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20년)

준 지도 학습과 커리큘럼 학습을 이용한 유사 기사 추천 모델
서재형◦ , 오동석, 어수경, 박성진, 임희석∗*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seojae777,inow3555,djtnrud,ec_park,limhseok}@korea.ac.kr

Semi-supervised GPT2 for News Article Recommendation with Curriculum Learning
Jaehyung Seo◦ , Dongsuk Oh, Sugyeong Eo, Sungjin Park, Heuiseok Lim†*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요약
뉴스 기사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넓은 시각으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따라서 뉴스 기사를 기존의 추천 시스템과 같이
개인의 관심사나 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선별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비슷한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사도 기반의 기사 추천 모델을 제시한다. 길이가 긴
문서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 GPT2 [1]언어 모델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단방향 디코더 모델인 GPT2 [1]
의 단점을 추가 학습으로 개선했으며, 저장 공간의 효율과 핵심 문단 추출을 위해 BM25 [2]함수를 사용했다. 그리고
준 지도 학습 [3]을 통해 유사도 레이블링이 되어있지 않은 최신 뉴스 기사에 대해서도 자가 학습을 진행했으며, 이와
함께 길이가 긴 문단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문장 길이를 기준으로 3개의 단계로 나누어진 커리큘럼
학습 [4]방식을 적용했다.
주제어: GPT2, 문서 유사도, 준 지도 학습, 커리큘럼 학습

서론

1.

Inverse Document Frequency(TF-IDF) [5]가 있다.
tf idfi = tfi,j · log(

최근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 기사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특정 신

n
)
1 + dfi

(1)

수식 (1)은 특정 문서 j에서 특정 단어 i 빈도수인 tfi,j 와 전

문사를 선택하여 구독하던 종이 신문 시대와 다르게 온라인

체 문서 n 중에서 특정 단어 i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수 dfi

뉴스 시대에는 다양한 주제와 관점을 지닌 기사들에 쉽고 빠

의 역을 곱하여 특징 벡터를 생성한다. 이러한 특징 벡터는 단

르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뉴스 기사는 자연스럽게

순히 단어 빈도수를 기반으로 단어 벡터를 생성하는 것 보다

해당 뉴스 기사 페이지에서 사용자에게 다음 뉴스 기사 선택지

불용어에 해당하는 단어들에 대해 고려를 한 형태이다. 다른

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다음 어떤 뉴스 기사로 이동할지

특징 벡터 추출 방법으로는 Word2Vec 방식의 임베딩을 문서

사용자가 선택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 뉴스 기사

단위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고안한 Doc2Vec [6]이

열람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다음 뉴스 기사 추

있다. Doc2Vec [6]은 문서의 정보까지도 벡터로 표현하여, 특

천 선택지를 구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기존의

정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상황에 해당 단어가 나타난 문서의

개인 정보나 관심사 등이 반영된 맞춤형 추천 시스템은 합법

정보까지도 벡터 안에 포함한다. 따라서 문서 사이의 유사도를

성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마다 편향된 관점의 기사를 제공할 수

판단할 때, 단어만 다르고 같은 내용을 공유하는 문서의 경우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사용자는 다양한 관점을

유사한 문서 벡터값을 가진다. 그러나, 위의 방식들은 과도하게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공간에서 개인정보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어휘 정보에 따른 임베딩 값에 집중하여 문서 사이의 유사도를

선별된 기사들을 제공받는다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여론

측정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어느 정도 문서를 이해

형성 시스템으로 악용될 잠재적 위협이 존재한다.

