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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딥러닝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 및 구문을 어떠한 벡터 공간 상에 표현하기 위한 언어  모델이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이를 통해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감성 분석 및 문서 분류, 기계 번역 등의 분야가 진보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어 모델들은 텍스트에 나타나는 단어들의 일반적인 패턴을 학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문서 요약이나 스

토리텔링, 의역된 문장 판별 등과 같이 보다 고도화된 자연어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연구들의 경우 주어진 텍스트의 주제 및 

의미를 고려하기에 한계점이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LSTM 모델을 변형하여 문서 

주제와 해당 주제에서 단어가 가지는 문맥적인 의미를 단어 벡터 표현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 학습 모델을 제안하고, 
본 제안 모델이 문서의 주제를 고려하여 문장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키워드: 문서 주제(document topic), 단어 문맥(word context), 언어 학습 모델(language model), LSTM(Long Short 
Term Memory), 문장 생성(text generation)

I. Introduction

텍스트를 이용한 하는 감성 분석 및 문서 분류, 기계 번역 등의 

다양한 자연어 처리 및 텍스트 마이닝 연구는 단어 및 문장의 벡터 

표현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연구 분야에 적합하도록 단어 

벡터를 모델링할 필요성이 있다 [1, 2]. 
기존에는 단어의 벡터 표현을 위해 텍스트에서 등장한 단어의 

유무를 나타내는 Bag-of-words 벡터 표현이나 이에 TFIDF와 같은 

점수를 가중하는 Bag-of-words 응용 기법들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딥러닝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단어에 내재된 의미 

및 구문을 임의의 벡터 공간 상에 표현하는 언어 학습 모델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텍스트 

마이닝 연구들이 진보되었다 [3, 4, 5].
Cho [3]의 경우,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두 문장 간의 번역 

패턴을 학습하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제안하여 기계를 통한 문장 

생성 및 적절한 번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Tang [4]는 

제품의 댓글을 감성 분석하기 위하여 단어 벡터 모델링에 제품 정보를 

반영하는 언어 학습 모델을 제안하여 도메인에 적합한 단어의 벡터 

표현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부분의 언어 학습 모델들은 텍스트에 나타나는 

단어들의 일반적인 패턴을 학습하기 때문에, 문서 요약이나 스토리텔

링, 의역 문장 판별 등과 같이 보다 고도화된 자연어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5, 6, 7]. 예를 들어, 문서 

요약의 경우에는 주어진 문서의 주제와 그에 따른 단어의 문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일한 단어라도 어떤 주제의 문서에서 

등장했는지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서는 어떠한 의미적 연관성을 가진 일련의 문장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 요약 연구에서는 문서의 주제 및 단어의 

문맥이나 문장 간의 연결성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LSTM 모델을 변형하여 문서의 주제와 

특정 주제에서 단어가 가지는 문맥적 의미를 단어 벡터에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 학습 모델을 제안하고, 모델을 통해 

주어진 문서의 주제와 연관된 문장들을 자동적으로 생성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자연어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응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 기법의 배경지식인 

LSTM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주제에 따른 문장 자동 

생성을 위한 LSTM 기반 언어 학습 모델에 대해 기술하고, 이에 

대한 실험 방법 및 결과를 4장에서 기술한 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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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논의한다.

II. Long Short Term Memory (LSTM)

LSTM [8]은 시계열적 특성을 가진 데이터의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귀 인공 신경망 모델 중의 하나이다. 단일 

LSTM은 현재 시간의 은닉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 현재 시간의 입력 

벡터와 이전 시간의 은닉 벡터를 이용하며, 연속적인 입력에 대하여 

동일한 LSTM을 이용함으로써 어떠한 시계열적 패턴을 지닌 입력 

시퀀스의 특징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LSTM을 이용하여 

단어를 표현하는 여러 모델에 대해 설명한다.

1. One-to-one 모델

본 절에서는 LSTM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One-to-one 모델에 

대해 기술한다. 아래 그림 1은 이에 대한 구조를 보여준다. 

Fig. 1. One-to-one Model Structure

문서 내에 존재하는 임의의 단어 는 이전 단어  를 통하여 

예측되고, 다음 단어  는 이전 단어인 을 통해 예측된다. 

이와 같은 예측 과정의 반복을 통해 문서 내 모든 단어에 대해 모델링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단어의 확률은 아래 식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 

2. Many-to-one 모델

본 모델은 일련의 순서를 가진 context로부터 다음 단어를 예측한다. 
단어 벡터를 학습하기 위한 구조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Fig. 2. Many-to-one Model Structure

주어진 context의 크기가 일 때, context의 다음 단어 는 

이전에 등장한 단어들    를 통해 예측된다. 따라서 

한 단어를 표현하는 확률은  One-to-one 모델과 달리 아래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2) 

이와 같이 본 모델은 한 단어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전에 등장한 

context를 고려하기 때문에 단어들 간의 문맥적 의미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III. The Proposed Method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문서 요약에서 주제에 따른 문장 생성을 

위한 LSTM 기반 언어 학습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기술한다. 단어의 문맥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Many-to-one 모델을 

사용하며, 각 단어에 문서의 주제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문서 벡터를 학습하여 단어와 함께 사용한다. 아래 그림 3은 제안 

기법에 대한 전체 구조이다.

