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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채팅 시스템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 대량의 채팅 말뭉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축 시 많은 비용이 발
생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화 자막, 극대본과 같이 대량의 발화 데이터를 이용하여 
채팅 말뭉치를 반자동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채팅 말뭉치 확장을 위해 미리 구축된 채팅 말뭉치와 
유사도 기법을 이용하여 채팅 유사도를 구하고, 채팅 유사도가 실험을 통해 얻은 임계값보다 크다면 올바른 
채팅쌍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길이가 매우 짧은 채팅성 발화의 채팅 유사도를 효과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은 형태소 단위 임베딩 벡터와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발화 단위 표상을 생
성하는 것이다. 실험 결과 기본 발화 단위 표상 생성 방법인 TF를 이용하는 것보다 정확률, 재현율, F1에서 
각각 5.16%p, 6.09%p, 5.73%p 상승하여 61.28%, 53.19%, 56.94%의 성능을 가지는 채팅 말뭉치 반자동 
구축 모델을 생성할 수 있었다.

주제어: 채팅 시스템, 말뭉치 반자동 확장, 유사도

1. 서론

채팅 시스템(Chatting system)이란 사람과 기계 사이

에 의사소통을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채팅 시스템에

서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은 사람과 사람사이에서만 

사용하였던 자연어(Natural language)를 그대로 사용하

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애플의 시

리, 삼성 빅스비, SK 누구 등 활발히 연구되고 상용화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채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사용자 발화와 

시스템 발화가 하나의 쌍으로 묶여 있는 대량의 채팅 말

뭉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채팅 말뭉치는 현재 공

개되어 있는 말뭉치가 희소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는 

정제되지 않은 발화의 기록(Log)을 사람이 직접 정제하

는 등 많은 노력을 통해 채팅 말뭉치를 구축하여 사용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제기되었던 채팅 말뭉치 구축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대량의 발화 데이터를 이용하여 

채팅 쌍을 추출, 채팅 말뭉치를 확장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발화 데이터란 사람이 발화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

고, 영화, 극대본과 같이 발화만 존재할 뿐 쌍으로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러한 발화 데이터를 이

용하여 채팅 쌍을 생성하기 위해 윈도우 크기(Window 

size)를 잡아 임의의 채팅 쌍을 구축한다. 그리고 임의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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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팅 쌍과 미리 구축되어 있는 채팅 말뭉치(Golden 

standard corpus)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사용자 발화

의 응답으로 시스템 발화가 적절한 응답인지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채팅성 발화는 굉장히 짧은 길이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장, 문서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TF(Term Frequency), TF*IDF(Inverted 

Documents Frequency)를 이용하면 굉장히 희소한(High 

sparsity) 벡터로 표현되며 의미적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짧은 길이의 

채팅성 발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단어 단위 임

베딩 벡터(Word embedding)와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tral Networks) 모델을 이용하여 저차원(Low 

dimensions), 의미적 정보가 잘 반영된 발화 단위 표상

(Utterance Representation)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발화 간 유사도를 계산한다.

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은 발화 데이터를 이용하여 임

의로 채팅 쌍을 구축하고, 구축된 채팅 쌍 중에서 적절

한 응답 관계인 채팅 쌍을 예측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발화를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성능을 비교하였

다. 그 결과 일반적인 TF를 이용하여 발화 단위 표상을 

생성하는 방법보다 단어 단위 임베딩 벡터와 합성곱 신

경망 모델을 이용한 방법이 정확률(Precision), 재현율

(Recall), 정확률과 재현율의 조화평균인 F1에서 각각 

5.16%p, 6.09%p , 5.73%p 개선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의 서론에 이어 2

장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기본 

모델과 효과적으로 발화 단위 표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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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 방법 및 그 결과를 살펴보고 

5장에서 결론으로 끝맺는다.

