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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심층 신경망 (Deep Neural Network)이 자연 언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분야에 소개된 

이후, 말뭉치 내 단어의 공기 통계, 즉, 문맥으로부터 단어, 문장 등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분산 표상

인 임베딩 (embedding)을 학습하는 문맥 기반의 텍스트 모델링 방법과 기학습된 임베딩을 결합하여 더 

긴 텍스트의 분산 표상을 계산하고자 하는 결합 기반의 텍스트 모델링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대개의 연구에서는 텍스트 모델링에 있어 적합한 기법과 임베딩 단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 없이 단어 

임베딩을 이용한 결합 기반 방법만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문서와 같은 장문의 텍

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자연 언어 처리 과업에 적용하기 적합한 텍스트 모델링 기법과 임베딩 단위가 무

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기존의 순차적 결합 기반 신경망 모델으로는 결합될 수 없는 문장 임베

딩의 새로운 결합 방법으로써 담화 기반의 결합 방식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한다. 

1. 서  론1 

자연 언어 처리 분야에서 활용되는 다차원 벡터 형태의 

분산 표상은 심층 신경망 (Deep Neural Network)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된다. 임베딩 

(embedding)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분산 표상은 말뭉치 내 

단어 간 공기 통계를 이용해 산출하는데, 대표적인 임베딩 

학습 방법으로는 Word2Vec [1]이 있다. 

문서와 같이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장문의 텍스트 

모델링을 위해 연구된 방법으로는 문맥 기반의 텍스트 모델링 

방법과 결합 기반의 텍스트 모델링 방법이 있다. 문맥 기반의 

텍스트 모델링 기법으로는 단어 임베딩 학습 기법인 

Word2Vec을 문장/문서 등 가변 길이의 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Paragraph Vector [2]이 있으며, 결합 기반의 

텍스트 모델링 기법으로는 텍스트의 구조적 정보를 이용하여 

재귀적으로 기학습된 단위 텍스트의 임베딩을 결합하는 재귀 

신경망 (Recursive Neural Network) [3]과 등장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텍스트의 임베딩을 결합하는 순환 신경망 

(Recurrent Neutral Network) 및 그로부터 장기 의존 (Long-

term dependency)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된 LSTM (Long-

Short Term Memory) [4]이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문서와 같은 장문의 텍스트 

모델링을 위해 적합한 모델링 기법이 무엇이며, 결합 기반의 

텍스트 모델링 기법에 사용되기에 적합한 임베딩 단위가 

1)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연구진흥센터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2013-0-00179, (엑소브레인-3세부) 컨텍스트 인지형 Deep-

Symbolic 하이브리드 지능 원천 기술 개발 및 언어 지식 자원 구축]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서와 같은 장문의 텍스트 모델링을 

위해 적합한 기법과 임베딩 단위를 알아보고자 실험적 연구를 

수행한다. 실험을 위해서는 문맥 기반 기법으로써 다양한 

길이의 텍스트를 모델링 할 수 있는 Paragraph Vector 

방법으로 학습한 단어/문장 임베딩과 자연 언어 처리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결합 기법인 LSTM을 

이용해 문서 임베딩을 산출했으며, Paragraph Vector 

방법만을 이용하여 문서 임베딩도 산출하여 문맥 기반 기법과 

결합 기반 기법의 성능을 비교했다. 성능 측정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자연어 처리 과업인 감성 분석을 채택했다. 

또한, LSTM의 순차적 결합 방식이 문장 임베딩의 결합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실험 결론 하에 새로운 결합 방법으로 담화 

기반의 결합 방식을 제안했으며,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식의 가능성을 보였다. 

2. 문맥 기반/결합 기반 텍스트 모델링 

2.1 Paragraph Vector를 이용한 임베딩 학습 

Paragraph Vector 방법은 Word2Vec과 비슷한 방식으로 

단위 텍스트의 임베딩을 학습한다. Paragraph Vector 내에는 

Distributed Memory (DM) 모델과 Distributed Bag-of-Words 

(DBOW) 모델이 있다. 

DM 모델은 학습하고자 하는 단위 텍스트의 임베딩과 문맥 

윈도우 내 다른 단어를 이용하여 목표 단어의 임베딩을 

유추하고, 실제 단어의 임베딩과 유추한 임베딩 간의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DBOW 모델은 학습 하고자 

하는 단위 텍스트의 임베딩을 이용하여 문맥 윈도우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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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을만한 단어를 유추하고, 실제 포함 단어와 

유추한 단어 간의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DM 모델을 이용하여 문장/문서 임베딩을 

학습했으며, 이 학습 과정에서 부산물로 함께 학습된 단어 

임베딩도 실험에 활용하였다. 

