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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딥러닝의 발달로 기계번역, 대화 시스템 등의 자연언어처리 분야가 크게 발전하였다. 딥러닝 모델의 성
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과 노력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생성 모델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생성적 적대 네트워크
(Generative adverasarial network)를 문장 생성에 적용해본다. 본 연구에서는 긍/부정 조건에 따른 문장
을 자동 생성하기 위해 SeqGAN 모델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이 긍/부정 
감성인식 학습데이터를 자동 생성할 수 있는지 실험한다. 실험을 수행한 결과,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 
모델이 생성한 문장과 학습데이터를 혼용하여 학습할 경우 실제 학습데이터만 학습 시킨 경우보다 좋은 
정확도를 보였다.

주제어: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감성 인식, 학습데이터 생성

1. 서론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의 발달로 기계번역, 대화

시스템 등 자연언어처리 분야가 크게 발전하였다[1]. 딥

러닝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학습데이

터가 필요하다[2]. 그렇지만 특정한 목적의 학습데이터

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된다[3]. 예를 들어 감성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서는 긍/부정 또는 감성 정보가 부여된 데이터가 구축되

어야 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 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인

력이 필요하다.  

생성적 적대 네트워크(Generative Adversarial Networ

k, GAN)[4]는 생성기(Generator)와 판별기(Discriminato

r)가 서로 경쟁하며 학습한다. 생성기가 만들어 낸 가짜 

데이터에 대해 판별기는 실제 데이터인지 가짜 데이터인

지를 판단한다. 생성기는 판별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

시 학습을 수행한다. 위 과정을 반복하면서 생성적 적대 

네트워크는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

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성적 적대 네트워크는 실수값 데이터로 

구성된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고 생성하는데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discrete)값인 토큰 열로 구성된 문

장을 생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5]. SeqGAN[5]은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하나인 

정책 그라디언트(policy gradient)와 몬테카를로 탐색(M

onte Carlo Search, MC)[6]을 적용한 생성적 적대 네트

워크이다.

본 연구에서는 긍/부정 조건에 따른 문장을 자동 생성

하기 위해 SeqGAN 모델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SeqGAN의 생성기가 조건에 따라 긍/부정 문장을 생성

하도록 긍/부정의 감성 임베딩(sentiment embedding)을 

생성기의 입력으로 제공한다[7]. 생성기는 입력받은 감

성 임베딩에 따라 긍정 또는 부정 문장을 생성한다. 판

별기에는 긍/부정 문장에 대한 감성 판단을 위해 분류기

(Classifier)를 추가한다. 분류기는 생성기가 생성한 문

장이 긍정 문장인지 부정 문장인지 분류하고 확률값을 

제공한다. 생성기는 분류기와 판별기의 확률값을 통해 

자신의 파라미터를 학습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긍/부정 정보가 부착된  

사용자 댓글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하여 생성적 적대 네트

워크 모델을 학습시킨다. 생성기가 자동 생성해 낸 댓글

을 사용하여 감성 분류기를 학습시켜 보고 생성된 데이

터가 감성 분류기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

을 통해 살펴본다.

2. 관련 연구

SeqGAN[5]은 문장과 같이 토큰 열로 구성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이다(그림 1). 

SeqGAN에서는 생성기를 강화학습에서의 정책(Policy)

으로 정의하였다. 정책은 주어진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어떤 상태(state)에서 어떤 행동(action)을 취할지 결정

한다. 이때 행동에 따른 보상(reward)을 받게 되는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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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그라디언트 알고리즘을 통해 각 상태에서 보상의 누

적값이 최대가 되는 정책을 최적화할 수 있다. 

그림 1. SeqGAN의 개요도[5]

SeqGAN의 문장 생성에서는 현재까지 생성된 미완성열

을 상태로, 다음번 토큰의 선택을 행동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판별기의 출력값을 보상으로 사용하여 상태에 따

른 행동을 최적화하였다. SeqGAN은 문장이 완성된 최종 

상태에 대한 보상은 판별기의 출력값을 사용하고, 미완

성된 상태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탐색을 통해 남은 열

을 샘플링하여 샘플링된 열의 판별기 출력값을 보상으로 

추정하였다.  

