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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계 학습을 활용하여 요약문을 생성했을 경우, 해당 요약문의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필수적이다. 원문에

대한 요약문의 사실관계 일관성의 파악을 위해 개체명 유사도, 기계 독해를 이용한 질문-답변 생성을 활용한 방법이 시

도되었으나,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거나 정확도가 부족하였다. 본 논문은 딥러닝 모델을 기반한 개체명 인식기와

질문-답변쌍 정확도 측정기를 활용하여 생성, 필터링한 질문-답변 쌍에 대해 일치도를 점수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계적 사실관계 확인 점수와 사람의 평가 점수의 분포를 비교하여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주제어: 요약문 성능 측정, 질문답변, 개체명 인식

1. 서론

최근기계학습을활용한요약문생성에관한연구와이에기

반한 상용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요약문 생성은 한정된 길이

에 정보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원문과의 정확한

정보 관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질좋은 요약문을 기계학습을

통해 생성하기 위해서는, 원문과 요약문 간의 사실 일치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현재 기계학습을 통한 요약문

생성은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문의 여러 문장이

유사한 정보를 교차하여 제공할 때, 생성된 요약문이 원문과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요약문과 원문에 등장하는 개체명의

유사도를 활용한 접근법, 개체명과 그들 간의 관계를 감지하는

방법, 사용자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추출하여 답으로 제시

하는 기계 독해를 활용한 방법 등이 시도되고 있다. 개체명의

유사도만을 활용하는 경우 문맥에 대한 접근이 반영되지 않아

신뢰성이 부족하며, 개체명 간의 관계를 감지하는 방법과 기

계 독해를 활용한 질문-답변 비교 방법의 경우 충분한 데이터

확보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실관계 확인 방법

(Factual Consistency Checker, FCC)를 제시한다. 첫째, 복수

의 요약문들 간의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사실관계 점수를 제공

한다.이를통해연구및상용환경에서사실관계를질문-답변의

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요약문의 원문 반영도를 하나의 점수로

채점해 요약문 선정 시 도움이 되도록 한다. 둘째, 사실관계 점

*: 교신저자

수 계산 과정을 명확히 역추적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기계 독해 질문-답변을 활용한 사실 관계

파악 방식을 취한다. 셋째, 요약문 서비스 영역 변경에 대처가

용이하도록말뭉치구축작업최소화를목표로한다.이를위해,

대량의 태깅 말뭉치가 필요로 하는 기계독해 질문-답변 방식이

아닌,개체명을중심으로한효율적인말뭉치확보를통해다양

한 서비스영역에 적용 가능한 사실관계 점수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적은 양의 말뭉치로 기계 독해 질문-답변 방식의 낮은

성능을 극복하고자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생성하는 방

법이아닌,개체명을중심으로생성가능한질문과답변을모두

생성한 뒤 적절한 것만을 골라내어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와 그 예시다.

본 논문은 스포츠 도메인의 2021년 3월에서 7월까지의 뉴스

기사 502건을 수집해 이에 관련한 개체명과 질문-답변 생성 템

플릿을 구성해 사실관계 점수를 실험하였다. 이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생성하는 기존의 접근법보다 질문과 답변의

적절성을 걸러내어 반영한 방법이 적합함을 입증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진다. 2장에서는 문맥 기반

의 기계 학습 방법에 대한 기존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

서는 활용된 기계 학습 신경망과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해

소개한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실험 구성과 결과를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에 대한 요약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2. 관련 연구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원문, 요약문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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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문과 요약문의 사실관계 정확도 점수화 및 비교 과정

[1]은 문장의 위치와 길이, 문장에 포함된 단어의 tf-idf[2] 값

과 제목과의 유사성, 총 네 가지 정보를 통합하여 문장의 중

요성을 추정한다. 이를 문단에 포함된 여러 문장에 대해 각각

적용하여, 주요 문장을 추출한다.

[3]의 경우 기존 데이터 세트에 대해 훈련된 딥러닝 모델이

원본 문서에 없는 개체명 이름을 생성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

춘다. 이를 개체명 환각이라 정의하며, 이러한 개체명 환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문에 대한 요약문에 등장하는 요약 가치가

있는 개체명을 분류하는 작업과, 이를 확장시켜 개체명 환각을

일으키기 쉬운 형태의 훈련 데이터를 제외한 요약 생성 작업을

제안한다.

[4]은 개체명의 유사도와 함께 이들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삼중항 기법을 제시한다. 사실관계 정확도는 생성된 요약문과

원문의 추출된 사실 사이의 정밀도로 정의한 후, 요약문의 사

실관계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계학습을 활용한 개체명 인

식기와 관계 추출기를 사용하여 인식된 개체명의 쌍에 대한 관

계를 추출해 주제-관계-객체 삼중항으로 표현하는 모델 기반의

방법를 제안한다.

