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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챗봇은 사람과 기계가 자연어로 된 대화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비서 시스템이 상
용화되면서 일반적인 대화와 질의응답을 함께 처리해야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계독
해 기반 질의응답과 Transformer 기반 자연어 생성 모델을 함께 사용하여 하나의 모델에서 일반적인 대화
와 질의응답을 함께 하는 기계독해 기반 질의응답 챗봇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기계독해 모델에 일반대
화를 판단하는 옵션을 추가하여 기계독해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문장을 분류하고, 기계독해 결과를 통해 
자연어로 된 문장을 생성한다. 실험 결과 일반적인 대화 문장과 질의를 높은 성능으로 구별하면서 기계독
해의 성능은 유지하였고 자연어 생성에서도 분류에 맞는 응답을 생성하였다.

주제어: 기계독해, 챗봇, 질의응답 챗봇

1. 서론

챗봇은 사람과 기계가 자연어로 구성된 일반적인 대화

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최근 네이버 Clova, 카카오 미

니, SKT NUGU, KT GIGA Genie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 

비서 시스템이 상용화되면서 일반적인 대화와 더불어 질

의응답을 함께 처리해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기

존의 생성 기반 챗봇의 경우 종단형(end-to-end model) 

모델인 sequence-to-sequence[1] 형태로 연구가 많이 되

었다. 그러나 생성 기반의 챗봇의 경우 일반적인 대화만

을 처리하고 질의응답의 경우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서에서 정답을 찾아 답변하는 기계독해 질의응답

과 생성 기반의 일반 채팅을 단일 모델로 결합한 기계독

해 기반 질의응답 챗봇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생성 기반 챗봇은 주의 집중 기반의 

sequence-to-sequence 모델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

존의 챗봇은 일반적인 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실

제 사람과 같이 일반적인 대화와 질의응답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은 처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고자 생성 모델에 지식 베이스를 함께 사용하여 질의응

답이 가능한 대화 생성 모델[2,3]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지식 베이스는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질의에 나

타나는 주어(Subject)를 찾아야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독해 모델을 

통해 비정형 문서에서 정답을 찾는 방식을 사용한다. 기

계독해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되고 있으며 최근 

SQuAD v1.1[4]를 사용하는 기계독해의 경우 사람보다 좋

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5]. 이에 더 나아가 SQuAD 

v2.0[5]은 문서에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찾는 무

응답까지 포함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SQuAD v2.0과 같이 

무응답을 처리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대화 문장

을 분류하고 기계독해를 함께 진행한다. 그 후 분류된 

결과를 생성 모델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Transformer[6]를 통해 자연어로 된 답변을 생성하는 모

델을 제안한다.

3. 기계독해 기반 챗봇

그림 1. 제안 모델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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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제안 모델의 구조도를 보여준다. 제안 모델

은 문서에 포함된 정답을 찾아내는 기계독해 모델과 응

답을 생성하는 Transformer 기반 생성 모델로 구성된다. 

기계독해 모델은 문서에 나타나는 정답의 위치를 찾는 

기존의 방식에 일반적인 대화를 판단하기 위한 일반대화 

응답 옵션을 추가한다. Transformer 기반 생성 모델은 

질의와 기계독해 모델에서 추출된 결과를 통해 자연어로 

된 응답 문장을 생성한다.

3.1. 일반대화를 판단하는 기계독해 모델

본 논문에서 일반적인 대화와 질의를 구별하기 위해 

일반대화 응답 옵션을 추가한 기계독해 모델을 사용한

다. 기계독해 모델은 인코딩 단계, 상호 집중 단계, 출

력 단계로 구성되며 일반대화 응답 옵션은 출력 단계에 

추가한다. 인코딩 단계는 사용자 대화 문장과 입력 문서

에서 단어 임베딩, 미등록어 문제를 완화시켜줄 음절 임

베딩, 문맥을 통해 생성된 ELMo벡터[7], 자질 게이트를 

적용한 자질 벡터[8]를 순환 신경망에 입력하여 문맥이 

반영된 와 를 생성한다. 상호 집중 단계는 인코딩 단

계에서 생성된 와 간의 상호 관계를 계산한다. 와 

간의 상호 관계는 Bi-Directional Attention Flow[9]의 

방법을 사용한다. 식 (1)은 Bi-Directional Attention 

Flow에서 사용하는 양방향 상호 집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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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 (1)에서 는 가중치 행렬을 나타낸다. 는 i개 

만큼 복사하여 로 사용한다. [;]는 벡터간의 연결

(concatenation)을 의미하고 ∘는 요소 간 곱셈

(elementwise multiplication)을 의미한다.

