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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답 문장 선택은 질의 응답 시스템의 한 요소로써 주어진 문서에서 질의 문장의 답을 포함하는 문장을 선

택하는 문제이다. 기존 질의 응답 시스템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파스 트리(Parse Tree)를 사용한 문장

의 구조 분석과 WordNet과 같은 외부 시맨틱 지식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수작업으

로 만들어진 특징들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질의 응답의 도메인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면 특징을 다시 추

출해주어야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작업 특징 추출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으로 답 문장 선택

할 수 있는 딥러닝 기법을 비교해보고 새로운 질의 응답 데이터에 적용하였다. 모델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Recurrent Neural Networks, Hybrid 방식을 사용하였고 실험을 위해 183개 에피소드, 

1232분 길이의 만화영화 ‘뽀로로’ 비디오로부터 제작된 2500여개의 질의 응답 쌍을 제작하였다. 이 때 

답 문장 선택은 딥러닝 모델들이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포함하고 있는 자막을 선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실험 결과, Hybrid 방식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1. 서론 

질의 응답 시스템은 크게 후보 답 문장 검색 단계와 답 

추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후보 답 문장 검색 단계는 

질의 문장을 바탕으로 문서 내에서 정답을 포함할만한 

문장을 선택하는 과정이고 답 추출 단계는 위 단계에서 

검색된 문장에서 질의 문장에 알맞은 답을 찾는 

과정이다. 기존 질의 응답 시스템은 파스 트리(Parse 

Tree)를 사용하여 문장 구조를 비교하거나 의존 파스 

트리(Dependency Parse Tree)들 사이 최소 에디트 

시퀀스(Edit Sequence)로부터 생성된 특징들을 

사용하였다[1,2]. 또는 WordNet 같은 외부 지식을 

사용하여 질의 응답에 필요한 도메인 지식을 얻기도 

했다[3]. 그러나 이러한 방식들은 새로운 도메인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때로는 데이터의 특징을 수작업으로 

추출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최근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증가하고 이로부터 정교한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딥러닝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질의 응답 시스템에서도 새로운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4,5,6]. 이러한 방법들은 훈련 

과정에서 사용자의 어떠한 개입도 필요하지 않은 end-

to-end 모델을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질의 응답 시스템의 후보 답 문장 검색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답 문장을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딥러닝 

방법들을 비교 적용해본다. 모델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7], Recurrent Neural Networks 

(RNN)[8], CNN과 RNN을 혼합한 Hybrid 방식을 

사용하였다. CNN은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RNN은 입력 데이터의 순차적 

정보를 인코딩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언어모델링과 같은 자연어 처리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Hybrid 방식은 RNN의 순차적 정보를 학습하는 장점과 

CNN의 지역적인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을 결합한 

모델이다. 

실험을 위해 183개 에피소드, 1232분 분량의 

만화비디오 ‘뽀로로’로부터 스토리에 관련한 질문 

2500여개를 제작하였고 각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을 

포함하고 있는 자막을 연결하여  (질문, 답 자막) 쌍을 

생성하였다. 세 가지 딥러닝 모델은 (질문, 답 자막) 

쌍을 학습하였고 Mean Average Precision(MAP)와 

Mean Reciprocal Rank(MRR)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Hybrid 방식의 성능이 가장 

뛰어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을 활용한 

질의 응답 시스템이 앞으로 나아갈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2. 답 선택을 위한 딥러닝 모델 

2.1 기본 모델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모델은 

다음과 같다. 

( 1| , ) ( )Tp y q a q Ma b              (1) 

q는 질의 문장, a는 후보 답 문장, M은 임베딩 행렬을 

의미한다. 위 식은 답 문장을 임베딩 행렬 M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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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문장 벡터공간에 임베딩 시킨 뒤 거리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의 문장과 답 문장은 bag-of-word, 

word2vec[9]이나 glove[10] 등을 활용한 distributed 

representation 벡터가 될 수 있고 본 논문에서는 glove 

벡터를 사용하였다. 

 

2.2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은 이미지 영역 

뿐만이 아니라 텍스트 영역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11, 12]. CNN은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포함하며 컨볼루션 레이어의 

필터는 문장에서 n-gram과 유사한 특징을 추출해내고 

풀링 레이어의 풀링은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추출한 

특징들의 대표값을 계산해준다. CNN은 필터 개수를 

고정시킴으로써 문장 길이가 가변적인 경우에도 고정된 

크기의 문장 벡터를 계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컨볼루션 레이어 한 개와 풀링 레이어 한 개를 갖는 

CNN을 사용하였고 필터 크기는 2, 풀링은 평균 풀링을 

적용하였다. 이 때 CNN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문장 

벡터 s를 계산한다. 

| | 1

1
1

1 tanh( )
| |

s

L i R i
i

s T s T s b
s






           (2) 

TL과 TR은 필터를 나타낸다. 계산된 질의, 후보 답 문장 

벡터는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 비교된다. 