기계 독해 질문-답변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추출하여 답으로 제시한다. [5]는 기계 독해

질문-답변 방식을 활용하여 주어진 질문에 대한 원문과 생성한

문서에 대해 답 요점에 관한 질문을 질문에 대한 답을 문맥을

파악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6]는 이를 경량화한 사실관계 확인

방법과 함께 이를 활용하여 사실관계 일관성의 지표를 반영한

요약문 생성을 위한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본연구는질문-답변중심의접근법을기반으로하나,직접적

인답변생성이아닌개체명을기반으로생성한질문-답변에대

해 문맥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필터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개체명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 [1]와 유사하지만, 한국어의

데이터셋을 위해 알맞는 문장 위치 점수와 개체명의 외부 트

랜드 점수를 반영하여 얻은 개체명 점수를 질문-답변 접근법에

반영한다.

3. 개체명 중심 질문-답변 기반 사실관계 확인

본 연구에서는 사실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개체명

에기반하여생성하고,생성된질문에대해각요약문이얼마나

정확하게답변하는지를채점하는방식으로사실관계점수를부

여한다.이를위해 1)원문과요약문에서개체명을추출하고, 2)

각각의 개체명 집합에 대해 질문-답변 템플릿을 기반으로 가능

한모든질문을생성후 3)문맥을기반으로적절한질문-답변을

필터링하여 4) 원문과 요약문의 질문-답변 쌍과 키워드를 각각

점수화한다.질문-답변비교점수와키워드비교점수를합산하

여 하나의 총 점수로 나타낸다. 그림 2에 전체 시스템의 흐름이

요약되어 있다.

3.1 개체명 인식기

2021년 3월에서 7월까지의 스포츠 도메인의 신문 기사 502

개를 데이터로써 수집하였다. 스포츠 도메인에 대해 알맞은 개

체명을 설정하기 위해 17개의 개체명 유형을 정의한 후 이에

대해 데이터를 정제하였다. 개체명이 태깅된 문단 단위의 기사

데이터에 대해 [7]로 총 82,992개의 문장으로 분리하였다.

음절 단위 토크나이저를 활용하였고, 한국어 선학습 ELEC-

TRA 모델인 KoELECTRA[8]로 파인 튜닝을 진행하였다. 이

의 성능은 F1 점수 82.30, 정확도 96.19% 다.

3.2 개체명 기반 질문-답변 생성

질문 답변 생성을 위하여 사전에 주요 주제에 관한 156개의

질문과 그에 알맞는 답변 개체명 라벨을 작성한다. 이를 문단

의개체명집합에대해질문을생성할수있는개체명과질문의

답이 될 수 있는 개체명를 묶어 하나의 질문-답변 쌍으로 생성

한다.

이에 대한 간단한 예시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다. [선수명]

이라는 개체명과 [선수 포지션], [축구팀명]의 개체명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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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실 관계 정확도 확인

문장집합 내에 함께 등장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질문-답변

템플릿을 이용하여 질문-답변을 생성한다.

3.3 CQA 분류기(Context Qustion Answer 분류기)

본 연구의 목적인 질문-답변 기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원

문과 요약문에 대한 적절한 질문-답변 집합만이 생성될 수 있

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생성하는 기존

방법 대신, 정답 후보를 개체명이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

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질문에 포함될 수 있는 개체명와 질문의

답이 될 수 있는 개체명를 묶어 생성한 질문-답변의 집합을 활

용한다.

그러나 스포츠 도메인에 대한 질문 템플릿에는 여러 주제를

포괄하므로, 현재 원문과의 주제에 어긋나는 질문과 답변이 생

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문맥에 어긋나는

질문-답변을 필터링하도록 하는 CQA 분류기를 활용한다. 질

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적으로 생성하지 않아 문장 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위치를 알지 않아도 분류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기존 방법에 비해 대량의 태깅 말뭉치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사실관계를 명백히 역추적할 수 있다는 질문-답변 기반 사실관

계 확인 방법의 장점은 유지된다.

CQA분류기는문장혹은특정문장집합으로이루어진문맥

정보, 생성된 질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입력으로 받아 질문의

적합성, 답변의 적합성을 조합한 3개의 라벨로 분류한다. 이에

대한 구조와 예시는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문맥정

보와 질문에 대해 다수의 답변이 생성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확률이 가장 높은 답변을 취한다.