양방향 상호 집중을 통한 를 계산한 후 Scaled-Dot 

Product[6]를 통해 자기 집중(Self-Attention)을 진행한

다. 자기 집중은 서로 다른 문장 간의 관계를 계산하는 

양방향 상호 집중과 달리 같은 문장을 집중하여 문장에 

나타나는 단어와 같은 문장에 나타나는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계산하게 된다. 자기 집중은 식 (2)와 같이 표현

된다.

    





   

  

(2)

식 (2)에서 는 은닉 벡터의 크기로 와 를 행렬곱 

한 후 나눠주어 벡터의 크기를 조절한다.   는 

Residual 계층[10]을 나타낸다. 마지막 출력 단계는 식 

(3)과 같이 계산한다.

  

  

  


  


(3)

식 (3)에서 은 양방향 GRU[11]를 통과하여 출력된 

결과를 나타낸다. 와  는 [1 x dim] 사이즈의 

가중치 행렬로 [dim x max_length] 인 과 곱하여 [1 x 

max_length]인 벡터를 만든다. 여기에 식 (4)와 같은 일

반대화 응답 옵션[12]을 추가하여 질의가 아닌 일반적인 

대화를 구별 할 수 있도록 한다.

 
  



  

 
  



  

   

 
   

    

    

(4)

식 (4)의 , , 은 각각 시작 확률, 끝 확률, 

자기 집중 결과의 주의 집중 합(Attention summation)을 

나타낸다. 모든 주의 집중 합을 연결하여 새로운 값을 

만들고 시작 및 끝의 확률 와 를 일반대화 응답

과 함께 계산하여 최대 확률이 되는 위치를 출력한다.

3.2. 기계독해 결과를 사용한 자연어 생성 모델

본 논문에서는 자연어 생성 모델에 Transformer 방식

을 사용한다. Transformer는 순환 신경망에서 발생하는 

병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집중으로 순환 신경

망을 대체하는 모델이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

는 Transformer 자연어 생성 모델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2. Transformer 자연어 생성 모델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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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기계독해 모델의 결과(MRC Answer)와 사용

자 대화 문장(Question)을 각각 Transformer 블록을 통

해 인코딩하고 디코더와 주의 집중을 계산한다. 

Transformer 구조는 단어의 순서를 구별해줄 위치 인코

딩(Position Encoding)과 Multi-head attention을 기반

으로 하는 Transformer 블록으로 구성된다. 먼저 위치 

인코딩은 위치 임베딩(Position Embedding)을 사용한다. 

위치 임베딩은 각 위치별로 랜덤 초기화된 벡터를 생성

하고 학습하면서 미세 조정(fine-tuning)되도록 사용한

다. Transformer 블록은 인코딩과 디코딩을 다르게 사용

하며 사용자 대화 문장과 기계독해 결과의 인코딩은 

Multi-head attention이 한번만 사용되고 자연어를 생성

하는 디코딩에는 사용자 대화 문장과 기계독해 결과와의 

상호관계를 계산하기위한 주의집중이 포함되어 총 세 번

의 Multi-head attention이 사용된다. Add는 Residual 

계층을 나타내고 Norm은 계층 정규화[13](Layer 

Normalization), Feed Forward는 완전연결층(Fully 

connected layer)을 나타낸다. Multi-head attention은 

식 (5)로 계산한다.

   ⋯  


 
 

 


(5)

식 5에서 는 , , 의 벡터를 n개로 나눈 후 각

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식 (2)에서 사용된 Scaled 

Dot-Product로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Transformer 블록은 사용자가 지정한 개수만큼 반복하여 

정보를 추상화를 하도록 한다.

3.3. 학습 방법

본 논문에서 기계독해 모델과 자연어 생성 모델은 독

립적으로 학습한다. 즉, 기계독해 모델을 먼저 학습하고 

그 결과를 통해 자연어 생성 모델을 학습하며 자연어 생

성 모델에서 발생한 loss는 기계독해 모델로 전파되지 

않는다. 자연어 생성 모델은 cross entropy를 목적함수

로 사용하고 기계독해 모델은 식 (6)의 목적함수를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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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 (6)에서 은 일반대화 응답 옵션의 logit의 지

수, 
  는 시작 위치 logit과 끝 위치 logit을 결

합해둔 logit의 지수 이며 는 일반대화일 경우 0, 질문

일 경우 1이다.

본 논문은 기계독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식 

(7)과 식 (8)의 목적함수[14]를 추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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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log    (8)
식 (7)은 일반대화 응답을 제외한 기계독해 모델의 시

작 위치와 끝 위치를 학습하는 목적함수이며 식 (8)은 

일반대화 응답의 경우만을 sigmoid cross entropy로 학

습하는 목적함수이다.

