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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 또는 모바일 사용자는 고객 센터에 구축된 자주 묻는 질문을 이용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자주 묻는 질문은 사용자가 직접 핵심어를 입력하여 검색된 결과 중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질의를 입력 받아 질의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분류해주는 문장 분류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모델은 웹이나 모바일 환경의 오타나 맞춤법 오류
에 대한 강건함을 위해 자소 단위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한다. 그리고 기계 번역 이외에도 자연어 처리 부
분에서 큰 성능 향상을 보여주는 주의 집중 방법과 클래스 임베딩을 이용한 문장 분류 시스템을 사용한
다. 457개의 클래스 분류와 769개의 클래스 분류에 대한 실험 결과 Micro F1 점수 기준 81.32%, 
61.11%의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문장 분류, 자주 묻는 질문, 오류가 포함된 데이터, 클래스 임베딩

1. 서론

웹 또는 모바일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을 

때, 고객 센터에 구축된 자주 묻는 질문(Frequently Ask

ed Questions: FAQ)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자주 묻는 질문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구축된 질의 응

답이 나열된 것이다. 사용자는 핵심어를 이용한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으며, 원하는 정보와 가장 유사한 질의 

응답을 찾아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핵심어 검색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기 힘든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

어로 된 사용자 입력을 통해 자동으로 정보를 찾는 방법

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는 핵심어가 아닌 사용자 질의 전체를 입력받는다. 하지

만 사용자 입력은 잘못된 맞춤법으로 인한 어휘 불일치, 

형태소 미등록어(Out of Vocabulary) 문제가 발생하는데 

미등록어문제와 맞춤법 문제 해결하기 위해 자소 단위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 Neural Network)[1]과 사용

자 질의의 중요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주의 집중 방법

(Attention Mechanism)[2]을 문장 분류 모델에 적용한

다. 또한 클래스 임베딩을 통해 각 문장의 범주별 특징

을 추상화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2. 관련 연구

기존의 분류 모델은 확률 언어 모델인 n-gram 모델[3], 

트리 구조 모델[4] 등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하지만 [3]의 

경우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지역 정보를 얻는데 최적화 

되어있지만 어떤 정보가 중요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4]는 문장 분류에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문법이나 맞춤법

이 정확하지 않은 입력에 대해 취약하다는 단점을 보였다. 

맞춤법 오류와 같은 잡음이 포함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

해 [5]는 사전 학습된 음절 임베딩 대신 자모 조합 임베

딩을 사용하여 오타 및 변이형에 강건한 품사 태거를 제

안했고, [1]은 형태소 미등록어 문제 해결을 위해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구조에 합성곱 신경망

을 적용한 개체명 인식기를 제안했다. [6]에서는 무작위

로 선언한 클래스 임베딩을 문장 분류에 적용하여 성능 

향상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자소 단위 합성곱 신경망

을 사용하여 미등록어 문제와 맞춤법 오류를 해결하고 

발화의 중요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클래스 임베딩과 주

의 집중 방법을 적용한 문장 분류 모델을 제안한다.

 

3. 문장 분류 모델

그림 1. 모델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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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제안 모델의 전체 구조를 보여준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문장 분류 모델은 크게 임베딩 부분과 

주의 집중 방법을 적용한 순환신경망, 그리고 전방 전달 

신경망(Feed-forward Neural Network)으로 구성된다. 임

베딩 방식은 형태소 분석된 사용자 발화로부터 형태소 

임베딩과 자소 단위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맞춤법 

오류 및 형태소 미등록어 문제를 해결하고, 순환 신경망

은 주의 집중 방법을 통해 입력 발화의 중요 정보를 반

영한다. 전방 전달 신경망은 순환 신경망의 디코더 출력 

벡터와 클래스 임베딩 간의 내적 값을 입력 받아 문장을 

분류한다.

3.1. 잡음에 강건한 임베딩

그림 2. 임베딩 방법

임베딩 방법은 [그림 2]와 같다. 본 논문은 사전 학습

된 형태소 임베딩과 무작위로 초기화한 자소 임베딩을 

사용한다. 형태소 임베딩은 뉴스기사 20GB로 학습한 

GloVe[7]를 사용하고, 학습 데이터의 영역(Domain)에 최

적화시키기 위해 미세 조정(fine tuning)되는 형태소 임

베딩과 고정시킨 형태소 임베딩을 결합(Concatenate)하

여 사용한다. 그리고 미등록어 문제와 맞춤법 오류를 포

함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한

다. 합성곱 신경망은 형태소를 구성하는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의 자소 단위로 나누어 입력 받는다. 

그림 3. 자소 분리 예시

 자소 분리의 예는 [그림 3]과 같다. 특수문자나 기호, 

종성이 없는 음절 또는 자소 형태소의 경우 예약어인 –

PAD- 기호를 사용하여 음절 당 3의 길이를 갖게 한다. 

