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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상담과 관련된 서비스 도메인에서 대화 시스템

(dialog system)과 챗봇(chatbot 또는 chatter bot)을 이

용한 자동 상담 방법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대화 시스

템은 FAQ와 같이 특정 도메인에서 전문적인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되며, 그 외의 질의 

문장은 챗봇 모델을 통해 질의 문장과 답변을 학습하여 

다양한 입력 문장에 대한 응답을 제공한다. 이 같은 자

동 상담 시스템은 상담 업무의 응답률을 개선하고, 상담

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이 대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1]에서

는 학습 문장에 대하여 도메인, 카테고리, 화행 등의 추

가적인 분류 자질을 함께 학습한 문장 임베딩 방법을 적

용하였으며, 자동 상담 시스템에서 보다 많은 응답과 정

확도를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추가 자질

은 정교한 분류 체계 정의와 주석 태깅 및 검증 작업이 

필요하며,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스템마다 학습 데

이터를 구축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특

정 도메인에 특화하여 질의 문장의 자질을 분류하고 학

습 모델을 구축하다 보니 범용적인 도메인과 일반 문장

에서 쉽게 적용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 추출 자질을 이용하여 문장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자동 추출 자질은 글자 

임베딩 모델에서 분석된 문장 벡터와, CNN 모델을 이용

한 문장 분류 모델에서 분석된 문장 벡터를 문장 유사성 

분석을 위한 자질로써 사용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이

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자동 추출 

자질로써 사용하는 문장 벡터를 생성하는 모델과 추출하

는 과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금융서비스 대화 문장

을 통해 문장 유사성 분석 성능을 비교한다. 

2. 관련 연구 
 

 
그림 1 분류 자질과 문장을 함께 학습하는 인코더 모델 

선행 연구[1]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 상담 

대화 문장을 분류하는 모델을 구현하였다. 그림 1과 같

은 문장 인코더 모델을 구성하여, 학습 문장에 대한 도

메인, 세부 카테고리, 화행 분류 자질을 문장과 함께 학

습한다. 이 모델은 분류 자질 정보를 MLP 레이어를 통해 

인코더 모델에 반영 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이렇게 학

습된 인코더 모델은 분류 자질 정보가 반영된 문장 벡터

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된다. 이 모델을 통해 새로운 

입력 질의 문장의 문장 벡터를 생성할 수 있고, 이 벡터

에 기반하여 도메인과 화행 자질을 분류하고, 질의 문장 

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모델은 도메인과 화행 분류 자질을 수동으로 태깅한 

정제된 학습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응용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학습데이터를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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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대화 시스템에서 질의를 이해하기 위해 딥 러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자동 추출 자질을 이용하

여 문장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문장 간 유사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동 추출 자질로

써, 문장 내 표현 순차적 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RNN을 이용하여 생성한 문장 벡터와, 어순에 관계 없이 

언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CNN을 이용하여 생성한 문장 벡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자동으로 추출된 문장 

임베딩 자질은 금융서비스 대화에서 입력 문장을 분류하거나 문장 간 유사성을 분석하는데 이용된다. 유

사성 분석 결과는 질의 문장과 관련된 FAQ 문장을 찾거나 답변 지식을 찾는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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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문장 유사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동 추출 자질로써 글자(Character) 임베딩 모델에서 

생성된 문장 벡터[2]와 CNN 기반 문장 분류 모델에서 생

성된 문장 벡터[3]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2 언어모델 학습을 위한 RNN기반 인코더-디코더 

 선행 연구[2]에서는 그림 2와 같이 RNN(LSTM) 기반의 

인코더-디코더 모델을 활용하여 형태소 또는 글자의 언

어 모델을 학습하여 문장을 벡터화 하는 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 형태소 태깅 결과를 이용하여 문장 벡터를 추

출하는 모델과 음절 정보만 이용하여 문장 벡터를 추출

하는 모델을 구현하였다. 표현(글자, 구, 절)이 유사한 

문장 간의 유사도를 계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장에

서 글자나 단어의 어순이 변형되는 경우에는 같은 표현

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도가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RNN 모델이 순차적인 입력에 대한 벡

터 연산 정보를 다음 RNN 셀의 학습에 사용하기 때문에 

형태소나 글자가 같은 순서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유사도

가 높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도가 낮게 

나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모델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그림 3 CNN 모델을 이용한 문장 벡터 생성 

