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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QA(Community-based Question Answering) 시스템은 사

용자들이 질문을 등록하면 전문가나 다른 사용자가 답변

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cQA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검색이나 카테고리 분류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자신의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검색할 수도 있

다. 또한, 사용자가 작성한 질문을 답변받기 쉽게 시스

템이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하지만 작성된 질문들의 길

이가 길거나 내용을 이해하는데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다면 검색이나 카테고리 분류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된 질문들을 요약한다

면 길이가 긴 질문이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질문들

을 주제를 내포하는 짧은 문서로 만들기 때문에 검색이

나 분류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문서 요약은 입력 문서의 주제를 내포하는 축약된 새

로운 문서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문서 요약 방법

론으로는 추출 요약(Extractive Summarization)과 추상 

요약(Abstractive Summarization)이 있다. 추출 요약은 

입력 문서의 주제를 대표하는 문장을 입력 문서로부터 

추출함으로써 문서를 요약한다. 추출 요약은 이전부터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TextRank가 있

다[1]. 추출 요약은 추출된 문장이 문서를 대표하지 못

하거나 추출된 문장 간의 유연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

다. 추상 요약은 입력 문서에 주제를 내포하는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데, 최근 대두되고 있는 딥러닝(Deep 

learning) 방식의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을 사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3]. 하지만 

추상 요약은 입력 문서의 중요한 단어를 누락시키는 경

우가 있고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생성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ointer-

Generator Network[4]를 사용한다. Pointer-Generator 

Network는 입력 문서에서 단어를 가져올지 생성할지를 

결정하고 단어의 반복을 피하고자 이전 단어들의 분포를 

고려하여 단어를 생성하는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는 cQA 시스템에서 요약 데이터 셋을 구축

할 때 필요한 필터링 방식을 제안하고, 딥러닝 기반의 

추상 요약을 수행하여 기존의 추출 요약 방식 및 추상 

요약 방식과 성능을 비교한다. 

 

2. 관련 연구 
 

문서를 요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문서 내의 대표 문장을 추출하는 추출 요약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문서를 읽고 추상 요약하는 추상 요약 방식

이다. 추출 요약 방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TextRank가 있다. TextRank는 PageRank[5]의 개념을 문서

에 적용한 알고리즘이다. 문서 내의 문장을 그래프 구조

의 노드로 만들고 노드 간의 가중치로 문장의 중요도를 

계산해 그 중 상위 N개를 추출하여 문서를 요약한다. 추

상 요약 방식은 최근에 대두되는 딥러닝을 이용한 방식

이 많이 사용된다. Sequence-to-Sequenc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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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QA(Community-based Question Answering)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질문을 남기고 답변을 작성하

는 시스템이다. cQA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축적된 질문을 검색하거나 카테고리로 분

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질문의 길이가 길 경우 검색이나 카테고리 분류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cQA 질문을 요약하는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을 구축하려면 대량의 요약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cQA의 질문 제목, 본문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필터링을 

통해 요약 데이터 셋을 만들었다. 또한 본문의 대표 단어를 이용하여 추상 요약을 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의 Pointer-generator model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의 추출 요약 방식보다 

딥러닝 기반의 추상 요약 방식의 성능이 더 좋았으며 Pointer-generator model이 보다 좋은 성

능을 보였다. 
주제어: cQA, 문서요약, Pointer-generat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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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6] 모델은 Encoder와 Attention mechanism[7]

을 이용해 본문의 주의(Attention) 분포를 구하고 문맥 

벡터(Context vector)를 생성한다. 생성된 문맥 벡터는 

디코더의 은닉 계층과 결합하여 현재 단어를 생성하기 

때문에 본문의 정보를 담은 요약문을 생성한다. 

Pointer-Generator Network는 Sequence-to-Sequence 

with attention 모델의 주의 분포와 단어 분포를 현재 단

어와 문맥 벡터, 디코더의 은닉 계층을 통해 생성 확률 

값을 계산하고, 본문의 단어를 복사할지 다른 단어를 생

성할지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iN의 질문 제목, 본문을 한 쌍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하고 Pointer-Generator Network를 이

용한 추상 요약을 수행한다. 

