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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문서 생성 요약: 주어진 문서로부터 핵심 정보를 포함하는 요약문을 생성하는
태스크
• 추출 요약과 다르게 문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장을 생성할 수 있지만, 불완전하고 사실 불일치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함.

• 최근 연구에서 생성된 요약문의 약 30%는 사실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산업에서의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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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코로나 19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다시 한 번 확산되어 방역에 큰 어려움을 …

문서

Model
변종 코로나 19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연일
최대 확진자 수를 경신하고 있어 방역 …

요약문

(a). BART 와 같은 언어 모델을 이용한 생성 요약 학습

임진왜란은 1489년 (정조 13년) 일본의
에도 막부가 국내의 불안 요소 해소를 위해
일으킨 전쟁이다.

생성 요약문
임진왜란은 1592년(선조 25년) 일본의
도요토미 정권이 조선을 침략하며 발발하여
1598년(선조 31년)까지 이어진 전쟁이다

정답 요약문

(b). 학습한 모델이 사실 불일치(빨간색)가 생성한 예시

[1]. Faithful to the original: Fact aware neural abstractive summarization [Cao et al, 17’]
[2]. Ranking generated summaries by correctness: An interesting but challenging application 
for natural language inference [Falke et al, 19’]



1. 서론

• 생성 요약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Rouge-N 과 RDASS 등이 존재.
• n-gram overlapping 및 유사도 계산을 통한 평가 지표는 사실 불일치를 측정하기에는 부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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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llo a cat dog fox jumps

the fox jumps정답문

생성문

(a). Rouge-N [1]: {uni, bi, tri}-gram 등 문장 간
중복되는 n-gram 을 비교하는 평가 지표

생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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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DASS [2]: 정답문과 생성문 그리고 문서 간 유사도 계산을 통한 평가 지표

[1]. ROUGE: A package for automatic evaluation of summaries [C-Y. Lin et al, 17’]
[2]. Reference and document aware semantic evaluation methods 
for korean language summarization [Lee et al, 20’]



1. 서론
• 본 논문의 주요 기여는 아래와 같음.

a) 사실 불일치 해소를 위한 Source-to-Document 를 이용한 생성 요약 제안
b) 사실 불일치 해소를 평가하기 위한 개체 단위 사실 일치 평가 지표인 EMFS(Entity-level 
Matching F1 Score)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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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DEXPERTS: Decoding-Time Controlled Text Generation with 
Experts and Anti-Experts [Liu et al, 21’])

• Expert (non-toxic LM) 과 Anti-expert 
(toxic LM) 의 출력 확률 (𝒛!, 𝒛") 을 이용하여
base LM의 출력 확률 𝒛 를 조정하며 학습.

• 건전하지 못한 용어 (비속어 등)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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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xperts 모델 구조



2. 관련 연구 (Enhancing Factual Consistency of Abstractive 
Summarization [Zhu et al, 21’])

• 문서 내의 개체-관계 정보를 기반한 그래프 신경망으로 표상을 보강
• 정답 요약문의 개체를 무작위로 바꾸고 이를 맞추는 검증 모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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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SUM 의 모델 구조

한국어에서 개체-관계 그래프를 구축하는 것은 많은 시간 및 자원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영어과 다르게 관련 툴이 공개되지않아 어려움이 존재함.



3. Proposed Approach
• Base Model [1]은 복사 메커니즘을 이용한
한국어 PALM 모델을 사용.

• 정답 요약문으로 문서를 생성하는 𝑀𝑜𝑑𝑒𝑙!"의
출력 확률로 요약문을 생성하는 𝑴𝒐𝒅𝒆𝒍𝑺𝑮를
조절함.

• 추론의 경우 𝑀𝑜𝑑𝑒𝑙%"로만 하며 Beam 
Search 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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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LM 기반 한국어 T5 개선: 기계독해 및 텍스트 요약으로의 응용, [박은환 et al, 21’]



3. Proposed Approach
• EMFS (Entity-level Matching F1 Score): 생성된 요약문과 문서, 그리고
정답 요약문 간의 개체 단위의 매칭 여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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𝒩 𝑡 와 𝒩 ℎ , 𝒩 𝑠 는 정답 및 생성 요약문 그리고 문서에 존재하는 개체의 개수

𝑝𝑟𝑒𝑐& =
𝒩 ℎ ∩ 𝑡
𝒩 ℎ

, 𝑟𝑒𝑐𝑎𝑙𝑙& =
𝒩 ℎ ∩ 𝑡
𝒩 𝑡

𝑝𝑟𝑒𝑐' =
𝒩 ℎ ∩ 𝑠
𝒩 ℎ

, 𝑟𝑒𝑐𝑎𝑙𝑙' =
𝒩 ℎ ∩ 𝑠
𝒩 𝑠

ℱ1& =
𝑝𝑟𝑒𝑐& ∗ 𝑟𝑒𝑐𝑎𝑙𝑙&
𝑝𝑟𝑒𝑐& + 𝑟𝑒𝑐𝑎𝑙𝑙&

, ℱ1' =
𝑝𝑟𝑒𝑐' ∗ 𝑟𝑒𝑐𝑎𝑙𝑙'
𝑝𝑟𝑒𝑐' + 𝑟𝑒𝑐𝑎𝑙𝑙'

𝐸𝑀𝐹𝑆 =
ℱ1& + 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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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 학습 및 평가 데이터 집합은 AI-Hub 신문 기사 데이터 집합[1]을 사용, Beam 
Size 는 5로 설정함.

9
[1]. https://aihub.or.kr/aidata/8054



4.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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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한계점
• 실험 결과 Rouge-L 및 EMFS 에서 0.19, 0.21 높은 성능을 보임.
• 𝑀𝑜𝑑𝑒𝑙#$와 𝑀𝑜𝑑𝑒𝑙%$를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하기 위한 많은 리소스를
요구하며 다양성이 다소 부족함.

• EMFS 는 Entity-Overlapping 기반 평가 지표라는 한계점을 보임.

11

추후 연구에서 Dense Retrieval 등 의 지식 표상을 기반으로 한 생성 요약 및 평가
지표 개선을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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