하고 문맥 정보를 반영하여 기사를 추천하는데 부적합하다. 따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관심사에 따른 특정 정

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사도 기반의 기사 추천에 한국어 언어

보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도록 기사 제목과 본문의 유사도를

모델을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기반으로 추천 모델을 고안했다. 문서 유사도의 경우 임베딩한

최신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수집한

특징 벡터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를 주로 사용하여 계산하며, 문

21,471개의 뉴스 데이터 분포 정도를 확인해본 결과, 본문 토큰

서 내의 특징 벡터 추출 방법은 대표적으로 Term Frequency-

의 길이가 최소 198에서 최대 9,731이며 평균 본문의 토큰 길이
는 803.6, 그리고 표준 편차는 566.9이다. 따라서 실험은 SKT

∗

AI에서 공개한 언어 모델인 입력 최대 토큰의 길이가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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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KoGPT2

∗

한국어 언어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2.1

고 판단했다. GPT2의 경우 자기 자신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핵심 문장 추출

2020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기사 21,471개의 표본 데

자기 회귀(Auto Regressive) 모델이며, OpenAI의 Generative

이터에서 기사당 평균 토큰의 개수는 803.6개며, 표준 편차는

Pre-Training(GPT) 모델 [7]을 더 많은 말뭉치와 약 15억개

566.9로 입력 뉴스 기사에 대해서는 전처리 작업이 필요하다.

이상의 파라미터를 통해 발전시킨 언어 모델로 셀프 어텐션
(Self-Attention) 기반의 트랜스포머(Transformer) [8] 멀티 레
이어 디코더(Multi-Layer Decoder)를 변형하여 사용한다 [1].

IQR = Q3 − Q1

(2)

모델이다. 특히 KoGPT2의 경우 많은 양의 한국어 뉴스 기사

Q1 − 1.5 ∗ IQR

(3)

정보로 사전 학습을 했으며, 별도의 레이블이 없는 최신 뉴스

Q3 + 1.5 ∗ IQR

(4)

또한 사전 훈련 단계에서 비지도 학습 방식을 사용하여 멀티태
스크 러닝 방식의 다양한 범위의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는 언어

기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학습하기에 적합한 모델로 판단
했다. 추가로 최신 기사 뉴스의 신조어와 어감 파악을 위해서

핵심 문단 추출의 경우, 문서 형태의 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

2020년 기준으로 나무위키 데이터 중에서 적합한 20만 문장을

록 최대 토큰의 개수 256개, 그리고 512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선별하여 추가 학습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 데이터 추

분할한다. 총 21,471개의 전체 기사 본문을 활용해서 각 문단

가 학습을 통해 희귀어와 도메인 특화된 언어 모델을 제작했던

의 최대 토큰 개수 256, 512개를 기준으로 52,479, 52,480의

BioBERT를 참고했다 [9]. 또한 뉴스 데이터를 추가 학습하여

문단 쌍을 만들었다. 최대 토큰의 개수가 256인 문단의 경우,

어감 및 어순 파악 능력을 개선하여 페이크 뉴스 분류 문제에

수식 (2)의 사분위수를 통해 수식 (3), (4) 범위 이외 길이를

성능을 개선했던 exBAKE의 선행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지닌 이상치 데이터인 4,070개를 삭제하여 두 문단을 합친 토

학습에 적용했다 [10].

큰의 개수 평균은 501.22를 유지한다. 마찬가지로 최대 토큰의
개수가 512인 문단의 경우에도 이상치 데이터인 4,733개의 데

모델 학습은 준 지도 학습 [3]과 커리큘럼 학습 [4]을 사용했
다. 준 지도 학습 [3]의 경우, KorSTS

†

이터를 삭제하여 두 문단을 합친 토큰의 개수 평균은 883.39를

데이터셋 [11]의 훈련

유지한다.

결과를 바탕으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 않은 뉴스 기사 데이터
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진행한다. 이처럼 새롭게 레이블링이 된
데이터는 새로운 훈련 데이터로 활용한다. 커리큘럼 학습 [4]

BM 25(R, S)

의 경우, 길이가 긴 문서에 대해서 유사도 학습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64, 512, 그리고 1,024의 길이로 학습 데이터의
최대 길이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지 않고 한 번에 최대 1,024의 길이를 지

i=1

니는 두 개 뉴스 기사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스피어만 상
관계수 [12] 91.53의 결과를 보였으며, 차례대로 단계를 거쳐서

IDF (si ) ·

f (si , R) · (k1 + 1)
f (si , R) + k1 · (1 − b + b ·

|R|
avgDL )

(5)

입력 문서의 길이와 관련해서는 수식 (5)의 BM25 함수를 적

학습하는 경우 스피어만 상관계수 [12] 94.14를 보였다.