 

3. cQA 시스템 질문 요약 모델 

  
본 논문에서는 네이버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기반의 질

의응답 시스템인 지식iN 질문 데이터를 이용하여 문서 

요약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본문을 제목으로 요약

하는 모델을 구성하였다. 

 
 3.1. 학습 데이터 

 

문서 요약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본문과 

요약문이 존재하는 데이터 셋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

한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이버 지식iN의 질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지식iN 질

문은 제목과 본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은 답변

자가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질문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곳이고 제목은 사용자가 답변자에게 자신의 질문을 바로 

알 수 있게 본문의 대표 문장이나 단어를 이용해 제목을 

작성하는 곳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제목은 본문을 대

표하고 요약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요약 데이

터로 간주하였다. 

 

 3.2. 학습 데이터 필터링 

 

지식iN의 모든 질문 제목과 본문 쌍을 학습 데이터로 

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본문에 질문이 있

고 제목에는 ‘알려주세요’와 같은 데이터들이 많이 존재

한다. 이러한 것들을 필터링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제

목의 단어와 본문의 단어 간의 교집합 단어의 개수를 제

목의 단어 개수로 나누었을 때 0.4보다 작은 것들은 제

외하였다. 이러한 필터링은 데이터 셋을 구축하는 데 효

과가 있었지만, 단어의 변형이 생긴 단어들을 다르게 인

지하고 내용과 무관한 조사와 같은 단어들을 카운트하면

서 제목과 본문이 연관되지 않는 문서들이 데이터에 추

가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그림 1. 지식iN 질문 예시 

두 가지 방법을 추가하였다. 첫 번째는 형태소 분석과 

단어의 변형을 원형으로 변환했고 두 번째는 내용과 무

관한 단어를 제거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교집합 단어들

의 문서 빈도 표를 만들었다. 

 

표 1. 필터링 적용 예시 

방식 문장 

원본 문장 
현재의 자동차 플랫폼으로 자율주행차

를 만들 수 있나요? 

형태소 및 원

형 복원 

현재 의 자동차 플랫폼 으로 자율 주

행 차 를 만들다 수 있다 요 

문서 빈도를 

이용한 불필요

한 단어 제거

현재 의 자동차 플랫폼 으로 자율 주

행 차 를 만들다 요 

 

표 2. 교집합 단어의 문서 빈도 

 

표 2를 활용하여 문서 빈도가 높고 명사와 자동사, 타

동사가 아닌 단어들을 제거하였다. 또한 지식iN 데이터

의 특수한 단어들인 ‘내공’, ‘냠냠’ 등도 필터링하였다. 

교집합 단어 문서 빈도 

하다 0.06508

주다 0.05527

좀 0.04236

있다 0.0243

되다 0.01922

알리다 0.01775

추천 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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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equence-to-Sequence with Attention model 

 

Sequence-to-Sequence(seq2seq)[8]에서 인코더의 마지

막 은닉 계층은 문맥 벡터가 된다. 하지만 입력 문서의 

길이가 길어지면 문맥 벡터를 만들 때 정보가 손실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구조를 사

용한다. 그림 2에서 Attention mechanism은 입력 문서의 

단어 x 의 주의 분포 a 를 구하고 디코더의 은닉 계층 s
와 계산하여 단어 분포를 생성한다. 

 

그림 2. Sequence-to-Sequence with Attention model 

식 (1)은 양방향 LSTM(Long-short term memory)을 인

코더로 사용한 모델을 나타낸다. 

 h , ( , , ) h , ( , , ) h h , ; h ,  e tanh	( ) ( ) 
 h∗ 	  (1) 

 

식 (1)에서 입력 열 X x ,… , x 는 LSTM을 통해 인코

딩된다. h , , 	 h , 는 인코더의 i 시간의 정방향, 역방향의 

은닉 계층이고 h는 두 은닉 계층들의 결합이다. e 는 디

코더의 t 시간의 주의 가중치이며 a 는 주의 분포이다. h∗은 주의 분포와 인코더의 은닉 계층을 통해 생성된 문

맥 벡터이다. 

