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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Argument Mining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주어진 논지에 대한 논리적 구조를 

분석 및 평가하거나[1][2] 수준 높은 논지를 새롭게 생성하는 

등[3] 다양한 연구를 포함한다. IBM에서 출시한 Debater 

Project는 관련된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이는 의사 

결정 보조, 문서의 설득력 평가 및 강화, 자동 토론 시스템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상용화와 관련되는 중요한 연구 분야이

다. 

논지의 구성요소는 1) 화자의 주장, 2) 주장과 관련된 근거, 

3) 근거와 주장을 연결하는 논리적 추론 관계로 볼 수 있다. 이 

중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명확한 논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화자의 주장과 관련도가 높으며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주장을 뒷

받침하는 근거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어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의 추출을 높은 

정밀도와 확장성을 포함하여 자동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어

려움을 가진다. 먼저 주장과의 명시적인 관련성은 낮은 증거라 

하더라도, 주장을 논리적으로 지지하는 데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지 근거 추출은 반드시 주어진 증거 자료와 주

장 사이의 관계에 대한 높은 인지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주

어진 주장이 다루고 있는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서 내

에 존재하는 정보라도 근거로서 논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경우

가 빈번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지지 근거 추출 자

동화 시스템은 보다 넓은 검색 범위를 가지고, 비정형 텍스트 

내에서 논지와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지 근거 추출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는 논지

가 다루는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내에서 논지를 지지

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만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4].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넓은 범위의 문서에서 

정밀도 높은 근거 자료 추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이를 위해 1) 주장이 담긴 문서와 TF-IDF 유사도가 높은 문

서의 선별, 2) 문장 간의 의미적 유사도를 통한 지지 근거 1차 

추출, 3) 신경망 분류기를 통한 지지 근거 2차 추출로 이루어진 

단계적 구조의 추출 시스템을 제안한다. 

실험을 위해 사회 이슈에 대한 화자의 주장을 담고 있는 사설

4008개 및 무작위로 선별된 845675개의 뉴스를 수집하여 데이터

를 구축하였다. 이후 추출 시스템의 성능 평가 및 신경망 모델

의 훈련을 위해 3644개의 문장 쌍에 대한 주석을 수행하였다.  

주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한 결과, 시스

템이 추출한 지지 근거의 정밀도는 1,2차 추출 단계에서 각각 

0.41, 0.7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

이 단계적인 추출 과정을 거쳐 높은 정밀도로 지지 근거를 추출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경망 분류기 모델의 성능을 다

른 분류기 모델과 비교한 결과, 양방향 장단기 메모리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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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논지가 높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지 근거가 필요하다. 논지 내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추출의 자동화는 자동 토론 시스템, 정책 투표에 대한 의사 결정 보조 등 여러 어플리

케이션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웹문서로부터 지지 근거를 추출하

는 시스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높은 성능의 시스템 구현을 어

렵게 한다: 1) 논지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지만 지지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

한 넓은 검색 범위, 2) 수집한 정보 내에서 논지의 주장을 명확하게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식별할 수 있

는 인지 능력. 본 연구는 높은 정밀도와 확장 가능성을 가진 지지 근거 추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지지 근거 추출 시스템을 제안한다: 1) TF-IDF 유사도 기반 관련 문서 선별, 2) 의미적 유사도를 통한 지지 

근거 1차 추출, 3) 신경망 분류기를 통한 지지 근거 2차 추출. 제안하는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설 4008개 내의 주장에 대해 웹 상에 있는 845675개의 뉴스에서 지지 근거를 추출하는 실험을 수행하

였다. 주장과 지지 근거를 주석한 정보에 대하여 성능 평가를 진행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계적 시

스템은 1,2차 추출 과정에서 각각 0.41, 0.70의 정밀도를 보였다. 이후 시스템이 추출한 지지 근거를 분석

하여, 논지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지 근거 추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설득력 향상, 지지 근거 추출, 신경망 분류기, 정보 추출, 관계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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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문장 임베딩을 활용한 신경망 분류기가 상대적으로 높

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관련 연구와의 

성능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우수성을 검증

하였다. 

