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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인공지능 챗봇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내에

서도 인공지능 챗봇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

다. 특히 외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챗봇 빌더 시스

템이 출시되고 있으며 챗봇 빌더 시스템을 이용하여 누

구나 대화형 인터페이스 챗봇을 설계 및 디자인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Kakao I Open Builder1, 네이버 클로

바 챗봇 빌더등이 예로 들 수 있다. 

대화 엔진의 핵심 기술인 자연어 이해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는 사용자 발화를 음성으로 인식 

받아 텍스트로 변환 후 의도를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의도 파악은 발화 문장을 여러 개의 클래스 중 

하나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문장 분류 문제로 볼 수 있다. 

최근 문장 분류 문제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한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이는 딥러닝 기

법으로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데 외부 업체

를 위한 챗봇 빌더 시스템에서는 수많은 챗봇이 생성될 

수 있어 모든 유저에게 제공하기에는 리소스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저비용의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면서 효율이 

좋은 문서 분류기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기여, (1) CPU에서도 구동 가능한 가벼운 

한국어 문장 분류 시스템 개발 방법. (2) 한국어 대화 엔

진을 위한 자질 추출 방법. (3) 미등록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워드 임베딩 기법인 GloVe를 이용하여 문장 벡

터를 생성, 추가 자질로 사용하는 방법 제시로 정리될 

                                          
1 https://i.kakao.com/openbuilder 

수 있다. 자질에 대한 가중치 추정은 최대 엔트로피 방

법(Maximum Entropy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제안한 방법

으로 자체 구축한 말뭉치로 성능을 평가해본 결과 최대 

93.06% 성능을 보였으며, 자체 보유한 CNN 모델과의 비

교 평가 결과 성능은 2.5% 낮지만, 모델 학습 속도는 25

배, 학습 시 메모리 사용량은 6배, 생성된 모델 파일 크

기는 302배나 효율성 있음을 보였다. 

 

2. 관련 연구 
문장 분류 시스템은 주어진 문장에 대해 여러 클래스 

중 하나로 분류하는 문제이며 최근 Yoon Kim[1]이 딥러

닝 기법인 CNN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문장에 나타난 단어를 차원 벡터로 임베딩 시키고 개

의 Convolutional Filter를 적용하여 문장의 의미를 분류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딥러닝 기법은 고성능 컴퓨팅 파

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목표로 하는 저비

용 컴퓨팅 파워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문장 분류에서 전통적인 기계학습 방법으로는 나이브  

베이지안(Naïve Bayes), 최대 엔트로피(Maximum Entropy),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s)이 있으며, 

영화 리뷰 문서에 대해 긍/부정 판단하는 이진 분류 실

험에서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 가장 성능이 좋다[2].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하여 다분류 문제를 풀 수 있

는데 기본 아이디어는 이진 분류기를 여러 개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의 분류 클래스가 존재할 때 − 1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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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분류기를 구성해야 한다[3]. 이는 수많은 챗봇이 생

성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저장 공간도 고려 대상이므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최대 엔트로피 방법은 모델의 매개 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나이브 베이지안보다 더 많은 훈련시간이 필요하나, 

매개변수 계산 후에는 결과가 강력할 뿐 아니라 CPU 및 

메모리 소비면에서 경쟁력이 있다[4]. 

 

3. 문장 분류 시스템 구현 방법 
본 절에서는 사용자 발화 문장을 분류하기 위한 자질 

추출 방법을 설명하고, 학습 말뭉치에 포함되지 않은 미

등록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GloVe[5]를 이용하여 문장 벡

터를 생성, 추가 자질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모델 생성과 가중치 추정은 최대 엔트로피 모델을 사

용하며, 최대 엔트로피를 이용한 분류 모델 생성 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분류에 있어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질(feature)의 선택이고, 두 번째

는 선택된 각 자질에 연관되는 가중치(weight) 변수 값

의 추정(parameter estimation) 이다[6]. 

 

3.1. 자질 추출 방법 
최대 엔트로피 모델은 특정 자질들이 어떤 클래스를 

잘 설명하는지 학습 말뭉치 내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통

계적 분류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자질 추출이 곧 성능을 

좌우한다.  