Fig. 3. Model Architecture

 

1. LSTM 기반 언어 학습 모델 생성

본 LSTM 기반 언어 학습 모델은 두 가지 유형의 입력이 존재한다. 
각각의 입력은 단어 또는 문서에 대한 고유의 식별자를 가지고 있는 

Embedding Matrix (EM)를 통하여 임의의 벡터 공간 상에 사상되며, 
문서를 위한 EM은 행렬 D, 단어에 대한 EM은 행렬 W로 표현된다. 
같은 주제를 가진 문서들은 동일한 문서 식별자를 부여하며, 모든 

단어는 개별 식별자를 지닌다. 

                  (3)

따라서 제안 모델에서 한 단어를 표현하기 위한 확률은 아래 식 

(3)과 같다. 각 문서 벡터는 주제의 의미가 반영된 벡터라고 할 수 

있으며, 각 단어 벡터는 문서 벡터의 영향을 받도록 학습되기 때문에 

주제에 따른 단어의 표현이 가능해진다.

2. 오차 함수 설계

모델의 학습은 각 시간에 예측된 단어와 실제 정답  간의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수행하며, 본 논문에서는 오차를 계산하기 위해 

Cross Entropy 를 사용한다. 는 정답과의 차이는 적게하고, 
정답이 아닌 것과의 차이는 크게 만드는 오차 함수로, 이는 다음 

식 (4)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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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ln  (4)

IV. Experiment

1. 실험 데이터 및 구성

실험 데이터는 Document Understanding Conference(DUC)1)에

서 제공하는 DUC 2002와 DUC 2004를 사용한다. 각 데이터셋은 

특정 주제에 대한 여러 다중 문서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데이터셋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 표 1과 같다. 

Table 1. Dataset Description

DUC 2002 DUC 2004

주제 수 59 50

주제별 평균 문서 수 9.6 10

전체 문장 수 25,496 15,177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는 두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였으며 context의 

단위를 10으로 설정하였을 때 총 입력 시퀀스의 수는 507,052개 

이며, 총 단어의 개수는 44,065 개이다. 모델의 파라미터는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하여 은닉 노드의 차원은 1024, epoch는 50으로 

설정하였다

2. 실험 방법 및 결과

실험에 사용된 baselines으로는 2장에서 소개된 두 모델을 사용하

며, 두 모델과 Many-to-one 모델에 문서를 결합한 제안 모델을 

비교 실험하였다.
아래 표 2는 각 모델에 대한 학습 Loss와, 주어진 단어에 대한 

다음 단어의 예측 정확도(Accuracy)에 대한 결과이다.

Table 2. The result of Loss and Accuracy

Model Loss Accuracy

One-to-one Model 5.5468 18.07

Many-to-one Model 1.9951 63.86

Proposed Model 1.9399 64.51

기본 구조인 One-to-one 모델과 비교하여 Many-to-one 모델이 

예측에 있어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제를 

나타내는 문서 벡터를 함께 입력으로 준 제안 모델의 경우 일반적인 

Many-to-one 모델보다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DUC 제공하는 정답 요약문과 제안 기법이 

생성한 문장의 유사도를 비교한다. 평가를 위해 사용된 요약문은 

DUC 2004이며, 각 주제에 대한 요약문이 존재한다. 문장 생성을

위해 각 요약문의 첫 번째 문장을 본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문장이다.

1) http://www-nlpir.nist.gov/projects/duc/intro.html

아래 표 3와 같이 실험을 통해 제안 기법이 baseline에 비해서 

문장의 표현력, 주제와의 관련성의 측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단어의 문맥을 학습하지 못하는 One-to-one 모델의 

경우 특정 단어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제안 모델의 경우 

IMF라는 토픽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관련된 문장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Example summaries for a topic in DUC 2004

Topic IMF

Given sequence In an effort to stem the financial crisis in Brazil,

Summary1: One-to-one Model

 the two years in the two years in the two of the united nations, '' 

said the two of the two years in the united nations, '' said the united 

states and the two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nations, '' the 

united nations, '' the two years in the two years in the two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two of the 

Summary2: Many-to-one Model

 the president is expected to be a next next year, the latest election, 

a move to be a major theme of the american trade and industry. the 

companies is to the roughly of the most of the group, has said the 

information center of bin laden's case, the united states have become 

a `` a very important

Summary3: Proposed Model

 , which is expected to take the IMF's economy, '' the euro, said, “it 

is a very part,” he said. “i 'm going to do that the country's a day.” 

the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said, “i'm not a very 

concerned.” but he said that he would not vote on the final floor. the 

president of the palestinian army, was in the northern capital of the 

u.s.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기존 LSTM 모델을 변형하여 문서 주제와 해당 

주제에서 단어가 가지는 문맥적 의미를 단어 벡터 표현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 학습 모델을 제안하였고, 본 모델이 문서의 

주제를 고려하여 문장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본 모델이 보다 심층적인 자연어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모델 설계에 있어 보다 구조적인 접근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실험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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