2. 관련 연구

채팅 시스템은 크게 유사도 기반 채팅 시스템과 생성 

기반 채팅 시스템이 있다. 먼저 유사도 기반 채팅 시스

템은 대량의 사용자 발화와 시스템 발화 응답 쌍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입력으로 사용자 발화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유사한 사용자 발화를 찾고, 

시스템 발화를 출력하는 시스템이다. 의미적으로 가장 

정확한 발화를 찾을 경우 강건한 응답 발화를 출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에서는 3단계 문장 검색 방법을 

이용하여 의미적으로 가장 유사한 발화를 찾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1]에서 각 단계에 따라 사용하는 형태소와 

휴리스틱 기법을 다르게 두어 커버리지를 높였고, 문장 

양상, 긍/부정 등 다양한 자질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2]에서는 딥러닝(Deep learning) 모델 중 하나인 LSTM

을 이용하여 특별한 자질 선택(Feature selection)의 노

력 없이 유사도 기반 채팅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였다.

생성 기반 채팅 시스템은 뉴럴 기계 번역에서 사용하

는 시퀀스 투 시퀀스(Sequence to Sequence) 모델을 그

대로 사용하여, 사용자 발화가 입력되었을 때 적절한 응

답을 생성하는 시스템이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사

용자 발화를 요약하는 인코더와 시스템 발화를 생성하는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스템 발화를 생성하는 단

계에서는 문장 구조에 맞게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

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연스러운 

문장 생성을 위해 선행 연구인 유사도 기반 채팅 시스템

보다 더 많은 말뭉치가 요구되는 것이 특징이다. [3]에

서는 일반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사용하여 일상 

대화 및 간단한 질의응답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하였

고, [4]에서는 일반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사

용자의 감정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감정에 적절한 응답 

발화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3. 제안방법

양질, 대량의 채팅 말뭉치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먼저 

사용자 발화와 시스템 발화가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사용자 발화의 응답으로 시스템 발화가 적합하여

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채팅 말뭉치는 공개되어 있는 

말뭉치가 희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제 사람들 간의 

대화 기록(Dialogue log)을 사람이 일일이 판단, 직접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영화 자막, 극대본과 같은 단순히 시간적 순서

로 나열되어 있는 발화 데이터는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량의 발화 데이터에서 올바른 

채팅 쌍을 추출하여 기존 채팅 말뭉치 구축 비용(Cost)

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채팅 말뭉치 반자동 확장 방법

은 유사도 기법과 미리 구축된 채팅 말뭉치를 이용하여 

대량의 발화 데이터에서 올바른 채팅 쌍을 추출하는 것

이다. 3.1에서는 전체적인 기본 모델을 설명하고, 3.2에

서 짧은 길이의 발화에 대해 발화 단위 표상을 효과적으

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1 기본 모델

발화 데이터란 영화 자막, 극대본과 같이 발화가 단순

히 시간적인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러한 발화 데이터는 많은 양이 존재하나, 채팅 말뭉치

를 구축하기 위해선 응답관계가 맞는 쌍으로 추출되어야 

한다. 아래 [그림 1]은 발화 데이터 중 하나인 영화 자

막의 예시이다. 

그림 1. 발화 데이터 예시

[그림 1]과 같이 발화 데이터는 시간적 순서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임의의 쌍으로 구성

한다. 쌍으로 구축하기 위해 윈도우 크기를 두고 t번째 

발화는 t+1, t+2, ..., t+window size번째 발화와 채팅 

쌍이라고 가정한다. [표 1]은 윈도우 크기를 이용하여 

임의로 만든 채팅 쌍 예시이다.

번호 사용자 발화 시스템 발화
채팅

유사

1 몇 시예요? 모르겠는데 새벽이오 O

2 몇 시예요? 확인 가능해요? X

3 몇 시예요? 지금 알아야 하는데 X

4 몇 시예요? 4시 10분 전 O

5 몇 시예요? 이제 끊어요 X

... ... ... ...

