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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성 대화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잘못된 슬롯명을 말하거나 음성인식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의 의도에 맞지 않는 응

답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말뭉치나 사전 데이터를 활용한 질의 교정 방법들이 제안되지만,

이는 지속적으로 사람이 개입하여 데이터를 주입해야하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축적된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음악 재생에 필요한 슬롯을 교정하는 자기 학습(Self-learning) 기반의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사용자가 특정 음악을 재생하고자 유사한 질의를 반복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비지도 학습 기반으로 학습하고 음악 재

생에 실패한 슬롯을 교정한다. 그리고, 학습한 모델 결과의 정확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질의 슬롯 관계

유사도 모델을 이용하여 교정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하고 슬롯 교정 결과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한다.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은 사용자가 연속으로 질의한 세션 데이터로부터 추출하며, 음악 재생 슬롯 세션 데이터와 질의 슬롯 관계

유사도 데이터를 각각 구축하여 슬롯 교정 모델과 질의 슬롯 관계 유사도 모델을 학습한다. 교정된 슬롯을 분석한 결과

발음 정보가 유사한 슬롯 뿐만 아니라 의미적인 관계가 있는 슬롯으로도 교정하여 사전 기반 방식보다 다양한 유형의

교정이 가능한 것을 보였다. 3 개월 간 수집된 로그 데이터로 학습한 음악 재생 슬롯 교정 모델은 일주일 동안 반복한

고유 질의 기준, 음악 재생 실패의 12%를 개선하는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음성 대화 시스템, 로그 데이터, 자기 학습, 슬롯 교정, 재질의

1. 서론

음성 대화 시스템은 일상 생활에서 사용자와 음성 대화를

통해 음악 재생이나 날씨 정보 안내, 알람과 같은 기능을 수

행한다. 하지만, 음성 인식 오류나 정확하지 않은 사용자의 질

의로 인해 대화 시스템이 사용자의 의도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장윤정의 초혼 틀어

줘’라고발화했으나,음성인식오류에의해 ‘초혼’이 ‘초원’으로

인식되어 음악 재생에 실패하고 ‘말씀하신 곡을 찾지 못했습니

다’와 같은 응답이 출력될 수 있다.

스마트 스피커에서 음성 인식 오류나 잘못된 발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와 같이 사전 기반의 질의 교정 방

법을 활용하여 음악 재생 질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있다.이방식은말뭉치나발음사전과같이미리구축된

정보를활용하여입력된질의의텍스트 N-gram또는발음열의

유사도를 통해 교정 후보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전에

수집된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질의 교정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람이 이를 데이터화 하여 시스

템에 주입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자기 학습(Self-learning)은 사람의 개입 없이 로그 데이터에

서 발생하는 특정 패턴을 포착하고 모델로 학습함으로써 자동

으로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2, 3,

4]. 사용자는 의도한 음악이 재생되지 않는 경우, 수차례 반복

하여 의도한 음악을 재생하기 위해 똑같은 표현으로 다시 말

하거나(Repeat), 바꿔 말하는 재질의(Rephrase) 경향이 있다.

자기학습 방법을 통해 사용자들의 재질의 패턴 정보를 활용하

여 응답에 실패한 슬롯을 성공한 슬롯으로 변환한다.

본논문에서는자기학습기반의음악재생슬롯교정모델을

제안한다. 슬롯 교정 모델은 사용자의 연속 질의에서 나타나는

슬롯의전이패턴을데이터화하여음악재생실패슬롯을성공

슬롯으로 변환시키는 모델이다. 제안하는 모델은 [2] 의 협업

필터링 기반의 질의 교정 모델의 방식에 착안하여 슬롯의 전이

상태를학습하는흡수마코프체인(Absorbing Markov Chain)

모델이다. 비지도 학습 기반인 슬롯 교정 모델의 결과를 검증

하기 위해 질의 슬롯 유사도 모델을 제안하여 사용자의 질의와

교정된 슬롯 사이의 유사도를 검증하고 텍스트와 발음 정보에

따른 슬롯 교정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슬롯 교정 모델의 출력을 분석한 결과 ’don’t stop me now,

