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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SeqGAN 모델을 사용하여 한국어 시를 자동 생성해 보았다. SeqGAN 모델은 문장 생성을 
위해 재귀 신경망과 강화 학습 알고리즘의 하나인 정책 그라디언트(Policy Gradient)와 몬테카를로 검색
(Monte Carlo Search, MC) 기법을 생성기에 적용하였다. 시 문장을 자동 생성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로는 
사랑을 주제로 작성된 시를 사용하였다. SeqGAN 모델을 사용하여 자동 생성된 시는 동일한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되는 문제를 보였지만 한국어 텍스트 생성에 있어 SeqGAN 모델이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SeqGAN, 생성적 적대 신경망, GAN, 시 자동 생성, 문장 자동생성 

1. 서론

최근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신경망(Neural Network

s) 모델이 주목을 받으면서 기계 번역[1], 텍스트 분류

[2], 문장 자동 생성[3] 등 자연 언어 처리 분야에서 좋

은 성능을 보였다. 문장 자동 생성(Automatically Text 

Generation)은 사람이 작성한 문장과 유사한 문장을 기

계가 자동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문장 자동 생성 

연구에 있어 주된 방법은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

g)이었지만 최근 실제 문장을 모방하려는 연구로서 비지

도 학습이 주목받고 있다[3-5].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모델로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Generative Adversaria

l Networks; GAN)이 있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6]은 생성기(Generator)와 

판별기(Discriminator)로 구성되어 있다. 생성기는 실제 

데이터를 모방하여 거짓 데이터를 생성한다. 판별기는 

생성기에서 생성한 거짓 데이터가 얼마나 진짜 같은지를 

판단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생성기는 실제와 가까

운 데이터를 만들고, 판별기는 실제와 거짓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SeqGAN 모델[3]은 문장과 같은 토큰 열 생성을 위한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이다. 문장 생성을 위해 생성기

는 재귀 신경망과 강화 학습 알고리즘의 하나인 정책 그

라디언트(Policy Gradient)와 몬테카를로 검색(Monte Ca

rlo Search, MC) 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eqGAN 모델을 사용하여 한국어 시 문

장을 자동 생성해 보고자 한다.

2. SeqGAN 모델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은 생성기가 만들어낸 거짓 

데이터에 대해 이것이 얼마나 진짜 같은지를 판별기가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생성기를 반복하여 학습시키는 

모델이다.

이러한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을 토큰 열(sequence) 

생성에 적용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이유가 있다[3]. 첫째

로 일반적인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은 연속적인 실수 

값 범위를 가지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다. 실

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경우, 판별 결과를 이용해 출

력값이 약간 변화하도록 파라미터를 조정함으로써 생성

기가 더 나은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하

지만 단어와 같은 이산 데이터는 약간의 출력값 변화를 

통해 의미 있는 다른 단어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가 어

렵다[6].

또 다른 문제로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은 생성이 완

료된 결과만을 판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성기가 한 

번에 하나씩 열을 만들어 가는 경우, 매 단계에서 어떤 

토큰의 선택이 최종 열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도 가능해야 한다. 

SeqGAN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학습 알고

리즘의 하나인 정책 그라디언트와 몬테카를로 검색을 적

용한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이다. SeqGAN에서는 생성

기를 강화 학습에서의 정책(Policy)으로 정의하였다. 정

책은 주어진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어떤 상태(state)에서 

어떤 행동(action)을 취할지 결정한다. 이때 행동에 따

른 보상(reward)을 받게 되는데 정책 그라디언트 알고리

즘을 통해 각 상태에서 보상의 누적값이 최대가 되는 정

책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SeqGAN에서는 열이 완성된 최종 상태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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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1 Sequence Generative Adversarial Nets

Require: generator policy  ; roll-out policy  ; discriminato

r  ; a sequence dataset     
1: Initialize  ,  , with random weights  ,  .

