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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언어 모델은 분류, 기계 독해, 생성 등의 태스크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인코더-디코더구조의언어모델인 BART, T5그리고 PALM을위키피디아한국어데이터집합으로사전학습한후
기계독해와문서생성요약태스크에대하여미세조정을하고성능비교를한다.

주제어: 언어모델,텍스트생성,문서요약

1. 서론

문서요약은문서로부터핵심정보를포함하는요약문을추출하

거나생성하는태스크이며크게추출요약(Extractive Summariza-

tion)과생성요약(Abstractive Summarization),두가지방식으로

나눌수있다.

추출요약은입력문서를구성하는문장중에서핵심문장을추

출하여 요약문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불완전한 문장을 만들지

않는다는장점이있지만핵심문장으로추출할수있는문장이없

거나가독성(Readability)이떨어질수있다는단점이존재한다.

생성요약은문서로부터입력문서로부터표상을학습하고문서

에 없는 새로운 문장을 생성한다. 이는 추출 요약과 반대로 핵심

문장으로추출할수있는문장이존재하지않을때문서의의미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완전

하고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어 유창성(Fluency)이 떨어

질수있다는단점이존재한다. 이는새로운요약문을생성한다는

관점에서 추출 요약보다 어려운 방법이지만, 더 간결하고 문서에

없는새로운요약문을생성할수있다.

생성요약은여러생성태스크에서사용되는구조인 Sequence-

to-Sequence(Seq2Seq) 구조의 end-to-end 모델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 Seq2Seq 모델을 이용하여 문장을 생성할 경우 모든 정보

를 압축한 고정 벡터를 이용하여 디코딩한다는 점에서 Vanishing

Gradient가 발생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텐션 메커니즘(At-

tention Mechanism)을통하여출력을예측하는매시점마다인코

더의전체입력문장을다시한번참고하여학습을했다[1, 2]. 일

반적으로 요약문에는 입력 문서의 단어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

지만 디코딩 단계에서 해당 단어들의 생성 확률이 낮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제안된복사메커니즘

(Copy Mechanism)은 에서 디코딩 과정에서 단어를 생성할 확률

과 문서로부터 단어를 복사할 확률에 가중치를 부여함에 따라 생

성확률이낮은단어도문서로부터복사하여생성할수있다[3, 4].

최근 생성 태스크에서는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Pre-trained

Language Model, PLM)을통하여미세조정(Fine-tune)하는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을사용한다. 생성태스크에서MASS,

BART, T5, PALM와같은 PLM을미세조정하는연구가많이사

용되고있다[5, 6, 7, 8].

본 논문에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PLM인 BART, T5

그리고 PALM을위키피디아한국어데이터집합으로사전학습한

다. 그리고 기계독해와 문서 생성 요약 태스크에 대하여 미세 조

정을한후성능비교를한다.

2. 관련연구

최근여러태스크에서는대용량말뭉치를사전학습하여구축한

PLM으로미세조정을하는방식으로연구를진행하고있다. 그런

만큼 PLM연구의중요성은지속적으로강조되어왔다.

BERT[9]는 양방향 트랜스포머 인코더 기반의 언어 모델로 맥

락을보고문장내의임의의단어를마스킹하고이를예측하는태

스크와A문장과 B문장을입력받아 B문장이A문장의다음문장인

지예측하는태스크를통하여언어모델을사전학습한다. BERT

의 경우 마스킹된 토큰을 독립적으로 예측한다는 점에서 생성 태

스크와적합하지않다.