 CNN 모델은 이미지 인식이나 분류 등의 연구에서 많

이 사용되는 모델이며, 본 논문에서 구현된 모델은 [3]

에서 사용된 CNN 모델을 이용한 문장 분류 모델을 활용

하였다. 문장을 구성하는 정해진 길이의 단어의 벡터를 

쌓아 문장 행렬(sentence matrix)를 만들고 다양한 사이

즈의 필터에 따라 단어 또는 형태소 벡터에 대해 합성곱

(convolution) 변환을 수행한다. 이 합성곱 레이어의 결

과(feature map)를 max-pooling을 하여 1차원 형태의 긴 

자질 벡터를 생성하고, 이를 유사성 분석을 위한 문장 

벡터로 사용한다. 그림 3에서는 CNN 모델을 이용하여 자

질 벡터를 만들고 이를 문장 분류에 사용한 모델을 설명

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문장 내의 형태소나 단어에만 

기반하여 feature map 이 생성되므로 어순과는 관계 없

는 표현에 기반한 문장 벡터가 생성 된다. 

3. 문장 유사성 분석을 위한 자동 추출 자질 
 

본 연구에서는 글자 수준의 문장 임베딩 모델과, CNN

을 이용한 문장 분류 모델을 이용하여 추출한 문장 임베

딩 자질을 인코더-디코더 모델의 문장 임베딩 자질과 함

께 이용한다. 이 장에서는 각 모델에서 추출한 문장 유

사성 분석을 위한 자동 추출 자질에 대해 설명한다.  

 

3.1. RNN 기반 글자 수준 문장 임베딩 자질 

 

글자 수준의 문장 임베딩 모델은 음절 별로 one-hot 

인코딩 또는 언어모델 학습을 통해 생성된 글자 벡터를 

RNN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음절의 순서 정보를 학습

한 인코더 모델을 말한다. 문장 내의 음절 표현만 가지

고 문장 벡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유사한 표현(글자 또는 

단어)이 순차적으로 등장한 경우, 유사성이 높은 문장 

벡터가 생성된다. 선행 연구[1]에서는 단 방향 RNN 모델

을 사용하였더니 문장이 길어질수록 먼저 입력한 글자 

또는 형태소의 정보가 손실되어 문장의 마지막 부분이 

일치 할수록 유사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후 연구와 본 논문에서는 양방

향(Bi-directional) RNN 모델을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글자 수준의 문장 임베딩 모델을 통해 표현에 기반한 유

사성을 분석하기 위한 문장 벡터를 생성 할 수 있다. 

 

3.1. CNN 기반 형태소 수준 문장 임베딩 자질 

 

CNN을 이용한 문장 임베딩 모델은 문장 내 단어나 의

미 형태소들의 단어 벡터를 여러 층으로 쌓은 문장 행렬

(sentence matrix)을 입력으로 사용한다. 문장 자질 벡터

를 생성 할 시에 RNN 모델 대신에 CNN 모델을 사용함으

로써 평면화 과정 없이 단어의 공간 정보를 유지하면서 

인접 단어들 간의 특징(언어모델)을 학습하기 때문에, 

어순에 관계 없는 표현의 등장 여부에 관한 정보를 문장 

벡터에 반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CNN 모델로 생성한 

문장 벡터를 추가 자질로 사용하면 문장의 어순의 변화

해도 같은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RNN 모델에 비해 

높은 유사도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림 4는 CNN 기반 문

장 분류 모델로 형태소 벡터와 레이블링된 분류 자질을 

통해 표현 정보를 반영하는 문장 벡터를 생성한다. 

 
그림 4 CNN 모델을 이용한 문장 도메인 및 화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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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 추출 자질을 활용한 문장 임베딩 모델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설명한 문장 유사성 분석을 자동 

추출 자질로써 문장 벡터를 생성하기 위한 모델의 구현

과 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1 RNN 기반 문장 임베딩 모델의 구현 및 학습 

 

글자 수준의 문장 임베딩 모델은 기본적으로 선행연구

[2]에서 사용한 글자 기반 문장 임베딩 모델의 개선 모

델인 양방향(Bi-directional) RNN 모델을 사용한다. 이 

모델은 sequence-to-sequence 기반의 인코더-디코더 모

델[4]을 기반으로 학습된 RNN을 사용하였다. 문장이 길

어질수록 먼저 입력한 글자 또는 형태소의 정보가 손실

되어 문장의 마지막 부분이 일치 할수록 유사도가 높아

지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문장 앞과 뒤의 순차적 정보

를 모두 반영하는 모델로 개선하였다. 

