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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 고객 응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화형 질의응답 시스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도메인의 대화형 질의응답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말뭉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대화형 질의-응답 생성 시스템을 소개한다. 또한 이전 대화 내용을 고려하여 문서로부터 사용자의 다음 질문 대상이

될만한 응답 후보를 추출하는 맥락 관련 응답 추출 과제와 이에 대한 성능 평가 지표인 Sequential F1 점수를 함께

제안한다. 대화형 질의응답 말뭉치인 CoQA에 대해 응답 후보 추출 실험을 진행한 결과 기존의 응답 추출 모델보다

우리의 맥락 관련 응답 추출 모델이 Sequential F1 점수에서 31.1 높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맥락 관련 응답 추출

모듈과 기존에 연구된 대화형 질의 생성 모듈을 결합하여 개발한 대화형 질의-응답 생성 시스템을 통해 374,260 쌍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대화형 질의응답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주제어: 대화형 질의응답, 응답 후보 추출, 말뭉치 자동 구축

1. 서론

대화형 질의응답(CQA: Conversational Question Answer-

ing)은 이전까지의 대화 내용을 고려하여 문서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찾아내는 자연어처리 기술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챗봇, 대화 시스템, 지능형 가상 에이전트 등의 활용이 증가함

에 따라 CQA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질의응답은 이전 답변에 대한 꼬리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의가 간결해지며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얻는데 효

과적이다. 따라서 CQA 시스템은 각 질의-응답 쌍들이 독립적

인 맥락을 가지는 기존의 질의응답(QA: Question Answering)

시스템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다.

CQA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학습 말뭉치가 필

요하며 현재 공개된 말뭉치로는 CoQA[1], QuAC[2], DoQA[3]

가 존재한다. CoQA와 QuAC는 오픈 도메인의 문서를, DoQA

는요리,여행,영화에대한문서를기반으로구축된 CQA말뭉

치이다. 하지만 특정 분야를 위한 CQA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오픈 도메인 기반의 말뭉치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며 공개된

말뭉치의 양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정

확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문서 기반

말뭉치가 필요하지만 이를 생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최근 들어 말뭉치 생성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질의-응

답 생성(QAG: Question-Answer Generation)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졌다[4, 5, 6, 7, 8]. 하지만 해당 연구들은 QA 말뭉

치 생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CQA 말뭉치 생성에 대한 연구

는 현재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화형 질의 생성(CQG:

Conversational Question Generation)은 응답이 주어졌을 때

이를 답으로 하는 질의를 생성하는 answer-aware CQG[9, 10,

11]와 답변에 대한 단서 없이 문서로부터 유의미한 질의를 생

성하는 answer-unaware CQG[12]로 분류된다. answer-aware

CQG는 답변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질의를 생성하기 때문에 실

제 CQA 말뭉치 생성에 단독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answer-unaware CQG의 경우, 사전에 주어진 응답 없이

질의를 생성하기 때문에 대화 시스템과 챗봇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수있지만성능이낮아개선이필요한상황이다.따라서

양질의 CQA 말뭉치 구축을 위해서는 answer-aware CQG 모

델을실제상황에적용할수있도록이전대화내용을고려하여

사용자가 질문할 가능성이 높은 응답 후보를 추출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 대화 내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다음

으로 흥미를 가질만한 응답 후보를 문서로부터 추출하는 맥

락 관련 응답 추출(CAE: Contextual Answer Extraction) 자

연어처리 과제를 제안한다. 또한 CAE 모듈과 answer-aware

CQG 모듈을 활용하여 개발한 대화형 질의-응답 생성(CQAG:

Conversational Question-Answer Generation) 시스템을 소개

한다. 우리는 CQAG 시스템을 통해 CoQA와 QuAC의 문서로

부터 374,260 개의 대화형 질의-응답 쌍을 생성했다.

1- 133 -



제33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21년)

그림 1. 대화형 질의-응답 생성 시스템

2. 관련 연구

초기 QAG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지식 그래프, 지식 베이스

등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답으로 하는 질의를 생성

하는 접근법이 제시되었다[4, 13]. 이후 뉴럴 네트워크의 활용

이 증가함에 따라 문서로부터 응답 후보를 추출하는 응답 추출

(AE: Answer Extraction) 모듈과 주어진 구문을 답으로 하는

질의를생성하는질의생성(QG: Question Generation)모듈을

활용한 다양한 QAG 아키텍처들이 제안되었다[5, 6, 7, 8, 14].