용했다 [2]. 문서 사이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일 경우 낮은
가중치를 주는 문서 역 빈도 식과 문서 내에 같은 단어가 자주

유사도 기반 기사 추천 모델

2.

n
X

등장하는 경우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단어 빈도 식의 곱으로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KoGPT2의 단점을 추

이루어진다. 단, 이때 문서의 평균 길이를 계산하면서 문서 길

가 학습을 통하여 개선한 KoGPT2Post 모델을 제시한다.

이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는다. 이와 같은 식을 활용하여, 문서

KoGPT2Post는 문장 및 문단 이상의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 문장의 개수를 기준으로 요약할 문장의 비율 또는 최대

파인 튜닝을 준 지도 학습 [3]과 커리큘럼 학습 [4]을 통해 뉴스

토큰의 개수에 따라 입력 데이터의 길이를 줄였다. 입력 데이

기사 추천을 위한 최적의 유사도 점수를 찾는다. 최적의 방향으

터의 길이 축소는 추천 후보군으로 데이터베이스에 할당해야

로 학습된 모델은 뉴스 기사 제목과 본문을 중심으로 연관성이

할 저장 공간의 효율은 축소비율 만큼 증가한다. 또한, 뉴스 기

높은 뉴스 기사를 핵심 문단 추출로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 본문 전체를 입력으로 사용했을 때 보다, 쌍을 이루는 각각

N 개의 순위만큼 추천한다.

문서에 대해서 최대 토큰의 개수를 256, 512로 압축된 형태의

∗
†

입력을 사용한 경우에 평균적으로 스피어만 상관관계 [12]가

https://github.com/SKT-AI/KoGPT2
https://github.com/kakaobrain/KorNLUDatasets

7.56, 9.07만큼 향상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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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oGPT2Post: 모델 학습 및 기사 추천 과정

용한 50,000개의 토큰 사전을 가지고 있다. 모델 사전 훈련의
경우, 약 20GB의 원시 문장 데이터를 사용했다. KoGPT2의
경우에도 단방향 디코더를 활용한 생성 모델로 정제된 데이터

그림 2. 기사 본문 및 제목 임베딩 형태

셋을 지닌 분류나 추론과 같은 특정 과제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입력 데이터가 짧은 문장이 아
2.2

기사 본문 및 제목 임베딩

닌 긴 문단 및 문서라는 점과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 않은 최신

그림 2와 같이 입력 데이터 쌍의 각각 제목의 길이를 t1 , t2 ,

뉴스 기사 데이터라는 점에서, 자기 예측의 비지도 학습을 기반

뉴스 본문의 길이를 c1 , c2 로 가정한다면, KoGPT2의 최대 포

으로 하는 KoGPT2 모델을 개선한 형태의 KoGPT2Post 모델

지셔닝 임베딩 1024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1024 − (t1 + c1 +

을 문서 유사도 측정 모델로 제시한다. 그림 1의 KoGPT2Post

t2 + c2 + s1 + s2 + s3 ) >= 0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

는 한국어의 신조어와 어감이 반영될 수 있도록 2020년 나무위

한 시퀀스 쌍 각각의 길이도 512 − (t1 + c1 + s1 ) >= 0와

키 데이터 덤프에서 20만 개 문장을 선별하여 KoGPT2 모델에

512 − (t2 + c2 + s2 + s3 ) >= 0를 만족해야 한다.

