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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쟁 (AI-enabled warfare)가 미래 의 핵심이 될 것으로 상한

다. 자연어 처리 기술은 이러한 AI 기술의 핵심 기술로 지휘   참모들이 자연어로 작성된 보고서, 정보  첩보를 일일이 열어 
확인하는 부담을 이는데 획기 으로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휘   참모의 정보 처리 부담을 이고 신속한 지휘결심

을 지원하기 해 언어 모델 기반의 다출처 정보 통합 (Language model-based Multi-source Information Integration, LAMII) 임워크

를 제안한다. 제안된 LAMII 임워크는 자기지도 학습법을 활용한 언어 모델에 기반한 표 학습과 오토인코더를 활용한 문서 통합
의 핵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지도 학습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 으로 이질 인 두 문장간의 유사 계를 

식별할 수 있는 표 학습을 수행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학습된 모델을 활용하여 다출처로부터 비슷한 내용 혹은 토픽을 함

양하는 문서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통합한다. 이 때, 복되는 문장을 제거하기 해 오토인코더를 활용하여 문장의 복성을 측정한
다. 본 논문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해, 우리는 언어모델들과 이의 성능을 평가할 때 활용되는 표 인 벤치마크 셋들을 함께 활용

하여 이질 인 문장간의 유사 계를 측의 비교 실험하 다. 실험 결과, 제안된 LAMII 임워크가 다른 언어 모델에 비하여 이질

인 문장 구조간의 유사 계를 효과 으로 측할 수 있음을 입증하 다.

☞ 주제어 : 자기지도 학습, 언어 모델, 문장간의 유사 계, 다출처 정보 통합

ABSTRACT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I-enabled warfare is expected to become the main issue in the future warfar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echnology is a core technology of AI technology, and it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reducing the information 

burden of underrstanidng reports, information objects and intelligences written in natural language by commanders and staff. In this 

paper, we propose a Language model-based Multi-source Information Integration (LAMII) framework to reduce the information overload 

of commanders and support rapid decision-making. The proposed LAMII framework consists of the key steps of representation learning 

based on language models in self-supervsied way and document integration using autoencoders. In the first step, representation 

learning that can identify the similar relationship between two heterogeneous sentences is performed using the self-supervised learning 

technique. In the second step, using the learned model, documents that implies similar contents or topics from multiple sources are 

found and integrated. At this time, the autoencoder is used to measure the information redundancy of the sentences in order to 

remove the duplicate sentences. In order to prove the superiority of this paper, we conducted comparison experiments using the 

language models and the benchmark sets used to evaluate their performance.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proposed LAMII framework can effectively predict the similar relationship between heterogeneous sentence compared to other 

language models.

☞ keyword : Self-supervised learning, Language model, similar relationship between sentences, Multi-source information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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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국은 "모자이크 쟁 (mosaic warfare)"을 수행하기 

해 군 사령부들이 운용하는 정보수집 센서와 술통제

망을 단일화하기 한 지휘통제 연결망 구축사업인 합동

역지휘통제(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JADC2)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국은 "지능화 쟁 

(intelligentized war)"이라 명명한 새로운 쟁에서 승리하

기 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1].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들 패러다임을 통하는 핵심 기술이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라는 것이다. 우리 군도 

2017년 국방개  2.0을 통해 AI의 도입을 명문화했고, 정

부는 2019년 AI 국가 략 발표를 통해 지능형 랫폼과 

지휘체계 지원기능 개발을 담은 ‘국방 AI'를 공개한 바 

있으며 국방부의 AI 장기 계획을 담은 ‘국방 인공지능

(AI) 발 계획 수립연구'를 수행하는 등 AI 도입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2, 3]. 이러한 인공지능이 기반이 되는 

쟁 (AI-enabled warfare)은 AI 기술을 특정 무기체계, 기술 

는 작 에 국한해 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의 모든 

측면에 AI 기술이 용·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4]. 를 

들어, 그림 1은 지휘통제의 과정에서 활용가능한 AI 기술

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 1) 지휘통제에서의 활용가능한 인공지능 

(Figure 1) AI technologies for command and control

그림 1에 도식화한 바와 같이 지휘통제 분야에서 용

가능한 AI 기술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기술  기기간 

통신을 통한 자동화 기술은 지휘통제 차의 자동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작 의 수행에 기여할 수 있으며 [5], 

