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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자동 문서 요약이란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분야의 한 과제로서, 자연어로 된 긴 문서가 주어졌을 때 문서의 중요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짧은 요약문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제를 

말한다. 

자동 문서 요약 시스템의 접근법으로서 문장 재작성 패러다임은 

문서 내의 중요한 문장들을 추출하고 각 문장을 다시 쓰는 방식으로 

요약문을 생성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중요한 내용을 고르는 일과 문장을 

생성하는 일을 나눔으로써 효과적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며 속도도 빠르다. 

하지만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문장 재작성 패러다임의 선행 연구는 

문장 수준의 학습 방법을 사용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는 학습시의 

목표 함수와 평가 방법 사이의 불일치를 야기하여 최적이 아닌 문장 

선택을 유도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장 수준의 학습이 아닌 요약 수준의 학습 

방법을 제시하여 학습시와 평가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평가 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최적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추출 요약 

시스템의 학습 방법이 갖고 있던 부최적(suboptimal) 문제를 해결하고 

전체 요약문 수준에서 문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모델의 성능 개선을 위해 전이 학습을 활용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ROUGE 스코어, 의미론적 유사도, 일반화 성능, 사람 평가 등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이 효과적이며 기존의 자동 문서 

요약 시스템보다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제안한 

모델과 학습 방법이 전반적인 요약 품질을 높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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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자연어처리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즉 자연어를 이용해 컴퓨터와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다루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다.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번역, 질의응답 

시스템, 챗봇(chatbot), 문서 요약 등의 자연어처리 분야가 눈에 띄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자동 문서 요약은 자연어처리 분야의 한 과제로서 문서 내의 

중요한 정보를 보존하면서 긴 문서를 짧은 요약문으로 압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 정보 기술의 혁신에 의해 웹 문서를 비롯한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문서를 짧게 

요약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자동적인 문서 요약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동 요약 기술을 통해 사람이 문서 전체를 

읽는 대신 빠르게 핵심 내용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년에 걸쳐 자동 문서 요약의 여러가지 

패러다임이 제안되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추출(extractive) 

요약과 생성(abstractive) 요약이다. 추출 요약은 문서 내의 중요한 

문장이나 구절을 그대로 추출하여 요약문을 구성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생성 요약은 구문을 바꾸고 문장을 재구성하여 요약문을 작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요약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생성 요약 

시스템에 추출 요약 기법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hybrid) 방법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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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되었다.  

하이브리드 방법의 하나인 문장 재작성(sentence rewriting)[1] 

패러다임은 사람이 문서를 요약하는 방법을 모사하여 중요한 문장을 

추출한 후 이를 재구성하고 구문을 다시 쓰는 과정을 통해 요약문을 

작성한다. 이러한 방법은 문서 내의 중요한 정보를 고르는 일과 문장을 

실제로 작성하는 일을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요약문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병렬적인 문장 생성이 가능하여 요약 속도가 빠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문장 재작성 방법의 선행 연구는 그동안 두 가지 

한계로 인해 제한된 성능을 보였다. 첫째, 기존 모델의 

추출기(extractor) 성능이 단순한 베이스라인(baseline)보다 낫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성능이 제한되었다. 둘째,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목적 함수가 요약문 수준이 아닌 문장 수준으로 정의되어 

학습시와 평가시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전체적인 요약문 수준에서의 

최적화를 수행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과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추출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Transformer)[2]를 이용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는 여러 자연어처리 분야 과제에서 큰 성능 

향상을 달성하며 모델 설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고려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발전된 모델을 이용해 자동 문서 요약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학습시와 평가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요약문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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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 요약 수준 학습 기법을 제안한다. 이는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을 통해 요약 수준의 평가 방법을 

직접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요약 수준의 

평가는 전체 요약문을 완성하고 난 후 한 번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문장 

수준의 학습에 비해 학습 신호가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모델의 학습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보상 형성(reward shaping)[3] 

기법을 활용해 각 문장 선택 시점의 중간 보상을 정의했다. 이러한 

변형은 학습 신호를 문장 개수만큼 늘리면서도 여전히 요약 수준의 

최적점을 유지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과 학습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ROUGE 

스코어, 의미론적 유사도, 일반화 성능, 사람 평가,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문장 재작성 

방법과 비교해 일관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여러 평가에서 기존의 

최고 성능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로써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다른 자동 문서 요약 시스템에 비해 더 낫거나 경쟁력 

있음을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의 자동 문서 요약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모델과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자동 문서 요약 

시스템이 생성하는 요약문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성능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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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자동 문서 요약을 위한 기존의 딥러닝 기반 방법론을 

소개한다. 1절에서는 일반적인 자동 문서 요약 기법을 추출 요약과 생성 

요약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2절과 3절에서는 각각 강화 학습과 전이 

학습을 사용하여 자동 문서 요약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킨 기존의 

연구를 소개한다. 

 

2.1 자동 문서 요약(Automatic Text Summarization) 
 

자동 문서 요약은 문서의 핵심 내용을 유지하여 본래의 문서보다 

짧은 요약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동 문서 요약 방법은 크게 

추출 요약과 생성 요약으로 분류된다[4]. 

딥러닝 기반의 자동 문서 요약 모델은 대개 인코더-

디코더(encoder-decoder) 구조를 사용한다. 인코더(encoder)는 

문서를 의미가 담긴 벡터(vector)로 변환하고, 디코더(decoder)는 이 

벡터로부터 요약문을 작성한다. 문자열을 다루기 위해 인코더와 

디코더는 보통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 혹은 

트랜스포머(Transformer)[5]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때 디코더가 문서 

내의 문장 혹은 어절을 그대로 출력하는 경우 추출 요약 모델에 

해당하고 새로운 문자열을 생성하여 요약문을 작성하는 경우 생성 

요약에 해당한다. 

 



 

 

 

 

 

 

 

 

5 

2.1.1 추출 요약(Extractive Summarization) 
 

추출 요약 시스템은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들을 식별하고 

이들을 추출하여 요약문을 작성한다. 딥러닝 기반의 추출 요약 시스템은 

이를 일종의 문장 분류(sentence classification) 문제로 다룬다[6-8]. 

즉, 어떠한 문장이 요약문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혹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지를 각 문장별로 이진 분류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따로 

디코더를 두지 않고 인코더만으로 각 문장별 벡터 표현을 생성하여 이 

벡터 각각에 대해 이진 분류를 수행한다. 따라서 문장의 중요성은 

비교적 독립적으로 판단되며 예측 확률을 이용해 각 문장의 중요도를 

순위 매길 수 있다. 

추출 요약을 수행하는 또 다른 방법은 디코더를 이용하여 

순서열(sequence)의 형태로 문장을 출력하는 것이다[1, 9, 10].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모델은 포인터 네트워크(pointer network)[11]를 

사용하여 인코더를 통해 출력된 각 문장별 벡터를 매 시간 단계(time-

step)마다 하나씩 요약문에 포함시킨다. 순서열을 다루기 위해 

디코더에는 순환 신경망이 주로 사용된다. 이로써 매 시간 단계에서 

문장을 출력할 때 앞서 출력한 문장 혹은 모델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추출 요약 시스템으로서 순서열 형태의 출력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추출 문장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전체 요약문 

수준의 성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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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생성 요약(Abstractive Summarization) 
 