프레디 머큐리’가 ’don’t stop me now, queen’로 교정되는 것

과같이텍스트나발음정보의유사도관계가있는경우가아닌

의미적으로 관계가 있는 슬롯끼리 교정되는 경우를 발견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슬롯 교정 모델이 텍스트나 발음의 유사도

를 통한 교정 뿐만 아니라 슬롯의 의미 관계를 통해 교정하여

기존사전기반방식보다다양한오류유형에대해해결가능한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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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을 이용하여, 일주일 동안 반복하

여 발생한 음악 재생 실패 문제에 대해 고유 질의를 기준으로

약 12%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관련 연구

음성 인터페이스에서 질의 교정를 위한 고전적인 방법으로

는 검색 시스템이나 말뭉치 데이터 또는 구축한 사전 데이터를

이용하여 규칙 기반으로 음성 인식된 텍스트에서 나타날 수 있

는 규칙의 유무를 확인하거나 텍스트의 일치 여부를 통해 질의

교정을 하는 방법들이 있다. [5] 에서는 Bing의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철자를 교정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6] 에서

제안한 N-gram말뭉치데이터를기반으로단어를교정을하는

방법이 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7] 와 같이 말뭉치 기반의

규칙으로 빠른 연산으로 교정을 하는 사례가 있다. 스마트 스

피커에 대한 질의 교정 연구에 관련해서는 [1] 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사전 정보에서 질의와 유사한 정보들을 후보로 생성

하고 이를 판별 모델을 통해 선택하여 교정하는 방식이 있다.

최근에는 [8] 과 같이 GPT-2와 같은 사전 학습 언어 모델과

음성인식모델로부터출력된여러개의음성인식후보들중가

장 적절한 후보를 리랭킹(Re-ranking)하여 질의를 교정해주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대화 시스템에서의 자기 학습 연구는 사용자와 대화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결과로 로그 데이터에 남겨진 사용자

의 반응(Feedback)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4] 에서는 사용자의 묵시적인 피드백

(Implicit Feedback)과 재질의 현상을 탐지하여 이를 자연어

분석 모델을 개선하는 데이터로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비

슷한 방식으로 [3]은 사용자의 패러프레이즈 현상과 응답 실패

탐지(Friction Detection)을활용하여인텐트와슬롯분석모델

의학습데이터를증강시키는방법을보인다.질의교정에대한

자기학습방법역시제안된바있다 [5].이논문에서는음악재

생질의교정을위해협업필터링방식을활용한마코프기반의

모델을제시한다.해당모델은사용자의재질의를통해음악재

생에 성공하는 패턴을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이다. 그

외에사용자별로질의한기록과음성인식결과를활용한교정

방식도 있다 [9]. 이 교정 방식은 여러개의 사용자 질의기록과

음성인식 후보 정보와의 관계를 텍스트 생성 모델에 주입하여

교정된 질의 텍스트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3.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화 시스템 로그를 활용해 음악 재생 슬롯을

교정하는자기학습방법을제안한다.자기학습방법은축적된

로그 데이터로부터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모델링하여 사람의

개입없이과거시스템의문제를개선하는방법이다.음악재생

그림 1. 음악 재생 재질의 예시

슬롯 교정을 위한 자기 학습 방법은 누적된 대화 로그 데이터

에서 음악 재생에 실패한 질의 시점 이후에 포착되는 사용자의

재질의 패턴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슬롯 교정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그림 1와 같이 사용자가 ‘장윤정의 초혼 틀어줘’

라고 발화 했으나 음성 인식 오류에 의해 질의가 ’장윤정 초원

틀어줘’로 인식되어 음악 재생에 실패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럴 때 종종 사용자는 재질의를 하여 재생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여러 사용자로부터 발생하여 로그 데이

터에 저장된다. 이렇게 로그 데이터에서 포착된 재질의 패턴을

슬롯 정보를 기준으로 모델이 학습하여 재생 실패 슬롯인 ‘초

원’를 재생 성공 슬롯인 ‘초혼’으로 교정할 수 있다.

