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210 - 

1. 서론 
대화 엔진에서의 자연어 이해(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부분은 크게 (1) 입력 발화의 도메인

(Domain)을 결정하는 도메인 분류기, (2) 결정된 도메인

내에서 사용자가 실제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Intent)를 

파악하는 의도 분류기, 그리고 (3) 요구 기능을 실행하

기 위한 파라미터를 얻어내는 엔티티(entity) 추출기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사용자 입력 발화로 “아이유 

노래 틀어줘” 가 주어질 경우, 도메인은 “음악”, 음

악 도메인 내에서의 사용자 의도는 “음악 재생”, 그리

고 실제 음악 재생을 위한 파라미터로서 가수명인 “아

이유” 엔티티가 추출되어야 한다. 

이 중, 도메인 분류기와 의도 분류기는 모두 주어진 

문장을 여러 개의 클래스 중 하나로 분류하는 문제로 정

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카카오 미니 인공지능 스

피커에 적용된 한국어 문장 분류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

한다. 빠른 처리 속도를 위하여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1] 을 이용하는 기계학습 기반 접근 방식

을 사용하였으며, 훈련 말뭉치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들

을 처리하기 위해서 GloVe[2] 방식으로 한국어 뉴스 데

이터를 이용하여 훈련된 한국어 단어 의미 벡터들이 적

용되었다. 이 때, 영어와는 다른 한국어 특유의 어순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존 문법 

구문 분석기를 이용한 GloVe 계산 방식이 제안되었다. 

또한, 대규모 말뭉치를 이용해 기훈련된 단어 의미 벡터

로는 얻을 수 없는, 대화 엔진 문제 및 도메인에 특화된 

단어 의미 벡터를 얻어내면서 동시에 빠른 수행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던 캐릭터 기반 의미 벡터

[3] 대신 도메인 특화 단어 의미 벡터의 사용이 제안되

었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 제안된 한국어에 특화된 GloVe 

계산 방법으로 훈련된 단어 의미 벡터는 자체 개발된 한

국어 단어 유사도 말뭉치를 이용한 실험에서 기존 GloVe 

방식으로 훈련된 의미 벡터에 비해 약 0.7 %p 정도의 성

능 향상을 보였다. 또한, 이를 이용해 훈련된 문장 분류 

시스템을 자체 구축된 테스트용 말뭉치에 적용하여 문장

당 평균 분류 시간 12.68 msec, 문장 단위 정확률 96.88 %

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기여는, (1)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한 GloVe 

의미 벡터 훈련 방법 제안; (2) 한국어 단어 의미 벡터 

테스트를 위한 한국어 단어 유사도 말뭉치 구축; (3) 분

류에 걸리는 시간의 추가 소요를 방지하면서 풀고자 하

는 문제에 좀 더 특화된 단어 의미 벡터를 얻어내기 위

한 도메인 특화 의미 벡터의 제안; (4) 실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한국어 대화 엔진을 위한 문장 분류기의 전체

적인 네트워크 구조 제시로 정리될 수 있다. 

 

2. 관련 연구 
대규모 말뭉치에서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의미 벡터를 기훈련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진 것으

로는  Word2Vec[4], GloVe[2], FastText[5]등이 있다. 최

근에 발표된 ELMo[6] 의 경우에는 문맥에 의하여 변동되

는 단어의 의미까지 같이 훈련하기 때문에 실제 문제에 

적용되었을 때 성능 향상 폭이 클 것으로 기대되나, 분

류에 걸리는 시간 또한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의 사용은 배제되었다.  

문장 분류 방법으로 가장 간단하게는 LSTM[7]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으나, LSTM의 특성상 빠른 실행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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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8]의 방법은 여러 가지 

다른 크기를 가진 Convolutional filter를 사용하여 LSTM 

기반 방법보다 빠른 시간 내에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도

록 하였다. 