 

2.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지지 근거”

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와 유사한 과제를 다룬 이전 

연구[4][5]와 본 연구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한다. 

이후 본 연구와 관련된 자연언어처리 분야의 연구와의 

비교를 진행한다. 

본 연구는 사설 내에 존재하는 주장에 대한 지지 근거

를 외부 문서로부터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경

우 “지지 근거”는 (문맥 내에서 표현된) “화자의 주

장에대한 설득력을 높이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문장”

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지 근거는 문장이 담긴 

문서 정보, 전후에 표현된 문장 등 해당 문장이 담긴 문

맥을 고려하여 추출 되어야 한다. 또한 지지 근거는 주

장에 대한 설득력 향상에 목적이 있고, 주장에 대한 사

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와는 그 의미

를 달리한다.  

지지 근거의 정의에 관련된 예시가 <표 1> 에 정리되

어 있다. 표 상단에는‘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같이 사

설이 다룬 사회적 이슈가 있고, 해당 사설에서 기업은 
장기적으로 비닐과 스티로폼 생산을 줄이고 국민은 소비
를 자제하는 등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노력
해야 할 것이다.’와 같이 화자의 명확한 주장이 담긴 

문장이 나타나 있다. 아래에는 지지 근거 추출과 관련된 

예시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 중‘O’로 표시된 문

장은 지지 근거인 문장,‘X’로 표시된 문장은 그렇지 

않은 문장이다. 문장2, 문장3 에는 주장1을 지지하는 전

문가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지지 근거로 사용될 수 있

다. 문장1은 쓰레기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언

급함으로써 주장1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문장6은 블

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을 설명함으로써 블록체인의 연구

에 대한 중요성을 담은 주장2의 설득력을 높여 각각 지

지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문장4 의 경우 쓰레

기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1과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원래의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

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의 주장1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지지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문장

5 의 경우 비닐 봉투의 사용량이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으

로는 비닐 쓰레기의 감소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1을 뒷받

침하기 힘드므로 지지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본 연구와 유사한 이전 연구로는 (Rinott et al. 2015)이 

수행한 Context Dependent Evidence Detection System[4]

이 있다. 해당 연구는 특정 주제와 주장이 주어지고, 주

장을 지지하는 근거를 문서 내에서 추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주제 및 

주장과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의 입력에 제공하는 대신, 

이를 무작위로 수집한 문서 내에서 분류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지지 근거를 추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지지 근거의 판단 과정에서 문장 

표 1. 지지 근거 추출에 관한 예시 

이슈1 재활용 쓰레기 대란 

주장1 기업은 장기적으로 비닐과 스티로폼 생산을 

줄이고 국민은 소비를 자제하는 등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장1 폐비닐을 종량봉투에 담아 매립지와 

소각장에서 처리할 경우 비용도 문제이지만 

환경오염은 더 극심해진다.  

O 

문장2 재활용품 수거 대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실제 재활용이 가능한 것에만 마크를 

붙이고 페트병 등 소재를 단일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업체들 얘기다. 

O 

문장3 20년 넘게 재활용 쓰레기 처리 관련 

업종에서 종사한 * 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용기를 디자인하고 원료를 선정을 해야 

효율적으로 분리수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O 

문장4 번거롭고 비용부담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환경운동을 통해서라도 

생활의 틀을 바꿔야 한다. 

X 

문장5 비닐봉투 사용량은 2003 년 125억 개에서 

2015년 216억 개로 늘었다. 