 

 _ = 	 , 	 	 ∈ , ∈ 	 } (1)

   

 , ( , ) = 	 	 1	 	 	 	 = 	 	 	 ∈0	 	 ℎ 	 	 	 	 	 	 	 	 	 	 	 	 	  (2)

   

수식 1은 용어 자질 후보들을 나타내며 용어 자질은 

학습 코퍼스에서 등장하는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용어 

자질들( )과 모든 문장 범주( )의 순서쌍으로 

생성될 수 있다. 용어 자질 함수 , 는 수식 2와 같이  

문장(d)을 구성하는 용어( )들과 문장 범주(c)에 대한 조

건을 검사하여 1 또는 0을 출력하는 함수이다. 

용어 자질 추출은 자체 보유한 형태소 분석기, 품사 

태거, 엔티티 태거를 사용하여 형태소, 품사, 엔티티, 

정보들을 얻고 unigram, bigram 조합으로 추출하였으며,  

표 1은 “주식 얼마나 올랐어”발화에 대해 용어 자질을 

추출한 예이다. 표 1을 보면 어미도 자질로 추출하였는

데 이것은 대화 엔진에서는 사용자 입력이 구어체이므로 

일반 문서 분류와는 다르게 어미도 자질로 사용되어야 

한다. 표 2는 추가 자질로 선어말어미, 어미 사용이 필

요한 예이다. 어미가 추출되지 않으면 두 클래스의 용어 

자질은“조명/NNG”,“끄다/VV”로 동일하므로 분류 문

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미등록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티티 태깅 결과를 

자질로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표 1과 같이 엔티티 

“<stock>”이 자질로 추출되어 informTrend 클래스 분

류에 있어 강력한 변수로 학습되었다고 하자, 이후 학습 

말뭉치에 등장하지 않은 미등록어 “증권”이 포함된 문

장을 사용자가 발화했을 시, 증권에 대해 엔티티 태깅이 

<stock>로 분석된다면 분류 모델은 높은 확률로 

informTrend로 분류할 것이다. 

하지만 엔티티 태깅으로 미등록어 문제를 해결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예로 “주식 얼마나 상승했어”라는 발

화에 대해 “상승”은 엔티티 태깅 대상이 아니고 학습 

말뭉치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표 1. 용어 자질 추출 예 

Class(Y) = informTrend 

Document(X) = 주식 얼마나 올랐어 

Features(X) = {t1, t2, … tN} 

#형태소 분석, 품사, 엔티티 태깅 예: 

#형태소텀 품사 엔티티 

주식  NNG <stock> 

얼마나 MAG <how> 

오르다 VV 

았  EP 

어  EC _  = { , "주식/ ", " " = 1 , "얼마나/ ", " " = 1 , "오르다/ ", " " = 1 , "았/ ", " " = 1 , "어/ ", " " = 1 , "주식/ _얼마나/ ", " " = 1 , "얼마나/ _오르다/ ", " " = 1 , (" < stock > ", " ") = 1 , (" < how > ", " ") = 1 , (" < stock > _ < how > ", " ") = 1 , " < how > _오르다", " " = 1 
} 

 

표 2. 선어말 어미, 어미 자질 추출 필요 예 

Class(Y) Document(X) Features(X) 

turnOffDevice 조명 꺼 조명/NNG 

끄다/VV 

어/EC 

checkDevice 조명 껐나? 조명/NNG 

끄다/VV 

었/EP 

나/EC 

 

3.2. GloVe를 이용한 추가 자질 생성 
GloVe[5]는 두 단어 , 의 관계는 다양한 특정 단어들	 ( )과의 동시 발생 확률의 비율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기본 아이디어로, 벡터 차원으로 임베딩된 두 단어 벡터 

, 의 내적 값이 특정 단어 가 주어졌을 때의 두 단

어 ,  동시 발생 확률 비율 값이 되도록 모델을 학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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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비감독 학습 방법이다. 이러한 워드 임베딩을 이용