3.4 사실관계 확인 점수 계산

본 연구에서는 개체명을 기반해 생성한 질문-답변의 형태로

사실관계일치도점수를계산한다.이를위해각개체명의종합

그림 3.질문-답변생성의예시.문장에서인식된개체명집합에

대한 질문-답변 생성

그림 4. CQA 모델 훈련시 입출력 구조

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하나의 점수를 도출한다. CQA분류기로

필터링된 질문에 포함된 개체명의 점수를 반영한 질문 점수,

원문과 요약문의 답변의 일치도를 반영한 답변 점수를 수집해

요약문에 대한 질문-답변 점수를 하나로 수렴한다. 질문-답변

점수와 키워드 점수를 합산하여 하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총괄 점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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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립국어원 주요 문장 위치에 따른 표준화 점수 분포

3.4.1 개체명 점수

원문과의 질문-답변 비교 결과에 관한 사실 일치도 점수

FCCQ를계산하기위해,질문-답변생성에기반이되는개체명

Ek에 관한 점수 S(Ek)의 계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

서는 이를 위해, 개체명이 포함된 문단에서의 총 4개의 정보를

수집했다. 사용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개체명 포함된 문장의 위치 점수: Sp(Ek)

• tf-idf[2] 점수: St(Ek)

• 제목의 개체명 포함 여부에 따른 점수: Sl(Ek)

• 외부 트랜드 반영 점수: Sr(Ek)

문장의 위치 점수 Sp(Ek)의 경우, 한국어 기사 데이터셋에

알맞은 주요 문장 위치에 대한 점수를 반영하기 위해 국립국

어원의 기사 주요문장 말뭉치를 활용하였다. 해당 말뭉치의 원

문 기사에서의 주요 문장의 위치를 파악해 이들의 위치 분포

빈도수를 최소-최대 정규화하였다. 도출된 정규화 수치를 각

위치에 대한 점수로써 사전의 형태로 만들었다. 그림 5가 해당

분포이다. 이후 개체명이 포함된 문장 위치에 대한 점수를 생

성된 사전을 통해 사용한다. tf-idf[2] 점수 St(Ek)의 경우,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 해당 개체명의 tf-idf[2]를 점수로 부여한다.

제목에 대한 개체명 점수 Sl(Ek)의 경우 해당 개체명이 제목

에 포함되었을 경우 1점, 아닐 경우에는 0점이 부여된다. 외부

트랜드 반영 점수 Sr(Ek)의 경우에는 개체명에 대한 내부적인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S(Ek)는 위에서 제시된 개체명에 대한 정보 점수 Sp(Ek),

St(Ek)와 Sl(Ek), Sr(Ek)와 각각의 가중치 Wp,Wt,Wl,Wr를

부여하여 계산한다. 이의 수식은 1이다.

S(Ek) = Wp × Sp(Ek) +Wt × St(Ek)

+Wl × Sl(Ek) +Wr × Sr(Ek)
(1)

3.4.2 질문-답변 점수

계산된 개체명 점수 S(Ek)는 질문-답변 점수에 반영된다.

CQA 분류기를 통과한 질문에 포함된 개체명들의 점수 평균인

질문점수 Sq(Qj)를 기준으로, 각 질문에 대한 원문, 요약문의

답변일치도점수M(Qj)를가중치로부여한가중평균이원문,

요약문의 질문-답변 일치도 점수 FCCQ이다.

FCCQ =

∑K
j=1 M(Qj)× SQ(Qj)∑K

j=1 SQ(Qj)
(2)

3.4.3 사실관계 확인 총괄 점수

사실관계 확인 총괄 점수 FCC는 질문-답변 점수 FCCQ와

키워드추출기[9]를활용한키워드점수 FCCK를반영한다.질

문-답변의 일치도만 고려할 경우, 질문-답변에 포함되지 않은

키워드가 있을 경우 주제의 반영도가 떨어진다는 맹점이 있다.

이러한맹점을보완하기위해키워드점수 FCCK를사용한다.

FCCK의 경우 원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추출

기[9]를 이용해 추출한 후 요약문이 얼마나 많은 원문의 키워

드를 반영하는지를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한다. 원문의 키워드

개수 Koriginal 대비 요약문이 포함한 키워드 개수 Ksummary

로 점수화한다.

FCCK =
Koriginal

Ksummary
(3)

질문-답변 일치도와 키워드 점수 FCCQ, FCCK에 가중치

를 부여하여, 도메인에 알맞는 가중치 WQ,WK로 조절한다.

이 때, WQ +WK = 1이 성립한다.

