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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of Speech Intention using the Hidden Markov Model 

 

요   약 

 음성 인식 시스템은 사람의 음성 신호를 문자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며, 여러 장점이 있지만 잡음과 개

개인의 독특한 음성 신호 때문에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정도로 충분한 인식 성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람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말할 문장을 생성하며, 이 의도는 대화상 이전에 주고받은 말의 영향

을 받기 때문에 Hidden Markov Model과 같은 temporal model을 사용하면 문장의 의도를 좀 더 정확하

게 판단할 수 있으며, 문장의 의도를 반영하여 음성 인식을 한다면 음성 인식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Hidden Markov Model을 이용한 문장 의도 분류기가 이전의 연구에서 사용한 

Decision Tree와 같이 이전의 대화 내용을 고려하지 않는 분류기보다 성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제시한

다. 

1. 서  론 

 

음성 인식 시스템은 사람이 말하는 음성 신호를 문자 

데이터로 변환하는 시스템으로, 구글의 음성 검색 

시스템이나 애플의 음성 인식 앱인 시리(Siri)가 

대표적인 음성 인식 시스템이다. 음성은 사람이 별도의 

기술을 학습할 필요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전달 방법으로, 문자 입력 방식에 비해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손이나 발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변의 소음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사람마다 다른 음성 

신호를 갖고 있는 특징으로 인해 음성 인식 시스템의 

성능이 이전에 비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스템의 신뢰도가 낮다.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사람이 매 

순간 임의의 문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대화 

내용과 발화자의 의도에 따라 새로운 문장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의도를 

분류하고 사람이 다음에 말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도를 

예측할 수 있다면, 잡음으로 인해 음성 신호가 인식에 

사용되기에 좋지 못한 상황이더라도 좀 더 실제와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카페의 종업원과 손님의 대화라는 제한적인 

상황에 대해 temporal model 중 하나인 Hidden Markov 

Model(HMM)을 이용하여 각 문장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분류기를 제안하려 한다. 

이전의 유사한 연구로는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Decision Tree를 이용한 분류기를 만든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분류할 대상인 문장 이전에 있었던 

대화들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사람의 청각을 나타내는 

복잡한 model과 음성 신호 특성을 이용하여 감정 및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이전 상태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 인식의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연구가 활발한 

speech emotion recognition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커피숍에서 대화하는 상황에서 손님과 

점원 발화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실제 카페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녹음기로 

수집하였다. 실제로 수집한 커피숍 대화 데이터는 약 

20시간 분량이며, 손님과 점원이 연속해서 발화를 주고 

받은 것을 기준으로 대화를 정의했을 때 130건의 

대화를 수집하였다.  

분류 문제로 정의하기 위하여 모든 발화 문장에 대하여 

의도를 레이블로 추가하였다. 커피숍 상황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구분할 수 있는 23개의 의도를 정의하였고, 

직접 문장마다 의도를 태깅하였다. 수집한 실제 

데이터에 대한 예시 문장들과 의도를 표 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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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제 수집한 데이터.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의도 23

개와 각각에 대한 예시 문장을 정리하였다. 

 

 

3. 분류기 모델 

 

이 연구에서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이전에 나온 

문장의 의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도의 문장을 

말한다는 가정 하에 HMM을 적용하여 문장 의도 

분류기를 구성하였다. 

의도를 분류하려는 문장은 한 글자만 바뀌어도 다른 

문자열이 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종류의 값이 가능한 

변수이다. 따라서 state와 evidence 모두 유한하고 

이산적인 HMM으로 나타내기 위해 문장을 몇 가지 

간단한 규칙에 따라 구분하여 HMM의 evidence 

variable로, 문장의 의도를 HMM의 state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모델 구성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문장 의도는 ‘인사’, ‘주문 권유’, ‘결제 금액 안내’ 등 

23가지로 나누었으며, 문장은 화자 정보(종업원, 손님) 

와 메뉴의 포함 유무, 금액 포함 유무, 선택사항 포함 

유무와 같은 기준을 종합하여 몇 개의 분류 집합을 구 

 