그러나,자기학습을위한슬롯교정모델은비지도학습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교정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교정된 슬롯과 입력된 질의 간의 재질의 관계

유사도를 표현할 수 있는 질의 슬롯 유사도 모델을 제안한다.

4. 데이터

4.1 세션 데이터

세션 데이터(Session Data)는 대화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일

정시간간격내에입력한연속된질의를수집한데이터이다 [2].

본 논문에서는 음악 도메인에 한하여 사용자가 음악 재생 질의

인 ‘장윤정의 초원 틀어줘’와 ‘장윤정의 초혼 틀어줘’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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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질의하였을 때 해당 연속 질의를 세션

데이터로 한다. 세션 데이터 구성을 위한 최대 연속 질의 시간

간격은 사용자가 스마트 스피커에 연속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가능한시간을의미하며상황과도메인에따라달라질수있다.

세션데이터는입력된질의텍스트뿐아니라자연어분석결과

의 슬롯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슬롯 교정 모델과

질의 슬롯 유사도 모델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한다.

4.2 음악 재생 슬롯 세션 데이터

음악 재생 슬롯 세션 데이터는 슬롯 교정 모델의 학습을 위

한 데이터이다. 세션 내 마지막 질의의 음악 재생 슬롯이 성공

슬롯인지 혹은 실패 슬롯인지 확인하기 위해 실패 질의 탐지

방법을 이용한다.

실패 질의 탐지(Friction Detection)는 ‘말씀하신 곡을 재생

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와 같이 스마

트 스피커에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패 질의를 탐지하는

방법이다 [3].실패질의를탐지하는방법은사후에로그의시스

템응답텍스트를활용하여실패질의를추적을한다.제안하는

자기 학습 방법에서는 로그로 기록된 대화 시스템 응답 텍스트

정보로부터 음악 재생에 실패한 질의를 탐지한다.

슬롯 교정 모델을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해 음악 재생

질의가 최소 2 번 최대 5 번 발생하는 세션 데이터를 활용한다.

특히, 세션 마지막 질의와 그 이전 질의들이 모두 음악 재생

의도를 갖는 질의로 구성된 세션 데이터로 한정한다. 이 세션

데이터에 대하여 앞서 소개한 실패 질의 탐지 방법을 통해 세

션의 마지막 질의가 성공 질의인지 실패 질의인지 판단한다.

4.3 질의 슬롯 관계 유사도 데이터

질의 슬롯 관계 유사도 데이터는 세션 데이터 안에서 음악

재생에 질의한 곡명과 가수명 슬롯을 기준으로 슬롯과 동일하

거나 유사한 텍스트가 들어있는 질의와 쌍을 이루는 데이터이

다. 이를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세션 데이터에서

재질의 탐지를 통해 재질의 쌍 데이터를 구성하고 [3], 해당

세션에서 사용자가 질의한 슬롯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음

악을 재생했는지 파악하여 질의와 정답 음악명 슬롯 데이터를

쌍으로 이룬다.

재질의 탐지는 질의에서 전달되는 사용자의 의도와 슬롯 정

보가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이용한다. 음악 재생에 대한 재

질의 탐지는 음악 재생이라는 동일한 의도를 가진 문장끼리

비교하여, 기준 질의의 슬롯 정보가 대상 질의의 텍스트에 포

함되는지 여부를 통해 가능하다. 이때 슬롯 정보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고 유사한 발음으로 입력된 경우를 고려하여 텍스

트를 자소 단위로 변환하고 기준 슬롯과 대상 텍스트의 부분

간의 텍스트 유사도를 구하기 위해 레벤슈타인 거리 알고리즘

을 통해 확인한다.