 

3. 한국어 단어 의미 벡터 훈련하기 
GloVe[2]는 단어의 의미 벡터를 훈련하기 위해서, 단

어 간의 동시 출현 확률보다 어떤 검침 단어와의 동시 

출현 확률의 비율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주어진 단어 와 의 의미 벡터 와 는 검침 단어 의 

검침용 의미 벡터 와 어떤 함수 에 대하여, 가 단

어 와 의 동시 출현 확률일 때 , , =  의 관

계가 성립된다고 가정한다. 이 때, 동시 출현 확률의 비

율은 결국 의미 벡터 와 의 차이에 기인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고, 좌변의 항을 우변과 같은 스칼라 값으

로 바꾸면 위의 수식은 − = 	 	의 형태

로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단어 간의 동시 출현 행렬에서, 어떤 단어와 검침 단

어의 선택은 특정 기준 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어떤 단어의 의미 벡터 와 검침 의미 벡터 는 그 역

할을 쉽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를 

( , +)와 ( , ) 의 준동형(homomorphism) 함수로 정의

하면 − = ( )( ) 가 성립하고, 이 때  

로 가능한 함수는 exponential이 있다. 또한 앞의 두 식

에서 ( ) = = 가 성립하므로, =log = log − log 로 변환될 수 있다.  

위 식에, 단어 와 에 대한 편향값을 각각 더해주면 +	 + = log 로, 의미 벡터와 검침 의미 벡터 

간 대칭이 이루어진다. 이를 이용한 최종 손실 함수 는 =	 ( )( +	 + − log ),  

로 표현된다. 이 때 는 단어 와 의 동시 출현 빈

도이며, 출현 빈도를 셀 때는 두 단어 사이의 거리(단어

의 개수)의 역수를 취한다. 단어 에 대한 최종적인 의미 

벡터로는 와 의 합이 사용된다. 

  한국어의 경우, 영어의 주어 – 서술어 – 목적어 어순

과 달리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어순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히 문장 내에서 두 단어 사이의 단어 개수만을 이용

하여 거리를 계산할 경우 주어와 서술어 간의 동시 출현 

수치가 실제보다 약해지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문장에 대한 의존 문법 구문 

분석을 수행한 후, 대상 두 단어의 구문 트리 상에서의 

거리를 구하여 해당 수치의 역수를 동시 출현 빈도를 계

산하는 데 이용하였다. 

  

4. 문장 분류 방법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시된 문장 분류를 위한 신경

망 구조이다. 본 절에서는 해당 네트워크 구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4.1 네트워크 입력 
주어진 사용자 발화는 먼저 형태소 분석기 및 품사 태

거를 이용하여 분석된다. 각 형태소별로 엔티티 정보 또

한 추출되어 같이 네트워크 입력으로 들어가게 된다.  

형태소 정보를 나타내기 위하여 위 3장에서 훈련된 한

국어 GloVe 의미 벡터가 사용되었다. GloVe 의미 벡터는 

문장 분류 네트워크 모델 훈련시에는 같이 훈련되지 않

고 고정된 값을 계속 유지하도록 설정되었다. 또한, 각 

문제에 특화된 단어의 의미를 별도로 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GloVe 의미 벡터와 별도의 도메인 특화 

의미 벡터가 제안되었다. 도메인 특화 의미 벡터는 

GloVe 의미 벡터로 표현할 수 없는, 해당 문제에 특화된 

단어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네트워크 모델 훈

련시에 같이 훈련되도록 설정되었다. 이외에도, 각 형태

소별로 추출된 품사 정보 및 엔티티 타입 정보에 따라 

품사 태그 의미 벡터와 엔티티 타입 의미 벡터가 추출되

었으며, 해당 의미 벡터들 또한 네트워크 모델 훈련시에 

같이 훈련되도록 설정되었다. 

 

 
그림 1. 제안된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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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서술된 네 가지 의미 벡터들은 최종적으로 서

로 연결(concat)되어, 각 형태소별로 네트워크 입력으로 

사용될 하나의 의미 벡터가 얻어지게 된다. 

