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530 -

어휘 사전에 없는 단어를 포함한 문서의 요약문 생성 방법

이태석O, 강승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민대학교

tsyi@kisti.re.kr, sskang@kookmin.ac.kr

Summary Generation of a Document with Out-of-vocabulary Words

Tae-seok LeeO,  Seung-Shik Kang

KISTI, Kookmin University

요  약

문서 자동 요약은 주요 단어 또는 문장을 추출하거나 문장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요약한다. 최근 연구에서
는 대량의 문서를 딥러닝하여 요약문 자체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추출 요약이나 생성 요약 
모두 핵심 단어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습할 때 각 단어가 문장에서 출현한 패턴으로부터 의
미를 인식하고 단어를 선별하여 요약한다. 결국 기계학습에서는 학습 문서에 출현한 어휘만으로 요약을 
한다. 따라서 학습 문서에 출현하지 않았던 어휘가 포함된 새로운 문서의 요약에서 기존 모델이 잘 작동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단계에서 출현하지 않은 단어까지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요
약문을 생성할 수 있는 신경망 모델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문서 자동 요약, 딥러닝, 신경망 모델, 핵심단어 학습

1. 서론
생성 요약은 문서의 문장과 단어를 순차적으로 학습하

는 방법으로 입력 문서에 대응한 요약 문서를 학습한 모

델을 사용한다. 대량의 사례를 학습함에 따라 유사한 내

용이나 구조의 문서에 대해 요약문을 생성하기 위한 숨

겨진 패턴을 학습하게 된다. 이때 문장의 생성 규칙인 

문법적인 정보와 의미적인 정보가 함께 학습된다. 이때 

적용하는 신경망 모델은 언어처리에 적합한 순차정보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모델을 사용한다[1,2,3]. 본 논

문에서는 제시한 생성 요약 모델은 미확인 단어 출현을 

학습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미확인 단

어의 중요도에 따라 자동으로 요약문 생성에 추가하거나 

제외함으로써 요약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장 많이 쓰이는 추출방식의 요약은 각 어휘들이 출

현한 위치와 주변 단어의 관계로부터 중요도를 계산한

다. 특히 단어의 품사와 문법적인 구조를 함께 반영함으

로써 보다 명확한 중심단어와 문장을 식별한다. 학습 데

이터로부터 각 문장과 단어의 쓰임에 따라 유사성을 기

반으로 하여 중심 주제를 분리하고 가장 중요하게 쓰인 

단어와 문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요약을 수행한다. 이

때 쓰이는 방법으로 TF-IDF를 통한 점수화를 하고 단어 

문서 행렬을 만들어 고유값 분해를 통해 중심 성분으로 

차원 축소를 실행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워드 임베딩은 

각 단어의 주변단어를 입력 또는 출력하는 신경망 모델

을 사용하여 단어의 특성을 표현하는 워드 벡터를 계산

함으로써 중심 단어와 문장을 식별한다[4,5].

2. 학습 데이터 수집 및 구축
요약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는 입력문서에 대응하는 요

약문서의 집합이다. 입력문서는 뉴스 기사와 같이 여러 

문단으로 나누어진 문장과 단어로 구성된다. 요약문서는 

입력문서의 일부 문장과 단어로 구성된 짧은 문장의 문

서이다. 미확인 단어를 인식하는 요약 방법에서는 추가

적으로 입력문서와 함께 핵심단어 목록이 필요하다. 핵

심단어는 요약문서에 쓰일 수도 있고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 요약 문장에서 쓰인 단어와 쓰이지 않은 단어에 

대한 패턴을 학습한 모델을 사용하여 미확인 단어가 포

함된 입력문서를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모델생성에 필요한 핵심단어까지 제공하는 한글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논문의 

제목, 초록, 저자키워드를 이용하여 요약문서, 입력문

서, 핵심키워드로 대응하여 학습하는 방법으로 학습 데

이터를 생성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하는 

NDSL 웹(http://www.ndsl.kr)에서 정보과학회 논문 중 

초록과 키워드가 있는 논문 4,707건을 수집하였다. 논문

의 제목, 초록, 키워드를 한 행에 한 개의 데이터로 변

환하였다. 각 필드는 publisher(데이터 출처 코드), 

abstract(논문 제목), article(논문 초록), 

oov_keywords(저자 키워드)로 구분하였다.

