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연구 배경

객체 사이의 유사도를 판별하는 기술은 정보 처리

의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유사도 판별은 크

게 자연어 텍스트 데이터 유사 판별과 영상 이미지

데이터 유사 판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각각

저작물의 표절 여부를 확인하는 예와 사진을 통해

인물 신원을 파악하는 예 등을 각각 대표적 사례로

살펴볼 수 있다. 최근 객체 간 유사도 측정 기술로

서 딥러닝 기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모델 학습

과정에서 많은 연산과 자원 소모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딥러닝 알고리즘은 효율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 NAVER의 실제 자

연어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화 발화(utteranc

e) 자연어 텍스트 데이터 사이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딥러닝 모델을 구현해보고 해당 모델의 성능을 측정

해보았다.

객체 간 유사성을 판별하려는 연구는 다양하게 이

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한

유사도 판별 기법은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두 객체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두 객체

벡터의 코사인 값을 이용하여 결과를 낸다 [1]. 이와

는 다르게 최근에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

써 보다 효과적으로 객체 간 유사성을 판별하려는

시도도 있다 [2].

MRPC(Microsoft Research Paraphrase Corpus)

[3]는 문장 쌍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데이터셋으로,

하나의 쌍을 이루는 두 문장의 의미가 서로 유사할

경우 레이블 값이 1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레이블

값이 0이다. 이러한 데이터셋을 이용해 딥러닝 모델

을 학습시킬 경우 동일한 데이터셋의 테스트 셋에

대해 모델의 성능, 즉 정확도(accuracy), 정밀도(prec

ision), 재현율(recall), f1 스코어(f1-score) 등을 확

인할 수 있게 된다.

2. 데이터셋과 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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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객체 유사도를 판별하는 기술은 정보 처리의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현장 자연어 텍스트 데이터셋과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챗봇 등에서 응용되는 데이
터 유사성을 판별하고, 해당 모델의 성능을 측정해보았다.

ACK 2022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9권 2호)

- 568 -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국내 기업 NAVE

R 클로바에서 공개한 케어콜 데이터셋의 시스템 발

화(utterance) 쌍[4]이다. NAVER 클로바 케어콜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

를 묻는 서비스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대화를 위해 어르신에게 질문 대화 형식

의 발화를 건네게 되는데, 유사한 의미를 가진 발화

가 중복적으로 발생하면 이는 불필요한 연산 수행과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어르신

들 또한 대화에 불편을 느끼게 되므로 이를 사전에

검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가공하는 작업을 거쳤다.

발화의 유사성을 판별하는 문제에서, 의미적으로

는 동일하지 않은데도 형태상으로만 유사한 발화 쌍

을 긍정으로 판별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

다.

따라서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의 유사성을 판별하

기 위해 먼저 케어콜 데이터셋의 시스템 측 발화 각

각에 대해 BERT 모델을 사용했다. 이 과정으로 각

각의 발화에 대해 10개의 유사한 다른 발화가 매치

되었다. <그림1(a)>는 이 과정의 결과 일부를 예시

로 보여준다.

<그림1(a)> 유사 발화 예시

다음으로는 이와 같이 필터링된 발화 쌍 각각에

대해서 수작업 레이블링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발화

쌍에 있는 두 객체가 의미적으로 동일하면 1을, 그

렇지 않다면 0을 부여했다. 이 작업은 총 9천여개의

발화 쌍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그림1(b)>는 이 과

정의 결과 일부를 예시로 보여준다.

<그림1(b)> 유사 발화 라벨링 처리 예시

3. 딥러닝 모델과 실험

본 연구에서는 두 객체 사이의 유사성을 판별하기

위해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사용한 모델은 L

STM+CNN[5]으로, 컨텍스트 모델링을 위한 Bi-LS

TM(Bidirectional Long Short Term Memory netw

orks)모델에 패턴 인식을 위한 19-레이어 CNN(Con

volutional Neural Network)모델을 추가한 형태를

가진다. 모델 제작 후에는 가공한 데이터셋을 학습

시켜 성능 실험을 진행했는데, ADAM과 교차 엔트

로피를 각각 최적화 함수와 손실 함수로 설정했으

며, 0.0002의 학습률과 20의 에포크를 사용하였다

[6].

모델 성능 평가 지표로는 정확도와 f1 스코어를

사용했으며, 반복 실험 수행 후 평균 성능치 결과는

<표1>과 같다.

정확도 f1 스코어
성능치(%) 82.62 74.62
표준편차 0.0044 0.0057

<표1> 모델 성능 측정 결과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장 자연어 텍스트 데이터셋과 딥

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자연어 텍스트 객체 간 유사

도를 판별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딥러닝 모델을 이

용한 객체 간 유사도 측정은 모델 학습 과정에서 많

은 연산과 자원 소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로는 적은 데이터셋으로도 해당 딥러닝 모델을

효율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실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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