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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BERGPT-chatbot, a domestic AI chatbot that can alleviate negative 

emotions based on text input such as ‘Replika’. We made BERGPT-chatbot into a chatbot capable of 

mitigating negative emotions by pipelined two models, KR-BERT and KoGPT2-chatbot. We applied a 

creative method of giving emotions to unrefined everyday datasets through KR-BERT, and learning 

additional datasets through KoGPT2-chatbot. The development background of BERGPT-chatbot is as 

follows. Currently, the number of people with depression is increasing all over the world. This 

phenomenon is emerging as a more serious problem due to COVID-19, which causes people to increase 

long-term indoor living or limi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verseas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s aimed 

at relieving negative emotions or taking care of mental health care, have increased in use due to the 

pandemic. In Korea, Psychological diagnosis chatbots similar to those of overseas cases are being 

operated. However, as the domestic chatbot is a system that outputs a button-based answer rather than 

a text input-based answer, when compared to overseas chatbots, domestic chatbots remain at a low level 

of diagnosing human psychology. Therefore, we proposed a chatbot that helps mitigating negative 

emotions through BERGPT-chatbot. Finally, we compared BERGPT-chatbot and KoGPT2-chatbot through 

‘Perplexity’, an internal evaluation metric for evaluating language models, and showed the superity of 

BERGPT-chat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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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레플리카'와 같은 텍스트 입력 기반의 부정적 감정 완화가 가능한 국내 인공지

능 챗봇인 BERGPT-chatbot을 제안하고자 한다. BERGPT-chatbot은 KR-BERT와 KoGPT2-chatbot을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 감정 완화 챗봇을 모델링하였다. KR-BERT를 통해 정제되지 않은 일상 데

이터셋에 감정을 부여하고, 추가 데이터셋을 KoGPT2-chatbot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이다. 

BERGPT-chatbot의 개발 배경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COVID-19로 인해 장기적 실내 생활이나 대인 관계 제한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

다. 그로 인해 부정적 감정 완화나 정신 건강 케어에 목적을 둔 국외의 인공지능 챗봇이 팬데믹 

사태로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국내에서도 국외의 챗봇과 비슷한 심리 진단 챗봇이 서비스 되고 

있으나, 국내의 챗봇은 텍스트 입력 기반 답변이 아닌 버튼형 답변 중심으로 국외 챗봇과 비교하

였을 때 심리 진단 수준에 그쳐 아쉬운 실정이다. 따라서, BERGPT-chatbot을 통해 감정 완화에 도

움을 주는 챗봇을 제안하였으며, BERGPT-chatbot과 KoGPT2-chatbot을 언어 모델의 내부 평가 지표

인 ‘퍼플렉서티’를 통해 비교 분석하여 BERGPT-chatbot의 우수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주제어: 딥러닝, 감정 분석, AI챗봇, KR-BERT, KoGPT2-chatbot

I. Introduction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구가 불안 장애나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상담 비용이나 치료 시설 접근성 등의 

환경적 문제로 상담에 어려움을 느낀다. 우리나라 문화에

서는 특히나 정신적 문제를 드러내거나 전문적 치료에 거

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1]. 이후 컴퓨터를 통한 심리 

상담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관련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

램 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2]. 특히, 상담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거나 인공지능 챗봇을 통한 정신 건강 케어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인공지능 챗봇의 경우, 대부분 연중무

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여 이용자의 필요를 즉시 충족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는 것이 큰 장점이다[3].

정신 건강 케어 인공지능 챗봇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국외의 ‘워봇 (Woebot)’, ‘와이사 (Wysa)’, ‘테스 (Tess)’, 

‘레플리카 (Replika)’ 등이 있다. 이 중 레플리카의 경우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켜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

상 대화 챗봇인데, COVID-19 팬데믹 사태 이후로 사용량

이 크게 증가하였다[4]. 그러나, 레플리카의 경우 영어로만 

대화가 가능하여 소통에 있어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텍

스트 입력 기반인 BERGPT-chatbot을 제안한다.

BERGPT-chatbot은 KR-BERT[5]와 KoGPT2-chatbot

[6]을 앙상블한 기법이다. 특히 BERGPT-chatbot에 이용

되는 KR-BERT의 경우 텍스트 감정 분석의 대표적 언어 

모델인 BERT[7-8] 기반 한국어 특화 모델이다. 다른 한국

어 BERT 모델과 비교했을 때 적은 데이터로도 자연어 처

리 성능 과제에서 동등하거나 높은 성능을 보인다. 

KoGPT2-chatbot은 문장 생성 언어 모델인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GPT) [9-11] 기반의 한국어 

모델인 KoGPT2[12]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챗봇이다. 

