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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방대한 양의 텍스트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면서 정보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으

며, 이로 인해 자동으로 텍스트를 요약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텍스트 자동 요약을 위한 

다양한 기법 중 특히 트랜스포머(Transformer) 기반의 모델은 추상 요약(Abstractive Summarization) 과제

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해당 분야의 SOTA(State of the Art)를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트랜스포

머 모델은 매우 많은 수의 매개변수들(Parameters)로 구성되어 있어서,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으

면 이들 매개변수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양질의 요약문을 생성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

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소량의 데이터가 주어진 환경에서도 양질의 요약문을 생성할 

수 있는 문서 요약 방법론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제안 방법론은 한국어 사전학습 언어 모델인 KoBERT의 

임베딩 행렬을 트랜스포머 모델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문서 요약을 수행하며, 제안 방법론의 우수성은 Dacon 

한국어 문서 생성 요약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을 통해 ROUGE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키워드: 딥러닝(Deep Learning), 트랜스포머(Transformer), 추상 요약(Abstractive Summarization), 

사전 학습 언어 모델(Pre-trained Language Model)

사전학습 언어 모델을 활용한 

트랜스포머 기반 텍스트 요약
송의석O, 김무성*, 이유린*, 안현철*, 김남규(교신저자)*

O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e-mail: {dmltjr802O, kim27416*, yurin*, hcahn*, ngkim*}@kookmin.ac.kr

Transformer-based Text Summarization Using 
Pre-trained Language Model

Eui-Seok SongO, Museong Kim*, Yu-Rin Lee*, Hyunchul Ahn*, Namgyu Kim(Corresponding Author)*

OGraduate School of Business IT,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IT, Kookmin University

I. Introduction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와 정보 통신 기술이 빠르게 확장되

면서 인터넷상의 텍스트 정보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보 

이용자들은 방대한 텍스트 정보 중에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는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방대한 텍스트 

정보를 자동으로 적은 양으로 축약하려는 시도, 즉 자동 텍스트 요약

(Automatic Text Summarization) 연구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자동 텍스트 요약은 원문(Source Text)으로부터 요약문을 생성하는 

방식에 따라 추출 요약(Extractive Summarization)과 추상 요약

(Abstractive Summarization)으로 구분된다.

추출 요약은 원문을 이루고 있는 문장 중 주요 문장을 발췌하여 

조합하는 요약 방법이며, 최종 요약문의 모든 문장이 각각 원문으로부

터 발췌되어 문법적 오류가 적고 문장 표현이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추출 요약은 원문 내에 존재하는 문장만 요약문에 포함될 

수 있어, 원문에 없는 표현은 요약문에 나타낼 수 없고, 문장간 연결이 

어색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갖는다. 이와 달리 추상 요약은 원문 내의 

텍스트를 재구성 및 변환하여 원문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므로, 추상 요약의 요약문은 새로운 표현을 풍부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추상 요약의 요약문은 문법 오류를 

포함하거나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추상 요약의 이러한 한계는 신경망 기반의 시퀀스 투 시퀀스

(Sequence to Sequence) 모델[1]과 어텐션 메커니즘(Attention 

Mechanism) 모델[2]이 제안 되면서, 텍스트 사이의 관계 파악 수준이 

향상되어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긴 시퀀스에 대해서도 

문맥을 잘 학습하는 트랜스포머(Transformer) 모델[3]이 제안되면서 

텍스트 시퀀스 생성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후 추상 요약을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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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연구는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텍스트 요약 모델은 일반적으로 매우 

많은 매개변수들(Parameters)로 구성되므로,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들 매개변수에 대한 충분한 갱신(Update)이 이루

어지지 않아서 양질의 요약문을 생성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소량의 데이터가 주어진 환경에서도 양질의 요약문을 

생성하기 위해, 한국어 사전학습 언어 모델(Pre-trained Language 

Model)인 KoBERT[4]를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 추상 요약 모델에 

적용하는 문서 요약 방안을 제시한다.

II. Preliminaries

1. 추상 요약(Abstractive Summarization)

추상 요약은 원문 내의 텍스트를 재구성 및 변환하여 원문에 존재하

지 않는 새로운 문장 표현을 생성하는 자동 요약 접근법이다. 전통적인 

추상 요약은 트리 기반(Tree-based) 방법론, 규칙 기반 방법론 그리고 

템플릿 기반(Template-based) 방법론 등을 채택하였으며 주로 요약

문의 생성 과정을 구조화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5]. 하지만 모든 

언어학적인 관계를 명확히 구조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에, 전통적인 추상 요약 방법론으로부터 생성된 요약문은 일반적으로 

많은 문법적인 오류를 포함하였다.