하면 “오르다”와 “상승”이라는 두 단어가 벡터 차원

에서 비슷한 위치로 임베딩되었을 것이며 이를 이용하여 

문장 벡터를 생성한다면 “주식 얼마나 올랐어”,“주식 

얼마나 상승했어”두개의 문장은 유사한 벡터 차원으로 

표현될 것이다. 표현된 문장 벡터의 각 차원들을 하나의 

의미있는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각 차원이 어떤 클

래스와의 연관이 클 수 있는 자질로 사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문장 벡터를 생성하는 기본 아이디어는 문장 내 등장

한 형태소 용어들을 벡터 차원으로 임베딩시키고 각 차

원에 해당하는 값의 평균 또는 최솟값, 최댓값을 취하여 

문장 벡터를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K-GloVe[7]를 이

용하여 문장 벡터를 생성하였다. K-GloVe는 한국어에 대

해 GloVe 학습 시 주어와 서술어 간의 동시 출현 수치가 

약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시 출현 빈도를 구할 

때, 문장 내에서 등장한 두 단어 사이의 단어 개수를 이

용하지 않고 문장에 대해 의존 구문 분석을 수행하여 구

문 트리 상에서의 두 단어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표 3은 “주식 얼마나 올랐어”에 대해 100차원으로 

워드 임베딩된 GloVe값을 이용하여 각 단어를 100차원으

로 표현한 뒤 최댓값을 취하여 문장 벡터를 생성한 예이

다. 

표 3. max값을 취하여 나타낸 문장 벡터 예 

주식 얼마나 올랐어 

morph GloVe(100d) = {j1, j2, …, j100} 

주식 { 0.0286670455353, …, 0.117869429278} 

얼마나 { 0.0188727251744, …, -0.0758585777429} 

오르다 { 0.0425162341005, …, -0.0412747355564} 

았 { 0.00712438914264, …, -0.065162457151} 

어 { -0.0456686836301, …, -0.0538112028304} 

SentVec(주식 얼마나 올랐어) 

= { 0.0425162341005, …, 0.117869429278 } 

 

생성된 문장 벡터를 라고 할 때, 번째 요소들은 문

장을 표현하는 의미 있는 정보를 가졌을 것이며 요소들

을 추가 자질로 사용할 수 있다.  

문장 벡터 자질은 식 3과 같이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문장 벡터 요소들( )과 모든 문장 범주( )의 

순서쌍으로 생성될 수 있으며, 문장 벡터 자질 함수 ,  
는 식 4와 같이 문장 벡터  요소들과 문장 범주(c)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실수 값을 가진다. 

 

 _ = 	 , 	 	 ∈ , ∈ 	 } (3)

 

 , ( , ) = 	 	 	 = 	 	 	 	 ∈  (4)

 

최종 자질 집합은 식 5와 같이 용어 자질과 문장 벡터 

자질을 가지며, 자질 함수는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	 _ +	 _  (5

) , ( , )= 	 	 = 	 ∈1 = 	 	 ∈ 	 	 	 	 	0 ℎ 	 	 	 	 	 	 	 	 	 	 	 	 	 	
(6

) 

 

표 4는 “주식 얼마나 올랐어”에 대해 최종 수식 5, 

6을 만족하는 자질 생성 예이다. , 는 용어 자질을 등장 

여부에 따라 1로 표시되며, , 는 GloVe를 이용하여 생성

한 문장 벡터의 각 차원의 실수 값을 표시하고 있다. 

 

표 4. GloVe를 이용한 추가 자질 생성 예 

Class(Y) = informTrend 

Document(X) = 주식 얼마나 올랐어 = _ + _ = { , "주식/ ", " " = 1 , "얼마나/ ", " " = 1 
… , (" < stock > _ < how > ", " ") = 1 , " < how > _오르다", " " = 1 

 , (" 1", " ") = 	 0.0425162341005 , (" 2", " ") = 	 0.0188727251744 
… , (" 99", " ") = 	 0.0286670455353 , (" 100", " ") = 	 0.117869429278 

} 

 

3.3. 모델 생성과 가중치 추정 

모델 생성과 가중치 추정을 위한 최대 엔트로피 모델 

수식은 식 6과 같으며 ( )는 정규화 함수, , 는 자질 

함수, , 는 가중치 변수이다. 