KoGPT2는 챗봇 구축이나 텍스트 감성 예측 및 분석 기반 

응답 생성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언어 모델인 두 모델을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습된 BERGPT-chatbot과 기존 

KoGPT2-chatbot을 내부 평가 지표인 퍼플렉서티

(Perplexity, PPL)[13] 를 통해 두 모델의 우위를 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레플리카의 특징과 사용 모델의 관련 연구를 

알아보고, 3장에서는 KR-BERT와 KoGPT2-chatbot을 활

용한 방법론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Dataset의 구성과 전

처리, 실험 환경 등을 기술하고 결과에 대한 분석을 제시

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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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Replika

2017년에 출시된 레플리카는 감성 지능 챗봇으로 긍정

적 감정을 유도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한다

[14]. 레플리카는 사용자와 대화 즉시 챗봇의 응답에 평가

를 하고, 대화할수록 챗봇이 업그레이드되며 사용자와의 

대화를 기억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Fig. 1. Replika Architecture

Fig. 1은 레플리카의 구조를 나타낸다. 레플리카는 대화 

엔진 (Dialog Engine) 을 통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에 

대해서 응답을 해준다. 대화 엔진은 스크립트 (Scripts), 

생성 모델 (Generative Model), 검색 모델 (Retrieval 

Model), 자연어 처리 분류기 (NLP classifiers), 재순위 

모델 (Reranking Model) 로 구성되며 그 중 재순위 모델

을 사용하여 응답해주기 때문에 다른 챗봇과는 다르게 더 

정확한 응답이 가능하다. 재순위 모델은 단순하게 사용자

가 입력한 문장에 대해서 응답 문장을 생성하는 생성 모델

과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에 대해서 최적의 답변을 검색하

여 응답 문장을 생성하는 검색 모델을 활용하여 응답 문장 

후보를 구한다. 그리고 선정된 후보 문장을 파인튜닝 

(fine-tuning) BERT를 통하여 문장에 대한 긍정과 부정 

(Upvote & Downvote) 을 분류한다. 분류된 긍정과 부정 

문장은 점수를 산출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답변을 사용자

에 답변해준다. 여기서 긍정과 부정은 사용자가 레플리카

가 응답한 문장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평가가 완

료된 문장들은 긍정 비율 (Upvote ratio) 을 구하는데 긍

정 / 긍정 + 부정 (Upvote / Upvote + Downvote) 공식

으로 비율을 구한다. 이렇게 계산된 긍정 비율 척도 

(Upvote ratio metric) 는 추후 학습 데이터로도 활용되

며 점수 산출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용자와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영어

로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1.2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BERT)

2019년 구글에서 발표한 트랜스포머 양방향 인코더 표

현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 from 

Transformers, BERT) 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대표적

인 텍스트 감정 분석 언어 모델이다. BERT는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인코더 (Encoder) 부분을 사용하는 모델이며, 

양방향 모델과 WordPiece 토크나이징을 사용하는 것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WordPiece 토크나이징은 바이트 

페어 인코딩 (Byte Pair Encoding, BPE) 과 비슷한 방법

인데, 문장에 들어있는 단어의 빈도수를 기반으로 하여 단

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토크나이징하는 방법이다. 양방향 

모델은 기존 단방향에 비해 단어 간 관계 파악의 정확도가 

높아 문맥 파악이 더 수월하다. 예를 들어, 문장 중간의 단

어를 예측해야 하는 경우 기존 모델은 이전 단어들만 참고

하여 예측을 진행했지만, 양방향의 경우 이전, 이후 단어 

모두를 참고하여 예측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예측

이 가능하다[7-8].

1.3 KR-BERT

기존 BERT 모델이 음절 단위로 토큰을 나누었다면, 

KR-BERT[5]는 자소 단위로 토큰을 나누는 것을 제안했다. 

자소 단위로 모델을 학습하는 경우 기존 한국어 BERT모델

[15-16]보다 문법에서 여러 활용형 인식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갔’, ‘감’, ‘간’ 등과 같이 음절 단위의 형

태를 자소 단위로 ‘ㄱ(k)’, ‘ㅏ(a)’ 로 나누어 둘은 “가다

(go)”의 의미를 가진다. 받침인 ‘ㅆ’, ‘ㅁ’, ‘ㄴ’ 등을 통해 

과거나 현재와 같이 여러 진행형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렇

게 자소 단위의 분석을 통해 Multilingual BERT 모델에서 

한국어 분석 시에 아쉬운 부분까지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KR-BERT는 감정 분석, 질의응답, 개체명 인식, 패러프레

이즈 인식의 네 가지 자연어 처리 과제 성능을 평가하였을 

때, 다른 한국어 기반 BERT 모델들보다 동등하거나 더 높

은 성능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R-BERT를 이

용하여 텍스트 감정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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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KoGPT2

2018년 처음 Open AI에서 공개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GPT) 는 이후 2019년에 