QA와 달리 CQA는 비교적 최근에 제안된 자연어처리 과제

이며 이와 관련된 CQG 또한 연구 초기 단계이다. [9]와 [11]

에서는 최초로 CQG 과제를 제안했다. [9]의 저자는 추론 단계

를 추가한 인코더-디코더 모델을 통해 질의를 생성하고 강화

학습을 적용하여 질의 수준을 높이는 ReDR을 제안했다. [11]

에서 제안된 CFNet은 문서와 현재 질의 이전까지의 질의-응

답 쌍들(conversational history)을 각각 인코딩하고 디코더를

통해 질의를 생성하는 인코더-디코더 구조의 CQG 모델을 제

안했다. 이들은 복사 메커니즘(Copying Mechanism)을 적용

하여 질의 생성에 문서와 conversational history에 포함된 단

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ReDR과 CFNet은

conversational history를 필수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이전 대

화 내용이 없는 첫 번째 질의-응답 쌍을 생성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후 CQA 말뭉치의 첫 번째 질의-응답 쌍부

터 생성 가능하며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인 ChainCQG 모델이

소개되었다[10]. ChainCQG는 답변을 인코딩하는 AE 모듈과

질문을 인코딩 및 생성하는 QG 모듈을 반복적으로 연결하여

conversational history를 질의 생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키텍처이다.

ReDR과 CFNet, ChainCQG는 answer-aware CQG 모델로

생성할 질의에 대응되는 답변이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실제

말뭉치 생성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

을 지적하며 [12]에서는 문서로부터 유의미한 문장들을 선별한

뒤 해당 문장들로부터 의문사 유형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

로 질의를 생성하는 answer-unaware CQG 모델을 제안했다.

하지만 응답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성된 질의들은 낮은

정확도를보였고,이러한모델로부터생성된 CQA말뭉치는많

은 오류를 포함하기 때문에 새로운 CQA 시스템 훈련을 위한

말뭉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3. 방법론

3.1 맥락 관련 응답 추출(CAE)

[6]에서는 BERT를 활용한 AE 모델인 question-

unconditional extractive answer model을 제안했다. 기존의

QA 말뭉치의 경우 각 질의-응답 쌍들 간의 순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서로부터 주요 구문을 병렬적으로 추출한

뒤 이를 기반으로 질의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CQA의 경우 대화 참여자들이 이전 대화 내용에 의존하여

질의응답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이전까지 이루어졌던 대화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응답 쌍을 생성하면 안 되며, 이전 대화

내용과 다음에 발생할 질의의 맥락이 이어지도록 하는 응답

구문을 추출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question-unconditional extractive answer

model 구조를 기반으로 conversational history를 고려하여 응

답 후보를 추출하는 BERT-CAE 모델을 개발하였다. BERT-

CAE모델은사전훈련된언어모델인 BERT를활용하며,문서

와 conversational history가 입력되었을 때 문서로부터 맥락에

맞는 응답 구문을 추출한다. 그림 2는 BERT-CAE 모델의 전

체 구조도를 나타낸다. h1 ... hn은 n 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진

conversational history 세그먼트를, d1 ... dm은 m 개의 토큰

으로 이루어진 document 세그먼트를 의미한다. BERT 모델의

사전 훈련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세그먼트의 앞에

<CLS> 토큰을, 각 세그먼트들의 마지막 토큰 뒤에 <SEP>

토큰을 추가하여 두 세그먼트를 별개의 세그먼트로 인식하도

록 하였다. 또한 conversational history를 구성하는 질의-응답

쌍들을 구분하기 위해 스페셜 토큰인 <s>와 </s>를 각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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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ERT-CAE

세그먼트들과 응답 세그먼트들 앞에 추가하였다.

l은 BERT의 sequence length를, h는 hidden size를 의미하

며, BERT의 마지막 은닉층의 출력 matrix를 H ∈ Rl×h로, 훈

련 가능한 가중치와 편차를 각각 Ws , We ∈ Rh와 bs, be ∈ Rl

로나타내면 BERT-CAE모델구조는다음수식을통해설명할

수 있다.

