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엽․ 허윤아․ 임희석†

†고려 학교 컴퓨터학과

Dong-Yub Lee․ Yun-A Hur․ Heui-Seok Lim†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화 시스템(dialogue system)은 텍스트나 음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한 목 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화 시스템을 구 하기 한 방법으로 인공 신경망(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한 end-to-end 

learning 방식이 제안되었다. End-to-end learning 방식을 이용한 식당 약 시스템 모델의 학습을 해 페

이스북은 어로 이루어진 식당 약에 련된 학습 화 데이터셋(The 6 dialog bAbI tasks)을 구축하

다. 하지만 end-to-end learning 방식의 학습은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단 이 존재하는데, 액션 템

릿(action template)의 정의를 통해 도메인 지식을 표 함으로써 일반 인 end-to-end learning 방식보다 

은 학습량으로 좋은 성능의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Hybrid Code Network 구조를 제안한 연구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Hybrid Code Network 구조를 이용하여 한국어 식당 약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안하고, 한국어로 이루어진 식당 약에 련한 학습 화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화 시스템(dialogue system)은 텍스트나 음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한 목 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화 시스템을 구 하기 한 통 인 

연구 방법으로는 slot-filling을 기반으로 한 방법[1,2,3]

이 있다. Slot-filling은 화의 각 상태를 slot으로 미

리 정의하고 화가 진행하는 동안 slot을 채우는 방식

이다. 식당 약 시스템의 경우 slot값은 식당의 치

나 가격 는 요리의 종류 등이 될 수 있다. 이와 같

이 해당 도메인(domain)에서 특정 목 을 수행하는데

에 필요한 속성 값들은 slot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

만 slot-filling을 이용한 연구는 hand-craft된 자질

(feature)를 활용하고 해당 도메인에 해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메인에 한 확장이 어

렵다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한 방

법으로 인공 신경망(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한 

end-to-end learning 방식이 제안되었다[4,5]. 해당 도

메인에 한 지식 없이 학습 데이터 자체만으로 모델

의 학습이 가능하고 새로운 도메인에 한 확장이 비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

원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10079423)."

교  쉽다는 장 으로 인해  end-to-end learning 방

식은 싱(parsing)[6] 이나 기계 번역(machine 

translation)[7] 그리고 화 시스템[8]에 용된 연구가 

있다.

 기존의 end-to-end learning 방식은 간단한 화

(chit-chat)을 목 으로 한 화 시스템들에 활용되었

지만 최근 end-to-end learning 방식을 이용하여 목  

지향  화(goal-oriented dialog)인 식당 약 시스템

에 용한 연구가 있다[9]. End-to-end learning 방식

을 이용한 식당 약 시스템 모델의 학습을 해 페이

스북은 어로 이루어진 식당 약에 련된 학습 

화 데이터셋(The 6 dialog bAbI tasks)을 구축하 다. 

하지만 end-to-end learning 방식의 학습은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단 이 존재하는데, 액션 템 릿

(action template)의 정의를 통해 도메인 지식을 표

함으로써 일반 인 end-to-end learning 방식보다 

은 학습량으로 좋은 성능의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Hybrid Code Network구조를 제안한 연구가 있다[10].

본 논문에서는 Hybrid Code Network 구조를 이용

하여 한국어 식당 약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안하고, 한국어로 이루어진 식당 약에 련한 

학습 화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017 21 2

순

서
발화 목 어 한국어

1 인사 hello 안녕

2 약

can you make 

a restaurant 

reservation with 

(food, location, 

party_size, 

price)

(음식, 

장소, 인원, 

가격)으로 

약하고 

싶어

3 약 수정

instead could 

it be with 

(food, location, 

party_size, 

price)

~ 로 

바꿔줘 

4
약 

가능성

no this does 

not work for 

me

별로야, 

다른거 

보여줘

5
추가 변경 

거부
no 아니

6 약 확정 it's perfect
좋아, 

훌륭해, 

7
식당 장소 

확인

can you 

provide the 

address

식당 주소 

좀 알려줘,

8
식당 

연락처 확인

may i have 

the phone 

number of the 

restaurant

식당 

연락처 좀 

알려줘

9 감사 인사 thank you 고마워

10
추가 도움 

거부
no thank you 아니

[표 1] 발화의 목 에 따른 어 – 한국어 번역

[그림 1] Hybrid Code Network 구조도

한국어로 이루어진 식당 약에 련한 학습 화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에

서 구축한 어로 이루어진 식당 약에 련한 학습 

화 데이터셋(The 6 dialog bAbI tasks)을 이용하

다. 어로 이루어진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래의 

표[1] 과 같이 발화의 목 에 따라 어로 이루어진 각

각의 발화(utterance)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학습 데이

터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Hybrid Code Network는 액션 템 릿(action 

template)의 정의를 통해 도메인 지식을 표 함으로써 

일반 인 end-to-end learning 모델에 비해 상 으

로 은 양의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end-to-end 

learning 방식의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진 모델

이다. 이 장에서는 Hybrid Code Network를 이용하여 

한국어 식당 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Hybrid Code Network의 구조는 그림[1]과 같다.

사용자가 발화를 입력하면 3 가지의 방법으로 자질

(feature)을 형성할 수 있다. Entity extraction 모듈은 

사용자의 발화로부터 <두명>, <인도 요리> 와 같이 

식당 약에 필요한 속성이 될 수 있는 개체(entity)들

을 추출한다. 개체를 추출하기 해 미리 각 속성들에 

해당하는 개체 리스트들을 정의하고 발화로부터 문자

열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발화속에 존재하는 개체

들을 추출할 수 있다. Utterance embedding 모듈은 한

국어로 이루어진 키피디아 데이터를 학습시킨 

word2vec 모델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발화를 임베딩한

후 이를 자질로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발화

를 상으로 bag of words 기법을 이용하여 특징을 

구성한다. 3 가지의 방법으로 구성된 각 자질들은 연

결(concatenation)되어 최종 자질을 구성한다. 구성된 

최종 자질은 RNN(recurrent neural networks)의 입력

으로 사용된다. RNN은 구성된 자질을 이용하여  은닉 

상태(hidden state)를 계산하고 계산된 은닉 상태는 

softmax layer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최종 으로 

softmax layer는 사용자의 발화에 한 응답을 생성한

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식당 약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식당 약에 련한 학습 화 데이터셋을 수집

하는 방법과 Hybrid Code Network 구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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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데이터셋을 학습 시키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한 시스템은 일반 인 end-to-end learning 방식

의 모델에 비해 상 으로 은 양으로 모델의 학습

이 가능하고 좋은 성능을 보일것으로 기 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발화의 목 에 따른 한국어 발화를 

더욱 다양하게 구성하여 사용자의 다양한 입력에도 식

당 약을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학습 데이터를 

수집을 할 것이다. 한 word2vec이나 RNN 모델의 

하이퍼 라미터  가 치(weight) 기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함으로써 제안된 한국어 식당 약 시스

템 모델의 성능 향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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