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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문장의 의미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skip-thought를 도입하였다. 우리는 한
국어 형태소 분석 코퍼스로 skip-thought 문장 분산 표현을 생성하고, 생성된 분산 표현을 감성분석과 문
장분류, 함의 task의 자질로 사용하여 그 추론성능을 측정하였다. 자체 제작한 코퍼스에 대해 수행한 감성
분석과 문장분류, 함의 문제에 대한 성능은 70.69%/72.17%/88.25% 를 각각 기록하였다. 그간 형태소/음
절 단위 분산 표현(embedding)을 생성한 후 그것을 이용한 자연어처리 task 해결은 많이 시도된 바 있
다. skip-thought는 문장 단위의 분산 표현을 생성할 수 있어, 새로운 자질로써 활용 가능할 것이다.

1. 서

론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문장 , 단어,
형태소 또는 음절 단위의 분산 표현 자질은 계속하여 연
구되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형태소 또
는 음절 단위 분산 표현을 개선 및 적용하고 있다.
문장 또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언어모델이라
는 이름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그 중 단어
분산 표현 (word embedding)은 단어를 인공신경망에서 비
교적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 각 단어에 n차원 실수 벡
터를 할당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생성하는 방법과 그를
여러 task에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 한국어에
서는 영어권의 연구에서 분산 표현 단위를 형태소 또는
음절로 조정하여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문장의 경우 , 단어 분산 표현을 조합하여 문장의 분산
표현을 생성하는 지도학습 방법들이 연구된 바 있다. 반
면에 skip-thought는 입력된 문장으로 주변의 문장을 표
현해내는 방법으로 문장 분산 표현을 인코딩하여 비지도
학습으로 문장 분산 표현 생성을 시도하였다. 이는 [1]에
서 단어 단위 skip-gram 또는 CBOW word embedding을
생성했던 방법과 유사하다.
우리는 한국어에서 비교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문장
단위의 분산 표현 생성을 목표한다 . 그리고 실험에 의해,
문장 분산 표현이 문장 분류 문제에 도움이 됨을 증명하
였다 . 그리고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skip-thought는
비지도 학습방법이기에 비교적 다른 task를 위한 추가적
인 적용 소요가 적다.
2. 이전 연구
단어의 분산 표현을 생성하기 위해, 주변 문맥의 단어
로 해당 단어의 분산 표현을 생성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 [1] 은 그 단어의 표현을 생성하는 데에는 효과를
보였으나,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그것을 표

현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 [2] 는 기존의 단어 분산 표
현 생성 기법들이 여러 의미를 가지는 단어에도 하나의
분산 표현을 할당함을 지적하며, 하나의 단어도 여러 의
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분산 표현을 가질 수
있도록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3]은 단어 분산 표현을 합성하여 구 또는 문장의 분산
표현을 생성하는 phrase vector 생성 방법이다. 이 때,
구 분산 표현 (phrase vector)은 단어 분산 표현의 합으로
정의된다 . [3] 은 [1]의 C-BOW보다 높은 단어 분산 표현
성능을 보였으며, SICK 코퍼스[5] 등에 대해 수행한 문장
유사도 측정 문제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였다 . [3]과 같이
단어 분산 표현을 생성하고, 구 또는 문장의 분산 표현
을 단어 분산 표현의 합성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compositional learning 이라 한다 .
skip- thought는 [1]에서 제안한 skip-gra m을 문장 단위
로 확장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 skip-gra m은 현재의
단어로 문맥의 단어를 추론하는데 , skip-thought는 그 단
위를 문장으로 변경하여, 현재의 문장으로 이전과 이후
의 문장을 재생성함을 목적한다.
3. 제안 방법
우리는 [4]의 skip-thought로 한국어 문서를 학습하였
다 . 학습에 사용한 문서는 한국어 위키피디아 덤프[6] 와
세종 형태분석 코퍼스[7], 그리고 자체 수집한 신문 텍스
트이다.
학습에 사용한 코퍼스의 정보는 [표 1]과 같다 .
[ 표 1] 학습 코퍼스의 통계
구 분
문장 수
형태소 수