start logits = H ∗ Ws + bs (1)

start probability = Softmax(start logits) ∈ Rl (2)

end logits = H ∗ We + be (3)

end probability = Softmax(end logits) ∈ Rl (4)

matrix H는두 dense layer를통과하여각각 start logits과 end

logits으로 변환된다. 이후 각 logits에 Softmax를 적용하여 각

토큰이 응답 구문의 start position과 end position이 될 확률을

계산한다. 학습 단계에서는 각 logits에 Cross Entropy 손실 함

수를 적용하여 loss 값을 계산하고 이를 활용한 역전파를 통해

모델을 훈련시킨다.

3.2 대화형 질의-응답 생성(CQAG)

우리는 앞서 소개한 CAE 모듈과 answer-aware CQG 모듈

을 결합하여 입력된 문서를 기반으로 CQA 말뭉치를 생성하는

CQAG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림 1은 CQAG 시스템의 전체

구조도를 나타낸다. CAE 모듈에 document와 conversational

history를 입력하면 해당 document로부터 answer 구문이 추

출된다. 추출된 answer는 document, conversational history

와 함께 CQG 모듈에 입력된다. CQG 모듈은 입력된 answer

를 답으로 하는 대화형 question을 생성한다. 두 모듈로부터

출력된 answer와 question은 다음 질의-응답 쌍 생성을 위한

conversational history로 사용된다.

CAE 모듈은 수식 (2), (4)에서의 (start probability + end

probability)를기준으로가장확률이높은 N 개의응답후보들

을추출한다.응답후보군에서이전까지생성된질의-응답쌍에

서의 응답 구문과 토큰의 위치가 겹치는 후보들은 제거하였다.

이는 같은 내용의 질의-응답 쌍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한다. 남

은 후보들 중 확률이 가장 높은 응답 구문을 현재 질의-응답

쌍의 answer 값으로 출력한다.

CAE 모듈은 주어진 문서로부터 계속해서 응답 후보를 추

출할 수 있기 때문에 추출 종료 시점을 지정하였다. 먼저 가장

확률이 높은 N 개의 응답 후보들이 모두 이전 질의-응답 쌍에

서의응답구문과토큰위치가중복되는경우 CQAG시스템이

종료된다. 또한 CAE 모듈이 문서의 마지막 k 개의 토큰으로

부터 응답 구문을 추출한 뒤 다음 질의-응답 쌍 생성을 위해

이전 응답 구문보다 앞선 토큰들로부터 응답 구문을 추출하는

경우에도 CQAG 시스템을 종료시킨다. 이는 이전 응답보다

앞 쪽에서 응답 구문을 추출하여 질의-응답 쌍을 구성할 경우

conversational history의 맥락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CQAG 시스템은 conversational history가 존재하지 않

는 첫 번째 질의-응답 쌍부터 생성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

는 CAE와 CQG 모델에 conversational history 세그먼트가

입력되지 않는다. 즉, BERT-CAE 모델의 입력 값은 <CLS>

<SEP> document 세그먼트 <SEP>가 된다.

4. 실험

4.1 말뭉치

CoQA는 문서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대화형 질의-응답 쌍

들로 구성되어 있는 CQA 말뭉치이다. CoQA에서의 응답은

free-form span, yes, no, unknown의 4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

며, 각 응답에 대한 문서 내의 근거(rationale)가 함께 제공된

다. CAE는 문서 내에 존재하는 응답 구문의 start position과

end position을 예측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BERT-CAE 모델

은 free-form 응답의 경우 rationale과의 F1 점수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구문을, yes, no 응답의 경우 rationale을 추출하도록

훈련되었다. [1]의저자는 CoQA말뭉치를이용한 CQA모델의

공정한 성능 평가를 위해 평가 말뭉치를 제외한 학습 및 개발

말뭉치만을 공개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모델 성능 평가를 위해

개발 말뭉치를 평가 말뭉치로 사용하였다.