2: Pre-train  using MLE on S

3:  ← 

4: Generate negative samples using  for training 
5: Pre-train  via minimizing the cross entropy
6: repeat

7: for g-steps do

8: Generate a sequence    = ( ⋯  ) ~ 
9: for t in 1 : T do

10: Compute            )
11: end for

12: Update generator parameters via policy gradient

13: end for

14: for d-steps do

15: Use current  to generate negative examples and

combine with given positive examples 
16: Train discriminator  for  epochs
17: end for

18:  ← 
19: until SeqGAN converges

그림 2. SeqGAN 알고리즘[3]

우 판별기의 출력값을 보상으로 사용한다. 미완성된 상

태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검색을 통해 남은 열을 샘플

링 하여 샘플링된 열의 판별기 출력값을 보상으로 추정

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 단계에서의 평가만 수

행하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의 단점을 극복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SeqGAN 모델을 사용하여 한국어 시를 

자동 생성해 본다. 그림 1은 시 생성을 위한 SeqGAN 모

델의 개요이다.

그림 1. SeqGAN 모델 개요

그림 2는 SeqGAN[3]의 알고리즘이다. 

생성기()는 시 문장 생성을 위해 LSTM(Long-Short 

Term Moemory) 모델을 사용한다. 판별기()는 실제 시 

문장과 생성한 시 문장을 구분하기 위해 컨볼루션 신경

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 모델을 사용한

다. 

미완성된 문장에 대해 보상을 주기 위해서는 몬테카를

로 검색을 이용해 남은 열을 샘플링하여 문장을 완성시

킨다. 따라서 미완성된 문장을 완성시키기 위한 정책 모

델()로 생성기와 같은 LSTM 모델을 사용한다.

생성기와 판별기를 서로 학습시키기 위해 그림 2의 6-

17번째 줄처럼 생성기와 판별기가 서로 반복하면서 학습

한다.

SeqGAN 모델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3]의 연구에서

는 생성기()와 판별기() 각 모델을 미리 학습시킨

다. 생성기()를 미리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습데이터 

S를 입력으로 하여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

imation; MLE)을 사용한다. 생성기를 미리 학습한 이후 

생성기에서 만들어낸 문장과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판별기()를 미리 학습한다. 정책 모델()은 생성기

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리 학습한 생성기의 

파라미터로 초기화하여 다음 토큰 열을 예측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용한다(그림 2의 2-5번째 줄).

3. 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SeqGAN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는 좋은글 사이

트1)에서 사랑을 주제로 작성된 시를 수집하였다. 수집

한 시의 총 개수는 7,653개이고 총 행의 개수는 142,261

개이다. 각 행은 평균 3.8어절로 구성되어 있다. 시 생

성을 위해 어절 단위로 나누어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였

다.

전처리 과정으로 각 행에서 모든 특수기호와 자음으로

만 쓰인 글자는 문장에서 제거하였다. 그리고 영어와 숫

자를 포함한 문장은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았다. 행

은 “<ENT>”, 문장의 마지막은 “<EOS>”를 구분자로 

사용하여 3개의 행을 합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학습 데이터는 문장의 어절 수가 구분자를 포함해 4어

절 이상 15어절 이하만 사용하였고 그 총 개수는 23,408

개이다. 학습 데이터의 총 어절 수는 271,280개이며 한 

문장의 평균 어절 수는 11.6어절이다. 

구축한 학습 데이터의 예시는 표 1과 같다.

사랑이 대책없는 한숨과 <ENT>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얼룩진

다 <EOS>

그리움이면 어떠하겠습니까 <ENT> 기다림이 숙성되어 <ENT>

언제까지나 당신과 <EOS>

표 1 . 학습 데이터 예시

4. 실험 환경 및 결과

4.1 실험 환경

모델의 생성기와 판별기를 학습할 때 사용한 파라미터

는 표 2와 표 3과 같다. 생성기의 임베딩 차원과 LSTM 

차원 그리고 판별기의 임베딩 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파

라미터들은 SeqGAN[3]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던 것

1) http://www.joung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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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한 시 실제 시