식 (2)는 문맥 벡터와 단방향 LSTM을 디코더로 사용한 

모델이다. 

 s ( , ) P ( ( ( , ∗ )) 
 ( ) (2) 

   

식 (2)에서 w는 디코더의 입력이고 s 는 LSTM 디코더

의 은닉 계층이다. V , V는 선형 층이고 P 은 단어의 

분포이다. 여기서 y는 P (y)로부터 생성된 단어이다. 

이 모델의 손실 함수는 Negative log-likelihood를 사용

하며 식 (3)과 같이 정의된다. 

 loss 	 ( ∗) 
 loss 1 loss  (3) 

 

식	 (3)에서	 y∗는	현재	 t	시간의	정답	단어이다.	
 

 3.4. Pointer-Generator model 

  

그림 3의 Pointer-Generator model은 Sequence-to-

Sequence with attention model과 Pointer Network[9]를 

사용한 모델이다. 

 

그림 3. Pointer-generator model 

Pointer-Generator model은 문맥 벡터 h∗와 디코더 은

닉 계층 s , 디코더의 입력 w로부터 계산되는 생성 확률 P 를 생성한다. (1 P ) 확률로 주의 분포 a  단어를 

복사하거나 P  확률로 단어 분포 P 을 통해 새로운 

단어를 생성한다. 식 (4)는 이러한 과정을 나타내고 있

다. 

 	 ( ∗ ∗ ) ( ) ( ) 1 : (4) 

 

식 (4)에서 σ는 시그모이드 함수이다. 이렇게 계산된 P 과 단어 분포 P (w), Attention 분포 a 를 이용하

여 최종 단어 분포인 P(w)를 구한다. 

 

 3.5. Coverage mechanism 

 

Pointer-Generator model은 Sequence-to-Sequence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인 생성된 단어의 반복을 피

하고자 Coverage mechanism을 사용한다. Coverage 

mechanism은 이전까지의 주의 분포를 더하여 현재 주의 

분포를 생성할 때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피한다. 

식 (5)는 Coverage mechanism과 손실 함수를 나타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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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h( 	 ) min	( , ) 
 ( ∗)  (5)

 

식 (5)에서 c 는 t 시간만큼의 주의 분포를 합한 범위 

벡터(Coverage vector)이다. e 는 범위 벡터가 포함된 디

코더의 t 시간의 주의 가중치이다. covloss 은 주의 분포

와 범위 벡터 간의 겹치는 부분을 전부 합하여 손실 함

수로 정의하는데 균일한 단어 분포에 대한 페널티를 의

미한다. 최종 손실 함수 loss 는 covloss 에 하이퍼 파리미

터 γ를 곱하고 식 (3)과 더한다. 

 

4. 실험 및 평가 

 
본 논문에서는 약 120만 건의 지식iN 질문 제목-본문 

문서를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 약 94만 건을 훈련 셋으

로 사용하고 12만 건을 검증으로 사용하였다. 최종 테스

트는 12만 건의 테스트 셋으로 진행하였다. 정답 문서와 

시스템 문서 간의 재현율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ROUGE-

F1[10] 중에서 ROUGE-1, ROUGE-2, ROUGE-L을 사용하였으

며, 모델 평가를 위해 TextRank와 Sequence to Sequence 

with attention model을 비교 모델로 사용하였다. 

 

형태소 입력 방식: 제목의 단어와 본문의 단어 간의 

교집합 단어 개수를 제목의 단어 개수로 나누었을 때 

0.4보다 작은 것들은 제외하였다. 

