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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사전, 동영상과 같은 버티컬 서비스의 검색 기획을 해왔습니다. 2017년 초 AI 서비스팀에 

합류한 후 카카오미니의 탄생을 함께 했습니다. 특히 카카오I(아이)가 좀 더 똑똑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한 서비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 1월 말에서 2월 초에 걸쳐 카카오미니가 더욱 다양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제 카카오미니로 치킨, 피자 등을 

주문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윤식당’이 몇시에 하는지, 현재 예매 

순위 1위가 어떤 영화인지도 카카오미니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현재의 실시간 이슈가 무엇인지, 주말에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경기 

라인업에 포함되었는지도 "헤이, 카카오!"만 부르면 알 수 있다. 집에서 

회사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대중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카카오T를 통해 택시를 불러주기도 한다.

카카오미니는 점점 똑똑해지는 중이다

상상력 가득한 공상과학(SF) 영화를 보며 기대했던 AI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카카오미니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중이다. 

카카오미니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한 번쯤은 

카카오미니가 이전에는 알아듣지 못했던 명령을 어느 순간 이해하고 

대답하는 현상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카카오미니는 어떻게 

진화하는 것일까? 

 <카카오 AI리포트>를 통해 많이 소개된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은 카카오미니가 계속해서 학습하고 진화하도록 

도와준다. 기술적인 내용은 이전의 <카카오 AI리포트>를 통해 

많이 소개돼 왔기에, 이번 글에서는 서비스 기획자의 시각으로 

카카오미니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카카오미니는 어떻게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일까

카카오미니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카카오I(아이)의 코어 엔진(core 

engine)은 스피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카카오미니에는 듣는 역할을 하는 ‘마이크’와 사용자에게 말을 하는 

역할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고, 사용자가 말한 명령은 인터넷망을 

통해 카카오I 코어 엔진 서버로 전송된다. 코어 엔진은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업데이트’ 과정 없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마치 사람처럼 학습한다고 느껴질 수 있다. 

 사용자가 "헤이, 카카오!"라고 부르면 카카오미니는 띵 소리와 

함께 노란색 LED를 점등하며 대화 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 때부터 

입력되는 음성은 서버로 전송되고 음성 엔진은 이를 텍스트로 

변환한다. 대화 엔진은 변환된 텍스트를 사용자가 어떤 ‘의도’로 

말을 했는지 ‘분류’하고, 각각의 의미 있는 단어를 ‘추출’한다. 서비스 

에이전트는 추출된 단어를 이용하여 사용자 ‘의도’에 맞는 적절한 

답변을 만들고, 이 답변이 다시 스피커로 전송되어 출력된다.

 카카오미니가 언어를 잘 이해하려면 전송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과 텍스트를 의도에 맞게 ‘분류’하고 의미 있는 단어를 

‘추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딥러닝’ 이라는 기술이 사용된다.

카카오미니는 

어떻게 점점 더 

똑똑해지는가

카카오미니의 업데이트된 서비스 명령어

•카카오톡 주문하기

“헤이, 카카오! 후라이드 치킨 시켜줘”

“헤이, 카카오! 오늘 할인 메뉴 뭐야?”

•어학/사전

“헤이, 카카오! 냉장고가 영어로 뭐야?” 

“헤이, 카카오! 점입가경이 무슨 뜻이야? 

•카카오 T 택시

“헤이, 카카오! 강남역 가는 택시 불러줘”

“헤이, 카카오! 택시 언제 와?”

•프리미어리그 경기 일정/결과

“헤이, 카카오! 맨유 경기 일정 알려줘”

“헤이, 카카오! 어제 손흥민 잘했어?”

•TV/영화

“헤이, 카카오! 윤식당 언제 해?”

“헤이, 카카오! 요즘 재밌는 드라마 뭐있어?”

“헤이, 카카오! 1987 관객수 얼마야?”

•교통정보

“헤이, 카카오! 9007번 버스 언제와?”

“헤이, 카카오! 강남역까지 얼마나 걸려?”

“헤이, 카카오! 이태원에서 명동까지 얼마나 걸려?”

•실시간 이슈/정보

“헤이, 카카오! 실시간 이슈 알려줘”

“헤이, 카카오! 캐나다 수도 어디야?”