 

4.2 네트워크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된 문장 분류기는 [8]에서 제안된 네

트워크 구조를 사용하였다. 즉, 먼저 네트워크의 입력에 

대하여, Filter size가 2, 3, 4, 5인 1-D Convolution을 

수행한 후, 결과로 나온 Filter에 Max-pooling을 적용한

다. 최종적으로, 두 단계의 Feed-Forward Layer를 추가하

여, 각 클래스별 점수를 얻어낸다.  

본 논문에서는 각 레이어의 결과값을 정규화하기 위하

여, 활성화 함수로 Scaled Exponential Linear 

Unit(SELU[9]) 가 사용되었다.  또한, SELU의 적용을 위

하여 [9]에서 제안된 Alpha-Dropout 및 변수 초기화 함

수가 적용되었다. 

 

5. 실험 
본 절에서는 한국어 GloVe 의미 벡터 및 문장 분류기

에 대한 실험 결과를 서술한다. 

 

5.1 실험 설정 
GloVe 훈련 데이터 및 입력 문장의 전처리를 위하여, 

자체 보유한 형태소 분석기, 품사 태거, 의존 구문 분석

기 및 엔티티 태거가 사용되었고, GloVe를 훈련하기 위

한 말뭉치로는 2015년에서 2017년 6월까지의 다음 뉴스 

말뭉치가 이용되었다. 훈련 대상 어휘는 2017년 1월에서 

6월까지의 뉴스 데이터에 등장하는 형태소 중 등장 횟수

가 가장 높은 50만 개의 형태소로 고정되었다. 

또한 GloVe로 훈련된 한국어 단어 의미 벡터를 직접적

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영어 단어 유사도 말뭉치[10]를 

기초로 하여 한국어 단어 유사도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단어 유사도 말뭉치는 A : B = C : D 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 )  가 단어 A의 훈련된 의미 벡터일 때, ( ) − ( ) + ( ) 와 가장 가까운 단어 의미 벡터가 ( ) 인지 여부를 판별한다. 아래 표 2는 단어 유사도 

말뭉치의 예시이다. 

 

표 1. 한국어 단어 유사도 말뭉치의 예 

미국:달러 = 베트남:동 

가평:경기 = 군산:전북 

 

한국어 단어 유사도 말뭉치는 (1) 기존 영어 유사도 

말뭉치 중 일부를 번역하고, (2) 몇몇 지역적 특성이 강

한 카테고리의 경우 한국적 특색에 맞게 새로이 말뭉치

가 제작되었으며, (3) 몇몇 카테고리는 새로이 추가되어, 

총 11개 카테고리에 9,736 개의 단어 유사도 쌍으로 이

루어졌다. 아래 표 2는 한국어 단어 유사도 말뭉치의 카

테고리별 유사도 쌍 개수 및, 구축된 방법을 나타낸다. 

표 2. 한국어 단어 유사도 말뭉치 통계 

카테고리 유사도 쌍 개수 구축 방법

Capital-common-

countries 
506 (1) 

Capital-world 4524 (1) 

Country-continent 462 (1) 

Currency 866 (1) 

City & Province 1560 (2) 

Family 210 (2) 

Respect 132 (3) 

Car-Manufacturing 

country 
240 (3) 

Animal-Kind 1122 (3) 

Food 42 (3) 

Clothes 72 (3) 

 

실제 실험 및 평가는 단어 유사도 쌍을 이루는 총 4개

의 단어가 GloVe 훈련 대상 어휘에 모두 포함된 총 

8,162 개 유사도 쌍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문장 분류 시스템을 훈련 및 테스트하기 위하여 약 48

개 도메인, 127,322 문장의 말뭉치가 구축되었다. 해당 

말뭉치는 도메인 별로 균등하게 8:1:1의 비율로 나뉘어

져 각각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로 

사용되었으며, 훈련을 위하여 Stochastic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 

 

5.2 한국어 GloVe 의미 벡터 실험 
아래 표 3은 2017년 1월에서 6월까지의 뉴스 데이터 

(정제 전 14 G) 를 사용하여 훈련된 GloVe 의미 벡터의 

단어 유사도 말뭉치에서의 성능을 나타낸다. 표에서 

GloVe는 기존에 [2] 에서 제시된 방법, K-GloVe는 본 논

문에서 제시된 의존 문법 구문 분석 결과를 이용한 방법

을 의미한다. 훈련된 의미 벡터의 크기는 300으로 고정

되었다. 평가를 위하여 대상 유사도 쌍의 개수 중 정답

을 맞춘 유사도 쌍의 비율(%)을 도출하였다. 