대한 추가 학습을 진행한 모델이다. 해당 모델의 경우 문장과

뉴스 제목은 뉴스 기사 데이터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문장 사이의 유사도 측정할 때보다 실제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있는 부분으로, 각 본문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어휘와 문맥에

한 문단과 문단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할 때 동일 조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역할은 OSCAR [13]에서

더 큰 상승 폭을 보인다.

앵커 포인트가 이미지 객체에 대한 단어 태깅을 통해서 본문에
2.4

해당하는 이미지 특징 벡터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자연
어와의 배열 응집력을 더 강화했다는 실험 결과로부터 영감을

준 지도 학습

문장이 아닌 실제 기사 문단 및 문서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

얻었다.

하기 위해 준 지도 학습 [3]을 적용한다. KorSTS 데이터셋 [11]
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완료한 모델은 실제 뉴스 문단에 대해서

2.3

KoGPT2 언어 모델 개선

유사함의 정도에 따라 0에서 5점 사이로 레이블링을 진행한다.

SKT-AI에서 공개한 한국어 GPT2 [1] 모델인 KoGPT2는

레이블링이 된 데이터는 이전 단계의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와

Byte Pair Encoding (BPE) [14]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을 활

중복되지 않으며, 자기 학습 과정에 새로운 훈련 데이터로 사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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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방식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리커트 척도를

3.2

실험 방법

활용한 점수화 방식보다 일자별로 새로운 데이터로 업데이트

비교 실험에는 언어 모델 사용 이전의 TF-IDF [5],

가 되는 뉴스 기사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Doc2Vec [6] 그리고 SKT-AI에서 공개한 초기의 KoGPT2를

있다.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 훈련된 KoGPT2를 바탕으로

2.5

추가 학습을 진행하여 개선한 KoGPT2Post 모델을 제시한다.

커리큘럼 학습

단방향 모델의 약점을 보완을 위해 나무위키 덤프 데이터로

커리큘럼 학습 [4]의 경우, 본 논문에서는 모델 훈련을 본문과

사전에 제작한 문장 내 순서 변형에 대한 학습과 문장과 문장

제목의 최대 토큰의 합을 기준으로 총 3개의 단계로 구성했다.

사이 문맥 파악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했다.

1단계의 경우, KorSTS의 데이터셋 [11] 특징에 따라서 최대
토큰의 개수 64개를 기준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한다. 해당 데

Pn

− x̄)(yi − ȳ)
Pn
2
2
i=1 (yi − ȳ)
i=1 (xi − x̄)

rs = pPn

이터셋의 유사도 점수는 문장 쌍이 서로 완전히 다른 경우 0
점, 완전히 동일한 경우 5점으로 리커트 척도에 따라 점수를

i=1 (xi

(6)

부여한다. 1단계 학습은 레이블링이 되지 않은 실제 뉴스 기사

이후 1단계 학습을 통해서 최대 64개의 토큰 개수를 지니

데이터에 준 지도 학습 [3]을 위한 기초 교육으로 새로운 훈련

는 KorSTS 데이터셋 [11]의 유사도 점수를 예측하는 방향으로

데이터셋 레이블링에 활용한다. 단, 1단계 학습의 경우 문장

학습을 진행했다. 2, 3단계의 경우 1단계의 학습의 결과를 바

단위로 학습하여, 호흡이 긴 뉴스 기사와 같은 문단 및 문서

탕으로 레이블링 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훈련을 진행했다. 성능

유사도를 측정할 때 사람이 판단하기에 실제 유사하지 않았음

평가는 정답 유사도 점수와 예측한 유사도 점수 사이의 순위 값

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러한

크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수식 (6)의 스피어만 상관계

문제는 기사 제목을 핵심 기준점으로 본문과 연결함으로써 단

수 rs 를 사용하며, n개의 데이터 표본에 대해 진행했다 [12].

순히 본문의 어휘 정보만 유사한 경우 점수에 낮은 점수를 부

수식에서 xi 와 yi 는 각각 변수 x, y에 대해서 i번째 순위를 나

여하고 기사 본문과 유사한 문맥을 지니는 경우 높은 점수를

타내며, x̄와 ȳ는 순위 평균을 나타낸다. rs 는 [−1, 1] 사이의

부여하면서 해결한다.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0
에 가까울수록 선형적 상관관계가 약하다.