텍스트를 생성할 때, 레이블이나 클래스와 같은 정보

를 입력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몇몇 생성적 적대 네트워

크 모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CS-GAN(Category Sentence GAN)[8]에서는 분류(catego

ry)에 따른 문장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분류기

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LSTM 모델의 생

성기에는 단어 임베딩, 잠재변수(latent variable) 그리

고 분류 정보를 매 단계 입력으로 넣어주었다. 판별기 

이외에 분류기(classifier)를 도입하여 진짜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의 분류 정보를 예측하도록 하였다. 긍/부

정 2개의 클래스 데이터와 15개의 클래스, 7개의 클래스

를 갖는 데이터에 대해 실험한 결과 CS-GAN 모델에 의해 

자동 생성된 데이터가 분류기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됨

을 보였다.

생성적 적대 네트워크 모델이 생성하는 텍스트는 일반

적으로 짧고 어색하며 다양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enti-GAN[9]은 각 

클래스마다 생성기를 만들어 각 생성기가 해당 클래스의 

문장 생성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별기는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해당 클래스를, 가짜 데이터에 

대해서는 가짜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시킨다. 긍/부

정 상품평 데이터에 대해 실험을 수행한 결과, 문장의 

유창성(fluency), 참신성(novelty), 다양성(diversity)

이 모두 향상됨을 보였다. 

3.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 모델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 모델은 그림 2와 같이 생성기

(Generator)와 판별기(Discriminator), 분류기(Classifi

er)로 구성되어 있다. 생성기는 감성 문장의 레이블 정

보를 입력으로 주면 감성 레이블 정보에 맞는 문장을 만

든다. 판별기는 입력 문장이 학습데이터의 문장인지 생

성기가 만든 문장인지를 구분한다. 분류기는 입력 문장

이 긍정/부정 중 어느 감성에 속하는지를 구분한다.

그림 2.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 모델

 3.1 생성기(Generator)

생성기는 재귀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재귀 신경망을 사용하

게 되면 길이가 긴 문장에 대해 기울기 소멸(Vanishing 

Gradient) 문제가 발생한다[10].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

기 위해 생성기는 LSTM(Long Short Term Memory) 모델을 

사용한다. 생성기의 입력()은 수식 1과 같이 단어 임

베딩 벡터()와 감성 임베딩 벡터()가 결합된 형

태이다.

        (수식 1)

 

LSTM은 이전 단계의 은닉정보(    )와 문맥 정보

(    ) 그리고 입력()이 들어간다(수식 2). LSTM을 

통해 나온 은닉 정보를 입력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할 확

률 계산은 수식 3과 같다.

     (수식 2)

   ⋯          (수식 3)

3.2 판별기와 분류기(Discriminator & Classifier)

판별기의 구조는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 neural 

network)으로 이루어져 있다. 판별기의 입력(  )은 문

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의 임베딩 벡터들을 결합(c

oncatenation;⊕)하여 사용한다. 필터()를 통해 컨볼루

션을 계산하고 최대 풀링(Maxpooling) 연산으로 문장을 

하나의 고정된 크기의 벡터로 표현한다(수식 4). 최종적

으로 표현한 문장 벡터를 입력으로 완전 연결된 소프트

맥스(softmax) 층을 통해 입력 문장이 실제 문장인지에 

대한 확률값을 도출한다.

    ⊕⊕⋯⊕
  ⊗       
 max⋯  

(수식 4)

SeqGAN[5]에서는 다양한 N-gram을 반영해주기 위해 여

러 개의 필터 크기를 사용하여 문장을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N-gram을 반영해주기 위해 필터 크기

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문장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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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는 판별기와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

러나 분류기는 판별기와 다르게 입력문장이 긍정 문장인

지 부정 문장인지를 확률 값으로 표시해준다. 분류기는 

실제 학습데이터와 같은 양의 생성기가 만든 문장을 모

두 학습한다.

SeqGAN모델[5]에서는 판별기와 분류기의 성능을 높이

기 위해서 하이웨이 네트워크(highway network)[11]를 

사용한다. 하이웨이 네트워크는 어떤 신경망 층을 통과

할 때 선형 연산과 활성화 연산을 거치지 않는 우회로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 많은 신경망 층을 가지

고 있더라도 그보다 적은 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작동

한다. 따라서 모델의 학습이 느려지지 않고, 학습데이터

의 복잡도와 상관없이 신경망 층을 크게 설계 할 수 있

다. 

