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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애플의 시리(Siri), 아마존의 알렉사(Alexa)는 

물론 국내 SKT 누구(Nugu), KT 기가지니(GIGA Genie), 

네이버 클로바(Clova)와 같은 인공지능 음성언어 비서 

시스템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관련 시장이 빠른 속

도로 성장하고 있다[1]. 이러한 인공지능 음성언어 비서 

시스템에서 인간과 컴퓨터가 신변잡기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채팅 모델은 가장 필수적인 기술로 입력된 

문장을 통해 적절한 답변을 출력하는 시스템이다. 채팅 

모델은 보유한 대화쌍에서 가장 유사한 내용을 선별하는 

검색기반 모델과 입력된 문장을 통해 답변문장을 생성하

는 생성기반 모델이 있다. 검색기반 모델은 제한된 데이

터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응답의 정확도를 높여야하며 

생성기반 모델은 문법적 오류 및 의미적 정확성을 향상

시켜야 하는 이슈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검색기

반 채팅 모델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색인어 정규화 및 

응답 필터링을 적용하여 검색 커버리지와 검색 결과 정

확도를 향상시키는 검색기반 채팅 모델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검색기반 방식의 연구는 채팅 모델뿐만 아니라 질의응

답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검색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해 질의를 정규화[2]하거나 질의확장[3]을 통해 어휘 

일치율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어휘 정

보만 사용하는 기존의 검색 모델과 달리 의미정보를 함

께 반영하고 구문 패턴을 통해 말잇기를 하는 등 답변 

문장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채팅 모델 연구도 진행

되었다[4]. 검색 모델 외에도 질의를 분석하여 얻어진 

자질을 통해 검색 결과를 재순위화 하여 문장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후처리 방식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5]. 본 

논문에서는 검색의 커버리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체명

과 시제, 보조 용언의 양상 정보를 통한 색인어 정규화

를 사용하고 문장 임베딩을 활용한 응답 필터링을 통해 

응답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검색기반 채팅 모델을 제안

한다.

3. 검색기반 채팅 모델

그림 1. 제안 모델의 구조도

[그림 1]은 제안 모델의 구조도를 보여준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검색기반 채팅 모델은 주어진 색인 질의/

색인어 정규화 및 응답 필터링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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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쌍 데이터를 전처리 및 정규화하여 색인하는 색인 

모델, 사용자 질의가 입력됐을 때 사용자 질의와 유사한 

색인 질의를 찾고 색인 질의와 쌍으로 존재하는 응답을 

검색하는 검색 모델, 마지막으로 검색된 후보 응답이 적

절한지를 판단하는 응답 필터링 모델로 구성된다. 색인 

모델과 검색 모델에서 사용하는 색인어 정규화는 개체

명, 보조 용언, 시제를 통해 생성하고 후보 응답이 적절

한지 판단하는 응답 필터링 모델은 auto-encoder방식의 

sequence-to-sequence 모델을 통해 사용자 질의, 색인 

질의, 색인 응답의 문장 임베딩을 생성하고 생성된 문장 

임베딩을 통해 이진 분류하여 사용자 질의와 응답이 적

합한지를 판단한다.

3.1. 색인어 정규화

본 논문에서는 검색의 커버리지(coverage)를 높이기 

위해 색인 질의와 사용자 질의 색인어를 정규화한다. 정

규화 작업은 형태적으로나 구문적으로 상이한 문장이라

도 동일한 색인어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본 논문은 다음

과 같은 순서로 정규화를 적용한다.

1) 연속된 기호(. ? !)를 하나의 기호로 변환

2) 자주 사용되지 않는 기호를 제거

3) 질문 패턴 사전을 통해 매칭 된 “~까”, “~나”, 

“?”등을 질문을 나타내는 심볼 “@Q”로 변경

4) 형태소 분석결과 미등록어(NA)로 구분된 경우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앞 세글자만 추출

5) 개체명 인식결과를 통해 개체명에 해당하는 형태소를 

개체명으로 치환

6) 보조 용언과 시제를 통해 양상(modality)을 파악하고 

양상별 심볼로 정규화

7) 체언류, 용언류의 내용어(content word)가 아닌 형태

소 제거

정규화 과정 3)의 질문 패턴 사전은 질문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어휘들을 기록해둔 사전으로 질의에서 사전에 

매핑되는 어휘가 나타날 시 치환하는 역할을 한다. 4)의 

미등록어 처리 부분은 잘못된 어휘나 출현 빈도가 낮은 

어휘의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부분으로 “안녕하세욤”

과 같이 잘못된 어휘로 인한 미등록어를 “안녕하”로 치

환하여 커버리지를 높인다. 6)의 양상별 심볼은 형태소

가 조합되면서 나오는 양상을 그룹화[6]하여 “밥을 먹

고 싶다.”와“밥을 먹기 바란다.” 같이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질의를 정규화 해준다. [그림 2]는 색인어 

정규화를 통해 생성된 색인어를 보여준다.