표 1. 임의의 채팅 쌍 예시

번호는 발화 쌍의 인덱스이고, 채팅 유사는 사용자 발

화와 시스템 발화의 응답 관계가 맞는지 판별한 것이다. 

번호 1은 영화 안에서의 올바른 실제 응답 쌍이고, 번호 

4는 영화 안에서 “몇 시예요?”의 실제 응답은 아니지

만 사람이 판단하기에 자연스럽다고 판단되는 응답 쌍이

다. 그리고 번호 2, 3, 5는 올바르지 않는 응답 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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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단순히 윈도우 크기를 이용하여 쌍을 구축하

면, 영화 속의 실제 응답 쌍과 영화 속의 실제 응답은 

아니지만 올바르다고 볼 수 있는 쌍과, 올바르지 않은 

쌍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채팅 말뭉치 반자동 구

축 모델의 전체 구조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채팅 말뭉치 반자동 구축 모델

전체 구조도

Machine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기계에서 임의로 만든 

채팅 쌍과 미리 구축되어 있는 채팅 말뭉치의 채팅 유사

도(Chatting similarity)를 계산하고, 채팅 유사도가 임

계값(Threshold)보다 높으면 임의의 채팅 쌍은 응답관계

가 맞는 채팅 쌍이라고 판단하였다. 기계가 판단하여 구

축된 말뭉치를 Machine Labeled Chatting corpus라고 명

명하였으며, 이 말뭉치를 사람이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자동이고, 기계가 1차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채팅 유사도를 구하기 위해선 먼저 발화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벡터(Vector) 즉 발화 단위 표

상을 잘 생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본 논문의 기

본 모델에서는 발화를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TF와 TF*IDF를 이용하여 발화 단위 표상

을 생성하였다.

   max 


 
(1)

위의 수식 1은 i번째 임의의 쌍(pair)이 입력으로 들

어 왔을 때 채팅 유사도를 구하는 수식이다. i번째 쌍은 

길이가 n인 미리 구축된 채팅 말뭉치의 전체 쌍과 각각 

유사도를 계산한다. 구해진 유사도 중 가장 큰 값을 i번

째 쌍의 채팅 유사도라고 명명하였고 이 채팅 유사도가 

미리 정의된 임계값보다 크다면 올바른 쌍이라고 판단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 코사인 유

사도(Cosine similarity)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임의로 추출된 쌍과 미리 구축된 채팅 말뭉치

는 모두 사용자 발화와 시스템 발화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두 유사도의 반

영 비율인 감마() 이용, 선형 결합(Linear 

combination)하여 하나의 채팅 유사도로 표현하였다.

3.2 효과적인 발화 단위 표상 생성

앞선 3.1 기본 모델에서는 발화 단위 표상 생성을 위

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TF와 TF*IDF를 사용하였

다. 그러나 채팅성 발화는 길이가 굉장히 짧으므로, TF, 

TF*IDF을 이용하여 발화 단위 표상을 생성하게 되면 굉

장히 희소한 벡터로 표현되게 되고, 해당 발화를 잘 표

현하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단어 단위 임베딩 벡터를 이용하여 발화 단위 

표상을 생성할 것을 제안한다. 사용하는 단어 단위 임베

딩 벡터는 대량의 말뭉치와 word2vec[5]을 이용하여 사

전 학습된 형태소 단위 임베딩 벡터를 사용하였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발화에서 출현한 형태소들의 평

균 임베딩 벡터(Average embedding vector)를 발화 단위 

표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평균 임베딩 벡터를 만드는 

방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평균 임베딩 벡터 예시

[그림 3]은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발화를 형태소 

단위 임베딩 벡터의 평균으로 나타낸 예시이다. 이와 같

은 방법으로 평균 임베딩 벡터를 생성하게 되면 저차원

(Low dimensions), 의미 정보가 포함된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림 3]과 같이 전체 형태소를 이용하여 평균 

