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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화 시스템(dialogue system)은 컴퓨터가 사용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의도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컴퓨터

는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대량의 데

이터를 가지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대화 시스템은 이러한 

데이터의 양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페이스북은 장, 

단기  메모리를 통합하는 메모리 네트워크의 지식 기반 

연구에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학습효율 향상을 가져온 

영화 데이터셋과[1], 대용량의 자연어 및 개체 처리를 

위한 간단한 질문 응답 형식의 멀티 태스킹 및 전송 학

습의 영향을 수행한 연구[2]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을 구

축 및 공개하였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end-to-end 

learning 방식을 기반으로 한 목적 지향형 대화

(goal-oriented dialog) 식당 예약 시스템의 모델 학습

을 위해 영문으로 구성한 학습 대화 데이터셋(the 6 

dialog bAbI tasks)을 구축하여 해당 모델에 적용한 연

구가 있다[3]. 대화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지만 영어 기반의 데이터와는 달리 식당 예약 

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셋을 다른 연구자들이 연

구할 목적으로 공유한 한국어 데이터셋은 아직까지 존재

하지 않는다. 최근 hybrid code network 구조를 이용하

여 영어로 구축된 페이스북의 학습 데이터셋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대화 데이터셋을 구축 및 학습시킨 연구[4]가 

있으나 단순 번역한 데이터셋을 활용한 정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end-to-end learning 방식의 식당 예약 

대화 시스템 개발을 위해 페이스북에서 구축한 영어로 

구성된 식당 예약 학습 대화 데이터셋(The 6 dialog 

bAbI tasks)을 이용하여 한국어 식당 예약 대화 시스템

에서  활용 가능한 한국어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일상생

활에서 발생하는 발화(utterance)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

로 시도한 질의응답 데이터 구축 방식을 제안한다.

2. 데이터 구성

2.1 식당 예약 대화 시스템 데이터 번역

[표 1] 대화 시스템 원문 데이터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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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에서처럼 대화 순서에 따른 영어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학습 데이터셋을 구성하였고 각각의 

발화(utterance) 순서는 초기 데이터 형식을 이용하였으

나,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인 데이터셋 활용에서는 발화

(utterance)의 순서와 상관없이 학습이 이루어졌다. 한

국어 식당 예약 시스템의 대화 데이터셋 구성을 위해 페

이스북에서 구축한 영어로 구성된 식당 예약 학습 대화 

데이터셋(the 6 dialog bAbI tasks)을 이용하였으며 연

구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셋은 깃 허브(Git Hub)를 통해 

공유하였다[5].

대화 시스템은 사용자의 발화를 입력받아 사용자로부

터 식당 예약에 필요한 속성이 될 수 있는 개체(entity)

를 추출하는데, 개체 추출을 위해서는 각 개체들의 해당 

개체리스트를 정의하고 문자열 매칭 알고리즘을 통해 문

자열 속의 개체를 추출할 수 있다[4]. 대화 시스템은 텍

스트 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개체 정보를 사용자에게 요

구하며 누락된 정보는 반복적인 질의 행위를 통해 획득

할 수 있다. 대화 시스템 구조와 각 개체에 해당하는 내

용은 [그림 1]과 같다. 

2.2 발화 방식의 다양한 변화

목적에 따른 발화 형식을 바탕으로 한 대화 시스템에

서의 발화 형태 변화를 [표 2]를 통해 볼 수 있다. 실제 

대화는 대화 시스템에서와 다르게 인사 생략 등 단순 의

미 전달 만으로도 대화가 가능한 것을 고려하여 발화 형

식 별로 6 ~ 13 개의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켰으며, [표 

2]에 표기된 사용자 순서 필드와 상관없이 실제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발화의 목적에 따른 상황에서의 순서를 

고려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식당 예약 시스템과 사용자 간 발화 정보는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발화의 주체는 사용자(user)와 시

스템(system)으로, 시스템은 사용자로부터 원하는 정보 

획득을 위해 반복적인 질의를 이용한다. 

원하는 개체를 입력받은 시스템은 사용자로부터 개체 

변경 의사에 대한 질의를 통해 해당 개체를 수정할 수 

[표 2] 발화 형태에 따른 다양한 데이터 변화

[그림 1] 대화 시스템 구조
[표 3]식당 예약 시스템과 사용자 간 발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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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사용자에게 원하는 식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대화를 마무리한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식당 예약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식당 예약 학습 데이터셋 수집 방식과 실제 대화에서 일

어날 수 있는 발화 방식에 따른 데이터 형식의 형태 변

화에 대해 제안하였다. 식당 예약 시스템의 영어 기반 

데이터가 구축된 것에 비해 식당 예약 시스템의 한국어 

데이터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하며 연구를 목적으로 한 

데이터 공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어 식당 예약 시스템 데이터를 깃 허브(Git Hub)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이번 연구를 토대로 해당 분야의 다

른 연구자들에게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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