3.3 알고리즘 [8]

본 모델의 목적함수는 수식 5 [8]와 같다.

          
∈


   

 


 
    (수식 

5)

목적 함수는 시작 단어(Start token; )와 감성 레

이블 정보()가 주어졌을 때, 생성기에서 만들어낸 문장

에 대한 보상 값이 최대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는 각각 생성기, 판별기, 분류기의 파라미

터이며, 는 생성기가 만들어낸 단어이다. 
은 문장

이 실제 문장인지에 대한 확률이고,  
는 생성된 문장

이 감성 레이블 정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률이다. 두 

가지 보상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 수식 6과 같이 계산한

다[8].

   
  


  (수식 6)

따라서 모델은 생성한 문장 에 대한 보상( 

  
 



  )이 최대가 되도록 학습한다.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네 가지 모델을 정의한다. 첫 번째 모델은 문장을 생성

하는 생성기(
)이다. 두 번째 모델은 미완성 상태의 

문장에 대해서 몬테카를로 탐색을 통해 남은 열을 샘플

링하는 정책()이다. 세 번째 모델은 학습데이터와 생

성기가 만든 문장을 구분하는 판별기(
 )이다. 마지막 

모델은 입력 문장으로부터 긍/부정을 구분하는 분류기

( 
)이다.

본 모델의 알고리즘은 그림 3과 같다. 먼저 생성기

(
)와 판별기(

), 분류기( 
)의 파라미터를 초기화

한다. 생성기는 학습데이터()를 이용해 파라미터를 미

리 학습한다. 판별기와 분류기도 학습데이터와 생성기에

서 만들어낸 문장들을 이용해 파라미터를 미리 학습한

다. 위 학습 과정이 끝나면 생성기가 문장을 생성하고 

생성한 단어마다 보상(  
 



  )을 계산한다. 보상을 

바탕으로 생성기의 파라미터를 수식 7과 같이 갱신한다. 

Algorithm

Require: generator 
 ; policy   ;discriminator 

; Classifi

er  
 ; Dataset     

1: Initialize the parameters of 
, 

and  

2: Use the positive samples   to pre-train the generator

3:  ← 
4: Generate the negative samples using 

 for training  
 

and  

5: Pre-train discriminator and classifier

6: repeat

7:   for g-steps do

8:     Generate a sequence   ~ 

9:     for t in 1:T do

10:
Compute  




 using Eq. (6) with policy samples

11:     end for

12:     Update parameters of generator in Eq. (7).

13:   end for

14:  ← 
15:   for d-steps do

16:     Update the parameters of discriminator with the gener
ated sentences and real sentences using Eq. (8)

17:   end for

18:   for classifier-epochs do

19:     Train the classifier with generated labeled sentences a
nd the real labeled sentences using Eq. (11)

20:   end for

21: until model convergence

그림 3.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의 알고리즘 [8]

생성기의 새로운 파라미터로 정책 모델의 파라미터를 갱

신한다.

 ←   ∇
   (수식 7)

생성기 학습이 한 차례 끝나면 생성기가 만든 문장과 

실제 학습데이터로 판별기와 분류기를 차례로 학습시킨

다. 판별기는 수식 8과 같이 손실 함수(Loss)를 계산한

다. 수식 9은 생성기가 만든 문장에 대한 손실 함수이고 

수식 10은 학습데이터 문장에 대한 손실 함수이다. 

 ∼    
∼ 

∼    
∼  log

∼ 
∼ log

(수식 8)

(수식 9)

(수식 10)   

 

따라서 판별기는 입력문장이 생성기가 만든 문장인지

(negative sample) 학습데이터의 문장(positive sample)

인지 판별하도록 학습한다. 분류기는 수식 11와 같이 손

실 함수를 계산한다. 