수 량
7,629,639
288,564,883

단 위
문장
형태소

skip-thought 는 GRU encoder-decoder로 문장을 인코딩
하는 구조이다. 학습에 사용한 hyper-parameter는 [표 2]
와 같다.
각 parameter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epo ch는 입
력한 학습코퍼스를 학습하는 횟수이다 . 예로 10 을 입력
한다면 모든 학습코퍼스를 총 10 회 반복학습한다 . batch
는 batch training을 수행할 때의 batch 의 크기이다.
hidden node 는 encoder-decoder 의 hidden node 의 수이
고, 따라서 학습이 완료되고 나서의 skip-thought vector
의 크기와 같다. cell type 은 recurrent network 의 cell의
종류인데, 현재 RNN, GRU[8], LSTM이 주로 사용되며,
[4]에서는
GRU 를
사용하였다.
embedding
size는
encoder-decoder 에 입력으로 사용하는 단어 분산 표현의
크기이다. learning rate는 학습 중 발생한 정답과 추론값
사이의 오류를 네트워크에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weight 이다. decay rate 는 학습이 수행됨에 따라 learning
rate 를 점차 줄여나가는 데 사용되며 , decay가 적용된 경
우 I 번째 epoch 에서의 learning ra te는 식 (1)과 같이 정
의된다.
!"# $ !"# % &'()*+,

(1)

마지막으로 grad clip은 학습 중 발생한 gradient가
grad clip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threshold 이다.
이는 기존 recurrent neural network 의 exploding
gradient problem을 해결하기 위해 [9]에서 제안되었다.
[ 표 2] 학습에 사용한 hyper-parameter 정보
구 분
epoch
batch
hidden no de
cell type
embedding size
learning rat e
decay rat e
grad clip
4. 실

값
10
64
512
GRU
300
0.0001
0.99
5.0

험

4. 1. 실험 설정
skip-thought 모델은 문장을 입력으로 문장의 분산 표
현을 생성한다 . 우리는 생성된 분산 표현의 성능을 측정
하기 위해, skip-thought vector를 아래 3 가지 문제의 입
력자질로 사용하여 각각의 문제에 대한 인공신경망을 학
습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 skip-thought vector 의 생성
부(encoder)와 검증부(decoder)를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생성한 skip-thought vector 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감성분석 문제와 문장
분류 문제, 그리고 함의 문제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자질
로는 skip-thought vector만을 사용하고 , 분류기로 CNN을
사용하였다.

또한, skip-thought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 그 비교
군으로 [10]에서 제안된 fastText 모델과 형태소 단위 분
산 표현을 입력으로 취하는 CNN 모델을 함께 실험하였
다 . fastText 의 실험은 learning_rate를 0.1~0.001 까지,
epoch를 500~5000 까지 , n-gram 을 1~4 까지 바꾸어가며 비
교실험하여 최고 성능을 실었고 , CNN 모델은 [11] 의 모델
을 [ 표 3]의 parameter로 고정하여 실험하였다.
[ 표 3] CNN hyper-paramet er 정보
구 분
epoch
batch
num filter
filter siz e
embedding dim
l2 reg lambda
dropo ut keep probability

값
10
5
32
3, 4, 5
50
0.0
0.5

감성 분석 실험 코퍼스로는 여행 리뷰 문서를 수집하
여 , 문장 당 긍정 , 부정, 중립을 직접 주석하였고 ,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4]에 그 정보를 정리하였다. 문장
분류 실험 코퍼스로는 대화 문서를 형태소분석한 후 사
용하였다 . 문장의 분류 class 는 두 대화자가 대화하는 제
품의 분류이다. [표 5]에 그 정보를 정리하였다. 함의 문
제는 앞의 두 문제와 달리 두 문장을 입력으로 한다 . 우
리는 함의를 판단할 두 문장을 띄어쓰기 단위로 연결하
여 모델에 입력하였고, 함의 여부를 classification하도록
학습하였다. [ 표 6]에 코퍼스 정보를 정리하였다. 모든 실
험은 전체 코퍼스의 80%를 학습에 , 나머지 20%를 성능
평가에 사용하였다.
[ 표 4] 감성분석 코퍼스의 통계
구 분
문장
긍정문장
부정문장
중립문장