  

표 3. GloVe와 K-GloVe 비교 

Window Size 10 20 30 40 50 

GloVe 39.4 42.8 45.3 46.1 45.2 

K-GloVe 36.9 44.8 46.1 46.8 46.7 

 

위 실험 결과에서 관찰되듯이, 한국어의 경우 영어보

다 비교적 큰 윈도우 크기에서 훈련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는 조사, 어미 등의 작게 나뉘어진 

형태소의 영향으로 보인다. 본 실험에서는 윈도우 크기

가 40일 때 두 방법 다 최고 수치의 성능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의존 문법 구문 분석 결과를 사용하였을 때의 성

능이 약 0.7%p 상승하였는데, 한국어 의존 문법 구문 분

석기의 정확률이 80% 중반임을 감안하면[11][12] 의존 

문법 구문 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한국어의 어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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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해결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4는 적절한 의미 벡터의 크기를 찾아내기 위

한 실험 결과이다. 윈도우 크기는 40으로 고정되었고, 

표 3과 마찬가지로 2017년 뉴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훈련

되었다. 

 

표 4. 벡터 크기와 성능의 상관 관계 

벡터 크기 50 100 200 300 

GloVe 22.0 38.6 45.8 46.1 

K-GloVe 21.7 38.9 46.8 46.8 

 

두 경우 모두 벡터 크기가 300 일 때 가장 높은 성능

을 보였지만, 벡터 크기가 200일 때와 비교하여 큰 차이

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5는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과 성능과의 상관관

계를 알아내기 위한 실험 결과이다. 사용 데이터 표기 

중, N2015-7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뉴스 데

이터 (정제 전 69G), N2016-7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

월까지의 뉴스 데이터 (정제 전 41G), N2017는 2017년 1

월부터 6월까지의 뉴스 데이터이다. 벡터 크기는 300, 

윈도우 크기는 20으로 고정되었다. 

 

표 5. 데이터의 양과 성능의 상관 관계 

데이터 N2017 N2016-7 N2015-7 

GloVe 46.1 53.1 54.4 

K-GloVe 46.8 54.2 55.0 

 

위의 실험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2017년 데이터에 2016

년 데이터를 추가하였을 때 성능은 약 7 %p 정도 증가하

지만, N2016-7 에 2015년 데이터를 추가하였을 경우 약 

1%p 증가로 그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듦을 알 수 있다. 또

한, 데이터의 분량이 증가하여도 의존 문법 구문 분석 

결과를 사용하였을 때의 성능이 기존 GloVe 알고리즘을 

이용해 얻어진 성능보다 약 0.6 %p ~ 1.1 %p 가량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5.3 문장 분류 시스템 실험 
본 절에서는 제안된 문장 분류 시스템의 성능에 대하

여 기술한다. GloVe 단어 의미 벡터는 K-GloVe 방식으로 

N2015-7 뉴스 데이터셋을 이용해 훈련되었으며, 벡터의 

크기는 300차원으로 설정되었다. 도메인 특화 의미 벡터, 

엔티티 타입 의미 벡터, 품사 의미 벡터는 각각 100차원

으로 훈련되었다. CNN의 필터 사이즈는 각 100차원, 마

지막의 Feedforward network는 1000차원으로 훈련되었다. 

시스템 성능 비교를 위해 Bi-LSTM을 사용한 문장 분류

기가 별도로 훈련 되었다. Bi-LSTM 기반 문장 분류기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네트워크 구조에서 CNN 부분만 Bi-

LSTM으로 대체되었으며, LSTM의 내부 파라미터는 각 200

차원으로 설정되었다. CNN 사용 모델의 훈련 파라미터 개

수는 4,570,748개, Bi-LSTM 사용 모델의 훈련 파라미터 

개수는 5,211,548 개로, 훈련 파라미터 개수가 비슷하도

록 설정되었다. 각 분류기의 성능은 문장 단위 정확률 

( ( ))로 평가되었는데, 문장 단위 정확률은 다음 수

식과 같이 정의되었다. 