 

 
그림 5 RNN 기반 문장 임베딩 모델 

본 논문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음절 수준으로 언어모델 

학습을 수행하였으며, 학습 말뭉치는 금융서비스 상담 

대화에 사용된 문장 말뭉치를 사용하였다. 입력은 학습 

말뭉치에 등장한 모든 음절에 대하여 one-hot 벡터를 생

성하였으며, 한글, 영자, 숫자, 한자 포함 2061 음절에 

대한 언어 모델을 학습하였다. 

RNN 학습 시에는 기본적으로 언어모델 학습이기 때문

에 입력 문장(X)과 같은 문장을 디코더의 입력(Y)과 한 

칸씩 뒤로 이동 시킨 문장 학습 타겟(T)를 입력 배치로 

만들어 모델을 학습시킨다. 

 

표 1 CNN 모델 학습에 이용한 도메인 및 화행 분류 체계 

도메인 

(7개) 

• 여신, 수신, 외화, 장애/사고, 전자금

융, 카드, 기타업무 

(* 세부카테고리: 총 49개 세부 카테고리 

- 각 도메인 별 특화 카테고리 4~12 개씩)

화행 

(15개) 

• 일반 대화 (8개): 정의, 설명, 상황, 

이유, 방법, 확인/조회, 가능, 요청 

• 도메인 특화 (7개): 신규/등록, 탈퇴/

상환, 진행/변경, 가입/추천, 취소/해

지, 기간, 오류 

 

4.2 CNN 기반 문장 임베딩 모델의 구현 및 학습 

 

CNN모델을 학습할 때는 출력 층(output layer)에 레이

블링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지도(semi-supervised) 학습을 수행하였다. 화행이 레

이블링 된 FAQ 질의 문장 5,200건을 초기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CNN 기반의 화행 분류 모델을 학습시키고, 전

이 학습(transfer learning)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상담 

대화 말뭉치 182,892 건의 첫 질의 문장에 대해 학습된 

화행 분류 모델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태깅하였다. 초기 

학습 데이터와 말뭉치 모두 금융서비스 관련 상담 대화 

문장이기 때문에 도메인 특화 화행(7개)까지 사용했다. 

화행 분류 모델의 분류 정확도는 태깅 된 질의 문장 중 

무작위로 추출한 200건의 평가셋 문장을 기준으로 

0.88(F1-score)의 정확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학습된 CNN 모델을 마지막 화행 분류 레이어를 분리하여 

문장 임베딩 모델로 활용하였다. 표 1은 CNN에 모델 학

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레이블링 분류 체계를 정리한 결

과이다. 표 2는 CNN 학습 데이터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표 2 CNN 모델 학습에 이용한 레이블링 데이터 발췌 

ID 질문 화행 

FAQ_22 한도대출계좌가 뭔가요? 정의 

FAQ_282 
대출철회 몇번까지 할 수 

있나요? 
설명 

FAQ_15 
대출한도 증액했는데 이자가 왜 

높아졌나요? 
이유 

FAQ_175 
대출금 상환된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 

FAQ_318 
이달의 대출이자 조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방법 

FAQ_364 
대출신청 가능한 시간이 

언제인가요? 
기간 

FAQ_754 

대출신청했는데 다 거절 

당했어요 조건은 다 충족 

되는것 같은데 

상황 

FAQ_1306
통장사본을 팩스로 받아볼수는 

없나요? 
가능 

FAQ_8 
육아휴직 중인데도 마통 개설 

가능한가요? 
신규/등록

FAQ_1142
한도대출은 중도상환 

가능한가요? 
탈퇴/상환

FAQ_1515
적금의 자동이체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진행/변경

FAQ_4166
체크카드 신청했는데 

통신캐시백형으로 오게해주세요
요청 

FAQ_2470

천만원 정도 예금을 넣으려고 

하는데 추천해주실만한 상품이 

있으신지요 

가입/추천

FAQ_1710
입출금 문자서비스 해지 

해주세요 
취소/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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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문장 벡터 생성 및 유사성 분석 