생성 요약 시스템은 문서의 주요 표현을 그대로 추출하는 대신 

새로운 문장을 생성함으로써 요약문을 작성한다. 문서에서 문장을 

그대로 추출할 경우 해당 문장은 앞뒤 문맥이 파괴되므로 단일 요약 

문장으로서 어색한 문장일 가능성이 높다. 생성 요약 시스템은 이러한 

추출 요약기의 단점을 보완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딥러닝 기반의 

인코더-디코더 형태의 모델에서 디코더는 본래 문서에서 문장을 

추출하는 대신 새로운 문장을 생성한다. 초기에는 순환 신경망을 사용한 

시퀀스-투-시퀀스(sequence-to-sequence) 형태의 모델에 주의 

방법론(attention mechanism)을 추가한 종단형(End-to-End) 모델이 

제안되었다[12-15]. 또한 미등록 음절 처리를 위해 복사 방법론(copy 

mechanism)이 적용된 Pointer-generator Network[15]이 제안되면서 

딥러닝 기반 생성 요약 시스템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추출 

요약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했다. 이는 생성 요약의 경우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가려내는 일만 수행하는 추출 요약과 달리 문장 

그림 1 간략화된 문장 재작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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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까지 수행해야 하므로 보다 복잡한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생성 요약 시스템에 추출 요약 기법을 도입한 

하이브리드(hybrid) 모델이 제안되었다[1, 16, 17]. [1]은 중요한 

문장들을 먼저 추출한 후 이를 다시 쓰는 방법을 제안했고, [16]은 문장 

수준의 주의 분포(attention distribution)와 단어 수준의 주의 분포를 

혼합하는 방법을 선보였으며, [17]은 중요한 구절을 추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요약문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들은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골라내는 작업과 문장을 생성하는 작업을 나눔으로써 효율적으로 

요약문을 작성하여 생성 요약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생성 요약 시스템으로서 중요한 문장을 먼저 

추출하고 이를 다시 쓰는 문장 재작성(sentence rewriting)[1, 18]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사람이 요약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모사하여 

효과적으로 요약문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종단형(End-to-End) 생성 

요약 시스템과 비교하여 연산량을 크게 줄임으로써 요약문 작성 속도를 

크게 향상시킨다. 그림 1은 이 과정을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이 방법론의 모델은 크게 추출기(extractor)와 생성기(abstractor)로 

그림 2 문장 재작성의 강화학습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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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추출기는 문서에서 중요한 문장들을 골라 추출하고 

생성기는 추출된 각 문장을 요약문에 어울리도록 재작성한다. 또한 

추출기와 생성기 사이의 연결을 위해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이 사용된다. 즉, 추출기가 문장을 추출하고 생성기가 이를 

다시 쓴 후 평가 방법에 따라 점수를 구해 이를 보상(reward)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추출기는 이어지는 생성 단계를 고려하여 

문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는 강화학습 단계의 학습 신호를 

점선으로 표현한다. 강화학습은 다음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2.2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은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과 달리 입출력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 기대 보상(expected 

reward)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분야에서 강화학습은 주로 

미분 불가능한 평가 방법에 대해 직접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강화학습은 기본적으로 지도학습을 가정하지 않으므로 보상만 정의하면 

이를 최적화하도록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 경사법(policy 

gradient)은 딥러닝에서 흔히 사용되는 경사 하강법(gradient 

descent)을 그대로 사용하여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문서 요약 시스템에서 강화학습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초기에는 주로 생성 요약 시스템에 강화학습 기법을 적용하는 시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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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19-22]. 이들은 자연어 생성(natural language generation) 

시스템이 흔히 겪는 문제 중의 하나인 노출 편향(exposure bias)[19, 

23]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강화학습을 도입했다. 또한 문서 

요약 시스템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방법인 ROUGE 

스코어[24]에 대해 직접적인 최적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후 [1, 7]은 

같은 동기에서 추출 요약 시스템에 강화학습을 적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7]와 [1]이 문장 수준의 학습 또는 예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한 요약 수준의 강화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요약 수준의 학습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3, 20]에서 제안된 보상 형성(reward shaping) 기법을 사용한다. 

이 내용은 3장에서 다뤄진다. 

 

2.3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 
 

전이학습은 특정 환경에서 만들어진 학습 모델을 다른 비슷한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도움이 

된다. 보통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하고자 하는 과제(target task)의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이와 유사한 데이터를 이용해 사전 학습하여 

기본적인 특징값(feature)을 학습한 후 본래 과제에 적용하여 

추가학습을 진행한다. 최근에는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트랜스포머(Transformer)[5] 언어 모델(language model)을 사전 

학습하여 여러 과제에 적용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어 큰 성과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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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5-30]. 

이에 따라 문서 요약 시스템에도 사전 학습된 언어모델을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31-34]. 특히 BERT[26]를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추출 요약과 생성 요약 모두에서 BERT를 

전이학습 하는 방법이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전 학습된 

언어모델은 문장을 생성하는 디코더보다 주어진 문서를 이해하는 

인코더로 사용되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추출기의 인코더에 사전 학습된 언어모델을 도입하여 

하이브리드 모델에 전이학습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것이 

효과적임을 실험을 통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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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요약 수준 학습 
 

3장에서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요약 모델과 학습 기법을 제안한다. 

1절에서는 기존의 요약 시스템이 갖는 한계점을 모델과 학습 방법 

측면에서 다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절에서는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활용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요약 모델을 제안하고, 3절에서는 

요약 수준의 학습 기법을 제안한다. 

 

3.1 기존 연구의 한계점 
 

하이브리드 요약 시스템으로서 문장 재작성(sentence rewriting) 

방법은 종단형(End-to-End) 생성 요약 시스템과 비교하여 훨씬 빠른 

출력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추출 요약 시스템의 좋은 성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기존의 문장 재작성 방법은 모델과 학습 

방법에 있어서 각각 한계를 가진다. 

 

3.1.1 모델 성능 
 

문장 재작성 방법의 전반적인 성능은 추출기에 의해 결정된다. 

추출기만이 본문의 내용을 볼 수 있고 생성기는 추출기가 선택한 

문장들의 내용은 유지한 채 표현만 바꾸기 때문이다. 사실상 요약문의 

내용은 대부분 추출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문장 재작성 방법[1]에 사용된 추출기의 단일 성능은 훌륭하지 못하다. 

즉, [15]이 제안한 추출 요약기의 베이스라인(baseline)과 비교하여 

낫다고 보기 어려우며 최근 비약적으로 향상된 성능의 추출 요약기[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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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구체적인 성능 차이는 4장에서 실험을 

통해 보인다. 또한 추출기의 성능상의 한계는 전체 모델의 성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추출기의 성능 향상이 전체 모델의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4장에서 다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새로운 추출기 모델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요약 성능이 향상됨을 보인다. 

 

3.1.2 학습 방법 
 

딥러닝 기반의 추출 요약 모델을 학습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정답 

요약문을 이용해 추출 오라클(oracle)을 만든 후 이를 마치 정답으로 

간주하여 학습하는 것이다. 추출 오라클이란 문서 내의 문장들을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요약문 중에서 가장 높은 ROUGE 스코어를 

가진 요약문을 뜻한다. 이때 문서 내의 문장 수가 n이면 가능한 모든 

조합은 2n 개이므로 하나의 문서당 2n 번 ROUGE 스코어를 연산해야 

한다. 영어 문서 요약 데이터셋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CNN/Daily 

Mail 코퍼스의 경우 문서의 평균 문장 개수가 29.74개 정도이므로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 추출 오라클을 만드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연구는 탐욕 탐색(greedy search)[6, 8], 문장 수준 탐색[16, 

35], 제한된 문장 수 내에서의 탐색[10] 등의 방법으로 최적이 아닌 

오라클을 만든다. 

이러한 학습 방법은 최적이 아닌 정답을 사용하므로 딥러닝 모델을 

최적으로 이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소적합(underfitting)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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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할 수 있다. 추출 오라클에 포함된 문장들에 대해서만 예측 확률이 

높아지도록 학습되고 다른 문장들은 무시되기 때문이다. 문장의 

중요성은 정도의 차이를 갖기 마련이지만 이러한 정보는 학습되지 

못하고 오라클에 포함된 문장과 포함되지 못한 문장의 이분법적 

구분만이 학습된다. 또한 학습 목적 함수(objective function)와 평가 

함수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오라클을 정답 레이블로 하여 학습할 

때는 주로 크로스-엔트로피(cross-entropy) 손실 함수가 사용되지만 

작성된 요약문을 평가할 때는 ROUGE 스코어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 방법은 딥러닝 모델을 평가 함수에 대해 최적으로 

이끌지 못한다. 