GPT와 GPT-2는 단방향 트랜스포머 기반의 언어 모델로 생성

태스크에 적합한 구조이나 인코더 층의 부재로 맥락 표상에 대한

조건부생성을할수없다는문제점이존재한다[10, 11].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BART는 Text Infilling, Sentence

Permutation 등의 마스킹 전략과 양방향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단

방향트랜스포머디코더를결합한 Seq2Seq구조의모델로마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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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입력문장을원본문장을복원하는학습을통한언어모델

을 제안하였다. T5는 BART와 Text Infilling과 비슷하지만 원본

문장을 복원하는 것이 아닌 마스킹 처리된 부분만 복원하는 학습

을한다. 예를들어 ”캘리포니아의 [MASK]를먹었어”1라는입력

문장이 있다면 디코더에서 ”캘리포니아의 인앤아웃 버거를 먹었

어”가아닌 ”인앤아웃버거”를복원한다. 본논문에서는 [5, 7, 12]

와 동일한 구성으로 한국어 위키피디아 데이터 집합에 대하여 사

전학습했다.

PALM은 양방향 Auto-encoding(AE) 방식으로 주어진 맥락을

이해하고 Auto-regressive(AR)방식으로텍스트를생성하여사전

학습하는언어모델을제안하였다. 또한기존의언어모델은마스

킹 처리한 토큰이나 문장을 원본 토큰이나 문장으로 복원하는 방

식으로 학습을 하였지만 PALM은 문단 길이의 80%를 인코더에

입력으로넣고나머지 20%를디코더에서생성하는방식으로사전

학습을하였으며복사메커니즘또한적용되었다. 기존의 BART,

T5등의언어모델이언어이해(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에 맞추어 설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PALM은 언어 생성 태스

크에 맞추어 설계되어 언어 이해에 맞춘 설계에서 오는 차이점을

줄이는 개선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RoBERTa

모델으로인코더를초기화하고위키피디아한국어데이터집합으

로 PALM 모델(RoPALM-Base)을 사전 학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RoBERTa 모델로 인코더를 초기화하지 않은 PALM 모델

(PALM-Base) 또한 사전 학습하여 KorQuAD와 문서 생성 요약

태스크로성능을비교하였다[13, 14].

3. 한국어 PALM모델

3.1 사전학습설정

PALM-Base와 RoPALM-Base는동일하게 12개의인코더와디

코더로 구성되어있으며 히든 레이어의 차원 수는 768, 12개의 어

텐션 헤드(Attention Head)를 가지는 언어 모델이며 차이점은 인

코더에 대한 한국어 RoBERTa 모델 초기화 유무이며 병렬 GPU

연산으로 약 48GB의 VRAM 인 Quadro RTX 8000 8대로 사전

학습하였다.

3.2 입력구성

한국어의 경우 어절 단위로 토큰화를 하게 되면 OOV(Out-of-

Vocabulary) 토큰이 많이 나타나며 형태소 단위로 토큰화를 하였

을 때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에 대하여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고 형태소 단위를 우선적으로 사전에서 매칭하고

OOV일 경우 형태소를 BPE(Byte-pair Encoding) 단위로 토큰화

하는하이브리드토큰화를사용한다[13].

1Text Infilling과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범위(Consecutive Span)를 마
스킹한다.

그림 1. 디코더에 Pointer-Generator Network를추가한구조이다.
매 디코딩 시점 t일 때 사전(Vocab) 확률과 맥락으로부터 복사할
토큰의확률을계산하며최종확률은이들의가중합이다.

PALM은 문단의 80%와 나머지 20%를 각각 인코더와 디코더

의 입력으로 넣는다. 그리고 디코더에서 20%를 생성하는 방식

의 사전 학습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D = [x1, x2, x3, ..., x9]

일 때 인코더의 입력은 X = [x1, ..., x5]이고 디코더의 입력은

Y = [x6, ..., x8]이며 인코더의 입력은 BERT와 동일한 전략으로

마스킹한다. 인코더 층에서 MLM(Masked Language Modeling)

을,디코더층에서는로그우도최대화를학습한다.

LAR =
∑

(x,y)∈(X,Y )

log
n∏

t=1

P (yt|y<t, x; θ), (1)

L(θ) = LMLM + LAR (2)

3.3 복사메커니즘

확장된사전확률. 확장된사전 V를맥락에존재하는토큰과의

결합이라고할때,매디코딩시점 t에서 V에대한확률 P v(yt)을

계산할수있으며 st는디코딩 t시점의출력표상이다.