임베딩 벡터를 생성하게 되면 조사와 같이 다른 발화에

서도 흔히 출현하는 형태소도 많이 포함하게 된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는 채팅성 발화와 같이 굉장히 짧은 발

화의 경우는 조사에 대한 값이 많이 반영되어 유사한 발

화와 유사하지 않는 발화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

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형태소의 DF(Document 

Frequency)를 이용하여 길이가 짧은 발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소만을 선택하여 평균 임베딩 벡터

를 생성하였다. 사용한 형태소는 일반명사, 고유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일반 부사를 사용하였다.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98 -

두 번째 방법은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6] 모델과 단어 단위 임베딩을 이용하여 발화 

단위 표상을 생성하는 방법[7]이다. 

[그림 4]는 짧은 발화에 대해 발화 단위 표상을 생성

하는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구조도이다.

그림 4.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이용한

발화 단위 표상 생성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입력으로는 짧은 길이의 발화를 

사용한다. 짧은 길이의 발화를 Projection layer를 통해 

형태소 단위 임베딩 벡터로 표현하고, Convolution 

layer와 max polling을 이용하여 심층 자질 표상(Deep 

feature representation)으로 유도한다. 유도된 심층 자

질 표상을 이용하여 최종적인 출력 벡터(Output vector)

를 유도하고, 정답 벡터(Answer vector)와 차이를 계산

하여 학습하는 일반적인 합성곱 신경망 모델이다. 그러

나 [그림 4]는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정답 태그

(Label)를 맞추는 것 일반적인 태스크(Task)가 아니라 

발화 단위 표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입력에 

대한 정답을 잘 만들어야 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본 논문에서는 원활한 학습을 위해 합성곱 신경망 모

델의 정답 벡터는 LSA(Latent Semantic Analysis)와 

TF*IDF를 이용하여 생성한다. 우선 짧은 발화에 대해 

TF*IDF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차원을 줄이는 효과와 잠재

적 의미 분석을 수행하는 LSA를 이용하여 매트릭스를 분

리, 저차원의 밀집된(Dense) 벡터를 정답 벡터로 사용하

였다. 그래서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출력 벡터

(Output vector)를 유도하고, 정답 벡터와 코사인 거리

(Cosine distance)가 줄어들도록 학습을 진행하였다. 출

력 벡터는 학습을 위해 사용한 것이고, 실제 발화 단위 

표상으로 사용하는 벡터는 학습이 완료된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심층 자질 표상을 발화 단위 표상으로 사용하였

다.

이와 같이 학습을 수행하게 되면 형태소 단위 임베딩 

벡터에서 중요한 자질을 잘 추출할 수 있고, 평균 임베

딩 벡터를 발화 단위 표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적

으로 짧은 길이의 발화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4. 실험

4.1 실험환경

본 논문에서는 채팅 말뭉치 구축의 어려움을 줄이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따라서 대량의 발화 데이터에서 임

의로 쌍을 만들고, 사람이 채팅 말뭉치로 이용 가능한지 

채팅 유사, 채팅 유사하지 않음을 직접 부착하였다. 그

리고 채팅 유사를 예측하는 성능을 높이도록 실험을 구

성하였다. 또한 채팅성 발화의 길이가 매우 짧기 때문에  

발화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비교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채팅 말뭉치 반자동 구축 실험에서 사용하는 대

량의 발화데이터는 Opensubtitle[8]에서 수집한 영화, 

외국드라마의 자막을 사용하였다. 임계값 및 자질 실험, 

평가를 위해 개발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는 영화 및 외국 

드라마 각각 6편에서 추출하였으며, 3명의 말뭉치 구축 

인원이 채팅 유사 유무를 부착하였다. 아래 [표 2], [표 

3]은 개발 데이터, 평가 데이터의 통계이다.