2.2 LSTM을 이용한 임베딩 결합 

결합 기반 텍스트 모델링 기법으로 채택된 LSTM은 기존의 

순환 신경망 모델을 확장한 것으로써, 학습 과정에서 정보의 

흐름을 직접 조정할 수 있어 장기 의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LSTM에 도입되어 있는 

입력 게이트 (input gate), 망각 게이트 (forget gate), 출력 

게이트 (output gate)로 인한 것인데, 입력 게이트는 LSTM의 

단위 셀에서 새로운 입력을 받아 들일 지 말 지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망각 게이트는 LSTM이 이전에 계산하여 

간직하고 있는 값을 지속할 지 말 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출력 게이트는 최종적으로 LSTM에서 계산된 값을 내보낼 지 

말 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합 기반 텍스트 모델링 방식에서 유용한 

임베딩 단위를 알아보기 위해 앞서 2.1에서 계산한 단어/문장 

임베딩을 LSTM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문서 임베딩을 

산출하여 실험에 이용했다. 

2.3 실험 결과 및 분석 

임베딩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상의 임베딩 연구에서 그러한 

것처럼 산출한 임베딩을 자연 언어 처리 과업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실험을 위해 채택된 과업은 문서 

단위 감성 분석으로, 공정한 실험 평가를 위해서 공용 

데이터셋인 Cornell movie review dataset [5]과 Stanford 

movie review dataset [6]를 사용했다. Cornell 데이터셋은 

8:1:1로 학습, 개발, 검증 데이터셋을 나눠 10-fold 교차 

검증을 수행했으며, Stanford 데이터셋은 이미 나눠져 있는 

학습 데이터셋과 검증 데이터셋을 활용하되, 학습 데이터셋 

내 10%의 문서를 추출하여 개발 데이터셋으로 활용했다. 각 

데이터셋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문서 수 단어 수 문장 수 

Cornell 2,000 1,402,412 162,482 

Stanford 50,000 13,229,985 600,920 

표 1. 실험 데이터셋 통계 

LSTM 기반의 방법에서는 문서의 극성 판단을 위해 

소프트맥스 분류기를 이용했으며, 온전히 Paragraph Vector을 

이용해 학습한 문서 임베딩의 분류를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 

분류기를 사용했다. 

실험 성능은 정확도(accuracy)로 측정됐으며, 실험 결과는 

표 2와 같다. 실험 결과, 두 가지 데이터셋 모두에서 단어 

임베딩을 이용하는 LSTM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문맥 기반 방법을 이용하여 전체 문서의 

임베딩을 한번에 학습하는 것보다, 단어와 같이 세분화된 

단위 텍스트의 임베딩을 결합 기반 텍스트 모델링 기법에 

적용하는 것이 문서의 내용을 추상화 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문장 임베딩을 이용한 LSTM의 경우 극히 안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원인을 문장의 

사용은 단어에 비해 훨씬 고유하기 때문에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문장 간의 의미는 등장 순서가 

아닌 별도의 구조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문장 임베딩을 결합 기반 신경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순차적 결합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3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문장 간의 의미적 흐름인 담화 정보를 활용하여 

문장 임베딩을 결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Cornell Stanford 

LSTM 

(입력: 단어 임베딩) 
0.791 0.886 

LSTM 

(입력: 문장 임베딩) 
0.505 0.589 

Paragraph Vector만을 

이용해 학습한 문서 임베딩 
0.753 0.825 

표 2. 검증 데이터셋에서 측정된 정확도 

3. 담화 기반 문장 임베딩 결합 방법 

3.1 Rhetorical Structure Theory 기반 담화 분석 

텍스트에 존재하는 담화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RST 

(Rhetorical Structure Theory) [7]를 이용했다. RST는 작은 

담화 단위 텍스트가 결합하여 더 큰 담화 단위 텍스트를 

형성해 나간다는 가정 하에 담화 관계 (Discourse Relation)를 

분석하는 이론으로써, 두 개의 담화 단위 (Discourse 

Unit)간에 성립하는 담화 관계를 재귀적으로 분석하여 트리 

gudxo의 담화 분석 결과를 산출한다. 그림 1은 RST를 

이용하여 텍스트에 담화 분석을 수행한 예제이다. 