 

 
그림 6 자동 추출 자질로 구성된 문장 벡터 개념도 

최종적으로 그림 6과 같이 세가지의 모델을 통해 추출

된 문장 벡터를 전체 문장 벡터로 사용한다. 화행 분류 

자질은 CNN 기반의 화행 분류 모델을 학습 할 때만 사용

되며, 전체 문장 벡터에 붙여 추가적인 유사도 분석 자

질로 사용할 수 있으나, 본 논문은 자동 추출 자질만 이

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직접 레이블링 한 데이터로 학

습한 모델의 자질은 제외하였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문장 유사성 분석이란 입력 문장

과 분석하고자 하는 문장 벡터 간의 유사 정도를 분석하

는 것을 말한다. 각 모델에서 생성된 문장 벡터 간의 코

사인 유사도 값을 계산하고 0.0001 이상의 양수 값만을 

취해서, 세개의 유사도의 조화 평균 값으로 점수화 했다. 

따라서 값은 0~1 사이의 유사 점수가 되며, 이 유사 점

수가 높을수록 표현의 순서가 유사하거나 의미가 유사하

거나 사용된 표현이 유사함을 의미한다. 

 

 
그림 7 글자 및 CNN 기반 모델을 이용한 문장 임베딩 

본 논문에서 사용한 문장 유사성 분석 모델은 이종의 

딥 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문장을 벡터 화 하는 하이브리

드 모델을 구현하였다. 각각의 모델에서 생성된 문장 벡

터는 단순하게 붙여서 사용하거나 추가적으로 은닉 층을 

두어 원하는 크기의 문장 벡터를 만드는데 이용한다. 이

렇게 생성된 문장 벡터를 이용하여 그림 6와 같이 벡터 

간 유사도를 직접 계산하거나, 그림 7과 같이 학습 모델

을 통해 유사 점수를 측정 할 수 있다. 

5. 실험 및 결과 
 

자동 추출 자질을 이용한 유사성 분석 결과의 성능 측

정을 위해서 학습 말뭉치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 상담 사례에서 새로운 질의 문장 88건을 평가 문

장으로 뽑았다. 평가 문장들 각각에 대하여 본 논문의 모

델을 이용하여 가장 유사 점수가 높게 분석된 FAQ 문장

의 답변이 평가 질의 문장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지를 정확도(precision & recall)로 측정하였다.  

표 3은 평가 문장의 일부와 각 문장 별로 유사 점수가 

높은 FAQ 문장 및 분석된 유사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유사 점수가 0.6 이상인 문장 중에서 가장 유사 점수가 

높은 문장인 경우가 Top-1 유사문장이다. 

 

표 3 평가 문장 발췌 및 Top-1 유사 문장 분석 결과 

평가 문장 Top-1 유사 문장 
유사 

점수

1회한도 1 일한도 

증액 어떻게 하나요. 

대출한도 증액 어떻게 

하나요? 
0.873

우편물 주소 변경 

어디에서 하나요? 

우편물 수령 주소를 

변경하고 싶어요 
0.863

체크카드 분실신고시 

재발급신청을 따로 

안했는데 자동으로 

신청이 된건가요?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했는데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죠? 
0.840

otp 가없는데 

뭘입력하라는겁니까? 

OTP 가 없는데 어떻게 

등록하나요 
0.836

타행앱에서 pc 로 

공인인증서 복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타행공인인증서 등록 

어떻게 하나요? 0.780

체크카드사용시 

알림문자를 

다른휴대폰으로 

받을수있나요. 

체크카드 사용 시 

문자를 다른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나요? 

0.759

증명서 발급하려는데 

자꾸 통합프로그램 

설치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증명서 발급이 안돼요

0.741

재발급 신청하고 카드 

도착 전에 현재카드는 

사용못하는건가요. 

카드 재발급 받기 전 

기존 카드 사용 

가능한가요? 

0.740

카드 이용통지 해지 

부탁드립니다. 

카드 사용내역 

통지서비스 해지할 수 

있나요? 

0.735

입금수수료없는 

은행이 지금 

어디인지요. 

00 은행에 입금했는데 

입금도 수수료가 

붙나요? 

0.733

아이디형식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는데 아이디 

형식이 무엇인가요? 

