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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형 개인 비서 시스템은 기존의 화 시스템과 달리 앱(App)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정보

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화형 개인 비서 시스템에서의 SLU(Spoken Language Under-

standing) 작업은 도메인, 개체명, 문장목 , 동작, 화행 인식으로 나 어진다. 본 논문은 화형 개인 비서 

시스템에서의 SLU 작업들  개체명과 문장목 을 동시에 인식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기존 시스템은 사

-규칙 기반 방법 이용하여 인식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 방법은 몇 가지 문제 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Conditional Random Fields(CRF)를 이용하여 개체명과 문장목 을 동

시에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양질의 ETRI 개체명 사 을 이용해 체 인 성능을 향상시켰다.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 결과, 문장 단  1.5%의 성능 향상을 보 고, 유의성 검정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신뢰도 9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키워드: 개체명 인식, Conditional Random Fields, 문장목  인식, 화시스템

Abstract A dialogue-based private secretary system provides some real-time information to a 

user using apps unlike a traditional dialogue system. The Spoken Language Understanding (SLU) 

module of the private secretary system consists of five components : domain, named-entity, object, 

operator and speech-act recognition. This paper proposes a simultaneous recognition method recog-

nition of named entities and objects. The traditional dialogue-based private secretary system has some 

problems from using dictionary and rule-based resourc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proposed system uses the conditional random fields (CRF) for named entity and object recognition. 

Moreover,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has been improved by adding the high quality ETRI named- 

entity dictionary. In the empirical experiments, the proposed system results the higher performance of 

1.5% in sentence level than a compared system using dictionary and rule based resources. In a 

significance test, we obtain a P-value of 0.11. This difference is consider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Keywords: named entity, conditional random fields, object, dialo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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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모바일 기술이 발 하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실

시간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를 들

어 버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으며, 주식 정보 

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해졌다.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앱(App)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한 기하 수 으로 늘어났지만, 이런 많은 앱 

 양질의 앱을 선별, 통합하여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화형 개인 비서 

시스템은 사람에게 가장 편리한 인터페이스인 음성 인

식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악하고, 기존의 여

러 양질의 앱들을 통합,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

보를 통합된 하나의 앱을 이용하여 제공해주는 시스템

이다.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기 해선 사용자의 문장을 

분석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악하는 작

업이 요하다. 그 작업을 SLU(Spoken Language Under-

standing) 작업이라 하며 도메인, 개체명, 문장목 , 동

작, 화행 인식으로 나 어진다. SLU 작업들  도메인 

인식은 사용자의 질의에 따라 그에 맞는 앱을 실행시켜 

주는 인식 작업이므로 우선 으로 실행되어 도메인 오

선택에 따른 SLU 체 오류를 최소화 시켜야 하며, 동

작과 화행 인식은 이  발화 문장과 련성이 있으며, 

실마리 구간 탐색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 다른 근 방

법을 통해 인식 작업을 수행 해야한다. 그러므로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SLU 작업들  개체명 인식과 문장목

 인식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을 앞서 제안한다.

개체명 인식은 질의-응답 시스템과 정보검색 분야에

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정보 추출의 한 단계이며, 

개체명은 인명, 지명, 조직명, 시간, 날짜, 화폐 등의 고

유명사이다. 개체명 인식은 문장에서 개체명을 식별하고 

식별된 개체명의 종류를 결정하는 작업이며, 화형 개

인 비서 시스템에서는 문장에서 요한 핵심어를 추출

해 문장의 의미를 악하는데 도움을 다.

문장목  인식은 사용자의 문장을 분석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찾아주는 인식 작업이다. 즉, 

앱 구동을 통해 실행된 하나의 앱에서는 여러 정보가 

제공되는데 사용자의 문장을 분석해 그  원하는 정보

가 무엇인지 찾는것이다. 를 들어, 날씨 앱을 구동 했

을 경우 앱이 제공하는 정보인 강수량, 기온, 날씨 등의 

정보들 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는 날씨 정보라는 

것을 문장 분석을 통해 찾아주는 인식 작업이다.

화형 개인 비서 시스템에서 개체명과 문장목 을 

인식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악하는 작업은 다음

과 같은 로세스로 진행된다.

입력 문장 : “오늘 기온에 해 알려줘.”

인식된 개체명 : “오늘” 인식된 문장목  : “기온”

화형 개인 비서 시스템은 이 두 가지 인식 작업을 

통해 개체명 “오늘”과 문장목  “기온”을 추출하게 되

고, 이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는 “기온”에 

한 정보이며, 시기는 “오늘”이라는 것을 악한다.