“헤이, 카카오! 라면 칼로리 얼마야?

[ 그림 1 ] 카카오 AI 생태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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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고 사용자 발화에 포함되는 ‘단어’를 ‘엔티티’ 사전으로 

등록한다. ‘블록’에서 ‘발화’를 입력하면, 빌더는 입력된 발화의 

단어를 사전에 등록된 ‘엔티티’와 연결한다.

 ‘블록’에서는 설정한 ‘스킬’을 연동할 수 있도록 ‘동작’ 

파라미터(parameter)도 정의한다. ‘엔티티’가 제대로 추출되었는지 

검증하고, 필수 ‘엔티티’를 정의해서 필수 값이 비어 있다면 

사용자에게 ‘재질의’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카카오미니가 매일 조금씩 좋아지는 이유

카카오I는 자주 유입되는 발화와 의도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 기획자는 이를 통해 매일 유입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자주 들어오는 명령은 어떻게 더 

스마트하게 답변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실패한 명령은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한다.

 실패의 원인은 앞에서 설명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 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텍스트를 ‘분류’하거나 ‘추출’하는 것이 잘못 

되었을 수도 있다. 실패의 원인이 파악되면 이는 카카오I 코어 

엔진을 업데이트하거나 카카오I 오픈 빌더에서 엔티티, 블록, 스킬을 

수정해서 해결한다.

 수정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서버에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카카오미니가 사용자의 의도를 한번에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업데이트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카카오I는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

카카오I는 카카오미니 외에 다양한 기기에 탑재 될 수 있다. 

카카오미니가 아닌 다른 형태의 스피커나 냉장고, 에어컨과 

같은 가전 제품이 될 수도 있다. 자동차나 집안의 스마트홈 

시스템에도 카카오I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운전하면서 

"헤이, 카카오!"를 불러 길을 찾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음성 

명령만으로도 집안의 불을 켜거나 끌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카카오I 통계 

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자주 유입되는 명령어 중 ‘서비스’가 없어서 

대응하지 못하는 기능부터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카카오I 번역*4, 

보이스톡, 장소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 외부 제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I 시스템은 기존 카카오미니 사용자들에게도 동일한 

업데이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카카오I가 탑재되는 자동차, 

스마트홈, 스피커 등은 비록 기기의 형태와 기능은 다르지만 

사용자들에게 모두 동일한 경험을 제공 할 것이다.

카카오미니가 학습하는 방법

카카오미니를 많이 사용할수록 음성 인식 성능은 점점 더 좋아진다. 

그 원리는 무엇일까? 아래 그림은 카카오I 음성 엔진의 학습 

방법이다. 음성 인식 시스템은 크게 ‘인식’ 과정과 ‘학습’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인식 과정’은 사용자의 음성을 프로그램이 인식하여 텍스트 결과를 

내어주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자의 눈 앞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때 음성 엔진은 미리 학습된 음향 모델과 언어 모델을 이용한다. 

 ‘학습 과정’은 사용자의 음성과 인식된 텍스트를 다시 

학습하여 음향 모델과 언어 모델을 만드는 단계다. 실제 사용자 

데이터는 다양한 연령, 목소리 특성, 주변 환경을 포함한 

데이터이므로 이를 학습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은 성능 

개선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음향 모델은 깊은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 방식을 적용하면 대용량의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더욱 정교한 모델링이 가능하다.

 ‘의도’ 분류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충돌’하는 명령어가 없는지 

검토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중요하다. 유입된 명령어를 ‘의도’에 

따라 분류한 후 ‘공통’으로 등장하는 것들은 ‘공통 명령어’로 묶어 

사용자의 이전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도’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그만’이라는 명령어가 유입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사용자가 이전부터 ‘음악’을 듣고 있었다면 ‘그만’은 

‘음악 종료’에 해당하는 ‘의도’이고,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면 ‘라디오 

종료’에 해당하는 ‘의도’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정제된 데이터는 

말뭉치에 등장하지 않은 단어 중 말뭉치에 존재하는 것과 유사한 

단어를 학습하기 위해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 방식을 

적용하여 모델링 한다. 최근에는 GloVe(Global Vectors for Word 

Representation)를 활용하여 학습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들이 

카카오미니와 더 많은 대화를 할수록 카카오미니는 점점 더 

똑똑해진다.