위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로 강화 학습이 사용된다[1, 7, 36]. 

강화 학습 기법으로서 정책 경사(policy gradient) 방법은 미분 

불가능한 평가 함수에 대해서도 경사 하강법(gradient descent)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ROUGE 

스코어를 직접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작성된 요약문에 대해 모두 

보상(reward)을 정의할 수 있으므로 과소적합 문제를 완화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우선 [1, 36]은 요약문 수준의 

ROUGE 스코어가 아닌 문장 수준의 ROUGE 스코어를 사용한다. 

이들은 정답 요약문에 포함된 각 문장에 대해서 가장 높은 ROUGE 

스코어를 갖는 문장을 선택하도록 모델을 학습한다. 이러한 방법은 

여전히 모델을 최적으로 이끌지 못한다. 문장 수준에서 좋은 문장들을 

모아 놓는다고 해서 좋은 요약문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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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의 최적과 전체 요약 수준에서의 최적은 같지 않다. 문장들 

사이에 중복되는 내용이나 서로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장에서 문장 수준의 최적과 요약 수준의 최적이 갖는 

구체적인 성능 차이를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이에 반해 [7]은 요약 수준의 ROUGE 스코어를 보상으로 

사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들은 제한된 개수의 문장들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요약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을 

행동(action)으로서 정의하고, 학습 후에는 ROUGE 스코어가 높은 

요약문에 많이 등장했던 문장의 출력 확률이 높아지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여전히 문장 간의 중복이나 조화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 

평가시에는 여전히 문장 수준에서 예측하기 때문이다. 만약 두 개의 

중복된 내용을 가진 문장이 있고 그 문장이 중요한 내용을 포함한다면, 

두 문장은 모두 출력 확률이 높아지고 요약문에 두 문장이 모두 포함될 

확률도 높아진다. 

따라서 기존의 딥러닝 기반 추출 요약 시스템은 요약 수준의 

학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최적이 아닌 오라클을 사용하거나 문장 

수준의 학습 또는 예측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요약문 수준의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자동 문서 

요약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3.2 모델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문서 요약 시스템은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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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 모델로 구성된다. 추출기와 생성기가 그것이다. 추출기는 

입력 문서를 읽고 중요한 문장들을 골라낸다. 그 후 생성기는 각각의 

추출된 문장들을 다시 쓴다. 이를 정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𝑛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문서 𝐷는 𝐷 = {𝑠1, 𝑠2, ⋯ , 𝑠𝑛}로 표현한다. 이 

문서에서 𝑚개의 단어로 구성된 𝑖  번째 문장은 𝑠𝑖 = {𝑤𝑖1, 𝑤𝑖2, ⋯ , 𝑤𝑖𝑚}로 

표현한다. 이때 𝑤𝑖𝑗 는 𝑠𝑖 에 포함된 𝑗 번째 단어를 의미한다. 추출기는 

𝐷 로부터 𝑘 개의 문장을 골라 𝐷 의 부분집합 �̂� = {�̂�1, �̂�2, ⋯ , �̂�𝑘|�̂�𝑖 ∈ 𝐷}를 

구성한다. 생성기는 �̂�  내의 문장을 각각 다시 써서 요약문 𝑆 =

{𝑓(�̂�1), 𝑓(�̂�2), ⋯ , 𝑓(�̂�𝑘)} 을 만든다. 이때 𝑓 는 문장을 다시 쓰는 함수를 

표현한다. 데이터셋 내의 정답 요약문은 𝑙개의 문장으로 구성되며 𝐴 =

{𝑎1, 𝑎2, ⋯ , 𝑎𝑙} 로 표현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문장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𝑆와 𝐴를 최대한 비슷하게 하는 것이다. 

 

3.2.1 추출기(Extractor) 
 

추출기는 인코더-디코더 형태의 모델로 구성된다. 인코더는 입력 

문서 𝐷를 문장 벡터의 집합으로 표현하여 𝐻 = {ℎ1, ℎ2, ⋯ , ℎ𝑛}를 만든다. 

이때 ℎ𝑖 는 𝐷  내의 𝑖 번째 문장에 대응되는 벡터 표현이다. 이어서 

디코더는 𝐻를 이용해 𝐷의 부분집합 �̂�을 추출한다. 

인코더는 BERT[26]를 도입하여 사전 학습된 벡터 표현을 

활용한다. 그런데 BERT는 단어 단위로 벡터 표현을 만들도록 

학습되었기 때문에 문장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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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이를 위해 [34]이 제안한 방법과 비슷하게 입력 시퀀스와 

임베딩(embedding)에 변화를 주었다. 본래 BERT는 ‘[CLS]’ 

토큰(token)을 이용하여 하나의 문장 혹은 문장의 쌍을 표현하는 

벡터를 만든다. 그런데 문서 요약의 경우 문서 내에 문장이 다수 

존재하므로 각각의 문장 앞에 ‘[CLS]’ 토큰을 삽입하여 각 문장의 벡터 

표현에 대응하도록 했다. 즉, 𝑖번째 ‘[CLS]’ 토큰에 해당하는 BERT의 

벡터 표현은 문서의 𝑖번째 문장 표현인 ℎ𝑖에 대응한다. 

추가적으로 각 문장을 구별하기 위해 각각의 문장의 뒤에 ‘[SEP]’ 

토큰을 삽입하고 분절(segment) 임베딩을 추가했다. 분절 임베딩은 

𝑠𝑖마다 𝑖의 홀짝 여부에 따라 𝐸𝐴  혹은 𝐸𝐵를 할당했다. 예를 들어, 다섯 

개의 연속적인 문장 𝑠1, 𝑠2, 𝑠3, 𝑠4, 𝑠5가 있을 때 𝐸𝐴, 𝐸𝐵, 𝐸𝐴, 𝐸𝐵 , 𝐸𝐴 의 순서로 

임베딩을 할당한다. 그리고 하나의 문장 내의 모든 단어는 같은 분절 

임베딩이 할당된다. 즉, 𝑤11, 𝑤12, ⋯ , 𝑤1𝑚에 𝐸𝐴, 𝐸𝐴, ⋯ , 𝐸𝐴가 할당된다. 그림 

그림 3 추출기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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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왼쪽 부분은 이러한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추출기의 디코더는 Pointer Network[11]를 사용하여 인코더가 

만든 각 문장의 벡터 표현을 통해 문서 내의 문장을 고른다. 디코더는 

LSTM[37]을 사용하여 매 시간 단계마다 하나의 문장을 고르며, 이때 

앞서 선택된 문장은 후보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자기 회귀적(auto-

regressive) 모델은 이전 시간 단계에서 고른 문장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문장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이전에 선택된 

문장과 내용상으로 중복되는 문장을 피하고 이전 문장과 어울리는 

문장을 고르게 한다[36]. 추출 문장의 예측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𝑢𝑡,𝑖 = 𝑣𝑚
⊤ tanh(𝑊𝑒𝑒𝑡 + 𝑊ℎℎ𝑖) 

𝑃(�̂�𝑡|𝐷, �̂�1, ⋯ , �̂�𝑡−1) = softmax(𝑢𝑡) 

 

이때 et는 다음과 같은 glimpse 연산의 출력이다. 

