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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질의-응답 데이터

개요: 민원(콜센터) 질의-응답 데이터셋이란?
코로나19 확산 이후 콜센터 집단감염으로 인한 상담사 재택근무 등 시장 변화에 따른 민원콜의 증가로
콜센터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콜센터 업무 효율화를 위해 AI기술을 활용한
ICC(Intelligent Contact Center) 지능형 컨택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관련 기술 개발에 활용
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셋 구축을 위해 민간기업ㅡ 공공기관의 콜센터(민원) 상담 내역을 활용한
질의응답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이 데이터셋은 상담사와 고객간의 질의-응답 110만쌍, 이를
녹취한 음성데이터 4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셋의 구성
본 데이터셋은 실제 상담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성데이터를 재가공한 텍스트데이터 110만 대화쌍,
재가공한 텍스트 데이터를 녹음한 음성데이터로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있다.
상담 건마다 상담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화쌍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구성했으며, 데이터 편향
방지 및 모델링 구축을 위해 카테고리별 데이터셋을 설계하였다.
데이터셋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로 구분하였으며, 자연스러운 상담 대화 셋을 구성하기 위해
비정형데이터의 비중을 늘려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림1 | 질의-응답 데이터 자료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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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데이터를 재가공한 텍스트 데이터
- 원천 음성데이터를 STT엔진을 통해 텍스트로 변환
- 텍스트로 변환 후 개인정보 제거 및 비문 수정
- 해당 질의-응답 데이터의 개체명, 용어사전, 지식베이스 추출 후 자체 저작도구에 업로드
재가공한 텍스트 데이터를 녹음한 음성데이터
- 가공된 질의-응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음성 녹음 데이터
- 실제 상담을 하는 듯이 녹취 진행

데이터셋의 설계 기준과 분포
kth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Daisy엔진의 데이터 처리 기술(STT엔진, 상담내용 요약, 상담카테고리
자동분류, 고객정보 자동 Blur처리)을 이용해 개인정보 이슈가 없는 원천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원천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구축하였으며 해당 데이터는 콜센터 업계의 AI 상담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데이터셋을 설계하였다.

그림2 |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

• 상담데이터를 정형, 비정형데이터로 나누어 분류 하였으며 상담데이터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개인정보 이슈가
없도록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2

| 한국어 텍스트 과제 | 민원(콜센터) 질의-응답 데이터

그림3 | 정형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분류

• 원천데이터 선정은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질의-응답 데이터로 구성하였다.

그림4 | 데이터셋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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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
데이터셋에 따른 항목과 해당 값은 아래 테이블과 같다.
항목

설명

도메인

대분류

주문, 결제, 배송 등

카테고리

중분류

주문확인, 주문처리, 단순배송문의 등

대화셋 일련번호

데이터건 별 식별번호

데이터건 별 1,2,3..

화자

상담사와 고객을 분리하는 번호

0 : 상담사, 1 : 고객

문장번호

질의, 응답 한 문장 당 부여된 번호

문장별 1,2,3…

고객의도

방송상품 주문요청

의도
정보

main
sub

상담사의도

고객주소등록

질의-응답 구분

Q:질의, A:응답

main Q

고객 질문

네 방송 보고 있는데 주문하려구요

QA

원본

sub Q

상담사 질문

고객님 상세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User Answer

고객 응답

네, 전화번호는 ooo oooo oooo

System Answer

상담사 응답

네 등록해드리겠습니다.

개체명

문장 중 명사 단어들을 ‘,’로 분리

주문, 삼성카드, 현금 영수증

용어사전

개체명의 유사 및 동의어

성함/성명/이름, 신청/주문

지식베이스

개체명이 해당 문장에서 쓰이는 의미를 기술 엘에이 갈비/상품명, 삼성카드/카드명

데이터 예시
이 데이터셋 예시는 모든 데이터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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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축 과정
데이터 분류

데이터 출처

K쇼핑

상담데이터 녹취 및 분석을 진행하는 Daisy플랫폼 서버에서 다운로드

금융/보험

개인정보 제공 이슈로 원천데이터 획득 제한, 직접 전화문의

질병관리본부

개인정보 제공 이슈로 원천데이터 획득 제한, 직접 전화문의

다산콜센터

개인정보 제공 이슈로 원천데이터 획득 제한, 직접 전화문의

상단의 표와 같은 출처에서 데이터를 공급받아 다음과 같이 정제 및 가공 작업을 진행함.

• 정제작업
- 쇼핑데이터 구축은 kth의 자체 상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Daisy를 이용해 개인정보 자동
마스킹 및 카테고리 분류를 진행하였고 보다 정확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용역을 고용하여
2차 마스킹 작업을 통해 개인정보 이슈 해결
- 텍스트로 변환된 상담 데이터 중 상담사들 간의 음성이 혼재되어 식별할 수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작업을 제외함
- 금융, 질병관리본부, 다산콜센터 녹취 데이터의 경우, 유료 STT엔진을 이용하여 텍스트로
변환한 뒤, 수동 카테고리 분류 후 작업과정에서 학습을 통하여 자동 분류 실시 이후 문의한
상담 내용 중 개인정보를 선별 및 비식별화(마스킹) 처리 하여 개인정보 이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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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 Daisy 엔진 사용 예시

• 가공 작업
- 상담 데이터의 문장별 분석을 통한 개체명 추출, 용어사전, 지식베이스 관리 진행
- 작업자별로 입력 및 검수 요청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사용
- 작업이 어려운 데이터에 한해 작업 제외 함.
- 목표량 :질문-답변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 110만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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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 저작도구 사용툴

검수와 품질 확보
• 품질을 위한 교육
- 데이터 구축 초기에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크라우드소싱 인력을 교육함
- 이 외에도 동영상 교육, 화상 교육을 통해 입력자, 전수검수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
- 검수과정을 통해서도 반려사유를 알려줌으로써 교육이 이루어짐

그림7 | 동영상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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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을 위한 교육
- 전수 검수
∙ 입력된 대화쌍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구축되었는지, 띄어쓰기 및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는지,
체크 후 반려
- 선별 2차 검수
∙ 검수된 질의 응답쌍이 작성 기준에 맞는지 체크 후 반려 및 수정 제출

그림8 | 반려사유 코멘트

- 샘플링된 데이터 셋 검토
∙ 구축된 데이터를 초기부터 일정 기간마다 샘플링하여 주관기관으로 전송하여 구축 가이드와
학습에 유효한 데이터인지 검토 받음
∙ 검토사항을 데이터 구축에 적용함

데이터 구축 담당자
수행기관(주관) :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
(전화 : 02-2602-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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