질의 슬롯 관계 유사도 데이터는 재질의 탐지를 통해 얻어진

정답 슬롯을 기준으로 재질의한 질의들을 각각 쌍으로 구축한

다.예를들어 ‘아이유의좋은날틀어줘’와 ‘좋은날아이유노래

재생해줘’라는 재질의 쌍이 있고 두 질의의 기준 슬롯이 ‘아이

유’와 ‘좋은날’인 경우, 각각의 질의를 ‘아이유, 좋은날’이라는

슬롯과 쌍으로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재생 의도를 가진 질의

와 재생에 적합한 슬롯에 대한 쌍은 positive 데이터로, 그렇지

않은 쌍은 negative 데이터로 구성한다. 부정 데이터 쌍은 네

거티브 샘플링 (negative sampling)을 통해 생성한다. 더불어

질의와 슬롯 간의 텍스트 관계 뿐만 아니라 발음열에 대한 관

계를고려하기위해각질의와슬롯에대한발음열정보도함께

구축한다.

5. 모델

5.1 슬롯 교정 모델

그림 2. 슬롯 교정 모델 생성 단계

슬롯 교정 모델은 사용자 질의에서 분석된 슬롯을 입력받아

확률이 가장 높은 교정 슬롯을 출력한다. 이 교정 모델은 [2]

의 방식을 적용하여 흡수 마코프 체인을 활용한 모델로 구성한

다.음악재생에실패한슬롯을교정모델에입력하면세션에서

발생한 슬롯들 간의 전이 패턴을 통해 교정 가능한 성공 슬롯

을 확률로 나타낸다. 그림 2는 음악 재생 슬롯 세션 데이터를

예시로 들어 모델 구성 과정을 단계별로 표현한 내용이다. 이

그림에서는 음악 재생 실패 슬롯 ‘장윤정, 초원’, ‘초원’, ‘윤정,

초원’과 성공 슬롯 ‘장윤정, 초혼’이 세션 데이터에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첫번째단계에서는세션데이터에있는각슬롯정보를상태

(State)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슬롯 ‘장윤정, 초원’은 상태 h0

로 표현한다. 그리고 세션에서 최종적인 음악 재생 성공 혹은

실패 상태를 rp, rn으로 표현한다

H = {h0, h1, ..., hn} (1)

R = {rp, r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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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 2은 그래프의 상태 집합을 나타낸다. H는 슬롯에

대한 상태의 집합이고 R은 음악 재생 성공 혹은 실패 상태의

집합이다. 흡수 마코프 체인 모델은 전이 상태와 흡수 상태로

구성되는데, 이 경우 H의 요소가 전이 상태이고 R의 요소가

흡수 상태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션 데이터를 앞서 정의한 상태로 구성

된 순서 그래프로 표현한다. 그림 2의 단계 2 에서는 ‘장윤정,

초원’, ‘초원’, ‘장윤정, 초혼’이 순차적으로 하나의 세션 데이터

를구성하는것을전이상태 h0, h3, h2로구성된순서그래프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세션에서 음악 재생에 성공한다는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그래프의 마지막에 마지막 흡수 상태 rp

가 추가된다. 슬롯 상태들 중 흡수 상태 rp로 전이되는 슬롯일

수록 교정 슬롯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세션 데이터에 대한 순서 그래프들을

하나의 전이 그래프로 구성한다. 전이 그래프에서 전이 상태

확률 표현은 수식 3을 따른다

P (hj |hi) =
c(hi, hj)∑

v∈H,R c(hi, v)
. (3)

분모는 hi와 상태 집합 H, R의 원소 v에 대한 전체 공기

(Co-occurrence)의 합이고 분자 c(hi, hj)는 상태 hi와 hj의 공

기 수이다. P (hj |hi) 는 상태 hi 기준에서 hj의 확률을 표현한

것이다

P (rp|hi) =
c(hi, rp)∑

v∈H,R c(hi, v)
. (4)

