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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요약으로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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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개요
–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5, 6, 7, 8, 9, 10, 11]와 같은 언어모델(PLM, Pretrained Language 
Model)로 미세 조정 실험을 함.
• 생성 관련 태스크에서는 T5, MASS, BART, GPT, PALM 등이 사용됨.

– 본 연구에서는 PALM 언어 모델을 사전 학습하고 T5, BART 대비 어느정도 성능 향상되었는지
비교함.



• PALM

– 기존 T5, BART 에서 마스킹한 𝑋′를 복구하는 Objective 를 이용하여 사전 학습됨.
– PALM은 문단의 80%를 X!(BERT Masking Scheme과 동일하게 마스킹) 인코더의 입력으로,
나머지 20% 𝑌를 디코더의 입력으로 넣고 𝑌를 복구하는 Objective를 이용하여 사전 학습함.
(데이터 집합은 한국어 위키피디아를 사용)

• 𝐿"# = ∑ $,& ∈ (,) log∏*+,
- 𝑃 𝑦*|𝑦.* , 𝑥; 𝜃

• 𝐿 𝜃 = 𝐿/0/ + 𝐿"#



• PALM

– 사전 학습 단계에서 [4]에서 제안되었던 Pointer-Generator Network 가 사용됨.



• 실험 결과

– KorQuAD[14](질의 응답)와 AI-HUB의 신문기사 데이터 집합 (생성 요약)으로 실험을 진행
– KorQuAD

• 기존 사전 학습된 RoBERTa[13]로 인코더를 초기화한 RoPALM-Base가 그렇지 않은 PALM-Base 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줌.

• 비록 인코더만 초기화하더라도 디코더가 제대로 사전 학습됨을 보여줌.

– 신문기사 데이터 집합
• {T5, BART}-Base 보다 RoPALM-Base 가 Rouge-{1, 2, L}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줌.



• 결론
– T5, BART보다 RoPALM이 더 좋은 생성 요약 성능을 보여줌.
– 본 연구의 성능을 추후 연구를 위한 베이스라인으로 삼을 수 있음.
– 추후 연구:

• 질문 생성(Question Generation), 검색기(Retriever) 등의 사실 검증 모듈을 이용한 정교하고 개선된 문서 생성
요약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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