그림 2. 문장 정규화의 예

[그림 2]에서 색인어 정규화를 통해 생성된 색인어 중 

“M#34”는 희망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 치환된 것이고 

“T#1”은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이다. 또한 “철수”의 경우 

개체명 인식결과 사람을 나타내는 “@PERSON”으로 분류되

어 형태소 “철수/NNP”를 개체명 “@PERSON”으로 변경한

다.

3.2. 검색 모델

검색 모델을 사용하기에 앞서 색인을 위한 색인 데이

터의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색인 데이터의 구조

[그림 3]의 구조에서 Index Term은 색인 질의를 3.1절

에서 언급한 정규화 방법을 통해 생성된 색인어로 검색 

모델에서 검색 할 때 사용되는 색인 정보이다. 나머지 

정보는 검색이 됐을 때 필요에 따라 정보를 가져오기 위

해 같이 색인된 정보로 검색할 때 사용되지 않는 정보이

다.

질의/응답 데이터를 색인 한 후 사용자 질의와 유사한 

색인 질의를 검색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질의에 가

장 유사한 색인 질의/응답 쌍을 검색하기 위해 식 (1)의 

okapi BM25를 사용하여 사용자 질의와 색인 질의간의 유

사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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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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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1) 

식 (1)에서 는 사용자 질의, 는 색인 질의, 는 사

용자 질의에 포함된 번째 단어, 은 평균 문장 길이, 

은 색인된 전체 질의의 수이다. 이때 초모수(hyper 

parameter)로 사용되는 과 는 문장 검색에 최적화된 

1.0과 0.18로 설정한다[7].

3.3. 응답 필터링 모델

본 논문에서는 검색 모델을 통해 검색된 결과가 사용

자 질의에 알맞은 응답이 아닌 경우를 감소시키기 위해 

문장 임베딩을 사용하는 응답 필터링 모델을 제안한다. 

응답 필터링 모델에 사용되는 문장 임베딩 모델은 입력 

문장으로부터 생성되는 문장이 입력과 동일하게 나오도

록 하는 auto-encoder방식[8]의 sequence-to-sequenc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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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사용한다. [그림 4]는 auto-encoder방식의 문장 

임베딩 생성 모델의 구조이다.

그림 4. Auto-encoder방식의 문장 임베딩 생성 

모델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양방향 LSTM 순환 신경

망(Bi-directional LSTM Recurrent Neural Network)[9]

을 통해 입력 문장을 임베딩하고 생성된 임베딩을 디코

딩하여 입력과 똑같은 문장이 생성되도록 학습한다. 다

음으로 새로 입력된 문장의 문장 임베딩을 생성하고자 

할 땐 양방향 LSTM 순환 신경망을 통해 생성된 인코딩 

정보만을 문장 임베딩으로 사용한다. 문장 임베딩 모델

은 응답 필터링 모델에 적용하기 전 사전 학습하여 사용

하며 600,000개의 구어체 자막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

한다.

필터링 모델은 사용자 질의, 색인 질의, 색인 응답의 

문장 임베딩을 통해 사용자 질의와 검색된 후보 응답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진 분류 신경망을 사용한

다. [그림 5]는 문장 임베딩을 사용하는 이진 분류 모델

을 나타낸다.

그림 5. 응답 필터링 모델

[그림 5]에서 Query는 사용자 질의, Question은 색인 

질의, Answer는 색인 응답을 나타낸다. 사용자 질의, 색

인 질의, 색인 응답을 각각 문장 임베딩 모델을 통해 임

베딩을 생성하고 생성된 임베딩을 연결(concatenation)

한 후 신경망 모델을 통해 이진 분류한다.