 

 ( | ) = 1( ) , , ( , )  
(6)

 

모델 학습은 최대 사후 추정(maximum a posteriori)을 

만족하는 가중치 변수 , 를 구하는 문제로 가중치 추정

방법에는 GIS(Generalized Iterative Scaling) 또는  

IIS(Improved Iterative Scaling)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가중치 변수 값이 크면 해당 자질이 특정 클래스로 분류

하는데 강력한 자질임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해 maxent[8]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maxent는 C++로 구현되었으며 real-valued 

features를 사용할 수 있어 본 실험에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다. Maxent의 가중치 추정 방법은 LBFGS[9], 

OWLQN[10], SGD[11] 알고리즘으로 구현되어 있다. 

 

4. 실험 및 결과 

4.1. 학습 데이터 

학습 데이터는 35개의 의도 분류를 위하여 수작업으로 구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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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8 어절로 이루어진 69,954개의 학습 데이터와 8,745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4.2. 실험 방법 

실험은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3.1절에서 

제안한 자질 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성능을 최대로 끌어

올린 분류기 임계치 0.2로 설정한 최대 엔트로피 모델을 

baseline으로 3.2절에서 설명한 GloVe를 이용하여 생성

한 문장 벡터를 추가 자질로 사용하였을 때의 성능을 비

교 측정해본다. 이때 문장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최

댓값, 최솟값, 평균값을 취하여 다양하게 생성해보았으

며, 생성한 문장 벡터를 연결(concat)하여 사용해보는 

실험도 진행하였다. 또한 임베딩 차원이 다른 GloVe를 

사용하여 임베딩 사이즈에 따른 성능 차이도 비교 평가

하였다. 사용된 K-Glove[7] 모델은 약 52만 단어들이 임

베딩된 모델이며, 임베딩 사이즈 50, 100, 300 각각 400M, 

810M, 2.5G 모델 파일 크기를 갖는다. 

시스템 성능 평가는 테스트 데이터를 정답으로 보고 

시스템 결과가 정답과 얼마나 옳게 분류하였는지 정확률

(Accuracy)을 측정하였다. 

둘째, 본 모델이 저비용 측면에서 얼마나 효율을 나타

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이브 베이지안 모델, CNN 모델

과의 성능, 학습 시간, 학습 시 메모리 사용량, 생성된 

모델 파일 크기를 비교 평가하였다. 제안 모델 중 성능

이 가장 뛰어난 모델 사용하였으며 최종 생성되는 모델 

파일은 가중치 변수 값이 0인 자질은 제외하고 저장하였

다. 나이브 베이지안 모델은 자체 개발하였으며, 자질은 

3.1절에서 제안한 자질 추출 기법을 사용하되 어미는 제

외하였고 분류기는 TF-IDF 가중치와 임계치는 0.6을 사

용하였다. 최종 생성되는 모델 파일은  TF(Term 

Frequency), DF(Document Frequency)값을 저장하였다. 

CNN 모델의 네트워크 구조는 [7]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구현된 자체 보유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300차원 GloVe와 

3.1절에서 사용된 형태소 분석기, 품사 태거, 엔티티 태

거를 사용하였다. 최종 생성되는 모델 파일은 가중치 벡

터들과 각 입력에 대한 단어 인덱스 값을 저장하며 분류

기 임계치는 0.6을 사용하였다. 

 

4.3. 실험 결과 

표 5는 차원이 다른 GloVe를 이용하여 문장 벡터를 다

양한 조건으로 생성하여 자질로 추가한 실험 결과이다. 