 

𝑐𝑡,𝑖 = 𝑣𝑔
⊤ tanh(𝑊𝑔1ℎ𝑖 + 𝑊𝑔2𝑧𝑡) 

𝛼𝑡 = softmax(𝑐𝑡) 

𝑒𝑡 = ∑ 𝛼𝑡𝑊𝑔1ℎ𝑖

𝑖

 

 

위의 식에서 𝑧𝑡 는 시간 𝑡 의 LSTM 디코더 은닉 상태(hidden 

state)이고, 모든 𝑊와 𝑣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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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생성기(Abstractor) 
 

생성기는 함수 𝑓 를 근사한다. 𝑓 는 추출기에 의해 선택된 문장을 

각각 압축하거나 다시 씀으로써 간결한 문장을 만드는 함수이다. 생성기 

역시 인코더-디코더 형태이며 주의 기반(attention based)의 시퀀스-

투-시퀀스(sequence-to-sequence) 모델[38, 39]을 사용한다. 이때 

주의 함수는 양선형 곱셈 함수(bilinear multiplicative attention 

function)[39]를 사용했다. 그리고 모델의 입력 단어 임베딩과 출력 

단어 임베딩을 공유하여 입출력의 언어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복사 방법(copy mechanism)[15]을 추가하여 학습 

데이터셋에 등장하지 않는 OOV(out-of-vocabulary) 어휘도 출력할 

수 있게 했다. 보통의 생성 요약 시스템은 coverage 메커니즘[15]을 

사용하여 같은 어절을 생성하지 않도록 유도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모델의 경우 각 문장을 

독립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어절이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3.3 학습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추출기와 생성기의 두 부분 모델을 

포함하고 있으며, 두 부분 모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동작하므로 

각각의 모델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각각의 부분 



 

 

 

 

 

 

 

 

19 

모델을 따로 학습할 경우 추출기는 이어지는 재작성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둘을 연결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추가적인 학습은 약한 지도학습(weak supervision) 문제[40]에 

해당한다. 

 

3.3.1 추출기 사전 학습 (Pre-training) 
 

자연어 생성과 같이 문제 공간이 복잡한 경우에 무작위로 초기화된 

정책으로부터 최적의 정책으로 수렴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19, 20].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1, 20] 크로스-엔트로피(cross-

entropy) 손실 함수를 사용하여 모델을 사전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추출기를 사전 학습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서 요약 시스템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셋은 

추출 요약에 대한 정답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에서 사용된 방식과 같이 탐욕 탐색을 이용해 추출 오라클을 만든다. 

즉, 문장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매번 요약문의 ROUGE 스코어를 

최대화하는 문장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최적의 오라클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추출기를 사전 학습하는 데에는 충분하다. 이를 

이용해 추출기는 다음과 같은 크로스-엔트로피 손실 함수를 

최소화함으로써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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𝐿ext = −
1

𝑇
∑ log 𝑃(𝑠𝑡

∗|𝐷, 𝑠1
∗, ⋯ , 𝑠𝑡−1

∗ )

T

t=1

  

 

여기서 𝑠𝑡
∗는 𝑡번째 생성된 오라클 문장을 뜻한다. 

 

3.3.2 생성기 학습 
 

생성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입력 문장과 정답 출력 문장의 쌍이 

필요하다. 생성기는 문장 수준의 재작성 과정을 수행하므로 정답 출력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 문장 수준 탐색을 사용한다. 정답 요약문의 각 

문장 𝑎𝑡에 대해 가장 유사한 문장 𝑠′𝑡는 다음과 같다. 

 

𝑠𝑡
′ = argmax𝑠𝑖

(ROUGEL
sent(𝑠𝑖, 𝑎𝑡)) 

 

이때 ROUGEL
sent 는 문장 수준의 ROUGE-LCS[24] 스코어를 

의미한다. 생성기는 보통의 시퀀스-투-시퀀스 모델과 같이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𝐿abs = −
1

𝑚
∑ log 𝑃(𝑤𝑗

𝑎|𝑤1
𝑎, ⋯ , 𝑤𝑗−1

𝑎 , Φ)

𝑚

𝑗=1

 

 

위의 식에서 𝑤𝑗
𝑎 는 정답 문장 𝑎𝑡 의 𝑗번째 단어를 의미하고, 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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𝑠𝑡
′의 인코딩된 표현을 의미한다. 

 

3.3.3 요약 수준 학습 
 

자동 문서 요약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가 방법인 

ROUGE 스코어를 직접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서 강화학습을 도입한다. 

이때 추출기는 강화학습 패러다임의 에이전트(agent)에 해당한다. 즉, 

추출기는 확률적인 정책(policy)를 사용하여 행동(action)으로서 추출 

문장 선택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보상(reward)을 받는다. 요약문의 

평가는 문장 수준이 아니라 요약 수준에서 이루어지므로 요약 수준의 

보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𝑅(𝑆) = ROUGEL
summ(𝑆, 𝐴) 

 

그런데 요약문에 대한 평가는 요약문을 완성하고 난 후 한 번만 

주어지게 되므로 각 문장 선택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학습 신호를 희박하게 만들어 학습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각 문장 

선택을 위한 보상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상 형성(reward shaping)[3] 기법을 활용한다. 먼저 매번 문장을 

선택할 때마다 현재까지 선택된 문장들을 이용해 불완전한 요약문을 

만들고, 이를 정답 요약문과 비교하여 ROUGE 스코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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𝑅({�̂�1}), 𝑅({�̂�1, �̂�2}), ⋯ , 𝑅({�̂�1, �̂�2, ⋯ , �̂�𝑘}) 

 

시간 단계 𝑡에 해당하는 보상 𝑟𝑡 는 연속된 ROUGE 스코어 쌍의 

차로 정의한다. 

 

𝑟𝑡 = 𝑅({�̂�1, �̂�2, ⋯ , �̂�𝑡}) − 𝑅({�̂�1, �̂�2, ⋯ , �̂�𝑡−1}) 

 

이는 시간 단계 𝑡에 선택한 문장 �̂�𝑡가 요약문의 ROUGE 스코어를 

증가 혹은 감소시킨 양을 의미한다. 이렇게 𝑅(𝑆)  대신 형성된 𝑟𝑡 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것은 최적의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3]. 여기에 

할인율(discount factor) 𝛾 를 적용하여 각 시간 단계에 대한 미래 

보상을 정의한다. 

 

𝑅𝑡 = ∑ 𝛾𝑡𝑟𝑡+1

𝑘

𝑡=1

 

 

추가적으로 가능한 행동으로서 ‘stop’을 추가하여 에이전트가 문장 

선택을 중단하고 요약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에이전트가 

‘stop’을 선택하면 해당 문서의 요약문에 문장을 추가하지 않고 끝낸다. 

이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ℎstop을 𝐻에 추가함으로써 구현한다. 이때 

ℎstop 은 ℎ𝑖 와 같은 크기의 차원을 갖는다. 추출기는 이 파라미터를 

이용해 3.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문장에 대한 확률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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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에 대한 확률을 연산한다. 

강화학습 방법으로는 선행 연구[1]와 같이 Advantage Actor 

Critic(A2C)[41]을 사용한다. 별도의 critic 네트워크를 두어 현재 상태 

𝐶𝑡 = (𝐷, �̂�1, ⋯ , �̂�𝑡−1) 에서의 가치(value) 함수 𝑉(𝐶𝑡) 를 추정하는 데에 

사용하고, 이를 다시 각 행동에 대한 이득(advantage)을 연산하는 데에 

사용한다. 이득 𝐴는 다음과 같다. 