아이디 비번 쓸 때 

대문자로 써야 돼요?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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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유사 점수 수동 평가 기준(Likert scale, 0~5) 

0 답변이 틀림. 질문 의도 다르고, 유사한 표현도 없

음 

1 답변이 틀림. 질문 의도는 같지만 유사한 표현 없

음 

2 답변이 틀림. 질문 의도가 같고 유사한 표현(동의어 

포함)이 한 번 이상 있음 

3 답변 맞음. 질문 의도 같음, 유사한 표현(동의어 포

함)이 어절 수의 절반 이하 있음 

4 답변 맞음. 질문 의도 같음, 유사한 표현(동의어 포

함)이 어절 수의 절반 이상 있음 

5 답변 맞음. 문장이 거의 일치함 

 

또한 평가 문장 88 문장에 대해서 표 3과 같은 평가 

표를 만들어 두명의 평가자가 각각 평가 문장과 Top-1

의 유사 정도를 평가 하였으며, 그 평가 기준은 표 4와 

같다. 수동으로 평가한 점수는 구역별로 나눠지므로 0.2

를 곱한 값을 유사 점수와 비교하여 상관 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5

와 같다. 

 

표 5 유사 문장 추출 정확도 및 수동 평가와 상관 관계 

문장 임베딩 모델 

Top-1  

유사 문장 

정확도  

(F1-score) 

Top-2  

유사 문장 

정확도  

(F1-score)

형태소RNN (baseline) [1] 0.502 0.617 

baseline+글자RNN 0.708 0.821 

Baseline+CNN 0.722 0.782 

Baseline+글자RNN+CNN 0.723 0.807 

수동평가 결과와 상관계수 0.423 0.380 

 

표 5는 유사 문장 추출 정확도와 수동 평가 점수와의 

피어슨 상관계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통해 

상관 분석을 한 결과이다. 유사 문장을 판단한 기준은 본 

논문의 모델이 제시한 유사 점수에서는 0.6 이상을 유사 

문장으로 판단하였고, 수동 평가에서는 표 4의 수동 평가 

기준의 3점 이상을 유사 문장으로 판단하였다. 이 판단 

결과의 일치도를 F1-score로 계산하였다. Top-1은 가장 

유사 점수가 높은 문장만을 비교하여 계산하였고, Top-2

는 유사 점수가 2번째로 높은 문장까지 유사 문장이라고 

판단된 경우에 대하여 F1-score를 계산하였다. 따라서 

Top-1에 비해 Top-2가 전반적인 정확도가 높다. Top-1

에서는 글자RNN과 CNN 모델을 동시에 이용한 경우가 

가장 점수가 높았으나, Top-2의 경우 글자RNN을 추가로 

이용한 경우가 더 높았다. 그 이유는 평가셋 88문장 중 

Top-2에서 글자나 형태소의 어순이 유사한 문장이 유사

문장으로 더 많이 판단되었기 때문인 걸로 보인다. 상관 

분석 결과는 Top-1의 경우 0.423으로 수동 평가 결과와 

양적 선형 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6. 결론 
 

지금까지 자동 추출 자질을 이용한 한국어 대화 속 질

의 문장의 유사성 분석 방법을 기술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선행연구[1]에서 개발 된 문장 임베딩 모델을 고도화 

하여 금융 서비스 관련 상담 대화 속의 질의 문장과 FAQ 

문장들 간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 탐색

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문장 임베딩 모

델은 FAQ와 같은 학습할 문장에 대하여 도메인과 화행 

분류와 같은 추가 학습 자질을 도메인 전문가가 태깅을 

해주어야 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도메인 전

문가의 태깅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글자 수준의 문장 임

베딩 모델과 한국어 질문 문장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행 분류 모델을 이용한 문장 벡터를 자동 추출 

자질로써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문장의 글자, 의미, 표

현 정보를 담은 문장 벡터를 생성 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FAQ 지식에서 유사한 질문을 찾을 수 있는 방

법을 개발 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유사성 분석과 관련하여 어순 변형이 

있는 평가셋 문장 만으로 추가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며, 

현재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모델이라는 점이 한계인데, 

일반 도메인 문장(뉴스, 웹 문서)에 대한 문장 임베딩 

기술, 도메인 및 화행 분류 모델로 고도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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