X 

이슈2 가상 화폐 투기 논란 

주장2 가상화폐의 투기성을 염려한 나머지 인터넷 경쟁

의 중심인 블록체인의 큰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문장6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로서 

네트워크 내에서 공동으로 데이터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해 별도의 공인기관 

없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O 

 

이 담긴 문맥을 반영하여 결정함으로써 근거의 추출 과

정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외에 (Stab et al. 2018)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웹에

서 이루어지는 논지를 수집한 뒤, 주제에 대한 찬반 여

부에 따라 수집한 논지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5]. 이는 특정 주제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정보가 아

니라, 주제에 대한 다양한 논지 및 그에 대한 입장을 식

별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지지 근거 추출과 유사한 자

연언어처리 내의 연구 분야로는 신뢰도 측정 및 증거 수

집, 자연언어추론(Natural Language Inference) 등이 있

다. 신뢰도 측정 및 증거 수집은 웹 등에서 수집한 정보

를 기반으로, 화자의 주장에 대한 진실 여부 판단 및 그

에 대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

는 것이 주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6]. 이는 화자의 주장

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 관계를 식별한다는 점에

서 본 연구와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목

표로 하는 지지 근거 추출은 주장의 진실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판단하기보다는 주장의 설득력 강화를 위한 정보

를 추출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자연언어추론은 두개의 문장이 각각 전제와 가설로 주

어진 뒤, 두 문장 사이의 논리적 귀결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이는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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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지지 근거 추출과 어느 정

도 관련성을 보인다. 하지만 자연언어추론은 주어진 전

제로부터 가설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식별하고자 

하는 반면, 지지 근거 추출은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강

화하는 근거의 식별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차이는 표1 

의 문장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연언어추론 문제에

서 문장4와 주장이 각각 전제와 가설로 주어진 경우, 문

장4가 담고 있는 의미로부터 주장을 도출할 수 있다. 하

지만 지지 근거 추출 문제에서는 문장4가 주장의 설득력

을 높일 수 없기에 지지 근거로 판단되지 않는다. 
 

 
그림 1. 지지 근거 추출 시스템 모식도 

 3. 지지 근거 단계적 추출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로 수집된 뉴스 내에 존재하는 

정보로부터, 사설에 담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지지 근거를 높은 정밀도로 추출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집된 문서로부터 명확한 

지지 근거를 추출하기까지의 과정을 파이프라인 시스템

으로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전체 시스템

의 구성은 <그림1> 과 같다. 

시스템의 입력으로는 하나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작성

된 사설 문서 및 무작위로 수집된 뉴스 문서가 주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문서가 작성된 시기 및 문서 제

목 간의 TF-IDF 유사도를 기반으로 사설과 관련도가 높

은 문서를 수집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선별된 문서 

내의 문장을 대상으로 한 통일성 검증 및 의미적 유사도 

계산을 통해 1차 지지 근거 추출을 수행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1차 추출 결과 문장 및 사설 내의 주장을 신

경망 분류기에 입력한 뒤 지지 여부를 판별함으로써 2차 

지지 근거 추출을 수행한다. 각 단계의 결과는 다음 단

계의 입력으로 이용되며, 시스템의 각 단계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관련 문서 선별 단계 

이 단계는 무작위로 수집된 뉴스 문서 중 주어진 사설

과 관련도가 높은 문서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세부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

다. 

1) 사설과 작성 시기가 인접한 뉴스 선별  

하나의 사회 이슈와 관련되어 작성된 사설들에 대하여, 

해당 사설들이 작성된 날짜의 전후 2주 내에 작성된 뉴

스만을 1차적으로 고른다. 이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사설의 특징을 반영하였다. 

2) TF-IDF 유사도를 통한 관련도 측정 

사설 및 뉴스 제목에 출현한 단어들을 대상으로 각 단

어들의 TF-IDF 벡터를 계산한 뒤, 각 문서의 제목에 출

현한 단어의 TF-IDF 벡터를 더해 문서 제목에 대한 TF-

IDF 벡터를 생성하였다. 이 벡터를 통해 사설과 뉴스 문

서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이슈 내의 사설들과 

유사도가 가장 높은 상위 200개의 뉴스 문서를 사설과 

관련도가 높은 문서로 최종 선별하였다. 

