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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기반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딥러닝 모델 기반의 대화 시스템 연구가 활성
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다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구축 연구의 필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공개된 대화 코퍼스는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져있어 한국어 대화 시스템에
는 적용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대화 코퍼스 구축을 위하여 식당예약 및 추천을 위한 한국어 
대화를 수집하였으며, 총 498개의 대화를 수집하였다. 대화는 식당 예약 및 추천을 위한 12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데이터 후처리 작업으로 12개의 정
보를 태깅작업을 하였다.

주제어: 한국어 대화 코퍼스, 식당예약, 식당추천 

1. 서론

대화 시스템(Dialogue System)은 자연언어 이해 시스

템으로 인간과 컴퓨터가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질문을 

하는 사용자 주도형과 시스템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질문하는 시스템 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다. 대화 시스템은 입력, 자연어 이해, 대화 

관리, 응답 생성 및 출력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QA시스템(Question Answering System), 채팅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이다. 대화 시스템은 자연

스러운 대화를 위하여 대화의 문맥을 이해하고 적절한 

응답을 제시하며 이는 대화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다.

초기의 대화 시스템으로는 ELIZA, LUNAR 등이 있으며, 

말꼬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발화에서 적당한 

응답을 찾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문맥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후, 유사도 기반 검색 기법으로 방대한 대화쌍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여 사용자의 발화와 가장 유사한 대화쌍을 

찾아 응답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기반의 연구가 활발해지면

서 대화 시스템에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RNN(Recurrent Neural Network)등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

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들은 대량의 대화 코퍼스

(Dialogue Corpus)를 필요로 한다. 

대화 데이터는 대화상대에 따라 인간-기계 대화데이터

와 인간-인간 대화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간-기계 

대화데이터는 인간과 기계간의 대화(텍스트, 음성)를 전

사 작업을 거쳐 저장한 것으로 대표적으로는 

DSTC(Dialog State Tracking Challenge), CMU 

Communicator Corpus, ATIS Pilot Corpus, Ritel Corpus 

등이 있다. 인간-인간 대화데이터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화를 전사화한 것으로  HCRC Map Task Corpus, The 

Walking Around Corpus, Green Persuasive Database 등

이 있다.[1] 대부분의 대화데이터는 음성으로 되어있어 

전사 작업을 통하여 대화코퍼스를 구축한다. 이러한 공

개된 대화 코퍼스들을 대부분 영어로 되어있어 한국어 

대화 시스템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대화 시스템 연구를 위한 대화코퍼스 구축을 제

안하고, 식당예약 및 추천을 위한 대화 코퍼스를 수집하

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수집한 대화 코퍼스의 수집 방법을 서술하였다. 4장

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마지

막장은 결론 및 향후연구로 구성된다.

2. 식당예약 및 추천을 위한 대화 코퍼스 구축

본 논문에서는 대화 코퍼스 수집을 위하여 인간-인간

의 대화를 수집하였으며, 시스템과 사용자 역할로 나누

어 각각의 역할에 알맞게 대화를 나누어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시스템 역할의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식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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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오늘||날짜]] [[저녁||시간]]

[[이태원||위치]]근처 식당 추천해줘

시스템: 어느 종류의 식당을 원하시나요? 

사용자: [[이탈리안||종류]] 레스토랑

시스템: 원하시는 가격대를 말씀해 주세요.

사용자: [[1인당 15000원~20000원||가격]]

알아내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식당을 

검색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식당을 추천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식당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예약을 위한 대화를 

진행한다.

데이터는 기본데이터, 추가데이터 두 종류로 나누어 

수집하였다. 기본데이터는 식당예약 및 추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로 식당의 위치, 음식의 종류, 식

당이름, 예약날짜, 예약시간, 예약인원 총 6가지로 구성

되어 있다. <표 1>은 기본 데이터에 대한 예시이다.

수집정보 참  고

위치 이태원 근처, 강남역 주변, 정자역 등

음식종류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베트남 식당 등

식당 실제 식당이름

날짜 월, 일, 오늘, 내일, 0요일

시간 00시 ~24시, 저녁, 오후, 점심 

인원 0명

<표 1> 기본 데이터 구성 및 예

위치는 식당의 위치로 지역을 나타내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지역의 제한을 두었다. 음식종류는 제과

점, 카페, Pub 등을 제외한 한식, 중식, 일식 등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수집하였다. 식당은 실제 존재하

는 식당을 수집하였으며, 날짜, 시간, 인원은 사용자가 

예약하려는 날짜, 시간, 인원을 수집하였다.

추가데이터는 사용자가 식당 검색 및 예약 시 필요한 

부가적인 정보로 사용자가 시스템에게 정보를 요구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로 구성하였다. 추가데이터는 6가지로 

가격, 예약도구, 전화번호, 주소, 주차장 유무, 주차 서

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가격은 음식의 가격, 

예약도구는 예약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장 보편적으

로 사용되는 전화 또는 앱(app)으로 제한하였다. 전화번

호와 주소는 실제 식당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주차

장 유무는 주차가 가능한지 여부를 수집하였으며,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수집하였다.