 

2.3 Recurrent Neural Networks 

Recurrent Neural Networks (RNN)은 언어모델, 기계 

번역[13] 등 자연어 처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다. RNN의 히든 벡터는 문장의 단어 단위로 

입력을 받았을 경우 문장의 단어들의 정보를 모두 

인코딩하고 있다. RNN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문장 벡터 

s를 계산한다. 

1tanh( )t t ts Ws Uw              (3) 

W와 U는 파라미터이고 st는 RNN이 문장의 t번째 

단어까지 인코딩했음을 나타낸다. 

 

2.4 Hybrid 방식  

Hybrid 방식은 RNN과 CNN을 결합한 모델로 

사용하였다[14]. 먼저 RNN 계열인 bidirectional 

LSTM이 문장의 단어들을 인코딩하여 행렬을 만든다. 

그리고 한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한 개의 풀링 

레이어를 가진 CNN이 특징을 추출한다. 풀링은 최대 

풀링을 적용하였다. 그림 1은 Hybrid 방식의 모습을 

나타낸다. 

 

3. 데이터 

질의 응답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183개 에피소드, 

1232분량의 만화비디오 ‘뽀로로’로부터 2500여개 

질문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각 질문 (예> ‘What did 

Pororo do last nigit?’)과 질문에 해당하는 답 자막 (예> 

‘Pororo and his friends have dinner at loopy’s 

house)를 연결하여 (질문, 답 자막) 쌍을 생성하였다.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 (질문, 오답 자막) 쌍도 

생성하였는데 오답 자막은 답 자막이 포함된 

에피소드에서 답 자막을 제외한 모든 자막이다. 한 개의 

에피소드는 평균 100여개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생성하여 훈련 데이터 

103,326쌍, 검증 데이터 42487쌍, 테스트 데이터 

43596쌍을 만들 수 있었다. 

 

4. 실험 결과 

4.1 평가 방식 

실험 평가를 위해 MAP (Mean Average Precision)과 

MRR (Mean Reciprocal Rank)를 사용하였다. MAP는 각 

질의의 Average Precision (AP)의 평균을 계산한 값으로 

AP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 ( ) rel( ))

number of relevant answer sentences

n

k

P k k
AP 





   (4) 

P(k)는 후보 답 문장들의 랭크를 계산한 뒤 오름차순 

정렬했을 때 k번 째에서 Precision 값을 나타내고 

rel(k)는 k번 째 랭크까지 관련 된 답 문장이 

포함되어있으면 1, 아닌 경우 0을 반환하는 함수이다. 

MAP가 관련된 답 문장들의 모든 랭크를 고려한 평가 

방식인 반면, MRR은 랭크가 가장 높은 답 문장 하나를 

고려한다.  

| |

1

1 1
| | rank

Q

i i

MRR
Q 

               (5) 

이 때, Q는 질의 문장 집합이고 rank는 관련 있는 답 

문장 중 랭크가 가장 높은 랭크 값을 반환한다. 

 

4.2 평가 결과 

 

그림1. Hybrid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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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각 모델로 얻은 성능을 보여준다. 코드는 

딥러닝 툴인 Keras로 제작되었고 GPU Titan X가 

사용되었다. 평가 결과 Hybrid 방식의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중 RNN이 CNN보다 성능이  

떨어진 이유는 RNN은 문장 내 단어들을 동일하게 

고려했던 반면 CNN은 특정 단어들에 주목하여 

특징점을 추출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Hybrid 

모델에서는 RNN 계열인 bidirectional LSTM을 사용하여 

각 단어들의 문장 내 전후 단어 관계를 파악한 뒤  

CNN의 지역적인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이 

추가되어 성능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논의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답 문장 선택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러가지 딥러닝 모델을 비교해보고 새로운 질의 응답 

데이터에 적용해보았다. 사용한 딥러닝 모델은 CNN, 

RNN, Hybrid 방식이었고 Hybrid 방식이 CNN과 RNN의 

장점을 결합하여 가장 좋은 성능을 냈다. 데이터는 

만화영화 ‘뽀로로’로부터 제작한 질의 응답 2500쌍과 

‘뽀로로’ 비디오 자막을 사용하였고 각 모델들은 질의에 

대한 답을 포함하고 있는 자막을 선택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다룬 질의 응답 데이터는 

비디오로부터 제작된 질문이었기 때문에 자막 정보로만 

질의에 대한 답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Where did they play basketball?’과 같은 질의가 

주어졌고 장소에 관련한 단어가 해당 에피소드의 

자막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주인공들이 농구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질의 응답 시스템은 이미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모델은 이미지를 추가로 입력 받아 

이미지와 자막을 바탕으로 답을 추론할 수 있는 

멀티모달 모델로 확장되어야하고[15] 사용자와 

질의응답 경험이 쌓일수록 성능이 올라가는 점진적 

학습을 해야한다[16]. 또한, 모델은 질의에 해당하는 

자막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답 문장 선택을 

할 수 있어야한다. 이 문제는 공개되어 있는 질의-답 

문장 쌍을 학습한 모델을 풀고자 하는 데이터에 

전이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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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안하는 모델의 비교 성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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