            

(수식 11)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392 -

4. 실험 환경

학습 

데이터

긍

정

오늘 역대급 골 결정력이었다

안정환 해설이 짱 잼네

내가 이래서 승우를 좋아한다

부

정

진짜 수비는 너무 개판이더라

감독 아 진짜 답 없네

일단 인상이 너무 안좋아서 싫다

표 1.  학습데이터 예제

문장 수

(긍정/부정)

평균어절

(긍정/부정)

평균형태소

(긍정/부정)

train 3,000 / 3,000 5.82 / 5.31 14.581 / 13.38

test 1,000 / 1,000 5.76 / 5.38 14.488 / 13.51

표 2. 학습/평가 데이터 정보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 스포츠 뉴스 기사의 축구 분야 

중 2018년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8,000개의 댓글을 수

집하였다. 수집한 댓글 중에 긍정 댓글 3,000개와 부정 

댓글 3,000개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한다. 나머지 긍정 댓

글 1,000개와 부정 댓글 1,000개는 분류기의 평가데이터

로 사용한다. 모델의 학습데이터 예시는 표 1 같다. 표 

2는 학습데이터와 평가데이터의 정보이다. 문장 생성 단

위에 따른 성능을 비교해 보기 위해 학습데이터를 어절

과 형태소 단위로 구축하였다.

학습데이터의 형태소 분석은 Konlpy의 Open Korean Te

xt1)를 사용하였다. 

분류기가 포함된 SeqGAN으로 문장을 생성할 때에는 문

장의 최대 길이를 기준으로 생성한다. 문장의 최대 길이

보다 작은 문장은 패딩(Padding)을 통해 문장의 길이를 

보정한다.

Parameters Value

Pre-train epoch 100

Embedding dimension 256

Hidden-state dimension 256

Sequence length(Eojul/Morphemes) 14/33

Vocabulary size(Eojul/Morphemes) 11114/6135

Sentimental Embedding 32

표 3. 생성기 파라미터

Parameters Value

Embedding size 64

Filters size

(Eojul/Morphemes)

1,2,3,4,5,6,7,8,9,10,12,14 /

1,2,3,4,5,6,7,8,9,10,20,33

Number of Filters
100,200,200,200,200,100,100,100

,100,100,160,160

Dropout 0.25

표 4. 판별기, 분류기 파라미터

1) https://konlpy-ko.readthedocs.io/ko/v0.5.1/

적대 학습(adversarial training) 전 학습의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 생성기와 판별기, 분류기는 100번 선행 

학습한다. 실험에 사용한 생성기와 판별기, 분류기의 파

라미터는 표 3, 표 4과 같다.

5. 실험 결과

SeqGAN

긍

정

오늘 진짜 잘했다 오늘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대한민국 진짜 축하해 

이번 경기 너무 멋졌다

부

정

아 골키퍼 송범근 정말 불안하다 

아 진심 쓰지 말자

정성룡이 불안하다

표 5. 어절 단위 생성 문장

SeqGAN

긍

정

이란 국대 금메달 대박 였다

오늘 김진야 황인범 선수 수고했다   

답답한 경기 중에 제일 잘했다 

부

정

진짜 한국 축구 팬이라 말하지 말자

군대도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기긴 했는데 안될 거 같다

표 6. 형태소 단위 생성 문장

Model 어절 형태소

CNN 80.4% 84.0%

SeqGAN w/o RL,GAN 79.0% 85.4%

SeqGAN w/o RL 81.5% 86.6%

SeqGAN 82.0% 86.7%

표 7. 각 모델의 긍정/부정 분류기 정확도 

표 5와 표 6은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 모델이 어절과 

형태소 단위로 문장을 생성한 결과이다.

각 모델이 학습한 분류기 모델의 성능은 표 7과 같다. 

CNN 모델은 학습데이터만 이용해 분류기를 학습시킨 결

과이다. SeqGAN w/o RL,GAN는 최대 우도법 알고리즘으로 

학습시킨 모델이 만든 문장과 학습데이터로 학습한 결과

이다. SeqGAN w/o RL은 강화학습을 하지 않는 모델이 만

든 문장과 학습데이터로 학습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 모델이 만든 문장과 학습데이터

를 모두 학습한 분류기가 CNN 모델보다 성능이 향상되었

다. 어절 단위에서는 1.6%의 정확도가 향상되었고, 형태

소 단위에서는 2.7% 향상되었다.