2단계의 경우, KorSTS [11]을 통한 파인 튜닝의 결과로 기초
학습을 완료한 파라미터 초깃값을 바탕으로 전체 본문과 제목

3.3

의 합이 최대 토큰의 개수 512인 수집한 뉴스 기사 문단 쌍을

1단계는 KorSTS 데이터셋 [11]에 대해서 정답 유사도 점수

학습한다. 3단계의 경우, 마찬가지로 2단계 학습을 완료한 파

와 예측한 유사도 점수 사이의 스피어만 상관 계수 rs [12]를

라미터 값을 바탕으로 전체 본문과 제목의 합이 최대 토큰 개수

통해 성능 결과를 측정했다. 2, 3단계의 경우도 스피어만 상관

1,024인 수집한 뉴스 기사 문단 쌍을 학습한다. 2단계와 3단계

계수 [12]를 통해서 성능 평가를 진행했으며, 커리큘럼 학습 [4]

의 경우 1단계 학습 과정에서 레이블링한 훈련 데이터를 통해

에 따라서 2단계 훈련을 통해 학습된 모델은 3단계 훈련을 연

자기 학습을 진행하며, 각 커리큘럼 학습 [4]은 모두 연속된 형

속적으로 진행했다. 각 단계의 데이터는 중복되지 않으며, 훈련

태로 각 모델에 대해서 차례대로 진행한다.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는 8:2로 분할하여 진행했다. 1단계의 결
과로 나온 유사도 점수는 2, 3단계 훈련을 위해 사용했다.

실험

3.

실험 결과

표 1. 2, 3단계 학습 성능 평가 - 뉴스데이터 (512, 1,024)

본 장에서는 실험 데이터셋 구축과 모델 학습 방법을 바탕으
로 실제 뉴스 기사 데이터를 수집하여 검증을 진행한다.

모델

2단계 rs

3단계 rs

TF-IDF + Cosine

58.01

57.75

1단계 기초 학습의 경우 Kakao Brain에서 제공한 KorSTS

Doc2Vec + Cosine

30.68

29.01

데이터셋 [11]을 사용했으며, 2, 3단계의 경우 2020년도 뉴스 기

KoGPT2 (SKT-AI)

87.81

92.55

사 데이터를 사용했다. KorSTS 데이터셋 [11]의 경우 총 8,628

KoGPT2Post (Ours)

89.43

94.14

3.1

데이터셋

개의 데이터셋 중 5,749개를 훈련 데이터셋으로 활용했다. 2단
계와 3단계 학습의 경우 이상치 데이터를 제거한 각각 48,409,

2단계와 3단계 학습의 경우 에포크를 3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47,747개의 예시 문단 쌍을 8:2의 비율로 훈련과 평가 데이터

커리큘럼 학습 [4]을 적용한 결과로 순차적으로 훈련과 테스트

셋을 분리해서 학습 및 평가를 진행했다.

를 진행했다. 표 1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문장이 아닌 문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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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사도 기반 추천 시스템 결과
현재 기사

추천 기사

유사도 점수

빅뱅 탑, 코로나19 극복 위해 1억원 기부, 그룹 빅뱅

Rank 1. 신민아 기부, 의료진 및 취약 계층 위해 1

3.8666

의 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극복을

억원 쾌척 ... 25일 신민아의 소속사 에임엔터테인먼

위해 ... 과거에 탑은 2018년 11월 4일 ... 용산 복지

트 측은 신민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는

재단에 이웃돕기성금 1104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 사랑의 열매 측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빅뱅 탑, 코로나19 극복 위해 1억원 기부, 그룹 빅뱅

Rank 2. 북구, 명의천사 기부챌린지 성황리에 마무

의 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극복을

리 ... 북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지난달 말까지

위해 ... 과거에 탑은 2018년 11월 4일 ... 용산 복지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 이웃을 돕는데

재단에 이웃돕기성금 1104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카카오톡 오류에 사용자들 발동동 ... 서버 불안정,

Rank 1. 카카오스토리도 오류? ... 오후 2시까지 시

원인 파악 중 ... 카카오톡이 2일 오전 장애를 일으

스템 점검 카카오스토리 측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

키며 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 앞서 이날

드려 죄송하다고 안내했다.