 

𝐴(𝑠𝑖, 𝐶𝑡) = 𝑄(𝑠𝑖, 𝐶𝑡) − 𝑉(𝐶𝑡) 

 

이때 𝑄(𝑠𝑖, 𝐶𝑡) 는 현재 상태 𝐶𝑡 에서 𝑠𝑖 를 선택할 경우의 기대 

보상이다. 이 이득을 최대화하는 것은 매 시점에서 가장 기대 보상이 

높은 행동을 취하도록 한다.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샘플(Monte-Carlo sample)을 이용하여 기대 보상을 단일 샘플에 대한 

보상으로 치환하고(𝐴(𝑠𝑖, 𝐶𝑡) ≈ 𝑅𝑡 − 𝑉(𝐶𝑡)) 경사 하강법을 수행한다. 

 

∇𝜃𝜋
𝐿𝜋 ≈

1

𝑘
∑ ∇𝜃𝜋

log 𝑃(𝑠𝑖|𝐶𝑡) 𝐴(𝑠𝑖, 𝐶𝑡)

𝑘

𝑡=1

 

 

여기서 θπ 는 actor 네트워크(추출기)의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의미한다. 또한 critic 네트워크는 추정된 가치와 단일 샘플에 대한 보상 

사이의 차를 최소화하도록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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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𝜃𝜓
𝐿𝜓 = ∇𝜃𝜓

(𝑉(𝐶𝑡) − 𝑅𝑡)2 

 

여기서 𝜃𝜓는 critic 네트워크의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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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방법 및 결과 
 

4장에서는 앞서 제안한 모델과 학습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및 결과를 다룬다. 1절에서는 평가 대상 데이터셋과 평가 기준을 

소개한다. 2절에서는 실험 결과를 기본 성능 평가와 추가 성능 평가로 

나누어 보여준다. 

 

4.1 데이터셋과 실험 방법 
 

4.1.1 데이터셋 
 

문서 요약 시스템을 학습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셋이 공개되어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은 CNN/Daily Mail[42] 

데이터셋이며 이 외에도 New York Times(NYT)[43], XSum[44]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문서 다중 문장 요약에 집중하여 이에 

해당하는 CNN/Daily Mail과 New York Times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문서 요약 시스템을 학습한다. 사용 언어는 영어로 한정했다. 또한 

OOD(out-of-domain)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DUC-2002 데이터셋을 사용한다. 표 1은 사용된 데이터셋에 대한 통계 

정보를 보여준다. 

CNN/Daily Mail 데이터셋은 30만여 개의 뉴스 기사로 구성된다. 

CNN과 Daily Mail에서 제공하는 highlights를 해당 기사에 대한 정답 

요약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42]이 수행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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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train), 검증(validation), 평가(test) 데이터를 구분했다. 이는 

관련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또한 고유 명사를 

익명화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는 요약 시스템이 요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유 명사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데이터셋 정제를 위해 우선 스탠포드 CoreNLP[45]를 사용하여 각 

문서를 문장 단위로 분리했고 이어서 [15]와 같은 전처리 방법을 

사용했다. 

 

표 1 데이터셋의 종류와 통계 정보 

 

New York Times(NYT) 데이터셋도 뉴스 기사를 활용한 

데이터셋이다. 이 데이터셋의 전처리를 위해 [46]를 따라 학습, 검증, 

평가 데이터를 나누고 50단어 미만의 정답 요약문을 가진 문서는 

제거했다.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셋은 NYT50이라고 불린다. 

 CNN DailyMail NYT DUC-2002 

Train (# examples) 90,266 196,961 96,834  -     

Validation (# examples) 1,220 12,148 4000 - 

Test (# examples) 1,093 10,397 3,452 567 

Doc words (avg.) 760.50 653.33 800.04 583.94 

Doc Sentences (avg.) 33.98 29.33 35.55 25.75 

Summ words (avg.) 45.70 54.65 45.54 112.02 

Summ sentences (avg.) 3.59 3.86 2.44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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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2002 데이터셋은 567개의 문서와 정답 요약문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문서가 여러 개의 정답 요약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답 요약문 마다 하나의 쌍을 만들어 데이터셋을 

구성했다. 이 데이터셋은 CNN/Daily Mail 데이터셋을 이용해 학습된 

모델을 평가할 때에만 사용되고 학습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4.1.2 평가 기준 
 

제안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ROUGE[24] 스코어를 사용한다. ROUGE 스코어는 문서 요약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가 방법이다. 이는 생성된 

요약문과 정답 요약문 사이에 겹치는 단어의 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ROUGE-1, ROUGE-2, ROUGE-L 세 가지 방법이 대표적이다. 

ROUGE-1은 1-gram, ROUGE-2는 2-gram을 이용하여 겹치는 

정도를 파악한다. ROUGE-L은 LCS(longest common sequence)를 

이용해 겹치는 정도를 측정한다. 선행 연구들[1, 6, 15, 34]과 같이 전체 

길이의 요약문에 대해 어간 추출(stemming)을 수행하고 𝐹1  스코어를 

사용하여 점수를 매긴다. 

ROUGE 스코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가 방법이기는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지속적으로 ROUGE 스코어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47-

49]. 대표적으로 요약문의 길이와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49]에 따르면 ROUGE 스코어는 요약문의 길이를 

선형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ROUGE 스코어를 최적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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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략으로 요약문의 길이를 최적화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이는 좋은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과는 별개의 전략으로서 피해야 하는 전략이지만 

ROUGE 스코어는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따라서 ROUGE 

스코어를 요약문의 길이로 정규화 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49]. 본 

연구에서도 이를 사용하여 제안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다. 

또한 ROUGE 스코어는 단어 수준의 겹치는 정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요약문의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47, 

48, 50, 51]. 즉, 단어 수준에서는 겹치지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같을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하다. 단어의 순서가 바뀐 경우에 대해서도 

그것의 의미 변화를 제대로 수치화하지 못한다. 따라서 요약문의 

의미(semantic) 평가를 위한 별도의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제안된 BERTScore[52]를 평가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는 사전 학습된 Transformer 언어 모델을 활용하여 문서를 

문맥화하고 이를 이용해 정답 문서와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의미론적 벡터 표현을 사용하므로 앞서 언급한 ROUGE 스코어의 

한계를 보완한다. 

끝으로 요약문의 평가를 위해 사람 평가를 수행한다. 위에서 언급한 

기계적인 방식은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람이 

직접 요약문을 읽고 각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다. 아마존 Mechanical 

Turk를 사용하여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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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결과 및 분석 
 

자동 문서 요약 시스템의 성능 평가는 대부분 ROUGE 스코어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ROUGE 스코어를 이용한 성능 평가를 기본 

성능 평가로 다루고 다른 평가 방법(BERTScore[52], 사람 평가, 속도 

비교)을 활용한 성능 평가를 추가 성능 평가로 다룬다. 

 

표 2 CNN/Daily Mail 데이터셋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 비교 

 

모델 ROUGE-1 
Normalized 

ROUGE-1 
ROUGE-2 ROUGE-L 

추출 요약 시스템 

Lead-3[15] 40.34 1.35 17.70 36.57 

REFRESH[7] 40.00 1.35 18.20 36.60 

JECS[10] 41.70 - 18.50 37.90 

HiBERT[31] 42.37 - 19.95 38.83 

BERTSUMEXT[34] 43.25 1.50 20.24 39.63 

BERT-ext (proposed) 42.29 1.47 19.38 38.63 

BERT-ext+RL (proposed) 42.76 1.48 19.87 39.11 

생성 요약 시스템 

Pointer Generator[15] 39.53 1.33 17.28 36.38 

Inconsistency Loss[16] 40.68 - 17.97 37.13 

Sentence Rewrite (w/o rerank)[1] 40.04 1.39 17.61 37.59 

Sentence Rewrite[1] 40.88 1.46 17.80 38.54 

Bottom-Up[17] 41.22 1.52 18.68 38.34 

Two-Stage BERT[32] 41.71 - 19.49 38.79 

BERTSUMEXTABS[34] 42.13 1.52 19.60 39.18 

BERT-ext+abs (proposed) 40.14 1.48 17.87 37.83 

BERT-ext+abs+rerank(proposed) 40.71 1.50 17.92 38.51 

BERT-ext+abs+RL (proposed) 41.00 1.51 18.81 38.51 

BERT-ext+abs+RL+rerank (proposed) 41.98 1.54 19.07 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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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기본 성능 평가 및 분석 
 

표 2는 CNN/Daily Mail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위의 블록은 추출 요약 시스템의 결과를 보여주며 아래 블록은 생성 

요약 시스템의 결과를 보여준다. Normalized ROUGE-1은 [49]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요약문 길이의 영향을 없앤 ROUGE-1 스코어를 

의미한다. 성능 비교를 위해 다양한 최신 문서 요약 시스템의 성능을 

나열했다. 