GPT2를, 2020년에 GPT3을 공개했다[9-11]. GPT는 다른 

언어 모델들처럼 단어가 주어질 때 다음에 나올 단어들을 

예측하는 특징이 있다.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문단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GPT2의 경우 영어를 기반으

로 한 모델이기 때문에 한국어 문장 생성에 있어서 부족한 

성능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KoGPT2가 개발되

었다. KoGPT2는 음절 바이트 페어 인코딩과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Decoder) 블록을 사용하여 한국어 문장을 학습시

켰다. 학습 데이터는 40GB 이상이며, 모델 학습에 사용된 

사전에는 이모티콘 등을 포함하여 51,200개의 토큰이 들어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KoGPT2 기반으로 만들어진 

haven-jeon의 KoGPT2-chatbot을 사용하고자 한다.

III. Methodology

본 연구에서는 감정 완화 챗봇인 BERGPT-chatbot을 

제안한다. Fig. 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전체적

인 구조 및 학습 과정을 나타낸다.

BERGPT-chatbot은 KR-BERT와 KoGPT2-chatbot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 구성하였다. KR-BERT와 

KoGPT2-chatbot은 감정이 분류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

습되었고, 기존 KoGPT2-chatbot의 경우 한 개의 데이터

셋으로 학습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챗봇에 다양한 응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으로 공개된 감정 데이터셋을 

비롯하여 일상 대화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한 KR-BERT

로 감정 분류를 진행하였다. 이후 분류된 일상 대화 데이

터를 KoGPT2-chatbot의 추가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였다. 이러한 KR-BERT와 

KoGPT2-chatbot의 파이프라인은 더 다양한 데이터셋의 

사용으로 기존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정확한 응답을 기대 

해볼 수 있다.

Fig. 2. Workflow of BERGPT-chatbot

① 감정 분류를 위해 KR-BERT를 학습함

� KR-BERT의 최적화 함수는 Adam, 손실 함수는 

CrossEntropyLoss를 사용

� 데이터는 Naver sentiment movie corpus 

v1.0[17], 감성 대화 말뭉치(버전 1.0)[18]와 웰니스 

대화 스크립트 데이터셋[19], 감성 분석 말뭉치 

2020(버전 1.0)[20]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

� 이후, 비감정 데이터인 일상대화 말뭉치 2020(버전 

1.1)[20]를 사용하여 감정을 분류

② 분류된 감정에서 부정은 1, 긍정은 2로 구성

③ 감정 분류를 마친 비감정 데이터와 기존 감정 데이터를 

가지고 KoGPT2-chatbot을 학습

� 토크나이저의 음절 바이트 페어 인코딩 토크나이저

를 사용

� 최적화 함수는 AdamW, 손실 함수는 

CrossEntropyLoss를 사용

④ KoGPT2-chatbot을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의 감정 분

석 후 알맞은 답변을 출력하는 형태로 대화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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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Name Characteristics Number of data

emotion

Naver sentiment movie corpus v1.0 Naver movie review
positive 100,000

negative 100,000

Emotional dialogue corpus v1.0
Script divided into 60 

emotions

positive 3,954

negative 221,379

Emotional analysis corpus 2020 v1.1
product, movie, travel 

review

positive 17,346

negative 2,743

non-

emotion

Wellness conversation script dataset Mental health consultation sentence 2,068

Everyday conversation corpus 2020 v1.1

Conversation between two 

speakers about a 

newspaper article

sentence 27,212

Table 1. Training dataset of BERGPT-chatbot

IV. Experiment

본 실험에서는 AIHub KETI R&D데이터 인식기술(언어지

능)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감정 정보가 포함된 단발성 대

화’[21]를 통하여 모델을 비교하려고 한다. 모델 비교는 PPL

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우위를 보고자 한다.

4.1 A dataset for emotional analysis conversations

Table. 1은 감정 분석 대화를 위한 데이터셋이다. 

Naver sentiment movie corpus v1.0은 네이버 영화에

서 사용자들의 리뷰를 스크랩하여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데이터는 id는 리뷰 아이디, document는 실제 리뷰, 

label은 리뷰의 감성 데이터로 구성되어있다. document

와 label의 데이터만 사용하여 학습 데이터로 구성하였다.

감성 대화 말뭉치(버전 1.0)는 AI-Hub에서 제공하는 데

이터이다. 60가지의 감정 중 기쁨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긍

정 데이터, 나머지 데이터는 부정 데이터로 분류하여 데이

터셋을 구축하였다.

감성 분석 말뭉치 2020(버전 1.0)은 국립국어원에서 제

공하며 5가지로 세부 감정으로 분류되어있다. 중립, 긍정, 

강한 긍정은 긍정 데이터로 분류하였으며, 강한 부정, 부

정은 부정 데이터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웰니스 대화 스크립트 데이터셋은 AI Hub에서 제공하

며, 사용자와 챗봇의 상담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데이터만 

사용하였다.