수식 4는 흡수 상태에 대한 확률 P (rp|hi)을 계산하는 수식

으로, 상태 hi가 성공 상태로 전이할 확률이다. 그림 2의 단계

3 에서 h1에서 h3로 전이할 확률P (h3|h1)과 h1이 재생 실패할

확률 P (rn|h1)은 각각 0.33로 계산된다. 연산을 위해 구성한

전이 그래프를 마코프 행렬로 표현하면 수식 3 의 행렬 A와

같다

A =

[
Q R

O I

]
. (5)

행렬 A에서 Q는전이상태확률 P (hj |hi)에대한크기 |H|×
|H|인 전이 행렬이고 R은 흡수 상태 확률 P (rp|hi)와 P (rn|hi)

에 대한 크기 |H| × |R|인 흡수 행렬이다. O와 I는 2 × |R|의
영행렬과 단위 2인 단위행렬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흡수 마코프 체인을 활용하여 각 슬롯 상

태가 재생 성공 슬롯으로 변환되는 확률을 계산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실패한 슬롯 상태가 궁극적으로 성공한 슬롯 상태로 전

이될 수 있는 확률을 수식 5의 마코프 행렬로 표현한다. 마코프

모델의 전이 행렬 Q를 기초 행렬로 변환하면 상태 전이를 무한

히반복했을때각상태가최종적으로어느확률로다른상태에

도달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수식 6은 전이 행렬 Q에서 기초

행렬 N으로 변환하는 수식이다.

N =
∞∑

n=o

Qn = (I|H| −Q)−1 (6)

변환한 기초 행렬은 특정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도달 가능한

상태와 확률을 표현한다. 수식 7은 기초 행렬과 흡수 행렬의

성공 상태 rp에 대한 컬럼 rp를 활용하여 특정 상태에서 도달

가능한 성공 상태들의 확률을 계산하는 수식이다

ps = Ns
ᵀ ◦ rp. (7)

기초 행렬의 s 번째 행벡터를 전치한 Ns
ᵀ와 흡수 행렬의 성

공상태 열벡터 rp 에 대한 요소별 연산을 통해 도달 가능한

성공상태에 대한 확률 벡터가 계산된다. 이 확률 벡터의 요소

인 확률값 중 가장 높은 값을 갖는 상태가 가장 도달 가능한

성공 상태이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h∗t = arg max(ps). (8)

그림 2의단계 4에서수식 8을통해실패슬롯상태 h0, h1, h3

에 대한 성공 슬롯 상태 h2로의 전이 확률을 계산하면 각각

0.67, 0.67, 1.0이된다.흡수마코프체인모델을활용하여실패

질의의 슬롯을 성공질의의 슬롯으로 변환하는 슬롯 교정 모델

을 구성하면 각 실패 슬롯 상태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도달할

수 있는 성공 슬롯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질의 ’장윤정의 초원 틀어줘’에서 분석된 슬롯 ’장윤정, 초원’

이 모델에 입력된다면 가장 높은 확률 0.67로 ’장윤정, 초혼’이

교정 슬롯으로 출력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에서 출력된 실패

슬롯과 성공 슬롯에 대한 쌍을 <키, 벨류> 형태로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하여 입력되는 실패 슬롯에 매칭되는 성공 슬롯을

교정 후보로 출력한다.

5.2 질의 슬롯 유사도 모델

자기학습기반의슬롯교정모델의결과에대한검증을위해

본논문에서는질의슬롯관계유사도모델을새롭게제안한다.

이 모델은 재질의 특성을 활용하여 구축된 질의 슬롯 관계 유

사도데이터를통해대화시스템의입력질의와교정된슬롯사

이의 유사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슬롯 교정 모델을 검증할

수 있다. 제안하는 질의 슬롯 관계 유사도 모델은 SIM 모델을

기반으로하며 [10],질의텍스트와교정된슬롯,그리고발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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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질의 슬롯 관계 유사도 모델 구조

표 1. 슬롯 빈도에 따른 교정 모델 정확도

최소 슬롯 빈도 ≥ 1 ≥ 2 ≥ 3

정확도(Acc.) 58% 73% 82%

정보를 입력받아 텍스트와 발음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유사도

점수를 출력하는 모델이다.