카카오미니 서비스가 추가되는 과정

카카오미니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기존의 웹서비스와는 조금 

다르다.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 결정하면 서비스를 사용하는 ‘의도’ 

부터 분류한다. 예를 들어 ‘음악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자. 음악을 

듣는 형태는 다양하다. 인기 차트를 듣고 싶을 수도 있고, 분위기에 

맞는 음악이나 특정 가수의 곡을 듣고 싶은 의도도 있다. 음악을 

듣다가 마음에 안들면 다음 곡 재생을 요청할 것이고 이것 저것 

요청하는게 귀찮다면, 그냥 ‘음악 좀 틀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사용자의 ‘의도’를 분류한 이후에는 그 의도를 이루기 위해 

사용자가 명령할 만한 ‘발화’를 만든다. ‘발화’는 의미 있는 ‘단어’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특정 단어의 조합에 따라 서비스 에이전트가 

어떤 동작을 수행할지 정의한다. ‘동작’ 수행은 카카오미니의 

캐릭터에 맞게 출력 문장을 다듬는 과정을 거치고, 최종 결과물이 

스피커를 통해 ‘출력’된다.

이 모든 과정은 카카오I의 개발 플랫폼인 ‘카카오I 오픈 빌더(Kakao I 

Open Builder)’*3를 통해 이루어진다.

카카오I 오픈 빌더는 ‘엔티티(entity)’, ‘블록(block)’, ‘스킬(skill)’로 

구성되어 있다. ‘엔티티’는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주요 단어를 ‘추출’하도록 규정한 데이터 사전이다. ‘블록’은 

사용자 명령으로 부터 의도를 파악하여 서비스 에이전트가 

수행할 액션과 응답할 내용을 형식에 맞게 설계하고 정의하는 

모듈(module)이다. ‘스킬’은 ‘블럭’에서 사용자의 ‘의도’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호출하여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획자는 위에서 정의한 ‘의도’를 빌더(builder)의 ‘블록’으로 

카카오미니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

· 의도 : 인기 차트 재생

· 발화 : 인기 곡 틀어줘, 요즘 핫한 음악 들려줘, 실시간 차트 들려줘

· 단어 : ‘인기 곡’, ‘요즘 핫한 음악’, ‘실시간 차트’ => ‘인기 차트’ 엔티티

· 동작 : ‘인기 차트’ 엔티티가 추출되면 ‘인기 차트’ 곡 목록을 재생 하라

· 출력 : 인기 차트에 해당하는 곡 재생

[ 그림 3 ] 카카오I 오픈 빌더 블록의 작동 원리

발화입력

아이유 노래 

틀어줘

아이유 노래 

틀어드릴게요

{

    “intent”:”playmusic”,

    “parameter”:{

        “artist”:”아이유”

    }

}

동작

스킬

http://melon.webhook.url

출력

카카오미니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

·블록: 띠별 운세 정보

·엔티티:  ‘띠이름(닭띠, 양띠)’, ‘생년(72년생, 81년생)’, ‘날짜(2월 17일)’, ‘기간(오늘, 내일)’

·발화:  닭띠 운세 알려줘, 운세 알려줘, 81년생 운세 알려줘, 닭띠 내일 운세 알려줘 (엔

티티 연결)

·스킬: 운세정보 API

·동작: 필수 파라미터(띠이름, 생년)으로 정의

    ┗ Q : 운세 알려줘 => 필수 파라미터 누락, 재질의 필요

    ┗ A : 어떤 띠 운세를 알려줄까요?

*1 참고 | https://kakao.ai/about  *2 참고 | 김훈, “음성 인식 방법과 카카오i의 음성형 엔진,” 카카오AI리포트 

Vol.6, 2017  *3 참고 | https://i.kakao.com/openbuilder/#/login  *4 참고 | https://translate.kakao.com

[ 그림 2 ] 음성 인식 시스템 학습 과정*2

인식 과정

학습 과정

음향 모델

언어 모델

음성DB

텍스트DB

음성입력 인식 결과특징벡터 추출

특징벡터 추출 특징벡터 추출

특징벡터 추출 특징벡터 추출

학습데이터 반영

특징벡터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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