불용어 제거 입력 방식: 형태소 입력 방식과 형태소 

분석 및 원형 복원, 문서 빈도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단

어를 제거하였다. 

TextRank: TextRank를 통해 중요도 순으로 문장을 나열

한 후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만 추출하였다. 

Seq2Seq+attn: 훈련 셋으로 Word2vec을 미리 훈련하고 

Sequence-to-Sequence with attention model에 적용하여 

문장을 요약하였다. 

Pointer-generator: 훈련 셋으로 Word2vec을 미리 훈

련하고 Pointer-Generator model에 적용하여 문장을 요약

하였다. 

 

모델 및 데이터 처리 별 요약 비교 평가 결과는 표 3 

및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 추출 요약 방식인 

TextRank가 가장 성능이 좋지 않았고 특히 Pointer-

generator와 큰 성능 차이를 보였다. 딥러닝 기반의 

Seq2Seq+attn은 TextRank보다는 ROUGE-1 성능이 14.83만

큼 좋았지만, Pointer-generator와 비교하면 ROUGE-1 성

능이 8.2만큼 떨어졌고, 특히 bi-gram으로 평가하는 

ROUGE-2의 성능이 11.4만큼 떨어졌다. 

긴 문서에 관한 실험도 진행하였는데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3. 모델별 데이터 처리 적용 결과 

 

 

그림 4. 모델 별 요약 결과 

표 4. 본문 길이가 50이상인 데이터의 모델 별 결과 

모델 ROUGE-1 ROUGE-2 ROUGE-L 

Seq2Seq+attn 16.00 1.40 13.44 

Pointer-

generator 
26.12 7.92 23.63 

 

표 4는 지식iN 질문의 본문 토큰 길이가 50 이상인 질

문 데이터의 요약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긴 문서에 대해 

성능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Pointer-

generator는 긴 문서에서도 모든 문서에서 실험한 

Seq2Seq+attn와 비슷한 성능을 유지한다. 

표 5는 모델 별 샘플 비교 결과인데 예시 1과 같이 질

문에 불필요한 문장들이 많을 경우 TextRank와 

Seq2Seq+attn은 요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지만, 

Pointer-generator는 본문의 단어를 가져와서 요약을 수

행하였다.

 

모델 데이터 처리 ROUGE-1 ROUGE-2 ROUGE-L

TextRank

(Top1) 
형태소 입력 13.31 6.92 11.98 

Seq2Seq 

+attn 
형태소 입력 25.36 5.97 22.20 

Seq2Seq 

+attn 

불용어 제거 

입력 
28.14 7.86 24.92 

Pointer-

generator
형태소 입력 30.82 13.17 26.74 

Pointer-

generator

불용어 제거 

입력 
36.34* 19.26* 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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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모델 별 샘플 비교 결과 

예시 1 : 3 가지의 모델 비교 

본문 

6학년 1학기 수학 문제 풀어주세요 도저히 이해 가 안되는군 요 답 과 자세한 설명 을 함께 

써 주시면 감사 1 신문지 를 완전히 [UNK] 계속 7번 을 접었다 [UNK] 신문지 는 몇 부분 으

로 [UNK] 장 2 [UNK] 농장 에는 세 종류 의 가축 이 전체 가축 의 2분 의 1 은 닭 4분 의 1 

은 염소 그 나머지 는 젖소 젖소 가 5마리 닭 과 염소 는 각각 몇마리 닭 염소 3 진이 는 

세 종류 의 꽃 을 가지고 전체 의 3분 의 1 은 장미 6분 의 1 은 국화 그 나머지 는 튤립 

한다  

제목 6학년 수학 문제 풀어주세요 

TextRank 
2 [UNK] 농장 에는 세 종류 의 가축 이 전체 가축 의 2분 의 1 은 닭 4분 의 1 은 염소 그 

나머지 는 젖소 젖소 가 5마리 닭 과 염소 는 각각 몇마리 닭 염소. 