 

3.2 문장 간 의미적 유사도를 통한 지지 근거 1차 추출 

이 단계는 사설 내의 주장과 의미적으로 관련도가 높

은 뉴스 문장을 문서 내에서 식별하고, 이를 통해 유의

미한 지지 근거를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문장의 통일성 검증 

단어 임베딩을 기반으로 한 지지 근거 1차 선별에 앞

서, 지지 근거로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

은 뉴스 문장을 추출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장의 길이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지지 근거 

선별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문장의 길이가 일정 수

준 이하일 경우, 주장과의 유사도에 관계 없이 문장에 

담긴 정보가 적은 경우가 많다는 관찰 결과에 기반하였

다. 또한 문장 내에서 문맥상의 연결과 관련된 접속부사

(예: “그러나”, “하지만”, “그러면서”, “이 때문

에”등)가 출현한 경우, 해당 문장을 제외하였다. 

2) 의미적 유사도를 기반으로 한 문장 선별  

문서 내의 한 문장이 주장에 대한 지지 근거로 사용되

기 위해서는, 해당 주장과 의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유사도를 가져야 한다. 이는 문장 간의 유사성을 포함하

여 각 문장이 포함된 문서의 정보, 문장과 인접한 다른 

문장들에 의해 결정되는 문맥의 흐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장 및 뉴스 문장 각

각을 a. 해당 문장, b. 문장이 포함된 문서의 제목, c. 

문장 전후에 위치한 다른 문장을 고려한 하나의 정보로 

표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두 문장 사이의 의미적 유사도

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앞의 요소들을 각각 형태소 단위로 분해한 

뒤, FastText 형태소 임베딩 모델을 통해 각 형태소를 벡

터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이후 한 요소 내에서 얻은 모

든 형태소 벡터를 더해 요소를 하나의 벡터 형태로 표현

하였다. 이후 가중치를 포함하여 세 요소 벡터를 더함으

로써, 주장 및 뉴스 문장 각각에 대한 벡터 형태의 표현

을 도출하였다. 이를 이용해 주장 벡터와 모든 뉴스 문

장 벡터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였고, 이 중 한 주

장과 유사도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의 뉴스 문장 중 5개

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지 근거 1차 추출 단계의 결과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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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경망 분류기 기반 2차 추출 

2차 추출 단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미적 유사도를 

가진 두 문장이 이전 단계를 통해 주어졌을 때, 두 문장 

사이의 논리적 지지 관계의 식별을 위한 자질 추출 및 

추론 과정을 학습하는 신경망 분류기를 통한 정밀도 향

상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구축한 신경망 모델은 <그

림2> 와 같다. 

 

 
그림 2. 지지 근거 식별을 위한 신경망 모델 

FastText 형태소 임베딩 모델을 통해 임베딩한 주장 

및 근거 후보 문장을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두 

문장은 각각의 Bi-LSTM 네트워크를 통해 임베딩하였다. 

한 Bi-LSTM의 양방향 끝에 있는 은닉층 벡터를 각각 연

결(concatenate)하여 하나의 문장을 표현하고, 각 문장

의 벡터를 연결해 최종적으로 두 문장을 하나의 벡터로 

임베딩하였다. 이 벡터를 완전 연결층(Fully Connected 

Layer)에 연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softmax층에 연결하

여 이진 분류를 수행하였다.  

 

4. 실험 
본 연구의 데이터셋 확보를 위해 한국어 뉴스 및 사설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시스템의 성능 평가 및 신경망 

훈련을 위해 사설 내 주장-뉴스 문장 쌍 중 일부를 주석

하였다. 자세한 실험 과정은 아래와 같다. 