 

표 3 추출기의 성능 비교 

모델 ROUGE-1 ROUGE-2 ROUGE-L 

Lead-3[15] 40.34 17.70 36.57 

rnn-ext[1] 40.17 18.11 36.41 

JECS-ext[10] 40.70 18.00 36.80 

BERT-ext (proposed) 42.29 19.38 38.63 

    

 

추출 요약기 우선 제안된 추출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추출기의 

단일 성능을 살펴본다. 표 3은 기존의 문장 재작성(sentence rewrite) 

방법과 추출 후 축약(extract-then-compress) 방법에 사용된 

추출기의 단일 성능을 보여준다. [15]에 의하면 CNN/Daily Mail 

데이터셋에서 처음 세 문장을 요약으로 사용하면 강력한 베이스라인이 

된다. 표 2와 표 3의 Lead-3는 이를 의미한다. 이 베이스라인은 흔히 

추출 요약 시스템이 최소한으로 넘겨야 하는 성능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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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추출기는 단일 성능으로 Lead-3 

베이스라인보다 낫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통해 기존의 문장 재작성 

방법의 제한된 성능은 추출기의 낮은 성능 때문임을 추측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추출기(BERT-ext)는 단일 모델로서 기존의 

추출기를 크게 앞지르는 성능을 보인다. 또한 제안한 방법의 강화학습을 

추가하면 더욱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표 2의 BERT-ext+RL). 이는 

사전 학습된 Transformer를 사용하는 다른 추출 요약 시스템[31, 

34]에 견줄 수 있는 성능이다. 이는 제안된 추출기 모델과 학습 방법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생성 요약기 제안된 생성 요약 시스템은 추출기와 생성기를 합친 

형태이다. 추가적인 강화학습없이 추출기와 생성기를 붙인 모델은 

강화학습이 적용된 기존의 문장 재작성 방법(Sentence Rewrite w/o 

rerank[1])보다 나은 성능을 보인다(표 2). 이는 문장 재작성 

패러다임에서 보다 나은 성능의 추출기가 전반적인 요약 성능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제안된 방법의 강화학습을 추가한 

경우(BERT-ext+abs+RL), 기존 방법의 가장 높은 성능의 

모델(Sentence Rewrite[1])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성능은 다른 모든 하이브리드 방법들[1, 16, 17]보다 나은 성능이다. 

 

중복 제어 제안된 강화학습 방법은 내부적으로 중복된 문장의 

선택을 지양하도록 하는 학습 신호를 주지만, 여전히 문장 간의 중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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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 있다. CNN/Daily Mail 데이터셋에 대해서 중복 제거를 위한 

후처리가 요약의 질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복 제어를 위해 추출기와 생성기에 3-gram blocking[34]과 

reranking[1]을 각각 적용해 실험했고,  reranking만이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추출된 문장들 사이에 부분적인 

중복이 있는 경우에도 서로 다른 정보에 주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reranking을 적용한 모델(BERT-ext+abs+RL+rerank)은 기존 최고 

성능의 생성 요약 시스템(BERTSUMEXTABS)과 대등한 성능을 

보인다. 특히 글의 자연스러움(fluency)을 평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ROUGE-L 스코어[7]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NYT50 데이터셋과 DUC-2002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에서는 

reranking 방법이 성능 변화에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에서는 reranking을 

적용하지 않았다. 

 

요약 수준 학습 제안된 학습 방법으로서 요약 수준 학습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여러 학습 방법들이 

이끄는 성능의 상한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데이터셋 내의 모든 문서의 

각 문장을 고정된 생성기를 통해 다시 쓰고, 각 학습 방법이 최고 

점수를 주는 문장 집합을 찾았다. 문장 수준의 학습은 정답 요약문의 각 

문장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ROUGE 스코어를 갖는 문장을 상한으로 

한다. 이 학습 방법은 선행 연구[1]의 학습 방법에 해당한다. 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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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을 이용한 학습은 3.3.1의 추출기 선행 학습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탐욕 탐색을 이용해 오라클을 만들고 모델이 이를 맞추도록 

학습한다. 따라서 탐욕 탐색을 이용해 만든 오라클이 이 학습 방법의 

상한이 된다. 요약 수준 학습의 경우 요약문 수준에서 ROUGE 스코어가 

가장 높은 요약문을 고르도록 학습하므로 가능한 모든 문장 집합에서 

가장 높은 ROUGE 스코어를 갖는 집합이 성능의 상한이 된다. 이 

성능의 상한을 만드는 것은 3.1.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현실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대 문장의 수를 5로 제한하여 만들었다. 

 

표 4 학습 방법의 상한 비교 

탐색 방법 ROUGE-1 ROUGE-2 ROUGE-L 

문장 수준 탐색 52.09 28.13 49.74 

탐욕 탐색 55.27 29.24 52.64 

요약 수준 탐색 55.51 29.33 52.89 

    

 

표 4는 각 학습 방법의 상한을 보여준다. 여기서 문장 수준의 

탐색과 탐욕 탐색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탐욕 탐색과 요약 수준 탐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물론 요약 

수준 탐색은 문장의 수를 제한했으므로 실제 스코어는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탐욕 탐색으로 사전 학습하여 그럴듯한 문장을 

고르고 요약 수준 학습으로 ROUGE 스코어를 직접적으로 최적화하는 

제안된 학습 방법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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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습 방법에 따른 성능 비교 

모델 ROUGE-1 ROUGE-2 ROUGE-L 

문장 수준 학습 40.82 18.63 38.41 

요약 수준 학습 40.85 18.77 38.44 

문장 수준 탐색 + rerank 41.58 18.72 39.31 

요약 수준 학습 + rerank 41.98 19.07 39.70 

    

추가적으로 제안된 학습 방법이 전체 성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모델을 기존의 문장 수준의 학습 

방법[1]과 요약 수준의 학습 방법을 사용해 학습해보았다. 표 5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reranking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요약 수준의 학습을 사용한 경우가 문장 수준의 학습을 사용한 

경우보다 일관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다. 

 

표 6 요약문의 길이와 정규화된 ROUGE 스코어 비교 

모델 

요약문의 

단어 수

(avg.) 

ROUGE-1 
Normalized 

ROUGE-1 

Sentence Rewrite[1] 62 40.88 1.46 

BERTSUMEXT[34] 71 43.25 1.50 

BERTSUMEXTABS[34] 59 42.13 1.52 

BERT-ext+abs+RL+rerank (proposed) 55 41.98 1.54 

    

 

요약문의 길이 요약문의 길이는 요약문의 품질과 성격에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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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소이다. 최근 ROUGE 스코어가 요약문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보다 긴 요약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49]. 이에 따라 요약 시스템은 좋은 요약문을 만드는 

대신 요약문의 길이를 이용해 ROUGE 스코어를 높이는 편법을 

사용하도록 학습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논문에서 

요약문의 길이를 이용해 ROUGE 스코어를 정규화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표 6을 통해 제안된 방법에 따라 평가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Sentence Rewrite[1]은 문장 재작성 방법의 선행 연구이고 

BERTSUMEXT와 BERTSUMEXTABS는 각각 추출 요약 시스템과 

생성 요약 시스템 중 가장 높은 ROUGE 스코어를 보이는 시스템이다. 