P v(yt) = softmax(W e(W v
st + bv)) (3)

복사 확률. PALM은 복사 확률을 위해 디코더에 어텐션 층을

추가한다. 이 층은 st과 hcl 을 입력으로 받으며 hcl 은 인코더의 l

시점의 표상이며 확장된 사전에 대한 복사 확률 P c(yt)를 계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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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어기계독해실험결과: KorQuAD 1.0 (Dev Set)

Model EM F1

BERT-ETRI[15] 84.82 92.27
RoBERTa[13] 85.03 93.37
SpanBERT[16] 85.53 93.42

PALM-Base 78.48 88.27
RoPALM-Base 84.46 92.81

수있다.

ectl = wc>tanh(Wmhcl +W sst + bc), (4)

αc
t = softmax(ect), (5)

zc =
m∑
l=1

αc
tlh

c
l , (6)

P c(yt) =
∑

l:xl=yt

αc
tl (7)

최종 확률. yt를 생성하기 위한 최종 확률 P (yt)는 확장된 사전

확률과복사확률을통해계산할수있다.

P (yt) = λP v(yt) + (1− λ)P c(yt), (8)

λ = sigmoid(wzzct + wsst + bm) (9)

이렇게 추가된 복사 메커니즘은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미세

조정할때도사용된다.

3.4 한국어기계독해실험결과

KorQuAD을 학습 데이터 집합으로서 사용하고 PALM의 마지

막 출력 값에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하여 시작과 끝 지점을 추출

하고 정답을 예측한다. 표 1의 [15]는 상위 100개 언어의 위키피

디아 말뭉치를 바탕으로 ETRI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

전학습한언어모델이다. PALM-Base모델은 EM과 F1이가장

낮게나왔지만 RoPALM-Base모델의경우 EM과 F1이 84.46%,

92.81%의성능을보였다. 이는사전학습에쓰이기에비교적적은

데이터집합으로사전학습할때비록인코더만사전학습된언어

모델로초기화하더라도디코더가제대로사전학습됨을보여준다.

그리고 표 1의 결과에 따르면 PALM-Base 모델보다 RoPALM-

Base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문서 생성 요약 태

스크를학습할때 RoPALM-Base모델을사용하였다.

표 2. 학습및평가데이터집합구성

집합타입 데이터개수 평균토큰길이 최대토큰길이

학습 260,697 490.58 1,031
평가 10,000 488.92 1,140

3.5 한국어문서생성요약실험결과

학습및평가데이터집합은 Ai-Hub신문기사데이터집합2을

사용했으며 빔 사이즈(Beam Size)는 5로 설정했다. Rouge 평가

지표[17]로평가한표 3에따라최대 Rouge-L 10.44의성능향상

을보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집중받는 PLM인 BART, T5 그리고

PALM을 위키피디아 한국어 데이터 집합으로 사전 학습하고 기

계독해와문서생성요약태스크에대하여미세조정한후성능비

교를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본연구를베이스라인으로최근생

성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인 사실 불일치 해소를 위한 검색기(Re-

triever), 질문 생성(Question Generation)등을 통한 사실 검증 모

듈을 통하여 더 정교하고 개선된 문서 생성 요약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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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평가데이터집합 Rouge-1, 2, L및 EMFS평가결과

Model Rouge-1 Rouge-2 Rouge-L

T5-Base 39.45 23.40 35.45
BART-Base 50.00 33.63 41.91
RoPALM-Base 54.64 34.89 45.89

표 4. 생성에사용된입력문서와정답요약문그리고모델별로생성한요약문결과이며입력문서의경우길기때문에일부생략하였다.