 

그림 1. RST 기반 담화 분석 예제 

위 예제에서 담화 단위 1B와 1C는 부연설명 (Elaboration)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때 화살표는 담화 관계 내에서의 

수식 순서, 즉, 주 (Nucleus) / 부 (Satellite) 역할을 나타낸다. 

즉, 1C가 1B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1B가 주, 1C가 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문장 

단위의 담화 분석 결과만을 이용해왔으나 [8, 9], 본 

연구에서는 문서 단위의 담화 분석 결과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최소 담화 단위 (Elementary Discourse 

Unit)을 문장으로 설정했으며, 담화 단위 간의 관계도인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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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Discourse structure)만을 결합에 사용했다. 담화 분석을 

위해서는 RST 기반으로 동작하는 DPLP (Discourse Parsing 

from Linear Projection) 분석기 [10]를 이용했다. 

3.2 재귀 신경망을 통한 문서 모델링 

3.1에서 얻어진 담화 구조를 이용한 결합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 외부의 구조적 정보를 이용하여 신경망을 구성할 수 

있는 재귀 신경망을 이용하였다. 재귀 신경망에서 부모 

노드의 분산 표상은 자식 노드의 합성을 통해 얻어지는데 그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hp = tanh(W∙[hc1, hc2] + b)  (1) 

이 때, [hc1, hc2]은 자식 노드 c1과 c2의 분산 표상을 연결 

(Concatenation)한 벡터를 뜻하며, W와 b는 각각 가중치 

행렬과 편향 벡터를 나타낸다.  

말단 노드 (Leaf node)의 분산 표상, 즉, 입력으로는 

2.1장에서 학습한 문장 임베딩을 이용했으며, 문서 임베딩을 

나타내는 최상위 노드 (Root node)의 분산 표상을 소프트 

맥스 분류기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실제 문서의 극성과 예측 

극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신경망을 학습했다. 

3.3 실험 결과 및 분석 

제안하는 담화 기반 결합 방법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2장의 실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3.2의 담화 구조 기반의 재귀 

신경망을 통해 학습된 문서 임베딩을 이용하여 문서 단위 

감성 분석 과업을 수행했다. 실험 결과는 표 3과 같다. 

 Cornell Stanford 

LSTM 

(입력: 단어 임베딩) 
0.791 0.886 

LSTM 

(입력: 문장 임베딩) 
0.505 0.589 

Paragraph Vector만을 

이용해 학습한 문서 임베딩 
0.753 0.825 

제안 방법 

(입력: 문장 임베딩) 
0.828 0.856 

표 3. 검증 데이터셋에서 측정된 정확도 (편의를 위해 표 

2의 실험 결과를 함께 표시) 

제안 방법이 문장 임베딩을 이용한 LSTM 방법보다 

월등하게 좋은 성능을 보이며, 특히 Cornell 데이터셋에서는 

모든 비교군 중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실험 결과로부터 당초 우리가 세웠던 ‘문장 임베딩을 

결합하고자 할 때는 순차적 방법이 아닌, 담화 기반의 결합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가정이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비록 Stanford 데이터셋에서는 제안 방법이 단어 

임베딩을 이용한 LSTM 방법에 비해 낮은 성능을 보였지만, 

제안 방법은 재귀 신경망에 내제되어 있는 장기 의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문서와 같은 장문의 텍스트 모델링에 적합한 

모델링 기법과 임베딩 단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문맥 기반의 학습 방법을 동원하여 

문서 전체의 임베딩을 한꺼번에 학습하는 것 보다, 단어와 

같은 단위 텍스트의 임베딩을 합성하여 문서 임베딩을 

학습하는 결합 기반 학습 방법이 자연 언어 처리 과업을 위한 

문서 임베딩 학습에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또한, 문장 임베딩을 이용한 LSTM의 성능이 낮은 것으로부터 

문장 임베딩의 결합에는 통상 LSTM의 순차적 결합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 문장 임베딩의 결합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써 담화 기반의 결합 방식을 제안 했으며, 

순차적 결합 방법에 비해 성능이 크게 향상됨을 보였다. 

이후에는 재귀 신경망에 내제되어 있는 장기 의존 문제를 

해결하여 더욱 정교한 문서 임베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트리 

LSTM (tree LSTM) 등 새로운 트리 구조 신경망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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