수집정보 참  고

가격 1인당 15,000원, 5만원, 4명 10만원

예약도구 앱(app) / 전화

전화번호 02-1234-5678, 031-777-8965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

주차장 유무 주차 가능 / 불가능

주차 서비스 가능 / 불가능

<표 2> 추가 데이터 구성 및 예

사용자의 경우, 다양한 발화를 수집할 수 있도록 최대

한 다양한 형식으로 변화를 주어 시스템과 대화하도록 

하였다. 예로 5명, 다섯명, 오인, 5 등 동일한 의미여도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와 

달리 발화에 큰 변화를 갖지 않고, 고정된 형식으로 질

문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정보를 

질문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화 관리 방법은 규칙기반의 유한상태(Finite State 

Automata)관리, 프레임기반(Frame)관리, 계획기반관리

(Plan)관리, 정보 상태(Information state)관리와 데이

터 기반 접근방법인 강화학습기반 방법이 있다. 유한상

태 관리는 고정된 대화 문맥으로 순서를 표현하는 방법

이며, 개발 소요시간이 적으며, 대화 순서가 고정적이어

서 대화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시스템에 많이 사용되며, 

도메인 확장성이 낮다. 프레임 기반 관리 유한상태관리 

방법의 한계를 개선한 것으로 대화의 목적을 위하여 슬

롯(Slot)으로 구성된 프레임(Frame)으로 대화를 관리한

다. 이는 자연스러운 대화 처리가 가능하며, 유한상태관

리와 달리 시스템의 질문과 사용자의 답변이 특정한 순

서를 갖지 않아도 된다. 프레임 기반 관리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질

문하고, 답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계획기반 관리는 

대화 목적에 따르는 대화 계획 스키마를 적용한 것으로 

발화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으며, 정보 상태 관리는 대

화의 문맥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한 대화 처리 방법

으로 프레임 기반관리의 문제점과 계획 기반 관리 방법

을 포괄하는 방법이다.[2] 

본 논문에서는 프레임 기반관리로 대화의 목적을 위하

여 프레임의 각 슬롯을 채우는 방법(Slot filling)을 사

용하였다. 슬롯은 기본데이터와 추가데이터이며 총 12개

이며, 기본데이터 6개 중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질문을 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슬롯은 태

깅(tagging)을 하여 데이터 활용에 용이하게 하였다.

[그림 1]은 수집한 대화 및 태깅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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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언제 방문할 예정인가요?

사용자: [[오늘||날짜]] [[저녁 7시||시간]]

시스템:

[[이태원||위치]] 근처의 예약 가능한

[[이탈리안||종류]] 레스토랑은

[[비스테까||식당]],[[피제리아까사||식당]], 

[[오레노||식당]]입니다.

사용자: 또 다른 식당은?

시스템:
[[하베스트||식당]], [[레뒤플라||식당]],

[[라쿠치나||식당]],[[라코르테||식당]]입니다.

사용자: [[오레노||식당]] 예약해줘

시스템: 몇 명인가요?

사용자: 음... [[4명||인원]] 예약해줘

시스템:

[[오늘||날짜]] [[저녁 7시||시간]]

[[오레노||식당]]에 [[4명||인원]]

예약하였습니다.

사용자: [[오레노||식당]] 전화번호 알려줘 

시스템: [[02-794-0055||전화번호]]입니다.

[그림 1] 태깅(tagging) 예시

슬롯(slot) 이름 수

기본데이터

위치 1286

음식종류 1019

식당 2928

날짜 1251

<표 3> 수집된 데이터 수

기본데이터
시간 1251

인원 1064

추가데이터

가격 630

예약도구 40

전화번호 244

주소 268

주차장유무 117

주차서비스 21

4. 결과

수집기간은 총 2개월이며, 한 달 간격으로 총 2회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2개월 동안 참여한 인원은 

26명으로 13팀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수집결과 총 

498개의 대화를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데이터의 수는 

<표 4>와 같다. 대화는 수집한 데이터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처음 한 달은 기본데이터로만 대화를 구성하도

록 하였으며, 2차 수집기간에는 기본 데이터에 추가데이

터를 추가하여 대화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기본데이터로

만 구성된 대화는 192개이며, 추가데이터를 포함하여 수

집한 데이터는 306개이다. 사용자 발화(Utterance)는 

5092개이며, 시스템 발화는 5206개를 수집하였다.<표 3>

은 각 수집된 기본데이터와 추가데이터의 수이다.

5. 결론

대화 시스템은 자연언어이해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스

피커, 교육 시스템,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에 특화된 대화 시스템연구를 위한 대화 

코퍼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화 

코퍼스 구축을 위하여 식당예약 및 추천을 위한 대화 데

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태깅을 통하여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였다. 향후 데이터를 더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된 데

이터를 기반으로 식당예약 및 추천을 위한 대화 시스템

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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