. 서론 

최근 자동차와 IT 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스

마트카(smart car)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점점 증가하

고 있다. 그 중에서도 터치 및 키보드식 인터페이스

를 사용하기 어려운 차량 환경에서 음성대화 인터페

이스는 차량 제어뿐만 아니라 개인비서의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다. 이는 사람의 말을 인식하고 그 발화의 
의미를 이해하며,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
용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자연스러운 음성대화를 기반

으로 하는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

에 가능한 것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후, ETRI)에서는 2010 년부터 

2015 년까지 “모바일 플랫폼 기반 대화모델이 적용된 
자연어 음성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1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차량 공조, 차량 응급 조치와 
같은 차량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어 대화 시스

템을 개발하고 있다. 
 

2. 기존 연구 

차량용 대화 시스템과 관련해 기존 연구는 맛집 추
천 또는 MP3 음악 선곡과 같은 여러 도메인을 대상

으로 하는 멀티쓰레드(Multi-thread) 대화 관리 기반 
차량 대화 시스템[1], 예제 기반 대화 모델링에 의한 
자동차 네비게이션 대화 시스템[2], 지형 지물

                                                           
1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의 산업융합원천기술 개발사업의 일
환인 “모바일 플랫폼 기반 대화모델 적용 자연어 음성 인
터페이스 기술 개발” 결과임을 밝힙니다. 

(landmark)에 기반한 자동차 네비게이션 대화 시스템

[3] 등이 연구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 재원, 
차량 공조, 차량 응급 조치 등의 차량 정보 서비스를 
도메인으로 하는 차량 정보 서비스용 한국어 대화 시
스템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차량 정보 서비스용 한국어 대화 시스템 구성도 

차량 정보 서비스용 한국어 대화 시스템은 시스템

구성도에 있어 도시 관광용 영어 교육용 대화 시스템

[4]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차량 정보 서비스용 한
국어 대화 시스템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차량 정보 서비스용 한국어 대화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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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의 차량 정보 서비스용 한국어 대화 시스템 
구성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의 음
성 발화를 분석하여 이해하는 대화 이해 모듈, 사용

자 발화에 알맞게 시스템 대화를 생성하는 대화 관리 
및 대화 생성 모듈, 적용 도메인에 맞는 대화 모델링

을 구축 및 관리하는 대화 모델링 구축/관리 모듈, 대
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대화 이해 학습 코퍼스 DB, 
사용자 발화에 대한 적절한 시스템 발화를 학습하기 
위한 대화 관리 지식 DB, 올바른 대화 생성을 하기 
위한 대화 생성 패턴 DB. 
 

3.1. 한국어 대화 이해 모듈 

한국어 대화 이해 모듈은 사용자의 발화를 음성으

로 인식한 결과로부터 사용자의 발화 의도를 생성하

는 역할을 한다. 한국어 대화 이해 모듈이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한국어 형태소 분석 기능 

 대화체 한국어 문자열을 입력으로 하여 형태

소로 분석하고 품사를 태깅한다. 

 입력 텍스트는 사용자 발화에 대한 음성 인

식 결과이거나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문자열

이다. 

- 한국어 구문 분석 기능 
 형태소 분석 결과에 대해 규칙 및 패턴을 이

용해 한국어 구문 구조를 파악한다. 

 의미 분류 및 대화 행위 인식을 위한 패턴을 

적용한다. 

- 대화 의도 단어 의미 분류 기능 
 해당 도메인의 단어 의미를 분류한다.  

 사용자 발화에 대하여 언어 이해를 통하여 N

개의 대화 행위(Dialogue Act)후보를 제시한다. 
 

3.2. 한국어 대화 관리 및 대화 생성 모듈 

대화 관리 및 생성 모듈은 사용자 의도 표현을 입
력으로 하여, 대화 문맥에 적합한 시스템 응답을 생
성한다. 대화 관리 및 생성 모듈이 제공하는 세부 기
능은 다음과 같다. 

