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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궁금해할 정보들을 Seq2seq 

기술을 사용한 챗봇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키워드: 코로나19(COVID-19), Seq2seq(Sequence to sequence), 인코더/디코더(Encoder/De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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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코로나가 발생 된 후, 2020년 3월 서울 구로구의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 감염사태는 사람들이 밀집되어있고, 직업 특성상 비말이 

튀어 감염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의 감염이 갈수록 

증가해가는 지금, 감염의 위험도를 낮추고 상담원의 피로도를 없애줄, 

즉 일을 대신 해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업무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고찰하였다. 상담원 업무와 가장 비슷한 프로그램이 챗봇 

시스템이었고, 챗봇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딥러닝 모델을 조사해본 

결과 Seq2seq 모델이 있었다. 

본 논문의 1차 목적은 Seq2seq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상담원 업무와 

감염 위험도를 덜어줄 코로나 상담 챗봇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 궁극적

으로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코로나 19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고 

이를 통하여 코로나 19의 전파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II. System Architecture

Fig1은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이다. Seq2seq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시킨 후 파이썬의 Flask로 Rest API 서버를 구축하여 Spring과 

연결하였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III. Experiments

데이터 전처리는 Konlpy의 Komoran, Okt를 가지고 데이터를 

전처리했다. 품사별로 문장을 나눈 뒤, 그 나눈 것들을 각각 숫자로 

토큰화해주었다. 또한, 문장 안에 들어갈 단어의 개수를 100개로 

설정해주었고, 그보다 짧을 경우, 0으로 Padding해 주었다. 그리고 

단어사전에 포함되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3으로 표시해주었다. 

Decoder 입력, 출력은 각각 1,2로 태깅해주었다.

Fig. 2는 Keras를 이용한 Seq2seq 모델 구조 중 학습 모델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입력문장을 input1, 목표문장을 input2 입력. 

Embedding Layer를 거쳐 LSTM으로 학습을 한다. 출력은 문장 

단어 개수만큼 One-hot 인코딩하여 맞는 예측한 단어를 골라낸다.

Fig. 2. Trai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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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는 예측 모델의 Encoder, Decoder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Encoder 모델은 입력문장의 Cell state를 예측, Decoder 

모델은 목표문장을 Encoder의 Cell State를 이용해 예측한다.

Fig. 3. Predict Encoder Model 

Fig. 4. Predict Decoder Model

Fig. 2 모델을 이용하여 각각의 Konlpy 형태소 분석기인 Komoran, 

Okt를 사용하여 학습시켰다. 아래의 Fig. 5는 Okt, Fig. 6은 Komoran

을 가지고 학습시킨 그래프이다. Komoran과 Okt 둘 다 학습 정확도 

0.99, 검증 정확도 0.85를 넘었고, 학습손실률, 검증 손실률 둘 다 

0.05 1.5 이하였지만 Komoran이 검증 정확도 측면에서 0.2 정도 

앞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5. Okt 학습·검증 정확도, 손실률

Fig. 6. Komoran 학습·검증 정확도, 손실률

IV. Conclusions

Konlpy의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한 결과 Okt 보다 Komoran을 

사용한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Komoran이 오탈자와 

띄어쓰기에 대한 보정을 해주기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는 한 문장 안에 들어가는 단어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 속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한 문장 안에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형태이기 

때문임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을 통하여 1장에서 제시한 1차 목적과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STT와 TTS 기술을 활용하면 시, 

청각 장애인들 또한 해당 챗봇으로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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