이 둘은 ROUGE-1 스코어 상으로 제안된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요약문의 길이를 이용해 정규화할 경우 제안된 모델의 성능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이 정규화된 ROUGE-1은 같은 길이의 

무작위 추출된 요약문과 비교하여 얼마나 더 나은 요약문을 

작성했는지를 측정하는 수치로 볼 수 있다. 

 

NYT50 데이터셋 표 7은 NYT50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 First setnences와 First 𝑘  words는 처음 몇 문장과 

처음 몇 단어를 요약으로 하는 baseline으로서 [46]에 의해 제안되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된 BERT-ext+abs+RL 모델은 기존의 요약 

시스템과 비교해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  특히 BERT를 요약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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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한 다른 시도들[32, 34]에 비해 더 나은 성능을 보임으로써 본 

연구가 제안한 모델이 BERT를 요약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도입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강화학습은 일관적으로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표 7 NYT50 데이터셋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 비교 

모델 ROUGE-1 ROUGE-2 ROUGE-L 

추출 요약 시스템 

First sentences[46] 28.60 17.30 - 

First 𝑘 words[46] 35.70 21.60 - 

Full[46] 42.20 24.90 - 

BERTSUM[34] 46.66 26.35 42.62 

생성 요약 시스템 

Deep Reinforced[21] 42.94 26.02 - 

Two-Stage BERT[32] 45.33 26.53 - 

BERT-ext+abs (proposed) 44.41 24.61 41.40 

BERT-ext+abs+RL (proposed) 46.63 26.76 43.38 

    

 

일반화 성능 제안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CNN/Daily Mail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을 DUC-2002 테스트 셋에 

적용하여 성능을 평가했다. 비교 대상은 문장 재작성 방법의 선행 

연구[1]와 추출 요약 및 생성 요약 시스템 중에서 CNN/Daily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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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셋에 대해 가장 높은 ROUGE 스코어를 보인 두 모델[34]로 

선정했다. 표 8은 그 결과를 보여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한 

모델은 문장 재작성 방법의 선행 연구에 비해 훨씬 나은 일반화 성능을 

보인다. 또한 비교 대상 모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 이는 

제안한 모델이 OOD(out-of-domain) 데이터에 대해 더 강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8 DUC-2002 데이터셋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 비교 

모델 ROUGE-1 ROUGE-2 ROUGE-L 

Sentence Rewrite[1] 39.46 17.34 36.72 

BERTSUMEXT[34] 42.44 20.51 38.24 

BERTSUMEXTABS[34] 40.91 16.36 37.07 

BERT-ext+abs+RL (proposed) 43.39 19.38 40.14 

    

 

4.2.2 추가 성능 평가 및 분석 
 

4.1.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ROUGE 스코어는 단어 단위에서 

겹치는 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의미론적 유사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요약문을 평가하기 위해 보완적인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이용해 문서로부터 

의미론적 벡터를 만들고, 이들 간의 유사성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기계적인 평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람 평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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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제안된 모델의 요약문 작성 속도를 평가한다. 

 

표 9 BERTScore를 이용한 성능 비교 

평가 모델 Lead-3 

Sentence 

Rewrite 

[1] 

BERTSUM 

EXT 

[34] 

BERTSUM 

EXTABS 

[34] 

BERT-ext 

+abs+RL 

+rerank 

(proposed) 

BERT 61.15 62.31 62.89 62.79 63.26 

BERT w/ idf 61.72 62.26 63.70 63.10 63.69 

XLNet 60.03 63.41 61.48 61.34 62.70 

XLNet w/ idf 57.61 59.54 59.48 58.88 59.98 

XLM 87.31 87.86 87.88 87.95 88.12 

XLM w/ idf 86.87 87.29 87.51 87.46 87.65 

RoBERTa 87.15 87.36 87.70 87.94 87.81 

RoBERTa w/ idf 86.18 86.20 86.85 86.83 86.82 

Avg. 73.50 74.53 74.69 74.54 75.00 

 

 

의미론적 유사도 요약문의 의미론적 평가를 위해 사전 학습된 

임베딩(embedding)을 활용해 생성된 요약문과 정답 요약문 사이의 

유사도를 구하는 방법이 자주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사전 학습된 

Transformer 언어 모델이 여러 자연언어이해 문제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 이 모델을 활용한 의미론적 평가 방법으로 BERTScore[52]가 

등장했다. BERTScore는 문서를 입력으로 받아 사전 학습된 

Transformer를 활용해 임베딩을 만들고 이 임베딩을 이용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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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와의 유사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그런데 사전 

학습된 Transformer 언어 모델로서 BERT가 처음 등장한 이후 이와 

비슷한 여러 모델이 등장했기 때문에 BERTScore는 이들을 각각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의 사용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적인 모델 

4개(BERT, XLNet, XLM, RoBERTa)와 IDF의 사용 여부를 합쳐 총 

8개의 모델로 평가를 진행했다. 표 9는 해당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도 

비교 대상은 이전 절과 같이 선행 연구[1]와 최고 성능의 모델[34]이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된 모델은 선행 연구[1]와 비교해 

XLNet-large를 제외하고 모든 설정에서 더 높은 스코어를 보였다. 

이전의 실험 결과와 더불어 제안된 모델이 선행 연구보다 일관적으로 더 

나은 요약문을 생성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전체 8개의 설정 

중에서 4개의 설정에서 가장 높은 스코어를 보였다. 이는 단일 모델로서 

가장 많은 설정에서 최고 성능을 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스코어의 평균도 가장 높다. 이는 제안 모델이 생성하는 요약문이 정답 

요약문과 의미론적으로 가장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 평가 기계적인 평가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사람 평가를 수행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와 비슷하게 모델이 작성한 

요약문의 관련성(relevance)과 가독성(readability)을 평가했다. 

관련성은 요약문이 입력 문서의 중요한 정보를 잘 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서, 정확하고 모순이 없으며 문서와 관련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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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가독성은 요약문이 문법적인 

오류가 없고 읽기에 무리가 없으며 문장들이 서로 어울리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평가 수행을 위해 Amazon Mechanical Turk를 이용했으며 [53]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순위 매김 방식을 사용했다. 이는 점수 매김 방식을 

사용할 경우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력으로는 

CNN/Daily Mail 데이터셋의 테스트 데이터에서 20개의 무작위 문서를 

선택했으며 하나의 문서당 세 명의 평가자가 평가를 수행하도록 했다. 

비교 모델로는 선행 연구[1]와 가장 높은 ROUGE 스코어를 가진 요약 

시스템[34]을 선정했다. 세 개의 모델이 작성한 요약문은 어떤 모델이 

작성했는지 모르도록 익명화하고 무작위로 순서를 섞었다. 또한 앞선 

연구들과 같이 문서의 정답 요약문을 같이 제시하여 평가자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세 요약문의 순위에 따라 각각 2점, 1점, 0점을 

부여했다. 평가자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미국인으로 한정했다. 

 

표 10 사람 평가 결과 

모델 관련성 가독성 총합 

Sentence Rewrite[1] 56 59 115 

BERTSUMEXT[34] 58 60 118 

BERT-ext+abs+RL+rerank (proposed) 66 61 127 

 

 

표 10은 그 결과를 보여준다. 관련성 측면에서 제안된 모델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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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독성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가독성에 대한 평가는 문법적인 오류의 

여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추출 요약 시스템의 경우 문서 내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므로 문법적인 오류가 있기 어렵다. 따라서 추출 요약 

시스템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의 가독성을 보이는 것은 제안된 모델의 

요약문 생성이 비교적 잘 작동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11 CNN/Daily Mail 데이터셋의 테스트 데이터 전체에 대한 요약 작성 시간 

모델 전체 시간(hr) 단어/초 

BERTSUMEXTABS[34] 5.56 33.8 

BERT-ext+abs+RL+rerank (proposed) 1.28 136.8 

 

 

속도 문장 재작성 방법은 다른 End-to-End 생성 요약 시스템과 

비교해 요약문을 작성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갖는다. 보통 생성 

요약 시스템의 병목은 생성기이다. 생성기는 보통 요약문 작성을 위해 

하나의 단어씩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문장 재작성 방법은 여러 

개의 문장을 병렬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이는 추출기에 의해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미리 모두 선택하고 각 문장은 

독립적으로 재작성되기 때문이다. 