모델 구조는 그림 3와 같이 텍스트 임베딩 모델을 구성하

여 질의와 슬롯에 대한 임베딩 백터를 출력하고, 상호 어텐션

(Inter-attention) 레이어와 피드포워드(Feed-forward) 네트워

크 레이어를 두어 질의와 슬롯의 임베딩 벡터 사이의 관계를

상호 어텐션 레이어에서 연산한 후 유사도 점수를 계산한다.

임베딩 레이어는 Distilled RoBERTa를 활용하였다 [11].

6. 실험 및 평가

6.1 슬롯 교정 모델 실험 결과

슬롯 교정 모델의 결과에 대한 검증과 교정 가능한 범위를

살피기 위해 3 가지의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 과정에서 모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1 년의 로그 데이터로 학습한 질의 슬롯

관계 유사도 모델을 통해 계산된 교정 슬롯과 질의 간의 유사

도를 기반으로 정확도를 측정한다. 실험 평가 데이터는 모델을

학습데이터수집을한시점이후일주일로그데이터를수집하

여 교정한 결과 중 교정 확률이 0.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모델

성능 측정에 활용했다.

첫 번째 실험은 모델 그래프에서 활용할 슬롯 상태의 최소

빈도의 변화에 따른 모델 성능의 변화를 확인한다. 실험에서

활용한 학습 데이터는 1 주일 간 수집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최소 빈도에 따른 모델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표 1의 결과는 최

소 슬롯 빈도가 높아질 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 이 결과 슬롯

빈도에 대한 제한이 높을 수록 교정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표 2. 세션 최대 연속 질의 시간에 따른 모델 정확도

30초 45초 60초 90초

정확도(Acc.) 70% 73% 75% 78%

표 3. 수집 데이터에 따른 슬롯 교정 가능 비율

1주일 1개월 3개월

정확도(Acc.) 82% 75% 73%

교정 가능 비율 3% 8% 12%

더욱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실험은 세션 최대 연속 질의 시간에 따라 수집한

학습 데이터 별로 모델의 정확도를 확인한다. 학습 데이터는

최대 연속 질의 시간 30초, 45초, 60초, 90초를 기준으로 1 달

간 수집한 세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 성능을 측정한다. 표 2

의 결과를 살펴보면 최대 연속 질의 시간이 커질 수록 정확도

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 연속 질의 시간이 90

초인 경우 78%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사용자가 음악

재생 이후 충분히 청취를 하고 다시 노래를 요청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제안하는 모델에서는 최대

연속 질의 시간을 60 초인 세션 데이터를 구축하여 활용했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수집 기간의 변화에 따른 슬롯 교정 비

율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실험에서는 슬롯 빈도가 3 이상인

상태에서 최대 연속 질의 시간이 60초인 세션 데이터를 1 주일

과 1 개월 그리고 3 개월 별로 수집하고 모델 학습을 하여 교정

비율을확인한다.교정비율은음악재생실패슬롯중 2회이상

반복된고유질의기준으로정한다.표 3를보면수집한기간이

길어질 수록 정확도가 다소 낮아지지만 슬롯 교정이 가능한 비

율이 높아진다. 교정 비율과 정확도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슬롯 빈도가 3 이상이고 3 개월간 수집한 로그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구축했다.