 ( ) = #( 	 	 )#( 	 )  

 

아래 표 6은 테스트 셋에 대한 각 문장 분류기의 문장 

단위 정확률을 보여 준다. 각 의미 벡터의 성능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GloVe 의미 벡터만 사용한 

시스템에서 순차적으로 각 의미 벡터를 추가하면서 성능

을 측정하는 실험이 진행되었다. 

 

표 6. 문장 분류기 성능 평가 

문장 분류기 ( ) 
제안된 시스템 (CNN), GloVe만 사용 95.63 

+ 품사 의미 벡터 95.81 

+ 엔티티 타입 의미 벡터 96.15 

+ 도메인 특화 의미 벡터 96.88 

비교 시스템 (Bi-LSTM) 96.53 

 

위 실험에서 보여지듯이, GloVe 의미 벡터만 사용하는 

것보다 품사 의미 벡터와 엔티티 타입 의미 벡터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도메인 특

화 의미 벡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문장 단위 정확률 기준 약 0.7%p의 성능 향상을 보였으

며, 이는 도메인 특화 의미 벡터가 각 문제에서 단어의 

의미 벡터를 fine-tuning 하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한다. 

최종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CNN 기반 시스템은 테

스트 데이터 셋에서 문장 단위 정확률 96.88 % 의 성능

을 보였다. 반면에, 동일한 의미 벡터 및 말뭉치를 사용

한 Bi-LSTM기반 시스템은 문장 단위 정확률 96.53 % 의 

성능으로, 제안된 시스템과 비교해 약 0.35 %p 정도 낮

은 성능을 보였다. 

아래 표 7에서는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안된 

CNN 기반 시스템과 Bi-LSTM 기반 시스템의 실행 시간을 

비교하였다. 테스트 데이터는 총 12,711 문장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문장 당 평균 형태소 개수는 8.36 개이다. 

실제 사용 시와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하여, 테

스트 시 batch의 크기는 1로 설정되었다. 속도 측정을 

위해 사용된 GPU는 Nvidia Tesla P40이다. 

 

표 7. 실행 시간 비교 

시스템 문장당 평균 실행 시간 (msec) 

CNN 기반 12.69 

Bi-LSTM 기반 16.46 

 

위의 실험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제안된 CNN 기반 시

스템의 문장당 평균 실행 시간은 12.69 msec 으로,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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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M 기반 시스템의 실행 시간 16.46 msec 와 비교하여 

약 23 % 의 수행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대화 엔진에서의 문장 분류를 

위한 시스템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해당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하여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한 GloVe 단어 의미 

벡터 훈련 방법이 제안되었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단어 

유사도 말뭉치가 구축되었다. 훈련된 GloVe 단어 의미 

벡터를 토대로 실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한국어 대화 

엔진 문장 분류기의 전체적인 구조가 제안되었고, 각 도

메인의 특성을 잘 잡아내기 위한 도메인 특화 의미 벡터

의 사용이 제안되었다. 

다만, GloVe 의미 벡터를 훈련할 때 한국어 특유의 어

순을 반영하기 위해 의존 문법 구문 분석 결과를 이용하

는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문장을 의존 문법 구문 분석기

를 이용해 분석하는 작업은 오류가 많고 시간이 많이 소

요되기 때문에, 주어 – 목적어 – 서술어의 어순을 갖는 

한국어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동시 출현 빈도를 계산하

는 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또한, 실제 대화 엔진은 음성이 아닌 채팅 기반의 

인터페이스도 사용 가능한데, 채팅 기반의 대화 엔진에

서는 사용자의 실수로 입력된 여러 오타 및 오입력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서 사용자의 오타

에 강건한 문장 분류기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예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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