기존의 화형 개인 비서 시스템은 사 -규칙 기반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 몇 가지 문제 을 가진

다. 문제 으로는 데이터가 추가됨에 따라 지속 으로 

규칙을 추가 해줘야 하는 문제, 규칙이 잘못 될 경우 많

은 오류를 유발하는 문제, 이 라인 방식으로 사 -규

칙 기반을 용함으로써 개체명 인식에서 생긴 오류로 

인해 문장목  인식에서의 규칙이 용되지 않는 문제

가 생기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 -규칙 기반의 문제

을 해결함과 동시에 개체명과 문장목  인식이 서로 

다른 인식 단 로 인해 각각 수행해야했던 기존의 SLU

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실마리 구간 

탐색 방법을 통해 두 인식의 인식 단  문제를 해결하고, 

통계 기반의 기계 학습 기법인 CRF와 양질의 ETRI 개

체명 사 을 이용해 두 인식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기존 방법에 비해 성능을 향상됨을 보인다. 

한 5-fold cross validation을 수행하여 연구의 성과

를 보여주며, 유의성 검정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의 방법과 비교해 신뢰도 9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을 보인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장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 련 연구에 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기

존 방법과 문제 에 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에 해 설명하며, 5장에서는 실험 결과에 해 기

술하고, 6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과제에 해 살펴

본다.

2. 련 연구

개체명 인식은 질의 응답 시스템과 정보 검색 분야에

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정보 추출의 한 분야로서 

문서나 문장 내에서 개체명을 추출하고 추출된 개체명

의 종류를 식별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체명 인식에 한 

연구는 1990년 에 정보추출(Information Extraction)의 

목 으로 개최되었던 Message Understanding Confe-

rence(MUC)에서 본격 으로 연구되기 시작해, MUC 

이후 개체명에 한 연구가 꾸 히 진행되어 왔으며, Con-

ference on Computational Natural Language Learning 

2002(CoNLL 2002)와 CoNLL 2003을 통해 더욱 많은 

발 이 있었다[1]. 개체명 인식은 크게 3가지의 방법으

로 연구되었다. 첫 번째는 규칙 기반 방법이며 이 방법

에서는 주로 정규표 식[2]이나 자연어 특징을 이용한 

규칙과 사  정보[3]를 사용했다. 두 번째로 통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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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계 학습 방법이며, 표 인 방법으로는 Hidden 

Markov Model. Maximum Entropy Model, Conditional 

Random Fields, Decision Tree 등이 있다[4-7]. 마지

막으로 규칙 기반과 기계 학습을 함께 사용한 하이 리

드 방법도 연구되었다[8,9]. 이 방법은 규칙 기반과 기계 

학습을 혼합함으로써, 규칙 기반, 기계 학습을 각각 수

행한 방법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 다.

문장목  인식은 사용자 발화에서 질의의 목 이 무

엇인지 악해주는 작업이며, 화 시스템에서 situation- 

based rules과 dialgue examples을 통합한 방법을 통해 

문장목 을 인식하는 연구가 있었다[10].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앱의 특징에 맞도록 문장목  인식을 구축했다.

3. 기존 방법 : 개체명  문장목  인식

이 장에서는 개체명과 문장목 을 인식하는 기존의 

방법에 해 기술하고, 문제 을 살펴본다.

기존의 화형 개인 비서 시스템은 사 -규칙 기반 

방법을 이용하며, 사 과 규칙을 혼합한 연구[11,12]와 

비슷한 구조로 구성했다. 본 논문에서는 규칙을 정교하

게 만들기 해 정규표 식[2,11] 등 한국어 특징에 기

반한 다양한 템 릿들을 만들어 사용했다. 한 양질의 

ETRI 개체명 사 과 함께 각 도메인별로 독립 인 규

칙을 용하여 오류를 최소화 하도록 구축했다. 그림 1

은 사 정보와 규칙을 용하는 방법을 보여 다.

그림 1 사  매치 방법(왼쪽)과 규칙 용 방법(오른쪽)

Fig. 1 Dictionary-based method(Left) and rule-based 

method(Right)

그림 2 기존의 사 -규칙 기반 방법의 시스템 구조도

Fig. 2 Architecture of traditional dictionary-rule based 

system

규칙은 여러 가지 유형에 유연하게 용할 수 있도록 

형태소 어휘, 형태소 정보, 정규표 식[2,11] 등 총 5가

지의 규칙 템 릿을 용했으며, 사  매치는 최장 길이 

일치법을 용했다.