한편, 기계 번역(Machine Translation) 분야에서 신경망 기반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과 어텐션 메커니즘 모델이 큰 성과를 이루면서, 

이를 추상 요약에 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6]. 전통적인 추상 

요약 방법론과 달리 신경망 기반의 방법론은 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요약문을 생성하므로, 기존의 기법에 비해 훨씬 자연스러운 

텍스트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텍스트 

시퀀스가 길어짐에 따라 신경망이 텍스트 시퀀스 사이의 문맥 정보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게 되는 장기 의존성 문제(Long-term 

Dependency Problem)가 여전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 기반 모델들이 각 

토큰(Token)간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순환적인 종속성을 활용한

다는 구조적인 한계로부터 발생하였다. 트랜스포머는 이러한 한계를 

각 토큰과의 관계를 병렬화하여 파악할 수 있는 셀프 어텐션

(Self-Attention) 계층을 도입하여 극복하였다. 현재 트랜스포머 기반

의 추상 요약 모델은 해당 분야의 SOTA(State of the Art)를 달성하고 

있다.

2. 사전학습 언어 모델(Pre-trained Language Model)

추상 요약 및 기계 번역과 같은 자연어 생성(Natural Language 

Generation) 과제에서 트랜스포머 모델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면서,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은 트랜스포머의 자연어 이해(Understanding) 

능력에 집중하였다. 예를 들어, BERT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Encoder)를 활용하여 언어학적 문맥 정보를 학습하는 

MLM(Masked Language Model)과 NSP(Next Sentence 

Prediction)를 많은 양의 텍스트 문서에 대해 수행한다[7].

BERT는 자연어 이해 분야에 존재하는 여러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 높은 수준의 성능을 달성하면서, 다양한 자연어 처리(Processing) 

과제에 BERT를 적용하여 난제를 해결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인코더-디코더(Encoder-Decoder) 구조를 갖는 트랜스포머 모

델에 사전학습된 BERT를 적용한 추상 요약 모델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면서[8], 최근 사전학습 언어 모델을 자연어 생성 과제에 적용하려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and Experiments

1. 제안 스키마(Proposed Scheme)

본 연구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요약 모델이 소량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양질의 요약문을 생성하기 위해 <Fig. 1>과 같은 문서 

요약 방법론을 제안한다. 먼저 Phase1은 대규모의 한국어 데이터로부

터 문맥 정보를 학습한 KoBERT의 임베딩 행렬(Embedding Matrix)

를 추출한다. 추출된 임베딩 행렬은 KoBERT가 사전학습을 통해 

어휘 사이의 관계를 반영한 결과이며, 임베딩 행렬은 (KoBERT가 

학습한 어휘 수) * (각 어휘가 갖는 벡터 차원)의 크기를 갖는다.

Fig. 1. Proposed Architecture

<Fig. 1>의 Phase 2는 트랜스포머 모델에 KoBERT의 임베딩 

행렬을 적용하는 과정이다. 초기의 트랜스포머의 임베딩 행렬은 별도

의 학습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맥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학습 환경에 따라 다양한 크기를 갖는 임의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안 방법론에서는 트랜스포머의 임베딩 행렬을 

KoBERT의 임베딩 행렬과 동일한 크기를 갖도록 구성하며, 이렇게 

구성된 트랜스포머 임베딩 행렬의 초기값을 KoBERT 임베딩 행렬의 

값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도출된 트랜스포머 모델, 즉 KoBERT로 

사전학습된 트랜스포머 모델을 Dacon Dataset의 원문과 요약문의 

쌍에 적용하여 추상 요약 모델을 학습하고, 해당 요약 모델을 역시 

Dacon Dataset의 새로운 원문에 적용하여 새로운 요약문을 생성한다.

2. 실험(Experiments)

본 절에서는 제안 모델을 Dacon이 제공한 한국어 문서 생성요약 

데이터셋에 적용한 실험 결과를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총 42,8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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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학습용 38,522건, 검증용 2,140건, 그리고 테스트용 2,141건

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데이터셋의 크기가 축소되었을 

때 요약 품질의 하락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때 학습 데이터의 크기는 전체 학습 데이터 38,522건(100%)에 

대해 19,261건(50%), 7,704건(20%)으로 설정하였다. 