오전 9시께 카카오톡에 오류가 발생했다.

카카오톡 오류에 사용자들 발동동 ... 서버 불안정,

Rank 2. 재택 근무 많은데 ... 카카오톡 먹통, 출시

원인 파악 중 ... 카카오톡이 2일 오전 장애를 일으

10주년을 맞이하는 ... 이용자들이 큰 혼란과 불편

키며 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을 겪었다 ... 카카오 측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드려 죄송하다고 안내했다.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의 유사도 측정에 GPT2 모델 [1]은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

4.

3.6776

3.7187

3.4060

결론

했으며, 본 논문에서 제시한 추가 학습된 KoGPT2Post 모델의
최근 많은 연구는 다양한 차원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의미

경우, 동일 환경에서 KoGPT2보다 각각 1.17, 1.59의 상승 폭을

공간 속에서 표현하고 해석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하나로

보였다.

합쳐질 수 있음에도 각기 다른 상태를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표 2는 2단계와 3단계 학습을 완료한 KoGPT2Post 모델을

불완전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라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끔

통해 현재 열람 중인 실제 뉴스 기사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은 이러한 기술적인 방식의 접근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 할

최신 뉴스 기사 사이에서 유사도 비교를 통해 1,2순위의 추천

때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뉴스 기사 데이

기사를 보여준다. 첫 기사의 경우 코로나와 같은 핵심 반복 어휘

터만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과 특징에 주목하여, 기사의 제목

정보가 없더라도 기부와 관련된 문맥 관계를 활용하여 추천이

과 본문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유사도 기반의 추천 시스템을

가능함을 보여준다. 또한 두 번째 기사의 경우 ‘재택 근무’와

제시한다. 제시한 방향에서 가장 핵심인 GPT2 언어 모델 [1]

‘출시 10주년’과 같이 관련 없는 방해 어휘가 있더라도, 모델이

기반의 문단 및 문서 유사도 측정은 적은 데이터로 추가 학

유사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판단을 내린다.

습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성능 개선이 가능했다.
표 3. 커리큘럼 학습 및 기사제목 포함 여부에 따른 성능 평가

또한, GPT2 언어 모델 [1]과 실시간으로 수많은 기사가 지속해
서 만들어지는 상태를 고려하여 준 지도 학습 [3]과 문서 길이

본문 rs

제목 + 본문 rs

수의 분산 정도가 큰 기사의 특징을 고려하여 커리큘럼 학습 방

일괄 학습

90.19

91.53

식 [4]을 제시한다. 그러나 문서 이해와 관련해서 언어 모델이

커리큘럼 학습

91.76

94.14

충분한 문맥 정보를 반영했는지, 또는 단순 어휘 반복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를 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또

표 3의 결과와 같이 커리큘럼 학습 [4]을 하는 경우, 3단계까

한 추천할 만한 유사함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지 학습을 완료한 KoGPT2Post 모델 기준으로 전체 데이터를

제시하기 어려우며, 제목과 본문을 바탕으로 한 유사도 기반의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동일 에포크 3에 각각 1.57, 2.61

추천 시스템은 지나치게 단순한 형태로 추천 목록이 형성되는

의 상승 폭을 보였다. 또한, 기사의 제목을 포함하는 여부에

문제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한국어 문단 내

따라서는 각각 1.34, 2.38의 성능의 상승 폭을 보였다.

부의 문맥과 문장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추가 학습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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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시스템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목록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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