6.2 질의 슬롯 관계 유사도 모델 실험 결과

질의 슬롯 관계 유사도 모델은 교정된 슬롯 결과에 대한 검

증과 더불어 잘못된 슬롯 결과를 출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을 진행한다. 모델 학습 데이터에서 positive 관계

를 가지는 쌍 중 슬롯이 질의 텍스트에 대한 완전 일치하는

경우와 불완전 일치 경우가 있는데 negative 데이터를 생성하

는 것 외에 이 두 경우의 조합에 따라 모델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최적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완전 일치와 불완전 일치 데

이터 비율과 네거티브 데이터 생성 비율을 조합을 탐색하는 실

험을진행했다.학습데이터조합비율은 [완전일치 positive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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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질의 슬롯 관계 유사도 데이터의 조합에 따른 성능

평가 데이터 - 학습 데이터 -

비율 TPR TNR TPR TNR

1:1:1:1 70% 76% 96% 95%

1:1:2:1 74% 76% 98% 95%

1:2:1:1 70% 77% 98% 95%

1:2:2:1 66% 80% 97% 98%

1:2:2:2 73% 70% 98% 95%

이터:완전 일치 negative 데이터:불완전 일치 positive 데이터:

불완전 일치 negative 데이터] 로 구성한다. 완전 일치 positive

데이터는 ’아이유’라는 슬롯을 기준으로 해당 슬롯이 동일하게

들어있는 ’아이유 재생해줘’라는 질의가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

터이고 불완전 일치 positive 데이터는 ’이유 재생해줘’나 ’아유

틀어줘’와 같이 ’아이유’ 슬롯 텍스트가 일부 들어있는 질의와

쌍을이룬데이터이다. negative데이터는 positive데이터를무

작위로 섞은 데이터이다.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질의와 슬롯의

positive 관계와 negative 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예측 유사도의

기준은 0.5로하고데이터는모델탐색을위해 1주일로그데이

터를 수집하여 모델을 학습하고 수집한 다음날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 성능을 측정한다.

표 4은 조합 비율에 따른 학습 모델 성능으로 TNR(True

Negative Rate)와 TPR(True Positive Rate)을 지표로 한다.

탐색 결과 1:2:2:1 비율로 조합한 학습 데이터가 학습과 검증

성능에서 각각 TNR 98% 와 80% 을 보여 해당 비율이 슬롯

교정 결과에서 잘못된 질의-슬롯 관계에 대해 잘 예측할 수 있

는 데이터 조합으로 확인하였다. 탐색 실험 결과를 적용하여

1 년의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한 결과 TPR 90%, TNR

92% 로 검증 성능을 보였다.

6.3 케이스 분석

슬롯교정모델에서출력된결과에대한케이스분석결과, 4

가지 유형의 슬롯 교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표 5는 각 유형

별 재생 실패 슬롯에 대한 교정 결과이다. 유형 1, 2의 경우는

평가 모델에서 유사도 점수가 대체로 높게 나오는 발음이나

텍스트의 유사도의 관계가 있는 교정 예시들이다. 유형 1은 한

글과영어혹은한글과숫자에대한표기오류문제를해결하는

유형이다. 한글로 음성 인식된 슬롯 ‘페파 피그’는 음악이 재생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PEPPA PIG’로 교정하여 음악

재생을 성공시킨다. 유형 2 의 경우는 발음 오류를 포함한 재

생 실패 슬롯을 교정하는 유형으로, 앞서 살펴보았던 ‘초원’을

‘초혼’으로 교정하는 예시가 이에 해당된다. 유형 1, 2는 기존

사전 기반 교정 방식으로도 교정이 가능한 경우이다.

그림 4. 대화 시스템에서 슬롯 교정 모델 적용

다른 한편으로, 유형 3, 4는 발음이나 텍스트의 유사도 점

수가 높아서가 아닌 슬롯의 의미 관계가 포함되거나 동일하여

교정된 사례이다. 유형 3은 포함관계를 활용한 슬롯 교정으로,

‘노라조, 봉환아’는 ‘철인왕후 ost’에 속하는 슬롯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형 4와 같이 ‘음악대장’을 의미적으로 동일한 슬롯

인 ‘하현우’로 교정하는 유형도 확인되었다. 이 두 유형을 통해

단순히 발음의 정보의 교정 뿐만 아니라 슬롯의 의미적으로

관계가 있는 슬롯 교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다.