 
- 대화 문맥에 따른 대화의도 오류 수정 기능 

 대화 상황에 따라 대화 이해 모듈에서 제시

한 N개의 후보 대화 행위 중에서 가장 적합

한 후보를 선택한다. 

 대화 이해 모듈이 제시한 대화 행위의 순위

를 재조정하여 대화 이해 모듈의 오류를 보

정하는 역할을 한다. 

- 시스템 발화 생성 및 대화 이력 관리 기능 
 대화시스템은 사용자 발화에 대하여 적절한 

응답과 대화 진행을 위한 대화를 제시한다. 

 대화시스템은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에 맞추

어서 대화를 수행한다. 사용자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물음 등에 

대한 표현을 한다. 

3.3. 대화 모델링 구축/관리 

도메인 대화 모델링 구축 및 관리 모듈은 대화 계
획(Dialog Plan)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대화 시스템의 경우, 대화내의 지식이 발화

에 포함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

한 경우 대화 지식을 상황과 사용자의 의도

에 맞게 적절히 답해 주는 기능이 필요하다.  

 대화 모델링 구축/관리 도구는 대화에 사용

되는 지식과 대화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한다. 
 

4. 차량 정보 서비스용 대화 지식 DB 

4.1. 차량용 슬롯 

대화 이해를 위한 슬롯 설계는 대화 분야에 따라 
구체물 구매, 장치 조작/응급 조치, 정보 획득 등과 
같이 다를 수 있다. <표 1>은 차량 정보 서비스용 한
국어 대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슬롯[5]의 일부이다. 

 
<표 1> 차량 정보 서비스용 한국어 대화 시스템의 슬롯 

슬롯명 설명 
carspec 자동차 제원 이름 

devicepart 자동차 부품 중 장치류. 차량, 계량 
도구, 전자제품 등 

tool 사고, 장치 수리 등을 위한 도구 

state 차내 공기, 온도, 바람, 음이온 등 
환경적 요소 

caution 사용상 주의 사항 

description 자동차 제원, 부품, 장치, 컨트롤러, 
도구, 기능, 기호(sign) 등 관련 설명 

position 위치 
method 조작 방법 
condition 수동, 독립 등 조작 방식 
function 기능 
page 매뉴얼의 페이지 

 
4.2. 차량용 대화 행위 

ETRI 의 대화 행위는 “대화 행위 타입”과 “슬롯”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대화 행위 타입은 알림/요청/질문

과 같은 언표 내적 행위(illocutionary act)[6]에 해당하

며 슬롯은 언표 내적 행위의 대상을 의미한다. ETRI
의 대화 행위는 기본적으로 [7]를 토대로 구축되었다.  

기존의 도메인 비종속적 대화 행위([8], [9])나 도메

인 종속적 대화 행위([10], [11], [12])에 비해 ETRI 에서 
사용하는 대화 행위는 다른 도메인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수를 제한하였으며, 도메인 특수성은 
슬롯에 반영하였다.  

<표 2>는 차량 정보 서비스용 한국어 대화 시스템

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화 행위 타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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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차량 정보 서비스용 한국어 대화 시스템의 대화 

행위 타입 

대화 행위 타입 설명 
시작 hello 대화 시작 표현 
종료 bye 대화 종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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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inform) 사실을 알리기 

질문/ 
요청 

request 요청 
confirm 확인 
select 선택 

실행 command 실행 

대답 

affirm yes 라는 단순 대답 
negate no 라는 단순 대답 
ack ok 와 같은 맞장구 
thankyou 감사 표현 

 
다음의 예들은 대화 행위를 부착한 차량 정보 서비

스용 대화 이해 학습코퍼스 DB 의 예를 보여준다.  
 