우리는 CQAG 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CQA 말뭉치 생성을

위해 CoQA와 QuAC에존재하는문서들을활용하였다. CoQA

는 Children’s Story, Literature, Mid/High School textbook,

News, Wikipedia 등 다양한 도메인의 문서들을 포함하고 있으

며 QuAC는 Wikipedia 문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4.2 평가 지표

본 논문에서는 처음으로 CAE 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

한 모델 평가 지표도 함께 고안하였다. 일반적인 AE의 경우

문서 단위 또는 문장 단위로 정답의 개수만큼 응답 구문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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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며, 추출된 응답 구문들과 정답 응답 구문들 간의 Soft F1

점수를 측정하여 모델 성능을 평가하였다[15]. 반면 CQA의 경

우 질의-응답 쌍들 간의 선후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Soft F1

점수를 CAE 모델 평가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우리는 CAE모델의성능평가지표인 Sequential F1점수측정

방식을 새롭게 제안한다.

입력 문서에 N 개의 정답 응답 구문들이 존재하며 현재 i

번째 응답(predi)을 추출하고자 한다면 CAE 모델의 입출력은

다음과 같다.

predi = CAE(conversational historyi, document)

conversational historyi = Qi−k;Ai−k; ... ;Qi−1;Ai−1

i 번째 conversational history는 이전 k 개의 질의응답 쌍을 순

차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대화 맥락을 위해 i 번째

질의-응답 쌍을 구성할 응답 구문은 이전까지 추출되었던 응답

구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지만 현재 conversational history

를 고려했을 때 i번째 정답 응답과는 다른 다양한 질의-응답

쌍이 발생할 수 있다. 표 4의 G-CoQA 예시를 보면, Q1-A1 다

음으로 A2가 아닌 A3, A4가 추출되더라도 대화 맥락에 맞는

질의를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i 번째로 추출된 응답

구문 predi와 i 번째 이후의 정답 응답 구문들 간의 F1 점수를

측정하는 Sequential F1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Goldi = {Ai, Ai+1, ... , AN}

Sequential F1 score of predi = max
gold∈Goldi

F1(predi, gold)

Goldi는 i 번째 이후의 정답 응답 구문들의 집합이다. predi

와 Goldi의 각 원소 간의 F1 점수를 측정하여 가장 높은 값이

predi의 Sequential F1 점수가 된다. 말뭉치 단위의 Sequential

F1점수는전체예측응답구문들의 Sequential F1점수의평균

값이다.

4.3 실험 설정

BERT-CAE모델개발을위하여 Hugging Face1에서제공하

는사전훈련모델인 bert-large-uncased을활용하였다. BERT-

CAE 모델의 max sequence length는 384, max history length

는 64, conversational history turn의 개수는 2로 설정하였다.

훈련 단계에서의 매개변수인 learning rate, batch size, epoch

은 각각 3e-5, 24, 2로 설정하였다. CQG 모듈을 위한 answer-

aware CQG 모델로는 [10]의 실험에서 사용된 T5-large(T5-

CQG)를 사용했다.

우리는 훈련된 BERT-CAE 모델과 T5-CQG 모델을 활용

하여 CQAG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CQAG 시스템이 생성한

1https://huggingface.co/

모델 Sequential F1

AE[6] 27.4

BERT-CAE 58.5

표 1. CAE 과제에 대한 모델 성능 비교

CoQA G-CoQA G-QuAC

질의-응답 개수 15.1 17.8 18.8

표 2. CQA 말뭉치별 평균 질의-응답 개수

G-CoQA와G-QuAC말뭉치의타당성을검증하기위해 CoQA

챌린지 리더보드2에 공개된 xlnet-augmentation3 모델을 사용

하였다. 우리는 직관적인 결과 분석을 위해 CoQA, G-CoQA,

G-QuAC의 학습 말뭉치로 훈련된 xlnet-augmentation 모델을

각각 CoQA CQA, G-CoQA CQA, G-QuAC CQA로 명명하

였다.

5. 결과 및 분석

표 1은 [6]의 question-unconditional extractive answer

model과 우리의 BERT-CAE 모델의 CoQA 평가 말뭉치에 대

한 Sequential F1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conversational his-

tory를 고려하지 않고 응답을 추출한 AE[6]에 비하여 BERT-

CAE 모델이 31.1 높은 성능을 보였다. 두 모델의 극명한 성능

차이는 CQA 말뭉치를 위한 응답 추출에 conversational his-

tory가필수조건임을보여주며, BERT-CAE모델이높은질의

CQA 말뭉치 생성에 효과적으로 작용함을 증명한다.