표 2. 문장 분류 기준들 

 

성하였다. 문장 분류 집합에 사용한 분류 조건들은 표 

2에 정리하였으며, 각 문장 분류 기준에 속하는 예시 

문장들을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2의 문장 분류 

기준에서「분류1」은 문장에 메뉴와 금액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문장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분류2」는 「분류1」의 메뉴 포함 기준을 세분화하여 

메뉴를 포함한 문장이 완결된 문장인가의 여부도 분류 

기준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분류3」은 「분류2」에서 

메뉴로 함께 고려하던 선택사항(커피의 원 샷이나 

아이스 등)을 다른 분류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여기서 제시한 문장 분류 기준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분류기의 정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구현 

결과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표 3. 분류 기준에 속하는 예시 문장들 

 

 

4. 분류기 구현 결과 

 

분류기의 state간 transition probability와 state-to-

evidence probability를 구하고, Cross-Validation으로 

성능을 test하기 위해 앞에서 설명한 카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문장을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검증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 논문에서는 표 2에서 설명한 분류 

집합들에 대해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는 10-fold cross-validation을 이용하여 이전 

연구와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로, DT는 

Decision Tree를 이용한 결과를, HMM은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의미한다. HMM 뒤에 붙은 Crit1과 Crit2, 

Crit3는 표 1에서 설명한 분류 집합을 나타낸다. 분류 

기준을 적게 사용한 HMM-Crit1의 경우 이전 연구보다  
그림 1. 문장 의도 분류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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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알고리즘별 평균 정확도(%) 

 

성능이 안 좋지만 문장을 분류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추가함에 따라 성능이 향상됨을 볼 수 있다. 이는 문장 

의도가 23가지나 되고 메뉴와 관련된 의도만 10개, 

금액이 포함된 것이 3개, 나머지 의도가 10개나 되기 

때문에 메뉴에 대한 세부 조건이 추가될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다. 

Cross-Validation을 통한 성능 비교 외에도 HMM 

transition model의 conditional probability로부터 다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Transitional probability가 높은 

경우는 이전 대화 의도와 다음 대화 의도 사이에 강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림 3은 

transitional probability를 크기에 따라 색이 밝아지도록 

나타낸 도식이며, 각 행은 이전 대화 의도가 주어졌을 

때 다음 대화 의도의 conditional probability를 의미한다.  

 

그림 3. Transitional Probability의 크기에 따른 도식. 

세로축이 이전 문장의 의도, 가로축이 새 문장의 의도를 

나타내며, 밝을수록 높은 확률을 의미한다. 왼쪽 아래가 

‘시작/종료’이며, 각 의도는 표 1의 순서를 따른다. 

확률이 가장 높은 경우부터 4가지를 살펴보면, 점원이 

서명을 요청한 후 손님이 특별한 의도로 분류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0.79의 확률로 가장 높았다. 

이는 표 1에 나온 '기타'에 해당하는 문장 의도에 

'서명하기'의 동작이 포함되어 있고, 대체로 서명이 

끝난 후 다양한 종류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점원이 결제 금액을 안내한 후 

손님이 결제하는 경우로, 확률이 0.75에 해당하며 

당연한 결과이다. 손님이 결제한 후 점원이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와 분류 되지 않은 의도에서 대화가 

종료되는 경우가 0.61의 확률로 그 다음을 따르고 

있으며, 카드 결제 후 서명을 요청하는 점과 주문부터 

결제가 모두 끝난 후에 다양한 종류의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점을 생각하면 두 결과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문장에 대한 화자의 의도를 분류하기 

위해 문장을 몇 가지 기준에 따른 소규모 집합으로 

분류하고 Hidden Markov Model을 이용하였다. Decision 

Tree를 이용한 이전의 연구와 비교할 때 보다 간단한 

구조의 모델로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문장의 형태나 구성에 대한 언어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장 분류 기준을 

찾는 것도 가능한 연구 과제이며, 이 연구에서 구현한 

문장 의도 분류기를 이용하여 문장 생성기를 구현하는 

것도 확장 가능한 연구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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