기존 시스템은 개체명과 문장목  인식을 이 라인 

방식으로 수행해 개체명과 문장목 이 인식된 문장을 

만들어냈다. 그림 2는 기존의 개체명과 문장목 을 인식

하는 시스템의 구조도이다.

기존의 시스템은 크게 3가지 문제 을 가진다.

1. 데이터가 추가됨에 따라 규칙을 지속 으로 갱신해 

야 한다.

2. 규칙이 일반화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오류를 유발 

한다.

3. 개체명, 문장목  인식 작업을 이 라인 방식으로 

수행함으로써 문장목  인식 단계에서의 규칙을 개 

체명이 인식된 문장을 기반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개

체명 인식 단계에서 인식 작업에 오류가 생길 경 우 

문장목  인식 단계에서 규칙이 용되지 않아 오류

가 생기는 2단계에 걸친 성능 하가 발생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함과 동시에 기존의 방

법과 비교해 인식 성능을 향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4. 제안하는 방법 : 개체명  문장목  동시 

인식

이 장에서는 기존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법으

로 CRF를 이용해 개체명과 문장목 을 동시에 인식하

는 방법을 제안하며, 양질의 ETRI 개체명 사 을 이용

해 CRF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보인다.

개체명 인식은 CRF와 양질의 ETRI 개체명 사 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CRF를 단독으로 사용한 방법과 비

교해 인식 성능을 향상시켰다. 그림 3은 사  정보를 혼

합한 CRF기반의 개체명 인식 시스템의 구조도이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장에서 개체명 사 에 

매치된 단어는 개체명 후보 단어로 인식하며 MUC7에서 

사용한 BIO태그를 부착함으로써, CRF를 이용해 분류할 

때 개체명 사  자질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림 3 CRF기반의 개체명 인식 시스템 구조도

Fig. 3 Architecture of CRF-based named entity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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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IO태그가 부착된 사  정보

Fig. 4 Dictionary information with BIO tag

개체명과 문장목  인식을 동시에 수행하기 한 기반

을 마련하기 해서는 개체명과 문장목 의 인식 단  문

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반 인 개체명과 문장목 의 인식 

단 는 개체명 인식-형태소 단 , 문장목  인식-문장 단

이며, 문장 내에 개체명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지만, 

문장목 은 한 개만 존재한다는 차이 이 있다.

우리는 인식 단  차이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문

장목  인식을 한 실마리 구간 탐색 방법을 제안한다. 

실마리 구간 탐색 방법은 문장 내에서 특정 문장목 으

로 분류할 수 있는 핵심 인 구간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그림 5는 실마리 구간 탐색 방법의 를 보여 다.

실마리 구간 탐색 방법을 통해 문장목  인식 한 

개체명 인식과 같은 인식 단 를 사용해 인식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개체명 사 과 달리 양질의 사  정

보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데이터를 이용해 

사 을 구축했다. 그림 6은 사  정보를 혼합한 CRF기

반의 문장목  인식 시스템 구조도이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실마리 구간 탐색 방법을 통

해 인식 단 의 차이를 해결함으로써, 개체명과 문장목

 인식 시스템이 같은 구조를 가지도록 만들었다.

그림 5 실마리 구간 탐색 방법의 

Fig. 5 Example of clue section search method

그림 6 CRF기반의 문장목  인식 시스템 구조도

Fig. 6 Architecture of CRF-based object recognition system

그림 7 개체명과 문장목  인식 시스템 구조도

Fig. 7 Architecture of named entity and object recognition 

system

그림 8 개체명과 문장목  동시 인식 시스템의 구조도

Fig. 8 Architecture of simultaneous recognition system 

for named entities and objects

두 인식 시스템의 구조를 같게 함으로써 인식을 동시

에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진다. 그림 8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체명과 문장목 을 동시에 인

식하는 시스템 구조도이다.

개체명과 문장목 을 동시에 인식하는 시스템을 구축 

할 때, 개체명과 문장목  사 을 동시에 이용하여 개체

명  문장목  후보 단어를 추출 한 후, 개체명-문장목

 사  자질을 각각 구축하지 않고, 개체명 사 만을 

이용하여 후보를 추출해 개체명 사  자질만을 구축한 

이유는 3가지가 있다.

1. 문장목  사 은 학습데이터를 이용해 구축한 사  

이기 때문에 ETRI 개체명 사 과 달리 양질의 사 

이 아니다.

2. 문장목  인식 시스템에서 문장목  사  정보를 결 

합한 성능이 CRF만을 사용한 성능보다 낮았다.