상위3위

물을 길으러 가셨구나

추위에 튼 엄마 손

참 견디기 힘든 날입니다

오늘도 목마른 사랑앞에

그리움은 눈물로

발 아래 드리우고

사랑의 얼굴로

오늘도 내

당신은 끝까지 가혹합니다

떠남 자체가 괴로운 것이 아니고

떠나려고 준비하는 그대를 보는 것이

언젠가는 떠나가겠지만

이제 그곳에

갈 수 없는 그 노인처럼

밤에 먼 하늘

오월의 창을 열면

아름답게 날아오는

저 종달새

하위3위

어떻게 보고프다고

푸른 주시는구나

아쉬움 남는다

원하는 바 아무 것도 없고

오직

자신 감당할수

쉼표도 아닌

마침표로 나 더

순결 속에

순수함으로 피운 선한

당신만 다시 돌아와 주신다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자신 있으니

한 번만 딱

곱게 칠한 너의 발톱

내일을 한 곳에서

그대 눈

화장실 거울 앞에서

표정을 연습하고

우연을 기대하는 것

표 4. 실험 평가 점수 상위 3개, 하위 3개의 시

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모델의 입출력 단위는 어절이며 

사용된 단어 수는 50,457개이다.

Generator

Parameter
Value

Embedding Dimension 300

Hidden Dimension 256

Pretrain Epoch 100

g-steps 1

Batch size 128

Optimizer Adam

Learning rate 1e-2

표 2. 생성기 파라미터

Discriminator

Parameter
Value

Embedding dimension 512

Pretrain epoch 50

d-steps / various k 5 / 3

Dropout 0.25

Batch size 64

Optimizer Adam

Learning rate 1e-4

(filter sizes,

# of filters)

(1, 100), (2, 200), (3, 200),
(4, 200), (5, 200), (6, 100),
(7, 100), (8, 100), (10, 100),
(12, 100), (13, 160), (15, 160)

표 3. 판별기 파라미터

4.2 실험 평가 기준

시는 일반적인 텍스트와 달리 문장 사이에 함축된 의

미가 존재하며 다양한 회화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객

관적 지표를 통한 정량적인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인 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어떤 시가 사람이 작성한 시인

지 또는 모델이 생성한 시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총 20명

의 평가자가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데이터는 실제 사

람이 작성한 시 데이터 100개와 모델이 자동 생성한 데

이터 100개를 혼합한 총 200개의 시 데이터를 사용하였

다. 평가를 위한 실제 시 데이터는 사람이 작성한 시를 

4-15 어절 길이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평가 

기준으로는 제시된 시 데이터가 사람이 직접 작성한 시

라고 판단될 때 1점, 모델이 자동 생성한 데이터라고 판

단될 땐 0점을 부여한다.

4.3 실험 결과

SeqGAN 모델은 학습 데이터와 같은 개수인 23,408개의 

시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데이터 중 중복되지 않는 데이

터의 개수는 8,876개이고, 이 중 학습 데이터와 중복되

지 않는 데이터의 개수는 7,120개이다. 생성된 데이터의 

단어 개수는 16,352개이다.

실험 평가 결과로 실제 데이터는 0.729의 평균점수를, 

모델이 생성한 시는 0.659의 평균점수를 받았다. 시 문

장이 문법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모델

이 생성한 시가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표 4는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3개의 

시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3개의 시이다. 상위 3

개의 시를 보았을 때 실제 시 문장과 모델이 생성한 시 

문장이 모두 온전한 반면 하위 3개를 보면 실제 시 문장

에 비해 모델이 생성한 시 문장은 문장 완성도가 떨어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은 SeqGAN 모델을 사용하여 한국어 시 문장을 

자동 생성해 보았다. 먼저 사랑에 관한 주제로 작성된 

한국어 시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시를 어절 단위로 나누

어 SeqGAN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

실험 결과를 통해 한국어 텍스트 생성에 SeqGAN 모델

이 적용 가능함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모델이 생성한 

시는 서로 동일한 구절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보

였다. 다양한 표현의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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