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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키워드는 문서 또는 문장의 내용을 함축하여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지는 표현이다. 이는 문장의 내용을 함축

하고 있으며 매우 가치 있는 정보이다. 인터넷의 발전으

로 데이터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함축적인 

정보를 가지는 키워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추

세이다.

한편, 트위터는 대중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중 하나로, 트윗(Tweet)을 이용하여 최대 140자의 단문

을 주고받는 서비스이다. 트위터에는 해시 태그

(Hash-Tag, #)를 이용하여 핵심 단어나 주요 토픽들을 

링크하게 되는데 이러한 단어들은 주로 해당 트윗의 키

워드로 사용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트위터의 해시 태그의 단어와 트윗 문

장을 이용하여 데이터 셋을 구축한다. 구축된 트위터 데

이터 셋을 이용하여 Scoring 구조의 End-to-end Neural 

모델을 학습하고 성능을 측정할 것이다.

2. 관련 연구

키워드 추출은 다양한 언어학적 특징을 이용하는 방법

[1], 클러스터링 기반 방법[2], 순위 기반 방법[3], 

Sequence 모델을 이용한 키워드 태깅 방법[4-5] 등을 활

용하여 핵심 단어를 추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

었다.

또한, 검색엔진에서 주로 사용되는 TF-IDF와 같은 통

계적 수치를 이용하여 키워드 추출을 한국어에 적용하려

는 시도도 있었다. [6-7]

한편, 트위터의 문장 정보와 해시 태그 정보를 이용하

여 키워드 추출을 하려는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다.[8-9]

3. End-To-End Neural 모델

3.1 Scoring Architecture

본 논문에서 사용된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10]에

서 사용된 모델 중 Mention Score 모델 파트와 동일하

다. 한국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형태소 분석을 거쳐 

Character CNN을 통하여 전체 문장의 Vector를 얻어 내

었다. 모델은 Bi-LSTM(Bidirectional Long Short-Term 

Memory)[11]을 이용하여 전체 문장을 표현하고 각각 문

장 표현의 Span들을 통하여 핵심 단어의 후보들을 만든

다. 또, Attention Mechanism을 이용하여 Syntactic 

head를 얻어내어 Span의 표현에 사용한다.

3.2 문장 표현

문장은 형태소 분석을 거쳐 워드 임베딩 Vector를 얻

어내고, 각 어절에 대해 1차원 Convolution 연산과 

Max-pooling을 적용하여 전체 문장의 Vector인 을 얻어 

내었다. 다음은 Character CNN의 정의이다.

 

Convolution을 거쳐 얻어낸 문장 표현 Vector인  을 

Bi-LSTM을 통하여 각 방향에 대한 표현들을 얻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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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방향의 표현을 Concatenate 하여 단어에 대한 전체 

문장의 표현인 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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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nh 

     

 

(1)

식(1)에서 ∈  이다. 각 숫자는 LSTM의 

Forward/Backward 방향을 의미한다.

3.3 Span 표현

Span은 문장 단어의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를 사용하

여 (START_INDEX, END_INDEX)로 표현하였다. Span의 최

대 길이는 5로 지정하였다. 이는 키워드가 주로 짧은 단

어들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Span의 표현은 에서 Span index들의 첫 번째 표

현과 마지막 표현, 그리고 Span head와 Span 길이를 임

베딩한 Vector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번째 Span 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2)

식 (2)에서 는 Span head를 의미하며 ∅는 Span

의 길이를 임베딩한 Vector를 의미한다. Span head인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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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 (3)에서 은 Feed Forward Neural Network를 

의미하고, ·는 점 곱(Dot product)를 의미한다.

3.4 Span Scoring

Span 표현 를 출력이 1인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의 입력으로 주어 각각 Span 들에 대한 Score를 

구하고 상위 k 개를 키워드로 예측한다.

4. 실험

4.1 학습 및 평가 데이터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Twitter[12]의 트윗(Tweet)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문장에 들어있는 해시 

태그(Hash-tag, #)로 링크 되어 있는 Mention을 Keyword

로 사용하였고 그 Mention이 포함된 문장을 Context로 

사용하였다. 단, 각 문장에는 하나 이상의 해시 태그가 

존재하며, 해시 태그의 Mention이 문장의 단어로 사용되

는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그림 1] End-To-End Scoring 모델 전체 구조

- 177 -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표 1] 데이터에포함되는예시(위), 포함되지않는예시(아래)

“#미국프로야구 #LA다저스 의 #류현진 이 뉴욕 

메츠전에서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시즌 #4승 을 

달성했습니다.”

피 말리는 ‘순위 경쟁 키’ 쥔 류현진, 다음 상대는 로

키스 #MLB #미국프로야구 # LA다저스

다음의 [표 1]는 데이터에 포함한 문장과 아닌 문장의 

예를 보여준다. 위의 예시는 해시 태그의 Mention들이 

문장의 단어로 사용되는 반면, 아래의 예시는 문장의 단

어로 포함되지 못하며, 단순히 관련 해시 태그를 나열해 

놓았다.

전체 데이터 개수는 14103개이며 학습 셋과 평가 셋을 

랜덤하게 7:3 비율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각 문장에서 

태그의 개수는 최소 1개 이상이며, 최대 10개의 태그로 

구성되어 있다. 문장 당 평균 태그 수는 2.84개이다.

[표 2]는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셋의 개수와 고유한 

태그의 개수이다.

[표 2]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 셋 개수 및 태그 수

고유 태그 수 Query 수

학습 데이터 9957 9872

평가 데이터 5609 4231

4.2 실험 평가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셋의 각 문장이 가지는 태그의 

수가 최소 1개에서 최대 10개까지 그 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험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높은 Score를 가지는 Span이 정답 Span과 일치할 경우와 

정확률과 재현율, F1-Score를 이용하여 실험 평가에 사

용하였다. 

 각 Span의 Score를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가지는 

Span이 정답 단어의 Span과 일치하면 정답으로 간주하고 

평가를 진행한 결과, 73.29%의 정확도를 보였다.

[표 3] Top K에 따른 성능 표

K Precision Recall F1

1 0.732 0.332 0.456

2 0.558 0.506 0.530

3 0.444 0.604 0.511

5 0.301 0.683 0.418

위의 [표 3]은 모델의 Top K 값에 대한 정확률

(Precision)과 재현율(Recall), F1-Score의 측정 결과이

다. K=2 일 때 0.53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5. 결론

트위터의 해시 태그는 주로 주제어나 주요 토픽을 나

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장을 활용하여 실험 데

이터 셋을 구축하고 End-to-End 뉴럴 모델을 학습시켰

다. 문장에 대한 각 Span의 Score를 얻어 가장 높은 점

수를 가지는 키워드를 예측하여 73.29%의 정확도를 얻었

다.

향후에는 Threshold 값을 이용하여 임계값 이상의 키

워드를 이용하여 문장 내의 Keyword를 추천하는 시스템

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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