3. 개체명 사 과 문장목  사 을 동시에 이용해 후

보 단어를 추출하여 자질을 각각 구축했을 때의 

성능 이 개체명 사 만을 이용해 후보를 추출한 

후, 자질 을 구축했을 때 보다 더 낮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개체명과 문장목 을 동시에 인

식하는 시스템에선 개체명 사 만을 이용해 후보를 추

출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 동시 인식 시

스템에서 한 형태소에 해 개체명과 문장목 이 동시

에 인식될 경우, [형태소 어휘/태그/BIO 개체명 태그

/BIO 문장목  태그]와 같은 템 릿을 사용해 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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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본 자질

Table 1 base feature

morpheme 

lexicon/tag

feature

1. The current morpheme lexicon / 

tag feature

morpheme

lexicon sequence

feature

2. Based on the current morpheme

lexicon, lexicon feature located at 

(-2,-1,0,1,2)

morpheme

tag sequence

feature

3. Based on the current morpheme

tag, tag feature located at

(-2,-1,0,1,2)

feature in

word

4. The current morpheme position

in word

5. The current morpheme tag / 

word length

소에 복으로 태그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개체명  문

장목  태그 충돌 문제를 해결했다.

자질 집합은 형태소 어휘, 태그, 어  내 자질 등 기

본 으로 개체명 인식에 사용되는 자질 집합[5]과 인식 

성능을 높이기 해 본 논문에서 구축한 개체명 사  

자질을 사용했다.

표 1은 기본 인 자질을 보여 다.

기본 자질에 한 부가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형태소 어휘/태그 자질 - 형태소 어휘/태그 정보

2. 형태소 어휘 시 스 자질

2-1.  2-2.   2-3.  ,

2-4.  2-5.  

2-6.   2-7.  

2-8.  

3. 형태소 태그 시 스 자질

3-1.  3-2.   3-3. 

3-4.  3-5.  

3-6.   3-7.  

3-8.  

형태소 어휘/태그 시 스 자질은 재 형태소 어휘/태그

( , )를 심으로 이 ( )/이후()의 연속된 

형태소 어휘  태그 시 스 정보이며, -1은 재 형태

소 기 으로 바로 이  형태소, -2는 재 형태소 기

으로 2번째 앞의 형태소, 1은 재 형태소 기 으로 바

로 뒤의 형태소, 2는 재 형태소 기 으로 2번째 뒤의 

형태소를 나타냄

4. 형태소 어  내 치 자질-형태소가 어 의 시작, 

간, 끝 치에 있는 지에 한 정보

5. 형태소 태그/어  길이 자질-형태소 태그와 어  내

형태소의 개수 정보

표 2는 개체명 사  자질을 보여 다.

표 2 개체명 사  자질

Table 2 Named entity dictionary feature

Named entity

dictionary

feature

1. The current morpheme lexicon and 

Named entity information, 

matched from the NE dictionary

Pre-Named

entity

feature

2. Based on the current morpheme,

all Pre-Named entity Information

Named entity

presence

feature

3. The current morpheme lexicon / 

tag and all named entity 

information in sentence

Named entity

presence

sequence feature

4. The current morpheme lexicon /

tag and all named entity sequence

information in sentence

Named entity

sequence

featrue

5. It is similar to morpheme tag 

sequence feature (-2,-1,0,1,2).

If there is a morpheme matched 

from the NE dictionary, change

morpheme tag->NE tag

개체명 사  자질에 한 부가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개체명 사  자질 - 사 에 매치된 개체명 후보 

단어를 형태소 단  별로 나 어 BIO 태그를 부

착한 후, 재 형태소를 기 으로 형태소 어휘 / 

BIO 개체명 조합 정보

2. 이  개체명 자질 - 재 치 앞에 출 한 모든 

BIO개체명 정보(NULL 정보 포함)

3. 개체명 존재 여부 자질 - 재 형태소 어휘/태그 

정보와 문장에 출 하는 모든 BIO 개체명 정보

4. 개체명 존재 여부 시 스 자질 - 재 형태소 어

휘/태그 정보와 문장에 출 하는 모든 BIO 개체명 

시 스 정보(NULL 정보 포함)

5. 개체명 시 스 자질 - 형태소 태그 시 스 자질 

  와 비슷하며,  치의 형태소 태

그에 BIO 개체명이 존재할 경우,  치의 형태소 

태그를 BIO 개체명 정보로 바꾸어 사용한 정보

5. 실 험

5.1 실험 상  데이터 분포

본 논문에서는 6개의 도메인에서 8개의 개체명 태그셋

과 28개의 문장목  태그셋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25

개의 태깅된 데이터를 5-fold cross validation을 수행하

여 평가했으며, 도메인별 데이터 분포는 그림 9와 같다.