수 량
14,490
7,805
1,963
4,722

단 위
문장
문장
문장
문장

[ 표 5] 문장분류 코퍼스의 통계
구 분
문장 수
label 수
최다 문장이 분류된 label
최소 문장이 분류된 label

수 량
73,821
101
25,000(None)
1

[ 표 6] 함의 코퍼스의 통계
구 분
총 문장 쌍
함의 문장 쌍
문장당 평균 형태소 수

수 량
20,000
10,000(50%)
12.5

4. 2. 결과 분석

5. 결론 및 향후과제

[ 표 7] 감성분석 문제 성능 비교
구 분
fastText[10]
CNN
skip-thought vector+CNN

Accuracy(%)
78.70
79.92
70.69

[ 표 8] 문장분류 문제 성능 비교
구 분
fastText[10]
CNN
skip-thought vector+CNN

Accuracy(%)
95.15
97.97
72.17

[ 표 9] 함의 문제 성능 비교
구 분
fastText[10]
CNN
skip-thought vector+CNN

Accuracy(%)
54.93
89.90
88.25

skip-thought 성능이 fastText나 CNN 모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Skip-thought vector만으로는 문장의 분류
를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skip-thought vector만을 사용하였음에도 70.69%, 72.17%,
88.25%의 성능을 달성한 것을 보건데, skip-thought가 감
성분석을 포함한 문장 분류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성분석과 문장분류 그리고 함의 문제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면, 문장분류에서 가장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 말뭉치의 특성이 반영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콜센터 코퍼스는 문장에 직접적으로
해당 제품명이 나타났을 때에 그 제품명을 class 로 사용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skip-thought 가 문장 내
개체명 추출 등 특정 단어에 집중해야 하는 문제에는 비
교적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함의 문제에서 fastText의 성능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
은 fastText가 형태소 단위 분산 표현과 형태소 단위
n-gram 자질만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 실험에
입력으로 나란히 두 문장을 연결하여 입력하였고 , 형태
소 단위 n-gra m은 멀리 떨어진 두 문장의 단어를 쉽게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 Skip-thought 는 그 문장의 형
태소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그 성능
이 fastText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실험결과를 보건데,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skip-thought
의 특성은 비교적 문장의 의미를 폭넓게 이해하여야만
해결할 수 있는 함의 등 문장 분류 문제에 적합하고, 특
정 단어를 문장 내에서 추출하는 부류의 문제에는 기존
제안된 방법보다 성능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어 문장 단위 분류 문제의 상황이 미리 작성
한 사전과 형태소 단위 분산 표현 외에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질이 부족한 만큼 앞으로는 문장 또는 구 단위
분산 표현 자질을 사용하여 기존 성능을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자연어처리의 여러 subtask에서 인공신경망을 활용하
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연구 방향은
첫 번째, 자질 발굴 및 활용과 두 번째, 인공신경망의 구
조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의 이번 연구는 이 중 첫 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skip-thought는 비지도학습이라는 점 등이 다른
방법과 차별적이며 이후의 적용에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 이전까지 사용되어 왔던 형태소 분산 표현
등과 함께 문장의 의미에 해당하는 분산 표현을 얻음으
로써 여러 자연어처리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영어권에서는 skip-thought vector의 검증을 위하여
2400~4800차원의 skip-thought vector 를 실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 크기를 512로 조절하여 실험하였다. 이로
인해, 학습 시간에는 이득을 보았지만 여러 실험에서 나
타난 성능은 더욱 개선될 수 있다. 향후 , 모델의 구조 개
선 , 말뭉치의 확장 또는 벡터의 크기 조절 등으로
skip-thought 의 성능을 더욱 개선하고 이와 다른 자질을
함께 사용하였을 때 이 자질이 실제 환경에서 얼마나 의
미 있을지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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