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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기존 자연어 처리 모델은 문맥 단위 단어 임베딩을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한편 최근 

BERT 기반 사전학습 모델들은 문장 단위 임베딩이 가능하고 사전학습을 통해 학습 효율이 비약적으로 개

선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학습 언어 모델들을 이용하여 음식점, 배달전문점 등 음식 업종

에서 발생한 고객 발화 의도를 분류하고 모델별 성능을 비교하여 최적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사전학습 모델의 한국어 코퍼스와 Vocab 사이즈가 클수록 고객의 발화 의도를 잘 예측하였다. 한편, 본 연

구에서 발화자의 의도를 크게 문의와 요청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는데, 문의와 요청의 큰 차이점인 ‘물음표’

를 제거한 후 성능을 비교해본 결과, 물음표가 존재할 때 발화자 의도 예측에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를 통

해 음식 업종에서 발화자의 의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챗봇 시스템 등에 활용한다면, 발화자의 의

도에 적합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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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딥러닝 기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연어 처리 분야도 딥러닝 기반으로 세부 분야로 나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세부 분야 중 하나인 발화자 의도 분류에서도 

Bi-LSTM, RCNN 등의 딥러닝 모델에 연구[1]가 진행되었지만, 

사전학습 모델 기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학습 

모델 중 BERT[2], BERT 기반으로 한국어 코퍼스를 학습한 

KoBERT, ELECTRA[3] 기반으로 한국어 코퍼스를 학습한 

KoELECTRA의 발화 의도 분류 성능을 비교한다. 사용한 데이터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음식업종 소상공인 대화 데이터이며, 총 

15,726개 문장 중 고객의 질문 발화만 추출하여 7,434 문장을 이용하

였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국내외 동향

딥러닝 모델 이전에는 SVM, HMM 모델 등을 이용하여 이전 

발화의 의도를 고려하는 것이 발화 의도 예측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킨

다는 것을 보였다.[4] 딥러닝 모델 연구에서는 Bi-LSTM과 RCNN을 

이용하여 단일 발화가 아닌 문맥을 고려한 발화 의도 예측 모델이 

딥러닝 모델 이전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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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1. Research Environment

1.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대화 문맥이 아닌 한 문장 단위로만 모델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데이터는 음식업종 중 배달음식점, 홀서빙음식점, 셀프

서비스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총 15,726개 문장 중 고객의 질문 

발화만 추출하여 7,434 문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2 데이터 처리

기본 데이터의 경우 유사한 클래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총 

352개의 클래스로 분류되어 있고, 일부 클래스에 편향되어 있어 

1차적으로는 중앙값인 6개 이하 label에 대해서는 기타로 처리하여 

159개로 통합하였다. 이후 2차 수작업을 통해 비슷한 유형의 클래스를 

큰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19개의 클래스로 분류하여 모델 성능을 

비교하였다. 추가적인 연구로는 발화자의 의도인 문의와 요청이 ‘물음

표’라는 의문문의 문장부호에 의해 구분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음표를 제거한 후 KoELECTRA 모델 성능을 비교했다.

2. Analysis Method

데이터셋 중 70%는 훈련 데이터, 20%는 평가 데이터, 10%는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델은 BERT, 

KoBERT, KoELECTRA 총 3개를 활용하였으며, 모델의 하이퍼파

리미터는 모두 20 에폭(epoch), 32 배치 사이즈, 1e-5 학습률, 0.1 

드랍아웃(dropout), 768개 히든 사이즈(hidden size), 12개 히든 

레이어(hidden layer)로 설정하였다.

3. Research Result

모델의 성능 비교에 있어 실제 발화자의 의도와 예측한 의도를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accuracy, f1, f1 weighted 총 세 가지 지표로 

평가하였다. 

모델별 한국어 Vocab 사이즈는 BERT의 경우 3,271개, KoBERT

의 경우 8,002개, KoELECTRA의 경우 35,000개이다. 표1의 결과를 

보면 Vocab 사이즈가 가장 큰 KoELECTRA 모델이 19개의 클래스 

데이터에 대해 모든 지표에서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발화자의 의도인 문의와 요청의 가장 큰 특징은 ‘물음표’를 

제거하고 학습한 결과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Accuracy는 0.04, f1은 

0.09이 감소하였다.

클래스 수 

및 구분
모델 Accuracy f1

f1 

weighted

19개 Bert 0.68 0.52 0.65

19개 KoBert 0.81 0.70 0.79

19개

(물음표 제거)

Ko

Electra
0.77 0.61 0.75

19개
Ko

Electra
0.81 0.70 0.80

Table 1. 실험 결과

IV. Conclusions

자연어 처리 분야의 BERT 기반 사전학습 모델은 일반적으로 

학습 코퍼스의 양과 Vocab 사이즈가 클수록 성능이 향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발화자 의도 분류 문제에 적용하여 사전학습 모델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Vocab 사이즈가 큰 사전학습 모델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발화자 의도 중 문의와 요청은 

‘물음표’ 문장 부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향후 

연구로는 발화의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한 문장 단위가 

아닌, 문맥 단위 데이터를 사전학습 모델로 학습해봄으로써 모델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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