4. 실험 및 평가

4.1. 실험 준비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해 위키피디아와 나무위키 문

서를 통해 자체 구축한 일반대화 응답이 존재하지 않는 

기계독해 말뭉치 62,896개와 채팅 말뭉치 602,217개를 

사용한다. 채팅 말뭉치는 54,090개의 입력 발화로 구성

되어 있으며 입력 출력이 1:n으로 구성되어 총 602,217

개의 대화 쌍으로 구성되어있다. 기계독해 말뭉치는 

61,298개와 1,598개로 나누어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

터로 사용하고 채팅 말뭉치는 568,107개와 34,110개를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로 사용한다. 기계독해 모델

에서 일반대화를 구별하기 위해 기계독해 데이터에 무작

위로 선택된 채팅 데이터를 사용하여 일반대화 응답 데

이터를 추가한다. 일반대화가 포함된 기계독해 학습 데

이터는 122,593개이며 평가 데이터는 3,196개 이다. 자

연어 생성 모델은 채팅 말뭉치에 기계독해 정답을 

placeholder 템플릿을 통해 문장으로 만든 데이터를 추

가하여 학습한다. 

모델의 파라미터는 기계독해 모델 은닉 크기 100, 자

연어 생성 모델 512로 하였으며 학습률(learning rate) 

1.0, 드랍아웃 확률 0.2, head 크기 8로 설정하였다. 단

어 임베딩은 GloVe[15] 300차원, ELMo는 1,024차원으로 

설정하였으며 20GB의 뉴스기사를 가지고 학습하였다.

4.2. 실험 평가

본 논문에서는 기계독해 성능 지표로 Exact Match와 

음절단위 F1-score를 사용하고 자연어 생성 모델은 

BLEU[16]를 사용한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계

독해 모델의 순수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 문서 내에 정답

이 반드시 존재하는 기계독해 말뭉치로만 학습하고 평가

한 결과를 나타낸다.

Exact Match F1-score

GF-Net 71.21 84.02

표 1. 정답이 존재할 경우 기계독해 모델의 성능 (%)

표 1의 성능을 보면 기존의 기계독해 연구들보다 성능

이 약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기계독해의 경우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성능이 향상되는데[17] 본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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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높은 성능이 나올 정도로 학습 데이터의 수가 충분하

지 않기 때문이다. 표 2는 일반대화가 포함된 데이터의 

성능을 나타낸다.

Exact Match F1-score

일반대화 성능 100.00 100.00

질의 성능 70.34 83.61

통합 성능 85.17 91.81

표 2. 일반대화 분류가 포함된 모델의 성능 (%)

표 2에서 일반대화 성능과 질의 성능은 실제 정답이 

일반대화 혹은 기계독해 데이터로 분류되어 있을 때 얼

마만큼 맞췄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SQuAD 2.0의 성능지

표와 동일하게 사용되어 의미상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일반대화 성능은 재현율(Recall)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고 질의 성능은 실제 질의인 문장에서 출력된 기계독

해 결과의 음절 F1-score이다. 통합 성능은 일반대화 성

능과 질의 성능의 평균 수치다. 일반대화 성능이 10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반대화의 문장과 질

문이 매우 상이하여 구별이 쉬운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

나 질의 성능은 표 1에서보다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계독해 데이터를 일반대화로 분류하여 성능이 낮

아진 것이다.

다음으로 표 3은 자연어 생성 모델의 성능을 나타낸

다.

BLEU

일반대화 성능 0.5016

질의 성능 0.9993

통합성능 0.7814

표 3. 자연어 생성 모델의 성능

표 3의 일반대화 성능과 질의 성능은 기계독해 모델에

서 해당 범주로 분류된 것들의 BLEU 점수를 나타낸다. 

기계독해 성능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는 템플릿 기반이라 문장이 단순하여 분류 결과가 옳을 

경우 placeholder 템플릿을 생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책과 같이 주어진 문서가 있을 때 질의

응답과 일반적인 대화를 단일 모델에서 처리하는 기계독

해 기반의 챗봇을 제안하였다. 제안 모델은 기존의 기계

독해 모델에 정답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여 문

장을 읽고 기계독해를 해결함과 동시에 일반대화 문장을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실험 결과 일반적인 대화와 

질의 문장은 높은 성능으로 분류가 되었고 문장 생성 또

한 적절히 분류되어 생성되는 것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 

기계독해의 정답 결과를 자연스러운 문장형태로 바꾸기 

위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자연어 생성 모델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검색 모델을 부착하여 문서가 주어질 필

요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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