채팅 유사 유무 수량

채팅 유사 3,175쌍

채팅 유사하지 않음 31,810쌍

표 2. 개발 데이터 통계

채팅 유사 유무 수량

채팅 유사 1,692쌍

채팅 유사하지 않음 11,358쌍

표 3. 평가 데이터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해 카파 계수를 측정하였으며, 

카파 계수는 0.8114가 측정되었다. 그리고 유사도 계산

에서 사용하는 채팅 말뭉치는 본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 400,000쌍을 이용하였다. 발화 데이터 및 채팅 

말뭉치에 사용하는 형태소 분석기는 [9]을, 사용한 100

차원의 형태소 단위 임베딩 벡터는 대량의 말뭉치와 

word2vec을 이용하여 학습하였다.

4.2 실험 결과

[표 4]는 일반적인 TF을 사용하여 발화 단위 표상을 

생성한 베이스라인 시스템의 성능 비교표이다. 기본이 

되는 베이스라인 시스템에서 사용자 발화와 시스템 발화 

각각의 유사도 반영 비율인 감마()를 설정하기 위해 진

행하였다. 평가 기준은 F1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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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감마()
0.3 0.4 0.5 0.6 0.7

0.3 24.59 33.28 44.46 35.28 21.51

0.4 24.31 34.65 47.66 35.48 12.92

0.5 24.45 37.01 48.4 35.76 14.47

0.6 24.2 32.54 45.85 36.58 13.62

0.7 24.08 27.36 38.55 34.25 20.71

표 4. 반영 비율(감마)에 따른 성능 비교 실험

[표 4]의 실험 결과 반영비율인 감마는 0.5일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 모든 실험에서 사용하는 감마는 0.5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후 보여주는 모

든 실험 성능은 개발 데이터를 통해 결정한 F1이 가장 

높을 때의 임계 값을 사용하였다.

아래 [표 5]는 기본 TF, IDF, TF*IDF의 성능 비교표이

다. 

Model Precision Recall F1

TF 56.12 47.1 51.21

IDF 57.42 49.23 53.01

TF*IDF 57.66 49.64 53.35

표 5. 베이스라인 시스템 성능 비교 실험

[표 5]의 결과와 같이 TF, IDF만을 사용했을 때 보다 

TF*IDF를 이용하였을 때 성능이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아래 [표 6]은 발화 단위 표상을 TF*IDF와 평균 임베

딩 벡터로 생성하였을 때의 성능 비교표이다.

Model Precision Recall F1

TF*IDF 57.66 49.64 53.35

Average

embedding
59.13 51.1 54.82

표 6. 평균 임베딩 벡터 성능 비교 실험

발화 단위 표상을 생성할 때 TF*IDF를 이용하는 것보

다 평균 임베딩 벡터를 이용하는 것이 성능 면에서 개선

됨을 알 수 있었다. 

[표 7]은 최종 모델인 합성곱 신경망 모델과 형태소 

단위 임베딩 벡터를 이용하여 발화 단위 표상을 생성하

였을 때의 성능 비교표이다.

Model Precision Recall F1

TF*IDF 57.66 49.64 53.35

Average

embedding
59.13 51.1 54.82

CNN 61.28 53.19 56.94

표 7. 최종 성능 비교 실험

[표 7]의 실험 결과를 통해 형태소 단위 임베딩 벡터

와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사용함으로서 발화를 더욱 효

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제안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채팅 말뭉치 구축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대량의 발화 데이터에서 채팅 쌍을 추출하고 올바

른 채팅 쌍을 잘 추출하기 위해 발화 단위 표상을 생성

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비교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베이스라인 시스템보다 정확률, 재현율, F1에서 각각 

5.16%p, 6.09%p, 5.73%p 증가하여 짧은 길이의 발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형태소 단위 임베딩 

벡터와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성능 면에

서 개선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성능 

및 속도 개선을 위해 채팅 말뭉치에서 유사한 쌍을 군집

하고, 여러 자질을 이용하여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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