표 2는 각 말뭉치별 문서 단위의 평균 질의-응답 쌍 개수를

나타내며, CoQA 말뭉치보다 CQAG 시스템을 통해 생성한 말

뭉치들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질의-응답 쌍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수있다.이는 CQAG시스템이생성한말뭉치가 CoQA

보다 문서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고 해석 가능

하며, 이러한 특성은 CQA 시스템의 질의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2https://stanfordnlp.github.io/coqa/
3https://github.com/stevezheng23/xlnet extension tf

평가 말뭉치

모델 CoQA G-CoQA G-QuAC

CoQA CQA 68.4 80.3 81.7

G-CoQA CQA 56.2 88.9 88.8

G-QuAC CQA 55.1 87.2 90.1

표 3. CQA 모델의 F1 점수

4- 136 -



제33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21년)

표 4. CQAG 시스템으로 생성한 말뭉치 예시

Document

Once there was a beautiful fish named Asta. Asta lived in the ocean. There were lots of other fish in the

ocean where Asta lived. They played all day long. One day, a bottle floated by over the heads of Asta

and his friends. They looked up and saw the bottle. ”What is it?” said Asta’s friend Sharkie. ”It looks

like a bird’s belly,” said Asta. But when they swam closer, it was not a bird’s belly. It was hard and clear,

and there was something inside it.The bottle floated above them. They wanted to open it. They wanted

to see what was inside. So they caught the bottle and carried it down to the bottom of the ocean. They

cracked it open on a rock. When they got it open, they found what was inside. It was a note. ...

CoQA G-CoQA

Q1 : what was the name of the fish Q1 : What was the name of the fish?

A1 : Asta. A1 : Asta.

Q2 : What looked like a birds belly Q2 : Where did Asta live?

A2 : a bottle A2 : in the ocean

Q3 : who said that Q3 : What else did he play with?who said that

A3 : Asta. A3 : lots of other fish

Q4 : Was Sharkie a friend? Q4 : How long did they play?

A4 : Yes A4 : all day long

Q5 : did they get the bottle? Q5 : What did they see?

A5 : Yes A5 : a bottle

Q6 : What was in it Q6 : What did it look like?

A6 : a note A6: a bird’s belly

Q7 : What was it like?

A7 : hard and clear

Q8 : What was inside?

A8 : note

표 3은 서로 다른 말뭉치로 훈련된 CQA 모델의 각 평가 말

뭉치에 대한 F1 점수를 보여준다. CoQA CQA 모델의 각 평가

말뭉치에 대한 F1 점수는 각각 68.4, 80.3, 81.7로 CoQA 평가

말뭉치에대한성능이가장낮게측정되었다.이는사람이직접

구축 및 검증한 말뭉치가 CQAG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말뭉

치보다 풀기 어려운 질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검증된말뭉치로훈련된모델인 CoQA CQA의 G-CoQA,

G-QuAC 말뭉치에 대한 응답 예측 점수가 CoQA 말뭉치에 대

한 점수보다 각각 11.9, 13.3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CQAG

시스템이생성한말뭉치의 (conversational history,질의,응답)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G-CoQA CQA와 G-QuAC CQA모델의 G-CoQA, G-

QuAC 평가 말뭉치에 대한 성능이 모델별로 유사한 수치를 보

이는데, 이를 통해 하나의 CQA 말뭉치로 훈련된 CQAG 시스

템이 서로 다른 문서들로부터 유사한 스타일의 CQA 말뭉치를

생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이전 대화 내용을 고려하여 문서로부터 사용

자가흥미를가질만한응답후보를추출하는맥락관련응답추

출(CAE) 과제와 이를 위한 모델 성능 평가 지표인 Sequential

F1점수를제안하였다.또한 CAE모듈과 CQG모듈을활용하

여입력된문서로부터대화형질의-응답쌍을추출하는 CQAG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화형 질

의응답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학습 말뭉치 수집 단계를 부분적

으로 자동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연구로는더높은질의대화형질의-응답쌍을생성하기

위해 기존의 CAE와 CQG 모델을 개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실제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yes, no, unknown 유형의

대화형질의-응답쌍을생성하기위한연구를진행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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