모든 실험 결과는 정확도(accuracy)를 측정해 평가했

으며, 개체명과 문장목 을 함께 인식하는 시스템은 문

장 내의 모든 개체명과 문장목 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

우에만 정답으로 간주했으며, 기존 방법과 제안한 방법

의 성능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해 

Student T-검정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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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도메인별 데이터 분포

Fig. 9 Domain-specific data distribution

5.2 실험 성능

실험은 개체명 인식, 문장목  인식, 개체명과 문장목

을 함께 인식하는 방법 총 3가지로 나 어 성능을 평

가했다.

개체명 인식의 성능은 그림 10과 같다.

개체명 인식의 성능은 ETRI 사 과 5가지의 유형 규

칙을 용한 사 -규칙 기반 방법의 시스템 성능이 높

았으며, CRF와 ETRI 개체명 사 을 혼합한 방법이, 

CRF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경우와 비교해 성능이 향상

됨을 알 수 있었다. 

문장목  인식의 성능은 그림 11과 같다.

문장목  인식은 CRF를 단독으로 사용 했을 경우 가

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

는 문장목  인식은 구간을 통해 문장목 을 분류하기 

때문에, 완 히 같은 단어 집합, 태그 정보가 반복으로 

구간에 나타나는 경향(ex. 버스정류장, 기온, 추워, 달러

를 원으로 등)이 많아 기본 인 자질이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 -규칙 기반 방법은 문

장목  특성상 규칙을 용하기 까다로운 이유로 상

으로 성능이 낮았다.

그림 10 개체명 인식 성능

Fig. 10 Performances of named entity recognition methods

그림 11 문장목  인식 성능

Fig. 11 Performances of object recognition

그림 12 개체명과 문장목  인식 성능

Fig. 12 Performances of named entity and object recognition

개체명과 문장목 을 함께 인식하는 시스템의 성능은 

그림 12와 같다.

사 -규칙 기반 방법은 개체명 단계에서 생긴 오류를 

가지고, 문장목  단계를 수행하기 때문에 개체명 인식

에서 오류가 생길 경우, 문장목 에서 규칙이 용되지 

않아 오류가 축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으며 우리가 

제안하는 두 인식을 CRF를 통해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

이 기존의 사 -규칙 기반 방법과 비교해 높은 성능을 

보 다. 한 사  정보를 CRF와 결합해 두 인식을 동

시에 수행한 방법이 사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다 약간의 성능이 향상되었다. 즉, 개체명 사 과 

CRF를 혼합해 동시 인식한 시스템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 다.

사 -규칙 기반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체명

과 문장목  동시 인식 시스템의 성능 차이가 통계 으

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해 T-검정을 실시했다. 유의성 

검정에는 도메인별로 유의성 검정[13]을 실시하는 방법

과 5-fold 혹은 10-fold[14]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별 유의성 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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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T-검정 결과

Table 3 Result of one-sided paired T-test

P-value

< 0.05(95%)

NEDic + CRF

vs. NEDic+ObjectDic+Rule

One-sided Paired-T-Test 0.011

다 신뢰도가 높은 n-fold로 유의성 검정을 실시했다. 

한 데이터의 규모로 인해 10-fold를 수행할 경우 도메

인별 테스트데이터가 작아져 도메인별 성능 평가에 문

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로 5-fold로 실험을 평가했으며, 

각 fold별 성능으로 유의성 검정을 실시했다. 표 3은 유

의수  0.05(신뢰도 95%)에서 유의성 검정의 결과이다.

T-검정에서 개체명 사 과 CRF를 결합한 방법의 성

능 향상이 기존의 사 -규칙 기반 방법과 비교해 신뢰

도 9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화형 개인 비서 시스템의 SLU 작업

들  개체명 인식과 문장목  인식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 했으며, 양질의 ETRI 사 을 이용해 체

인 성능을 개선시켰다. 6개의 도메인에서 8개의 개체

명과 28개의 문장목 을 상으로 개체명과 문장목  

분류를 수행한 결과, 기존의 사 -규칙 기반 방법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문장단  1.5%의 성능향상

이 있었으며, T-검정결과 신뢰도 9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입증했다.

향후 연구로는 화형 개인 비서 시스템의 SLU 작업 

 동작 인식과 화행 인식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

시인식 시스템에 포함시켜, 도메인 인식을 제외한 모든 

SLU 작업을 통합하는 방법에 해 연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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