하지만, 슬롯 교정 모델이 재생 실패 슬롯과 무관해보이는

교정 슬롯을 출력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표 5에서 그 외 유형에

해당하는 ‘불장난’과 ‘Ghost Rule’은 각각의 재생 실패 슬롯과

연관이 없는 정보로 교정된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사용자의

재질의 패턴이 일관되지 않거나 질의 빈도가 낮은 경우에 연관

없는 슬롯으로 교정이 일어날 수 있다.

7. 대화 시스템 적용

슬롯 교정 모델(Slot QR)은 그림 4와 같이 대화 시스템의

NLU(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모듈에서 추출된 슬

롯결과를받아교정하고 DM(Dialogue Management)모듈에

전달하여교정된슬롯정보를반영하여응답을하도록한다.슬

롯 교정 모델이 온라인(Online) 상황인 경우 NLU에서 분석된

슬롯을 먼저 슬롯 교정 모델을 거쳐 교정 슬롯 후보 중 가장

교정 확률이 높은 슬롯 후보를 출력하고 입력 질의 정보와 같

이 질의 슬롯 유사도 모델에 입력하여 유사도 점수를 얻도록

한다. 유사도 점수를 토대로 임계점 이상인 경우에만 교정 슬

롯을 출력한다. 오프라인(Offline)인 경우 대화 시스템에서 발

생된 로그 데이터를 익명화 처리를 하여 대화 세션 데이터로

수집하여 슬롯 교정 모델 학습을 진행한다. 로그로부터 수집한

세션데이터는음악재생슬롯세션데이터와질의슬롯유사도

데이터로 구축하여 슬롯 교정 모델과 질의 슬롯 유사도 모델을

위한 모델 학습을 하고 이를 배포한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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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슬롯 교정 모델 교정 유형

입력 실패 슬롯 교정 슬롯 유형

페파 피그 PEPPA PIG

1
love affair, 우미 love affair, umi

7272, 뱅뱅 치리 치리 뱅뱅

다비치, 빨리빨리 8282, 다비치

장윤정, 초원 장윤정, 초혼

2
이태원 클라스 이태원 클라쓰

뚱 발 발레 똥 밟았네

탈모르파티 아모르파티

ost, 철인왕후 노라조, 봉환아

3권정렬 10cm

don’t stop me now, 프레디 머큐리 don’t stop me now, queen

음악대장 하현우

4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설날

파닉스 abc 알파벳 노래

아침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똥 밟았네

나비 보벳따우 불장난
그 외

생명에게 미움받고 있어 Ghost Rule

과정은주기적으로동작하는것을자동화하여사람의개입없이

슬롯 교정 모델이 업데이트되도록 한다.

8. 결론 및 향후 과제

본논문에서는자기학습방법기반의슬롯교정모델을제안

한다.이는음악재생질의를포함하는로그데이터에서포착된

사용자의 재질의 패턴을 활용하여 실패 슬롯을 성공 슬롯으로

교정하는 모델을 자동으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개입하

여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주입해야하는 사전 기반의 교정 방

식과 차별화 된다. 더불어 질의 슬롯 유사도 모델을 제시하여

불확실한 슬롯 교정 결과를 검증하고 교정 결과에 대한 안정

성을 보장한다. 케이스 분석을 통해 음성 인식 오류나 발음이

약간 잘못되어 음악 재생에 실패하는 문제 외에도 슬롯의 의

미 관계가 있는 슬롯으로 교정되는 유형을 발견하여 발음 문제

외의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제안한 모델을 음악 재생 외에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는 슬롯 교정 모델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음성

인식 오류나 발음 문제 외에 다른 유형의 오류에 대한 교정

사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교정 결과에 대한 사용자의 피드백 로그를 활

용하여사용자선호기반의슬롯교정모델을연구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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