문서 시작과 끝은 <d>, </d> 태그로 표시하고, 문단의 

시작과 끝은 <p>, </p> 태그로 표시하였다. 또한 문장은 

<s>, </s> 태그로 표시하였다. 논문의 초록은 대부분 문

단이 이 없으므로 <d>, <p> 태그는 한번만 사용하고 문

장은 마침표를 기준으로 <s> 태그를 추가하였다. 각 필

드는 탭으로 구분하였다.

3. 신경망 모델
자동 요약을 위해 사용한 모델은 LSTM 셀을 쓰는 

sequence to sequence 모델이다. 이 모델은 순차정보에 

대해 인코딩 단계와 디코딩 단계로 나뉜다. 입력 문서에 

있는 각 문장의 단어를 순차적으로 입력 받아 입력 문서

를 벡터로 표현하는 것이 인코딩 과정이다. 인코딩 단계

의 최종 히든 상태를 초기 값으로 시작하여 요약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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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어를 순차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디코딩 과정이다. 

이 과정을 보이는 것이 <그림 1>의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다.

<그림 1>에서 인코딩은 양방향 동적 RNN 

(Bidirectional Dynamic Recurrent Neural Network)을 

사용하여 각 타임 스텝마다 양방향 출력을 합쳤고 양방

향의 최종 히든상태는 디코딩 각 은닉층에 대응한다. 은

닉층은 여러 개의 LSTM 층을 가지기 때문에, 인코딩 단

계의 경우 정방향과 역방향 계층을 동일하게 두거나 어

느 한쪽을 더 많이 둘 수 있지만, 인코딩 단계 양방향 

총 계층 수와 디코딩 단계 총 계층 수는 같게 한다.

그림 1. 포인팅을 이용한 미확인 단어 채택

미확인 단어 출현에 대비한 학습은 핵심단어에 대해서 

<unk> 토큰으로 바꾸어 입력하여 학습모델을 생성함으로

써 테스트 할 때 요약 문장에서 <unk> 단어가 출현하도

록 하였다. <그림 1> 예에서 y2가 <unk>로 생성됨과 동

시에 가장 영향도가 큰 입력 단어의 두 번째를 포인팅 

함으로써 미확인 단어 x2를 요약 문장의 단어로 생성하

는 것이다. N은 전체 인코딩 타임 스텝수이다. x는 입력

단어, y는 출력단어, P는 입력단어 선택 번호, oe는 인

코딩 출력행렬, he와 hd는 신경망 은닉상태 행렬이다.

그림 2. Attention 계산 과정

미확인 단어에 대한 정확한 포인팅을 위해서는 어텐션

(attention) 계층이 필요하다. 어텐션 계층은 <그림 2>

와 같다. 디코딩 타임 스텝 t에서 
와 

를 입력하는 신

경망을 통해 적절한 가중치(a)를 계산하고 그 가중치에 

따라 출력값 를 조절한다. 디코딩의 어떤 타임 스텝에서 

전체 인코딩 정보 중 한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주어 

c(attention weighted context vector)와 a(attention 

weight)를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조절된 새로운 값(c)

은 디코딩 단계에서 단어를 생성할 때 쓰이고 다음 타임 

스텝의 입력이 된다.

4. 결론
문서 요약을 논문 초록과 논문제목, 저자의 키워드를 

통해 실험하였다. 특히 저자 키워드를 이용하여 주요 단

어의 출현에 대한 패턴이 학습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

였다. 현실적으로 보면 학습할 때 없던 단어가 입력 문

서에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모델은 <unk> 

토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전에 없는 단어로 요약문을 

생성하지 못한다. 제안한 모델의 경우 사전에 없는 단어

에 대해서도 입력 문서의 문맥에 따라 중요도를 평가한 

후 채택함으로써 해당 단어를 요약문으로 생성할 수 있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완성된 모델을 가지고 정

보과학회 논문을 학습하고 자연어 문장을 생성하는 문서

요약을 실험하고 평가한다면, 한글 문서에 대해 미확인 

단어를 선택적으로 생성 요약을 수행한 사례가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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