예1) 에어컨 켤려면 어떻게 해야돼? 

 request(method, devicepart=“에어컨”, 
devicepart_action=“켜다”) 

예2) 에어컨 버튼이 어떤거야? 
 request(description, devicepart=“에어컨”, 

controller=“버튼”) 
예3) 삼각대는 어디에 있나요? 

 request(position, tool=“삼각대”) 
예4) 뒤 창에 서리 없애려면 뭐 눌러? 

 request(controller, state=“서리”, 
state_action=“제거”, otherpart=“뒤 창”) 

 
5. 평가 

차량 정보 서비스용 한국어 대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평가자 

- 차량 운전 경험이 있는 20 명을 모집하고 4 개 
소그룹으로 나눔 

- 소그룹별로 개인에게 1~ 5 번을 부여함 
 

 평가 데이터 
- 차량 공조, 응급 조치 등과 같은 대화 미션을 

200 개 준비하고 40 개 미션 소그룹으로 나눔 
- 미션 소그룹별로 각 미션에 1~ 5 번을 부여함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웹 평가 도구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자는 소그룹별 개인 번호에 따라 해당 미

션 소그룹의 미션 번호를 선택한다 
- 평가자는 <표 3>과 같은 40 개의 대화 미션에 

따라 차량 정보 서비스용 한국어 대화 시스템

과 대화를 실시한다 
 

<표 3> 평가용 대화 미션 

 
 
- 대화 미션에 따라 대화 시스템의 성능은 태스

크 성공률과 대화턴 성공률로 나누어 측정함. 
: 태스크 성공률이란 주어진 미션의 성공 여부

를 의미함 
: 대화턴 성공률이란 사용자의 발화에 대한 대

화 시스템의 대답 정확도를 의미함 
 

태스크 성공률과 대화턴 성공률은 다음과 같은 식
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100x
전체태스크수

성공한태스크수
태스크성공률   

 

100x
사용자의발화수

발화수정확하게대답한시스템
대화턴성공률 

 
 평가 결과 

외부 20 명의 평가자들이 대화 미션에 따라 대
화 시스템과 대화한 대화 로그를 분석한 결과, 
태스크 성공률은 87.8%, 대화턴 성공률은 
86.7%를 보였다.  

 
<표 4> 평가 결과: 태스크 성공률 

전체 

태스크 수  

성공한 

태스크 수 

태스크 

성공률 

845 742 87.8% 
 

<표 5> 평가 결과: 대화턴 성공률 

사용자의 

발화수 

정확하게 대답한 

시스템 발화수 

대화턴 

성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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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746 86.7% 
 
다음의 대화는 대화 미션에 따라 사용자가 대화 시

스템과 나눈 대화턴의 성공한 예와 실패한 예이다. 
 
1) 성공한 대화턴의 예 
시스템: 안녕하세요? 카바타입니다. 
[미  션] 에어컨을 켜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사용자: 에어컨을 켜고 싶어 
시스템: A/C 라고 쓰인 에어컨 선택 버튼을 누르시

고 온도조절 스위치를 눌러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십시오. 

 
2) 실패한 대화턴의 예 
시스템: 안녕하세요? 카바타입니다. 
[미  션] 가속페달을 밟아도 일정속도 이상 안 올

라가는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

세요.  
사용자: 가속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안 올라가네 
시스템: 죄송합니다.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6. 결론 

본 논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2012 년에 개발

한 차량 정보 서비스용 한국어 대화 시스템을 기술하

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 정보 서
비스용 한국어 대화 시스템을 구성하는 대화 이해 모
듈, 대화 관리 모듈, 대화 생성 모듈, 대화 모델링 구
축/관리 모듈, 차량용 대화 지식 DB 를 소개하였다. 

차량 정보 서비스용 한국어 대화 시스템 평가는 운
전 경험이 있는 평가자 20 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평
가자는 웹 평가 도구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40 개의 
대화 미션에 따라 대화 시스템과 대화를 실시하였으

며 평가는 태스크 성공률과 대화턴 성공률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태스크 성공률은 87.8%였으며 대화턴 성
공률은 86.7%로 측정되었다. 

향후 계획은 차량용 네비게이션 대화 시스템을 만
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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