FCC = WQ × FCCQ +WK × FCCK (4)

4. 실험

요약문에 대해 원문과의 사실관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따라서본논문에서는요약문에대한사람의평가점수

분포와 생성된 사실관계 점수 분포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간접적으로 타당성을 평가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원문, 요약문의 질문-답변의 비교를 통

한 사실 검증의 타당성을 특정 스포츠 도메인의 한국어 기사

502개 중 테스트 데이터셋 101개로 검증하였다. 실험을 위해

하나의 기사에 대해 사람이 작성한 요약문과 두 개의 각기 다

른 모델에서 얻은 요약문에 대해 3명에게 평가를 요청하였다.

평가 결과에 대해 Pearson’s R [10]를 사용하여 사실관계 확인

점수의 분포와의 상관계수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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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개체명 점수의 모든 정보 조합에 따른 Pearson’s R[10]

상관계수 (p: position, t: tf-idf[2], l:title, r:trend)

4.1 개체명 점수 적정 가중치

본논문에서개체명점수에반영하는 4개의정보에대한적절

한 가중치를 설정하고자 한다. 정보들의 기여도에 대한 정확한

비교를 위해 개체명 점수 S(Ek)에 사용되는 가중치를 모두 동

률로 조정하였다. 4개의 정보의 가능한 모든 조합에 대해 생성

한 개체명 점수를 기반으로 각각의 사실관계 확인 점수 분포를

만들었다. 이를 위해 한국어 질문-답변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KoELECTRA[8], BERT[11]를 기반으로 하는 두 개의 CQA

분류기를 활용했다. 각 개체명 정보 반영에 따른 사실관계 확

인 점수 분포에 대해 사람이 작성한 요약문 평가 점수 분포와

Pearson’s R[10]상관계수를측정하였다.그림 6을통해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체명의 정보로써 이용된 4개의 정보를 모두 사용한

개체명 점수 S(Ek)를 각 정보를 하나씩 제외했을 경우로 나누

어 각 정보별 성능 기여를 측정해본 결과가 그림 7이다. 정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경우의 점수 비교와 각 정보별 성능 기여를

측정해본 결과, 제목에의 개체명 포함 여부에 관한 점수, tf-

idf[2] 점수, 개체명이 포함된 문장의 위치에 대한 점수, 외부

트랜드 점수 순으로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단일 요소에 대한 결과와 기여도를 참고할 때 Sl(Ek),

St(Ek), Sp(Ek), Sr(Ek)의 순으로 중요한 정보로 볼 수 있다.

Wp : Wt : Wl : Wr = 2 : 3 : 4 : 1로 고정하여 차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4.2 질문-답변 생성 모델과 CQA 분류기 비교

해당 실험에서는 질문 점수에 대한 정확한 비교를 위해,

FCCQ만을 반영하여 사실관계 확인 점수를 생성하였다.

질문-답변 생성 모델과 CQA 분류기는 한국어 질문-답변 데

이터셋으로학습된 KoELECTRA[8]와 BERT[11]를각각파인

표 1. QA 생성기와 CQA 분류기 활용 시 Pearson’s R[10] 상

관계수 비교

Electra BERT

QA CQA QA CQA

F1 점수 0.60 0.85 0.65 0.85

Pearson’s R[10] 상관계수 0.13 0.30 0.17 0.27

그림 7. 개체명 점수의 요소에 따른 성능 기여도(p: position,

t: tf-idf[2], l:title, r:trend). 각 요소를 하나씩 제외했을 경우의

Pearson’s R[10] 상관계수에 대해 모든 요소를 합산한 Pear-

son’s R[10] 상관계수 비교

튜닝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각 모델의 질문-답변 생성 모델과

CQA 분류기를 사용하여 생성한 사실관계 확인 점수의 분포와

요약문에 대한 사람의 평가의 분포에 대한 Pearson’s R [10]

상관계수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이다.

4.3 키워드 반영 사실관계 확인 점수

사실관계 확인 점수의 수식 4의 가중치는 WQ = 0.6,WK =

0.4로 고정하였다. 앞선 실험 4.2의 결과물에 대한 표 1에서 가

장 높은 상관계수를 이끌어낸 KoELECTRA[8]로 파인튜닝한

CQA 분류기를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때의 Pear-

son’s R[10] 상관계수는 0.46이 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체명 인식기를 활용해 원문과 요약문 내의

개체명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해 적절한 질문-답변을 생성, 점

수화하여 사실관계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실관계 확인 점수와 사람의 평가 점수의 분포를 비교하여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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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질문-답변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KoELECTRA[8]와

BERT[11]를 활용한 질문에 대한 답변 생성 모델과 CQA 모델

의 결과를 비교하여 새로운 방법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특정 도메인에 대해 생

성해야 하는 템플릿과 태깅을 최소화하며, 입력한 데이터의 결

과에 대한 피드백이 반영된 반자동 사실관계에 관한 점수화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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