입력문서 T5-Base BART-Base RoPALM-Base 정답요약문

[생략] 흡연은 자신의 건

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

위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

영향을 미친다. 장기적인
간접 흡연도 폐암 발생 위

험을 20˜30% 높인다. 또
한 심장 질환의 위험도를

25˜35% 증가시키고, 천식
을 가진 성인이 간접 흡연

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폐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

다. 아직도흡연하는분들
은 올해가 가기 전에 보건

소와 함께 금연에 나서 보

길권해본다. [생략]

50%를 차지하며 금연을

받을수있다.
흡연자의 흡연율은 1998
년 66.3%에서 2001년
60.9%, 2017년 38.1%로
감소하고 있는데, 흡연자
는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

향을 미치며, 흡연하는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보건소와 함께 금연에

나서보길권해본다.

담배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남성사망자의 12% ,
여성 사망자의 7%를 차지
하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
가 지속될 경우 2030년까
지 담배로 인한 사망자 수

는매년약 1000만명에이
를것으로예상되고있다.

흡연자 본인의 심장 기능

저하 가능성을 25˜35% 증
가시키고 천식을 가진 성

인 또한 간접 흡연하게 되

면 폐 기능 심각한 저하를

야기하며장기적으로폐암

발생 위험을 20˜30% 높이
는 등 주변 사람의 건강

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

에 흡연자는 올해 가기 전

에 보건소와 함께 금연하

길권한다.

tics, pp. 7871–7880, Jul. 2020. [Online]. Available:

https://aclanthology.org/2020.acl-main.703

[6] K. Song, X. Tan, T. Qin, J. Lu, and T.-Y. Liu, “Mass:

Masked sequence to sequence pre-training for language gen-

eration,” 2019.

[7] C. Raffel, N. Shazeer, A. Roberts, K. Lee, S. Narang,

M. Matena, Y. Zhou, W. Li, and P. J. Liu, “Exploring the

limits of transfer learning with a unified text-to-text trans-

former,” 2020.

[8] B. Bi, C. Li, C. Wu, M. Yan, W. Wang, S. Huang,

F. Huang, and L. Si, “PALM: Pre-training an au-

toencoding&autoregressive language model for context-

conditioned generation,” Proceedings of the 2020 Confer-

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MNLP), pp. 8681–8691, Nov. 2020. [Online]. Available:

https://aclanthology.org/2020.emnlp-main.700

[9] J. Devlin, M.-W. Chang, K. Lee, and K. Toutanova, “Bert: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 2019.

[10] A. Radford and K. Narasimhan, “Improving language under-

standing by generative pre-training,” 2018.

[11] A. Radford, J. Wu, R. Child, D. Luan, D. Amodei, and

I. Sutskever, “Language models are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s,” 2019.

[12] 홍승연, 나승훈, 신종훈, and이종길, “Bart를이용한한국어

자연어처리: 개체명 인식, 감성분석, 의미역 결정,” 제 32회

한글및한국어정보처리학술대회, pp. 172–175, 2020.

[13] 민진우, 나승훈, 신종훈, and 김영길, “Roberta 를 이용한 한

국어자연어처리: 개체명인식,감성분석,의존파싱,”한국정

보과학회학술발표논문집, pp. 407–409, 2019.

[14] 임승영,김명지, and이주열, “Korquad: 기계독해를위한한

국어 질의응답 데이터셋,”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 539–541, 2018.

[15] 이동헌,박천음,이창기,박소윤,임승영,김명지, and이주열,

“Bert 를 이용한 한국어 기계 독해,”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

표논문집, pp. 557–559, 2019.

[16] 박은환,나승훈,김태형,최윤수, and장우성, “Spanbert를이

용한한국어 자연어처리: 기계 독해, 개체 연결, 의존 파싱,”

한국정보과학회학술발표논문집, pp. 460–462, 2021.

[17] C.-Y. Lin, “ROUGE: A package for automatic evaluation

of summaries,” Text Summarization Branches Out, pp.

74–81, Jul. 2004. [Online]. Available: https://aclanthology.

org/W04-1013

4- 504 -

https://aclanthology.org/2020.acl-main.703
https://aclanthology.org/2020.emnlp-main.700
https://aclanthology.org/W04-1013
https://aclanthology.org/W04-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