일상 대화 말뭉치 2020(버전 1.1)은 국립국어원에서 제

공하며, 15개의 주제와 13개의 제시 자료인 국립국어원 

신문 말뭉치에서 선정한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두 명의 화

자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눈 일상 대화를 텍스트 형태로 추

출한 대화 데이터셋이다.

4.2 Construction of experimental data for 

emotional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감정 정보가 포함된 단발성 대화 

데이터셋을 통하여 모델을 비교하려고 한다. 한국어 감정 

정보가 포함된 단발성 대화 데이터셋은 SNS 글 및 온라인 

댓글에 대한 문장으로 총 7개의 감정(기쁨, 슬픔, 놀람, 분

노, 공포, 혐오, 중립)이 있으며 데이터의 개수는 38,594개

로 구성되어있다. 실험에서는 38,594개에 대한 PPL을 계

산하고, 이를 통해 모델의 비교를 진행하려고 한다.

실험 환경은 3.30GHz의 Intel(R) i9-10940X CPU와 

NVIDIA RTX 2080 TI 11GB * 4 GPU, 256GB RAM, 

Linux Ubuntu 18.04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데스크

톱 PC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4.3 Comparison method and results

실험에서는 PPL을 통하여 모델의 성능 평가를 진행하

려고 한다. PPL은 언어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내부 평가 

지표로서 모델의 혼란한 정도를 나타내며, 확률 계산을 기

반으로 하여 평가한다. PPL은 간단하게 (1)과 같이 수학적

으로 정의된다. 은 문장( )의 길이를 나타내고, 는 

테스트 세트의 문장(   )을 나타낸다. 예를 들

어, ‘A’, ‘B’, ‘C’ 세 문장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각각 0.7, 

0.3, 0.8의 확률이 주어지면 계산식은 (2)와 같다.

문장이 길어질수록 확률값은 작아지며, 문장 길이를 통

해 계산된 확률값을 정규화한다. 확률을 최대화할수록 

PPL이 낮아지는데, 이 수치가 낮을수록 성능이 우수함을 

뜻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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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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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PPL을 통해 두 챗봇의 성능을 비교하고

자 하며, Table. 2는 두 챗봇의 PPL 계산 결과이다.

Model Perplexity

BERGPT-chatbot 530.7627

KoGPT2-chatbot 1795.7206

Table 2. Comparison of chatbot performance

Fig. 3은 epoch 30에 대한 기존 KoGPT2-chatbot과 

BERGPT-chatbot의 PPL 그래프이다. PPL 수치는 낮을수

록 해당 모델의 성능이 좋음을 의미한다. Fig. 3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된 BERGPT-chatbot이 KoGPT2-chatbot

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챗봇의 경우 

사용자마다 응답에 대한 만족도 부분은 주관적인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챗봇의 답변은 수치상의 비교가 불가능하

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내부 평가 지표인 PPL을 이용

해 성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BERGPT-chatbot의 구조가 기존 chatbot의 구조보다 우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챗봇의 성능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PPL of BERGPT-chatbot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켜주는 일상 대화 

챗봇인 국외의 ‘레플리카’처럼 국내에도 이와 비슷한 챗봇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BERGPT-chatbot을 제안하였다. 

국내에 비슷한 성격을 가진 챗봇인 ‘트로스트[23]’나 ‘헬로

우봇[24]’이 존재하지만, ‘레플리카’처럼 텍스트 입력 기반 

대화보다 버튼형 답변 및 심리 진단 등 콘텐츠 진행에 중심

을 둔 형태의 챗봇이다. 따라서 텍스트 입력이 가능한 

KR-BERT와 KoGPT2-chatbot이 결합된 

BERGPT-chatbot을 제안하였다. BERGPT-chatbot은 기

존 감정 데이터셋과 KR-BERT를 통해 분류된 비감정 데이

터셋을 이용하여 KoGPT2-chatbot에 학습하였다. 이후 챗

봇의 경우 응답 만족도는 사용자마다 다르며 답변에 대한 

수치상의 비교가 불가능하여, 기존 KoGPT2-chatbot과 

BERGPT-chatbot의 우위를 가리고자 언어 모델의 내부 평

가 지표인 PPL을 계산하여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다. 비교 

결과 BERGPT-chatbot의 성능이 더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BERGPT-chatbot의 경우

에도 한계점이 존재한다. 현재 공개되어있는 감정 데이터

셋의 한계로 인해 비감정 데이터셋인 일상 대화 데이터셋

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음에도 모든 질문에 대한 응

답에 한계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더 원활한 대

화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셋 확보와 제안 모델 보완으로 자

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도록 챗봇을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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