 

4.1 데이터 

뉴스 도메인에서 근거 추출과 관련되어 공개된 한국

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어, 국내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섹션에서 한국어 사설 및 뉴스를 수집하였다. 사설의 

경우, 여러 언론사에서 작성한 사설을 사설이 다룬 이

슈 별로 분류하여 보여주는‘언론사별 사설’기능을 통

해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이슈를 다룬 여러 사

설을 분류하여 수집할 수 있었다. 뉴스 문서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7월 26일 이내에 작성된 기사를 수 

표 2. 수집한 뉴스 및 사설 데이터 개수 

종류 데이터 수(개) 

사설이 다룬 이슈 507 

사설 문서 4008 

뉴스 문서 845675 

 

집하였으며, 자세한 데이터 분포는 <표2>와 같다. 

사설 내부의 주장에 대한 지지 근거를 추출하는 본 연

구의 목표를 위해, 전체 사설 중 8개의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다룬 사설 61개에 대해 화자의 명확한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판단되는 문장 604개를 주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장의 길이가 짧아 주장이 담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바로 앞에 나타난 문장까지 포함한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주장으로 주석하였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생성

된 사설-뉴스 문장 쌍 중 3644개에 대해 지지 근거 여부

를 주석하였다. 총 2명의 주석자가 참여하였으며, 이 중 

900개의 문장 쌍은 동시에 진행하였고 2744개의 문장 쌍

은 한 명의 주석자가 진행하였다. 2명의 주석자가 진행

한 주석 결과의 일치율은 79%를 보였다. 문장 간의 지지 

근거 여부를 주석하는 과정은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 등

이 고려되어 진행되는 난이도 높은 작업이며, 이에 대해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쉽지 않았

다. 본 연구에서는 주석자 간의 일치율을 측정하기 위해 

두명의 주석자가 900개의 문장 쌍에 대해 주석을 진행하

였고, 이후 데이터 셋의 확장을 위해 한 명의 주석자가 

2744개의 문장 쌍을 주석하였다. 주석 결과에 대한 자세

한 정보는 <표3>과 같다. 
 

표 3. 지지 근거 주석 결과 분포 

종류 데이터 수 (개) 

전체 문장 쌍 3644 

지지 근거인 문장 쌍 1492 (40.94%) 

지지 근거가 아닌 문장 쌍 2152 (59.05%) 
 

주석된 문장 쌍은 지지 근거 1차 추출 단계의 정밀도 

측정 및 신경망 분류기의 데이터 셋으로 사용하였다. 신

경망 분류기의 훈련 및 검증을 위해, 주석된 문장 쌍을 

8:1:1로 나누어 train/validation/test 셋으로 사용하였

다.  

 

4.2. 실험 과정 

한국어 텍스트 데이터의 전처리를 위해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Konlpy에 내장되어 있는 형태소 분석 엔진 

Komoran을 사용하였다. 형태소 임베딩은 수집한 뉴스 및 

사설 데이터를 통해 훈련된 FastText 모델을 사용하였다. 

신경망 분류기는 Tensorflow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였다. 

신경망 분류기의 훈련 과정에서 과적합(overfitting) 

문제가 발생하여 성능 향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

는 데이터 셋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신경망이 확률 

분포의 추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5. 결과 및 토의 
이번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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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정밀도로 지지 근거 추출을 수행할 수 있는지 각 

단계별로 결과를 분석하고, 이후 최종적으로 추출한 지

지 근거를 통해 시스템의 유효성을 파악하였다. 

 

5.1 문장 간 의미적 관련도 기반의 1차 추출 결과 

지지 근거의 1차 추출 단계는, 관련된 뉴스 문서에 포

함된 문장이 각각의 주장에 대한 지지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주석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다. 따

라서 시스템이 추출하는 지지 근거의 다양성에 대한 정

량적인 평가는 진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웹 상에 존재

하는 수많은 정보 중 주장을 지지하는 모든 근거를 식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지지 근거 추출와 관

련된 이전 연구[4] 역시 지지 근거의 다양성 및 재현율

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련된 문서를 시

스템의 입력으로 제공한 뒤 이를 기반으로 지지 근거를 

추출하였다.  