4. 실험 및 평가

4.1. 실험 준비

본 논문은 필터링 모델과 검색기반 채팅 모델 두 가지 

성능을 평가한다. 필터링 모델을 학습 및 평가하기 위해 

색인 데이터의 질의/응답 쌍을 positive 데이터, 색인 

질의 Q를 검색하여 나온 검색 순위 4위 이하의 질의/응

답 Q’/A’로 만든 Q/A’를 negative 데이터로 사용한

다. 학습 데이터 82,814개, 평가 데이터 20,704개를 사

용하며 총 103,518개의 데이터는 positive 데이터 

49,417개, negative 데이터 54,101개로 구성된다. 다음

으로 검색기반 채팅 모델의 색인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해 색인 커버리지를 확인하는 close테스트에 54,252개의 

질의/응답 쌍 데이터, 사용자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open테스트에 색인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200개의 질

문을 사용한다.

4.2. 응답 필터링 모델 실험 평가

본 논문에서 응답 필터링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해 정확도(accuracy), positive 레이블의 정확률

(precision), 재현율(recall), F1-score를 사용한다. 표 

1은 필터링 모델의 성능을 나타낸다.

Performance

Accuracy 0.983

Positive Precision 0.967

Positive Recall 1.0

Positive F1-score 0.984

표 1. 필터링 모델의 성능

표 1에서 F1-score를 보아 사용자 질의와 검색된 색인 

응답을 필터링 하는데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하는 검색기반 채팅 모델에 효율적으로 사

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3. 검색기반 채팅 모델 실험 평가

검색기반 채팅 모델은 사용된 색인 커버리지를 확인하

기 위한 close테스트와 채팅 모델의 사용자 만족도를 평

가하기 위한 open테스트 두 가지를 평가한다. close테스

트는 색인 질의를 검색했을 때 1순위로  검색된 질의가 

검색 질의와 같은 여부를 측정한다. close테스트의 성능

은 표 2와 같다.

Accuracy

기본 검색 모델 0.989

필터링 모델 추가 0.993

표 2. 검색기반 채팅 모델 close 테스트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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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기본 검색 모델은 3.2절까지 모델로 필터링 

모델이 적용되지 않은 모델이며 필터링 모델 추가는 3.3

절의 필터링 모델을 적용시킨 검색기반 채팅 모델이다. 

close테스트지만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이는 일부 문자

가 다르지만 정규화된 질의어가 같아 발생하는 오류다.

다음으로 open테스트는 색인 질의에 포함되지 않은 

200개의 질의를 검색해 나온 결과를 사람이 직접 정성평

가한 결과이다. 정성평가는 1점부터 5점까지의 범위로 

평가한다. 본 논문에서 정성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점 – 응답이 전혀 없거나 말이 되지 않는 것

2점 –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조금 적절치 못한 것

3점 –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될 수도 있는 것

4점 –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괜찮은 것

5점 – 질의에 대한 완벽한 응답

정성평가는 4명의 평가자가 진행하며 표 3은 정성평가

의 연구자별 평점을 보여준다.

기본 검색 모델 필터링 모델 추가

Human 1 3.069 3.55

Human 2 2.708 3.35

Human 3 3.335 3.6

Human 4 2.968 3.55

평균 3.02 3.51

표 3. 정성평가의 성능

표 3에서 기본 검색 모델은 평가자들의 평균이 3.02로 

대부분의 문장이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필터링 모

델을 적용할 경우 평가자들의 평균이 3.51로 향상되어 

모델 응답의 품질이 상승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4. 응답 필터링 성능 향상 예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색인화 정규화 및 응답 필터링이 

적용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질의 응답

기본 검색 모델
정말 어려운 

문제야.

누가 뭐랬나요? 

필터링 모델 추가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림 6. 필터링 모델을 통해 정답 품질이 상승한 예

[그림 6]은 기본 검색 모델의 응답 결과와 응답 필터

링이 적용될 경우 품질이 상승된 결과 예시를 보여준다. 

질의 “정말 어려운 문제야.”라고 입력했을 때 기본 검

색 모델은 가장 유사한 문장으로 “정말이라고, 정말!”

이 매칭되어 그에 해당하는 “누가 뭐랬나요?”라는 엉

뚱한 답변을 출력한다. 하지만 필터링 모델이 적용된 경

우 “정말이라고, 정말!”은 필터링되고 “정말 어려

워.”와 매칭 되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와 같이 

질의와 어울리는 문장을 출력하게 해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개체명, 보조 용언, 시제를 통해 색인

어를 정규화하고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여 품질을 향상시

키는 검색기반 채팅 모델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색인

어 정규화로 높은 검색 커버리지를 확보했고 문장 임베

딩을 이용한 응답 필터링을 통해 응답의 품질을 향상 시

킬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 검색 모델을 통해 결과가 검

색되지 않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기반 채팅 모델

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채팅 모델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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