제안 방법론(Emb.Bert)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두 가지 기준 

모델과의 요약 품질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비교 모델

(Emb.RND)은 전통적인 트랜스포머 모델로, 임베딩 행렬의 초기값이 

임의의 값으로 설정되었다. 두 번째 비교 모델(Emb.W2V)은 

Word2Vec[9] 알고리즘을 통해 주변 문맥 정보를 학습하여 어휘의 

벡터값을 산출하고, 이 값을 트랜스포머 임베딩 행렬의 초기값으로 

사용한 모델이다.

제안 모델과 비교 모델의 요약 품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 지표는 ROUGE(Recall Oriented Understudy for Gisting 

Evaluation)[10]를 사용하였다. ROUGE는 요약 모델의 성능 평가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모델이 생성한 요약문이 실제 

요약문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ROUGE는 일치하

는 단어의 범위나 특정 기준에 따라 다양한 변형이 존재하며, 본 

실험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ROUGE-1, ROUGE-2, 

ROUGE-L의 F1-Score를 측정하였다.

<Table. 1>은 데이터셋의 크기에 따른 각 모델들의 요약 성능을 

비교한 표이다. 우선 모든 모델들이 모든 지표에 대해,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을수록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은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mb.W2V 모델은 데이터셋의 크기와 무관하게 모든 지표에 

대해 가장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ord2Vec을 

통해 임베딩 행렬의 초기값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트랜스포머의 

매개변수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Table 1>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KoBERT 사전학습 모델을 

채택한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 즉 Emb.Bert와 Emb.RND의 성능이

다. 두 모델 모두 데이터셋의 크기가 줄어들수록 성능이 저하되는 

것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다. 하지만 Emb.RND 모델은 데이터셋의 

크기 축소에 따라 성능히 급격히 저하되는 것에 비해, 제안하는 모델인 

Emb.Bert 모델은 성능 저하가 다소 완만하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비교적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 100% 실험에서는 

Emb.RND의 성능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지만, 적은 양의 데이터가 

사용된 50%, 20% 실험에서는 Emb.Bert의 성능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평가 지표 요약 모델
데이터셋 크기(비율)

100% 50% 20%

ROUGE-1

Emb.RND 44.39 30.39 23.92

Emb.W2V 28.87 23.75 21.42

Emb.Bert 43.41 34.46 29.6

ROUGE-2

Emb.RND 27 8.86 4.8

Emb.W2V 7.32 4.94 3.34

Emb.Bert 24.43 10.47 6.99

ROUGE-L

Emb.RND 31.64 18.92 15.02

Emb.W2V 17.59 14.8 12.81

Emb.Bert 29.25 20.26 16.57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Table 1>에서 모델별 데이터셋 크기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 

양상은 세 가지 평가 지표에 대해 유사하게 나타나며, 이들 중 하나인 

ROUGE-2의 결과를 그래프로 도식화한 결과가 <Fig. 2>에 나타나 

있다.

Fig. 2. Performance Comparison of Three Models

<Table 1>과 <Fig. 2>를 통해 충분한 양의 학습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안 모델이 비교 모델에 비해 양질의 문서 요약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의 텍스트 데이터

로부터 문맥 정보를 학습한 KoBERT의 임베딩 행렬이 트랜스포머에

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방대한 매개변수를 갖는 

트랜스포머가 소량의 데이터만으로도 원문의 문맥을 충분히 이해하여 

양질의 요약문을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IV. Conclusions

최근 트랜스포머 기반의 요약 모델이 문서 자동 요약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모델은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으면 양질의 요약문을 생성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사전학습 언어 

모델인KoBERT의 임베딩 행렬을 전통적인 트랜스포머 모델에 적용

하여 요약 모델을 생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안 모델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Dacon 문서 요약 데이터셋에 대한 문서 요약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특히 소량의 데이터가 주어진 환경에

서 제안 방법론이 ROUGE 평가 지표 기준으로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방대한 매개변수를 갖는 트랜스포머가 소량의 데이터만

으로도 양질의 요약문을 생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풍부한 문맥 

정보를 갖는 KoBERT를 활용하여 방대한 매개변수를 갖는 트랜스포

머의 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 트랜스포머의 매개변수와 관련

하여, 최근 전통적인 트랜스포머에서 매개변수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

로 다양한 트랜스포머 변형들이 제안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데이터셋의 크기뿐 아니라, 매개변수의 수와 특성이 요약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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