따라서 1차 추출 단계의 정량적인 성능 평가는 사설-

뉴스 문장 쌍에 대해 지지 근거 여부를 주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정밀도의 측정을 통해 진행하였다. 그 결과 

주석한 전체 3644개의 문장 중 1492개의 문장이 지지 근

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1차 추출 단

계의 정밀도가 0.41임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사설-뉴스 

문장 및 각 문장이 담긴 문맥 간의 의미적 유사도 측정

이 지지 근거의 추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적

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차 추출 단계를 거쳐 지지 근거로 판단된 문장 쌍 중 

일부 예시를 <표4>에 정리하였다. 예시 1에서의 근거 문

장은 청년에 대한 복지는 미래에 대한 사회투자라는 의

견을 통해, 청년 개개인이 육아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반면 

예시 2의 경우, 지지 근거가 주장과 동일한 의미를 담은 

문장을 다르게 표현하였기에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

는 데에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두 문장이 담은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1차 추출 과정에서 지지 근거로 분류되

었고, 실제로 예시1보다 예시2의 유사도가 더 높은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관측 및 높다고 볼 수 없는 1

차 추출 단계의 정밀도를 통해, 단순히 문장 사이의 의

미적 유사도를 기반으로 지지 근거를 추출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2 신경망 분류기를 통한 2차 추출 결과 

신경망 분류기의 성능을 다른 Baseline 모델과 비교한 

결과는 <표5>와 같다.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구현한 신

경망 분류기의 정밀도는 0.70이었으며, 70.21%의 정확도

를 보였다. 이는 1차 추출 단계의 정밀도에 비해 0.29 

향상된 수치이며, 최종적으로 높은 정밀도를 가진 지지 

근거 추출 시스템을 구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차 추출을 거친 결과 중 일부를 <표6>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언어추론 분야에서 적용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신경망 분류기의 성능 향상을 도

모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Chen et al. 2016)이 제안한, 

Bi-LSTM의 모든 time step에 대한 은닉층 벡터를 연결한 

뒤 이를 평균 풀링(average pooling) 및 맥스 풀링(max  

표 4. 지지 근거 1차 추출 단계 결과 예시 

예시1 지지 근거 여부: O 유사도: 0.852 

주장 궁극적으로는 청년 개개인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

는 의욕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추출 

결과 

청년들이 기본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과 주거 안정을 마련해주는 것은 단순한 

소비성 사회복지 지출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투자라고 봐야 한다. 

예시2 지지 근거 여부: X 유사도: 0.930 

주장 하지만 기업들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근로자 급여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추출 

결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더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표 5. 지지 근거 2차 추출의 모델 별 성능 비교 
(Main: 신경망 분류기, LR: Logistic Regression,  

SVM: Support Vector Machine, DT: Decision Tree,  

MLP: Multi-layer Perceptron) 

Model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Main 70.21 0.70 0.42 0.53 

LR 64.21 0.67 0.20 0.30 

SVM 65.03 0.63 0.29 0.4 

DT 61.20 0.53 0.19 0.28 

MLP 53.01 0.42 0.49 0.45 
 

표 6. 지지 근거 2차 추출 단계 결과 예시  
(TP: True-Positive, TN: True-Negative) 

예시1 주장: 가상화폐 시장을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일 수는 없다. 

TP 정부가 이처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카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가상화폐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예시2 주장: 한국 메모리 반도체로서는 장기호황 일단락, 

중국의 진입 등 그동안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TP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메모리 반도체의 

확장세가 서서히 끝나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예시3 주장: 7월 들어서도 반도체 분야가 아직 수출 

호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일 뿐이다. 

막바지에 이른 ‘불안한 호황’이다. 