자소 단위 합성곱 신경망으로부터 생성된 형태소 벡터와 

고정된 형태소 벡터, 미세 조정된 형태소 벡터는 결합하

여 순환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3.2 주의 집중 순환 신경망

그림 4. 주의 집중 순환 신경망 구조

[그림 4]는 주의 집중 방법을 적용한 양방향 순환신경

망[8] 구조이다. 순환 신경망은 기울기 소실(Gradient 

Vanishing) 문제 해결을 위해 GRU (Gated Recurrent 

Unit)[9]를 사용한다. 입력은 자소 단위 합성곱 신경망

을 통해 생성된 벡터와 형태소 임베딩을 연결하여 사용

하고, 각 셀의 출력 값이 주의 집중 계층의 입력으로 들

어가서 입력 문장 내 중요한 지역 정보를 반영한다. 주

의 집중 계층을 통해 출력된 문맥 벡터 값은 순환 신경

망 디코더를 통해 출력 벡터를 생성한다.

3.3. 클래스 임베딩

그림 5. 클래스 임베딩 적용

그림 6. 클래스 임베딩 구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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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 Micro F1 점수

Baseline 0.5630 0.4858

+ 음절 CNN 0.5760 0.5019

+ fine tuning 
GloVe + 음절 CNN

0.6306 0.5636

+ fine tuning 
GloVe + 자소 CNN

0.6384 0.5731

+ fine tuning 
GloVe + 자소 CNN+
클래스 임베딩
(제안 모델)

0.6762 0.6111

표 3. 제안 모델 비교 성능 (데이터 셋 2)

클래스 임베딩은 [그림 5]와 같이 적용한다. 클래스 

임베딩의 초기 값은 클래스에 속하는 문장 내 형태소 벡

터 평균 값으로 설정한다. [그림 6]과 같이 문장의 형태

소 중 품사가 체언, 용언, 외국어에 해당하는 형태소만 

사용하여 초기 벡터로 설정한다. 이와 같이 생성된 클래

스 임베딩 값을 디코더 출력 벡터 값과 내적하여 전방 

전달 신경망을 통해 문장을 분류한다.

4. 실험 및 평가

4.1. 데이터

그림 7. 데이터 분포

실험은 사용자 질문과 그 질문에 해당하는 클래스 쌍

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10,495 개를 사용한다. 데이터의 

클래스 수는 769개 이며, [그림 7]은 문장 수에 따른 클

래스 비율을 보여준다. 데이터 셋에서 클래스에 해당하

는 문장이 2~3개 인 클래스의 비율은 약 36%를 차지하

고, 문장 수가 4개에서 최대 272개 인 클래스는 64%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데이터의 분포가 균등하지 않기 때

문에 실험은 데이터 셋을 두 개로 나누어 실험 한다. 데

이터 셋 1은 무작위로 1:9 비율에 맞춰 나눈 데이터로, 

실험 데이터의 클래스 수는 457개 이다. 구축된 데이터

의 분포가 실제 사용자의 질문 빈도를 반영했다고 가정

할 때, 데이터 셋 1을 통해 실제 환경에서의 시스템 성

능을 보여준다. 데이터 셋 2 는 실험 데이터를 클래스 

별로 한 문장씩 추출하고 나머지 문장은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것으로, 모든 클래스에 대한 성능을 보여준다.

학습 데이터 실험 데이터 실험 데이터
클래스 수

데이터 셋 1 9,424 문장 1,071 문장 457 개

데이터 셋 2 9,726 문장 769 문장 769 개

표 1. 학습 데이터 및 실험 데이터 

4.2. 실험 평가

본 논문은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도

(Accuracy)와 Micro F1 점수를 척도로 사용했다. Micro 

F1 점수는 편중된 데이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

되었으며, 클래스 별 F1 점수에 각 클래스의 빈도를 곱

하여 평균을 낸 점수이다. 이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

을 보여준다.

정밀도 Micro F1 점수

Baseline 0.7563 0.7333

+ 음절 CNN 0.7749 0.7397

+ fine tuning 
GloVe + 음절 CNN

0.7945 0.7657

+ fine tuning 
GloVe + 자소 CNN

0.8095 0.7824

+ fine tuning 
GloVe + 자소 CNN+
클래스 임베딩
(제안 모델)

0.8272 0.8032

표 2. 제안 모델 비교 성능 (데이터 셋 1) 

[표 2]는 데이터 셋 1에서의 임베딩 방식과 클래스 임

베딩의 적용 유무에 따른 성능 비교를 보여준다. 

Baseline은 고정된 GloVe를 사용한 주의 집중 순환 신경

망 모델이다. 무작위로 추출한 데이터 셋 1에서는 제안 

모델의 성능이 가장 높다. 고정된 임베딩을 사용하는 것 

보다 미세 조정되는 임베딩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맞춤법 오류를 처리하기 위한 합성곱 신경

망의 입력은 음절 단위 보다 자소 단위가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은 데이터 셋 2에서의 성능 비교를 보여준다. 

데이터 셋 1보다 더 많은 클래스를 분류해야하는 데이터 

셋 2에서는 제안 모델이 Micro F1 점수 기준 61.11%의 

높은 성능을 보였다. [그림 7]에서 학습 데이터 내 3 문

장 이하인 클래스가 36%임을 감안하면, 클래스별 데이터 

편향이 적은 데이터로 실험한다면 더 높은 성능을 기대

해 볼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은 769개의 많은 클래스를 분

류하는데 효과적인 성능을 보였다. 미세 조정되는 형태

소 임베딩을 통해 데이터 영역에 최적화시킬 수 있었고, 

실험을 통해 오류가 포함된 데이터 처리는 음절보다 자

소가 더욱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

로 제안 모델을 생성 모델로 사용하고, 판별 모델을 추

가한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구조를 

적용하여 실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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