표 11 은 CNN/Daily Mail 데이터셋의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 

모델의 요약문 작성 속도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비교 대상은 End-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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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방식의 생성 요약 시스템 중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로 

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된 모델은 비교 모델보다 4.3배 정도 

짧은 시간에 전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요약문 작성을 마쳤다. 또한 

초당 생성하는 글자 수를 비교하여도 4배 정도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NN/Daily Mail 데이터셋의 요약문 문장 수가 대략 4개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생성기의 병렬적 문장 생성이 전체 생성 시간을 크게 

줄이는 요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3 질적 분석 
 

제안된 모델이 작성한 요약문의 질적 분석을 위해 요약문 작성 

예시를 살펴본다. 표 12와 13은 CNN/Daily Mail 데이터셋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요약 예시를 보여준다. 

표 12와 13의 예시를 통해 제안된 모델이 어떻게 요약문 작성을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생성된 요약문 내의 번호와 대응하는 입력 

문서 내의 번호는 추출된 문장을 가리킨다. 추출기는 입력 문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고르는 역할을 하며 생성기는 언급된 사실을 바꾸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을 고친다. 이를 통해 추출된 문장을 이어 붙이는 것보다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요약문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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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제안된 모델의 요약문 작성 예시 

입력 문서 

(4) Duke University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marched Wednesday afternoon 

chanting “We are not afraid. We stand together,” (1) after a noose was found 

hanging from a tree on campus. (2) Duke officials have asked anyone with 

information about the rope noose, which was found near a student center at 2 a.m., 

to call campus police. Photos of the noose prompted outrage from the community 

as they were passed along on social media. At a forum held on the steps of Duke 

Chapel, close to where the noose was hung, hundreds of people gathered. “You 

came here for the reason that you want to say with me, ‘This is no Duke we will 

accept. This is no Duke we want. This is not the Duke we’re here to experience. 

And this is not the Duke we’re here to create,’ ” Duke President Richard 

Brodhead told the crowd. (3) The incident is one of several recent racist events to 

affect college students. Last month a fraternity at the University of Oklahoma had 

its charter removed after a video surfaced showing members using the N-word 

and referring to lynching in a chant. Two students were expelled. In February, a 

noose was hung around the neck of a statue of a famous civil rights figure at the 

University of Mississippi. A statement issued by Duke said there was a previous 

report of hate speech directed at students on campus. In the news release, the 

vice president for student affairs called the noose incident a “cowardly act.” 

“To whomever committed this hateful and stupid act, I just want to say that if 

your intent was to create fear, it will have the opposite effect,” Larry Moneta 

said. Duke University is a private college with about 15,000 students in Durham, 

North Carolina. 

정답 요약 

The noose, made of rope, was discovered on campus about 2 a.m. Hundreds of 

people gathered Wednesday afternoon to show solidarity against racism. Duke 

official says to unknown perpetrator: You wanted to create fear but the opposite 

will happen. 

BERT-ext+abs+RL+rerank (proposed) 

(1) A noose was found hanging from a tree on campus. (2) Duke officials have 

asked anyone with information about the rope noose. (3) The incident is one of 

several racist events to affect college students. (4) Duke University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marched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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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제안된 모델의 요약문 작성 예시 

입력 문서 

(1) A SkyWest Airlines flight made an emergency landing in Buffalo, New 

York, on Wednesday after a passenger lost consciousness, officials said. 

(4) The passenger received medical attention before being released, 

according to Marissa Snow, spokeswoman for SkyWest. (5) She said the 

airliner expects to accommodate the 75 passengers on another aircraft to 

their original destination – Hartford, Connecticut – later Wednesday 

afternoon. (2)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initially reported a 

pressurization problem and said it would investigate. Snow said there was 

no indication of any pressurization issues, and the FAA later issued a 

statement that did not reference a pressurization problem. SkyWest also 

said there was no problem with the plane’s door, which some media 

initially reported. Flight 5622 was originally scheduled to fly from Chicago 

to Hartford. (3) The plane descended 28,000 feet in three minutes. “It 

would feel like a roller coaster – when you’re coming over the top and 

you ’ re going down, ”  CNN aviation analyst Mary Schiavo said, 

describing how such a descent would feel. “You know that these pilots 

knew they were in a very grave and very serious situation.” 

정답 요약 

FAA backtracks on saying crew reported a pressurization problem. One 

passenger lost consciousness. The plane descended 28,000 feet in three 

minutes. 

BERT-ext+abs+RL+rerank (proposed) 

(1) A SkyWest Airlines flight made an emergency landing in New York. (2) 

FAA initially reported a pressurization problem. (3) The plane descended 

28,000 feet in three minutes. (4) The passenger received medical attention 

before being released. (5) The airliner expects to accommodate 75 

passengers on another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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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자동 문서 요약 시스템의 품질 향상을 위해 사전 

학습된 Transformer를 활용한 모델과 요약 수준의 학습 기법을 

제안했다. 특히 요약 수준의 학습 기법은 학습시의 목적 함수와 평가 

방법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최적 정책으로 이끄는 학습 신호를 

제공한다. 이는 기존의 추출기 학습 방법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부최적(suboptimal)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실험을 통해 제안 사항 각각이 성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모델과 학습 방법의 결합을 통해 기존의 자동 

문서 요약 시스템에 비해 여러 평가 방법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ROUGE 스코어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의미론적 유사도, 일반화 성능, 사람 평가 등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이 요약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요약 수준의 학습 방법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약문 평가 방법인 ROUGE 스코어를 기준으로 최적화를 

수행하지만, 요약문의 평가 방법이 개선되면 개선된 평가 방법을 

최적화하도록 변형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자동 문서 요약 

시스템으로서 문장 재작성 방법의 유용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문장 재작성 기법을 활용한 다중 문서 요약, Data-to-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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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등의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단형(End-to-

End) 방법과 비교하여 문장 재작성과 같은 파이프라인 방법이 갖는 

장단점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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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matic Text Summarization is a task in the field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hat aims to generate short summaries while 

retaining the salient information of a long text document in natural 

language. 

A notable approach to automatic text summarization is Sentence 

Rewriting paradigm. In this paradigm, a summary is generated by 

extracting important sentences first and then paraphrasing each. This 

approach effectively summarizes documents by separating content 

selection from surface realization. And it speeds up the 

summarization process. However, in spite of multiple advantages, the 

existing models in this framework mostly rely on sentence-level 

objective or suboptimal labels, causing a mismatch between a training 

objective and evaluation metric. This leads the model to select 

suboptimal sent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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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training method that is on summary-

level instead of sentence-level. Summary-level training eliminates 

the training-test objective mismatch and makes it possible to 

optimize evaluation metrics directly. This also solves the 

suboptimality of the existing training methods of extractive 

summarization and enables the selection of sentences at the level of 

overall summary. In addition, we propose a new model architecture 

using transfer learning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model. 

Various experiments using such as ROUGE score, semantic similarity, 

generalization performance, and human evaluation confirmed that the 

proposed method is effective and performs better than the existing 

automatic document summarization system. By this, we confirmed 

that the proposed model and training method improve the overall 

summary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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