SeqGAN 모델이 얼마나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문장 사이의 참신성(novelty)과 다양성(diver

sity)을 계산한다. 

참신성과 다양성 계산은 학습데이터 6,000개 문장()
과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이 생성한 서로 다른 6,000개

의 문장()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참신성은 모델이 

학습한 문장 외에 얼마나 다양한 문장을 생성하는지 확

인하는 지표이다[9]. 참신성은 학습데이터 문장의 단어 

주머니(Bag of words)와 모델이 생성한 문장의 단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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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자카드 유사도 함수를 계산한다. 이 때 는 자카

드 유사도 함수이다(Jaccard similarity function). 

   max        
    (수식 12) 

다양성은 모델이 생성한 문장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확

인하는 지표이다[9]. 다양성은 생성한 문장들의 단어 주

머니 간의 자카드 유사도 함수를 계산한다. 다양성은 수

식 13으로 계산한다.

   max     
     ≠  (수식 13)

표 8은 각 모델이 학습데이터를 어절 단위로 학습했을 

때의 결과이다. 표 9는 각 모델이 학습데이터를 형태소 

단위로 학습했을 때의 결과이다.

문장의 참신성은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 모델보다 ML

E(SeqGAN w/o RL,GAN) 모델이 더 높았다. 이를 해석하면 

SeqGAN 모델이 적은 양의 데이터를 많이 학습하여 과적

합(Overfitting)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장의 다양성에서는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 모델이 

MLE(SeqGAN w/o RL,GAN) 모델보다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이를 해석하면 두 모델이 같은 양의 문장을 생성한다고 

했을 때 SeqGAN 모델에서 더 다양한 문장을 기대할 수 

있다.

SeqGAN MLE

Novelty 0.393 0.451

Diversity 0.516 0.419

표 8. 어절 단위 학습 모델의 문장 참신성과 다양성

SegGAN MLE

Novelty 0.435 0.513

Diversity 0.436 0.367

표 9. 형태소 단위 학습 모델의 문장 참신성과 다양성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량의 감성 데이터로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 모델을 학습하여 감성인식 학습데이터를 만들어

보았다. 그 결과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 모델이 입력 

감성 레이블 정보에 따라 문장을 잘 생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 모델이 생성한 문장을 

분류기에 학습하였을 때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부정 두 가지 감성에 대한 문장을 

생성하였다. SeqGAN의 감성 레이블 정보를 세 가지 이상

으로 늘려 학습하는 것도 좋은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3926821)

참고문헌

[1] 김인중. "Deep Learning: 기계학습의 새로운 트랜

드."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52-57p, 2014.

[2] 장윤옥. "인공지능과 딥러닝이 가져올 변화."철도저널
 18.1, 6-8, 2015.

[3] 김재생.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활용사례." 한국콘텐

츠학회지, 14-20, 2014.

[4] Goodfellow, Ian, et al. "Generative adversarial n

et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672-2680, 2014.

[5] YU, Lantao, et al. "SeqGAN: Sequence Generative A

dversarial Nets with Policy Gradient." In: AAAI. 
p. 2852-2858, 2017.

[6] Browne, Cameron B., et al. "A survey of monte car

lo tree search methods." IEEE Transactions on Com
putational Intelligence and AI in games 4.1, 1-4
3, 2012.

[7] Zhou, Hao, et al. "Emotional chatting machine: Em

otional conversation generation with internal and 

external memory." arXiv preprint arXiv:1704.0107
4 , 2017.

[8] Li, Yang, et al. "A Generative Model for category 

text generation." Information Sciences 450, 301-3
15, 2018.

[9] Wang, Ke, and Xiaojun Wan. "SentiGAN: Generating 

Sentimental Texts via Mixture Adversarial Network

s." IJCAI,  p. 4446-4452, 2018.
[10] 김양훈, et al. "LSTM 언어모델 기반 한국어 문장 

생성." 한국통신학회논문지 41.5, 592-601, 2016.

[11] Srivastava, Rupesh Kumar, Klaus Greff, and Jürge

n Schmidhuber. "Highway networks." arXiv preprin
t arXiv:1505.00387,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