GloVe를 이용하여 문장 벡터를 구성할 때 최댓값, 최

솟값, 평균값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실험한 결과 모두 

Glove를 사용하기 전보다 성능이 향상됨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질 튜닝으로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린 baseline 

모델에 GloVe를 이용하여 문장 벡터를 생성하고 각 생성

된 차원들을 자질로 추가 사용한 것만으로도 성능을 올

릴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문장 벡터를 생성할 때 평균값을 취할 때보다 최댓값

을 취했을 때가 성능이 좋았으며 최댓값, 최솟값, 평균

값을 연결하여 문장 벡터를 생성하였을 때는 전반적으로 

성능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50차원 GloVe를 

사용하여 최댓값, 최솟값을 연결하여 100차원의 문장 벡

터를 생성했을 때가 93.06%로 성능이 가장 좋았다. 

표 6은 제안한 모델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난 모델과 나

이브 베이지안, CNN 모델에 대해 성능, 학습 시간, 학습 

시 메모리 사용량, 생성된 모델 파일 크기를 비교한 결

과이다. 

나이브 베이지안 모델과 비교해보면 성능은 2.55% 더 

좋으며 생성된 모델 파일 크기는 44배 작다. 이것은 나

이브 베이지안 모델은 발생한 모든 자질들에 대해 빈도

수를 저장하고 있는 반면, 최대 엔트로피 모델은 가중치

가  0인 것들을 제외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불필요 자질

들이  삭제되어 모델 저장공간이 효율적임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학습 시간은 9배나 느리며 메모리 사용량 또한 4

배를 더 사용하고 있다. 

CNN 모델과의 비교에서는 성능이 2.5% 낮지만, 모델 

학습 속도는 25배 빠르며, 메모리 사용량은 6배 작고, 

생성된 모델 파일 크기는 302배나 작았다. 

 

표 5. GloVe 차원 크기 변경에 따른 문장 자질 추가 결과 

모델 
GloVe 차원 크기 

N=50 N=100 N=300 _ (baseline) 92.18 _   
+ _ (Nd max) 92.73 92.73 92.97 

_   
+ _ (Nd min) 92.61 92.58 92.58 

_   
+ _ (Nd mean) 92.22 92.41 92.73 

_   
+ _ (Nd max) 
+ _ (Nd min) 

93.06 92.69 92.81 

_   
+ _ (Nd max) 
+ _ (Nd min) 
+ _ (Nd mean) 

93.01 92.88 92.88 

 

표 6. 모델 별 성능, 학습시간, 메모리 사용량 

모델 크기 비교 

모델 

 
+ (50d max) 

+ (50d min) 

Naïve 

Bayes 
CNN 

성능(%) 93.06 90.51 95.56

학습 시간 (분) 9 1 226

학습 시 

메모리 사용량 

(Mbyte) 

2,080 517 13,000

학습 시 

GPU 사용량 

(Mbyte) 

0 0 4419

생성된 모델 

파일 크기 

(Mbyte) 

0.225 1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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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

에서 구동 가능한 문장 분류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학

습 말뭉치에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인 GloVe를 이용하여 문장 벡터를 생성

하고 이를 추가 자질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안한 방법으로 자체 구축한 테스트 말뭉치를 이용하

여 성능을 평가해본 결과 최대 93.06% 성능을 보였으며, 

자체 보유한 CNN모델과 성능 및 컴퓨팅 파워 효율성을 

비교해본 결과 성능은 2.5% 낮지만, 학습에 사용하는 메

모리 사용량은 6.5배 작았으며, 생성된 모델 파일 크기

는 302배나 크기가 매우 작았다. 이것은 제안 모델이  

CNN모델에 비해 성능이 낮은 대신 저비용 컴퓨팅 파워에

서 효율적이며, 수많은 챗봇이 생성될 수 있는 구조에서

의 모델 저장 비용이 우수함을 나타낸다. 

향후 연구로는 문장 벡터 생성 시 GloVe 외 다양한 워

드 임베딩 기법(Word2Vec, FastText)을 이용하는 실험을 

해 볼 것이며, 각기 다른 워드 임베딩 기법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앙상블 방법도 시도해 볼 것이다. 이는 각 임

베딩 모델당 압축 표현된 정보가 다를 것으로 기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추가 자질로 사용할 수 있어 분류기의 

성능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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