Seq2Seq+attn. 수학 수학 고사 고사 

Pointer-generator 6학년 수학 문제 풀어주세요  

예시 2 : 딥러닝 기반의 모델 비교 – Pointer-generator 가 우수한 경우 

본문 

4월 둘째주 놀토 에 친구 이랑 롯데 월드 에 갑니다 음 가 질문 싶은 은요 1 가 금천구 독

산동 쪽 에 살거든 요 그럼 가 사는 에서 롯데 월드 까지 몇시간 걸리나 요 2 롯데 월드 입

장료 가 어떻게 되나 요 롯데 월드 는 너무 멀다 보니까 거의 서울 랜드 만 갔었거든 요 3 

롯데 월드 놀이 기구 추천 요 사진 도 같이 올려 주시면 감사 3 4 롯데 월드 바이킹 은 가

운데 자리 보단 끝자리 가 덜 [UNK] 진짜 요 0 이상 1번 질문 같은 경우 는 꼭 답변 해 주

셔두 되구 요 아신다면 꼭 적어 주세요 

제목 롯데 월드 놀이 기구 추천  

Seq2Seq+attn [UNK] [UNK] [UNK] [UNK] 요 

Pointer-generator 롯데 월드 놀이 추천 

예시 3 : 딥러닝 기반의 모델 비교 – Seq2Seq+attn 이 우수한 경우 

본문 

퓨전 같은 걸 싫고 용 내용 에 힘 이 있고 [UNK] 않는 소설책 추천 주세용 기인 을 만나거

나 어떤 동굴 에 빠졌는데 그곳 은 1년 이 밖 의 세계 엔 10년 이런 류 소 [UNK] 말고 용 

가 재미 있게 본 건 [UNK] 가즈 나이트 [UNK] 정말 재미 있게 [UNK] [UNK] 은 잘 모르실 꺼 

예 를 들어선 태극 검제 같은 무협지 비슷한 판타지 추천 주세요 태극 검제 는 전혀 다른 

스토리 와 심의 있는 내용 요 [UNK] 않는 정통 판타지 추천 주세용 드래곤 도 있고 다크 나

이트 도 있고 렙 이 있는 캐릭터 이 나오는 소설책 추천 주세요  

제목 판타지 소설 추천 주세요 ㄳ  

Seq2Seq+attn 판타지 소설 추천 주세요 

Pointer-generator 소설책 추천 주세요 에 

 

예시 2는 Seq2Seq+attn의 문제인 단어 반복 문제 및 

요약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인 것에 비해 Pointer-

generator는 잘 수행하였다. 예시 3은 Pointer-

generator의 단점인 본문에서 단어를 자주 가져오기 때

문에 생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그림 5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점수(score)는 생성된 제목에서 본문

의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단어 생성 비율을 나타낸다. 

Pointer-generator는 Seq2Seq+attn에 비해 단어를 본문

에서 많이 가져오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비슷한 단어

나 구, 의미상으로 유사한 문장을 생성하기 어렵다. 

모델 및 데이터 처리 별 실험 결과, 불용어 제거 입력 

방식이 요약 데이터 셋을 구축할 때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고 Pointer-generator가 본 논문의 데이터 셋에 

더 효과적인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네이버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기반 질의

응답 시스템인 지식iN 질문 데이터를 이용하여 문서 요

약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 및 요약 모델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데이터 셋 구축을 위한 필터링 방식이 효과

적인 것을 확인하였고 기존의 추상 요약과 Seq2Seq+attn

보다 Pointer-generator가 더 탁월한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의미상으로 유사한 제목, 본문들을 데

이터 셋에 추가할 예정이며 긴 문서의 성능을 올리기 위

해 모델의 구조를 계층적으로 만들거나 추출 요약과 추

상 요약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를 연구할 예정이다. 또

한 이미 존재하는 문서를 요약하여 기존의 검색이나 카

테고리 분류 서비스에 적용하고 성능을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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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델 별 새로운 단어가 생성되는 비율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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