TN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도 중국발 저가 LCD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LCD 분야의 실적 개선이 쉽지 

않다고도 밝혔다. 
 

pooling)하여 문장을 임베딩하는 접근[7]을 적용하여 실 

험하였다. 그리고 (Mou et al. 2016)가 제안한, Bi-LSTM

을 통해 임베딩된 두 문장을 연결하여 하나의 벡터를 생

성하는 과정에서 두 문장 벡터간의 요소합(𝑣𝑎 ⊙ 𝑣𝑏) 및 

절대차(|𝑣𝑎 − 𝑣𝑏|)를 포함하는 접근[8]을 적용하여 실험하

였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방법론의 적용은 약 0.04~ 

0.09의 정밀도 하락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방법(Chen et 

al. 2016, Mou et al. 2016)에서 제안된 신경망의 복잡도

에 비해 본 연구의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아, 확률 분포

의 정확도가 높은 추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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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본 연구의 시스템에서는 데이터셋의 크기에 적합

한 구조의 신경망을 사용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지지 근

거 추출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의 구축은 광범위한 정보

의 검색 범위 및 논지에 대한 깊은 이해 등 높은 난이도

를 보이는 작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셋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고 실용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4], 

이를 위해 보다 넓은 범위의 대규모 데이터셋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구축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관련 연구

의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지지 근거 추출에 대

해 보다 높은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다. 

 

5.3 관련 연구와의 성능 비교 

본 연구와 유사한 과제를 진행한 Context Dependent 

Evidence Detection System[4]과의 결과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해당 연구는 하나의 주장에 대한 최종적인 지지 근거 

후보를 점수에 따른 순위 별로 나열한 뒤, 지지 근거가 

처음 등장한 순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성능인 것으로 평 

가하였다. 이를 위해 MRR(Mean Reciprocal Rank) 평가 방

법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연구의 MRR 평가 성능은 0.58

였다. MRR 평가에 대한 식은 <식1>과 같다.  

MRR =
1

|𝑄|
∑

1

𝑟𝑎𝑛𝑘𝑖

|𝑄|

𝑖=1

 

식 1. MRR 평가 방법 

(𝒓𝒂𝒏𝒌𝒊: 𝐢 번째 주장의 지지 근거 순위에서, 지지 근거가  

처음으로 등장한 순위. |𝑸|: 평가한 전체 주장의 개수) 

본 연구의 경우, 추출된 지지 근거의 주장에 대한 순

위를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연구와의 정량적인 성

능 비교를 위해, 본 연구의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5개의 

문장을 지지 근거로 판단하였을 때 이를 무작위로 섞어 

순위를 매긴다고 가정하였다. 이후 해당 결과 내에서 지

지 근거가 처음 등장하는 순위에 대한 기댓값을 계산하

여 MRR 평가를 수행하였다. 기댓값을 계산하는 과정은  

<식2>와 같다. 

E[𝑟𝑎𝑛𝑘] =  ∑(1 − 𝑝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𝑖−1 ∗ 𝑝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 ∗ 𝑖

5

𝑖=1

 

식 2. 지지 근거가 처음 등장하는 순위에 대한 기댓값 

이 결과 5개의 문장 중 지지 근거가 처음 등장하는 순

위의 기댓값은 1.41이였고, MRR 평가 성능은 0.71이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작

은 데이터셋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최고 수준의 시스템과 비교하여 보다 높은 정밀도로 지

지 근거를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사설 내 주장에 대한 지지 근거를 뉴스 문

서 내에서 자동화 추출하는 단계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지지 근거 추출의 높은 정밀도 및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계적 시스템의 유효성과 우수성을 검

증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최고 수준 시스템[4]과의 

성능 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시스템이 이를 상회하는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

탕으로 제한된 범위의 문서 내에서 이루어졌던 기존의 

지지 근거 추출 과정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정보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양질의 지지 근거 추출에 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스템

이 추출한 지지 근거에 대한 재현율 평가를 추가하고, 

시스템이 추출하는 지지 근거의 다양성 증강을 위한 시

스템 개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지 근거의 추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데이터 셋의 대규모 구

축을 통해, 현재의 지지 근거 추출 시스템의 성능을 보

다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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