자연어 처리기술은 지휘   참모들이 정보 처리 부담, 

즉 자연어 작성되거나 구술된 정보나 첩보의 내용을 일

일이 열어 확인하는 부담을 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6].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휘   참모의 정보 처리 부담

을 이고 신속한 지휘결심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언어 

모델 기반의 다출처 정보 통합 (LAnguage model-based 

Multi-source Information Integration, LAMII) 임워크를 

제안한다. LAMII 임워크를 이용한 통합의 상은 다

출처에서 수집된 형식과 내용이 다양하고 이질 인 자연

어 문서이다. 그러나 수집· 달· 장하고 있는 문서의 양

이 방 하기 때문에 통합의 상이 되는 자연어 문서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자

연어 문서들이 의미 으로 유사한 문장을 내포하고 있는 

지 여부를 기 으로 1차 선별을 수행한 후, 지휘결심을 

수행해야 하는 장 상황을 고려해 2차 선별을 수행한다. 

최종 으로 선별된 자연어 문서들을 하나의 통합 문서로 

생성해 지휘 과 참모에게 달함으로써 정보처리의 부

담을 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차 선별, 즉 자연어 문장의 의미  유사도를 도출하

기 해 가장 리 사용되는 방법은 표 학습 

(representation learning)이다 [7]. 표 학습은 자연어에 내

재된 특성을 학습을 통해 추출하는 방법으로 주로 발견

된 특성을 이용해 일반 인 연산이 불가능한 자연어를 

연산이 가능한 공간으로 임베딩하여 나타낸다. 그러나 자

연어 문서의 범 는 교범과 같이 구조나 형식이 정형화

된 문서에서 음성이나 속기로 작성된 회의록과 같이 불

완 한 구조를 갖는 비정형화된 문서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는 기존의 풍부한 정보를 지닌 정형화된 문서에 해 

이루어지는 표 학습으로는 정보량이 부족하고 비구조

화된 단문이나 음성에 한 의미  유사도를 계산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1차 선별을 통해 발견한 의미 으로 유사한 문장을 내

포하고 있는 문서들에 해 2차 선별을 수행한다. 유사한 

문장을 내포하고 있는 문서라 할지라도 해당 문서 모두

가 지휘 결심을 수행하는 장 상황에 합한 정보를 포

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발견된 문서들에 해 재

의 장 상황을 고려하여 동일한 맥락을 가진 정보를 식

별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문서로부터 핵심 정

보를 담은 요약문을 생성한다. 요약문을 생성하기 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사 에 사람이 만들어낸 요약문을 

활용하는 지도학습이다. 그러나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

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로 장 상황은 매번 상이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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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 이는 지휘결심에 필요한 요약 정보를 생성하는 

데 지도학습이 부 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기 해, LAMII 임워크는 오토인코더(Autoencoder) 

기반의 비지도학습 기법을 활용하여 문서로부터 복되

는 문장을 제거해 핵심 정보만을 포함하는 요약문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의 연구

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임워크와 각 모듈에 해 설명한다. 4장에서 실험과 그 

결과에 해 설명하고 5장에서 결론  추후 연구에 해 

논의한다. 

2. 련 연구

2.1 언어모델

언어모델은 통 인 통계 기반 모델에서부터 인공신

경망 기반 모델, 최근에는 Elmo, GPT, BERT 등의 

Transformer 기반의 지도 학습법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비지도 학습의 언어모델로 발 해왔다[8.9.10]. 비지도 학

습 는 자기지도 학습의 언어모델은 한 언어의 방 한 

데이터를 사용해 사 에 부분 으로 학습한 후 기계번역, 

감정분석, 문서요약, 질문응답 등의 다양한 Task에 따라 

차 으로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한, 특정 Task에 따라 몇 가지 일반화된 지식

을 활용하여 자기지도 학습법은 자동화된 fine-tuning이 

가능하다. 이처럼 목 에 맞게 fine-tuning된 언어모델들

은 양질의 이블 정보가 없어도 사람의 performance를 

능가할 정도로 성능상의 이 이 많기 때문에 최근 다양

한 분야에서 크게 심받고 있다 [11].

2.2 문서요약

문서 요약은 기존 문서의 의미 혹은 정보를 최 한 유

지한 채 규모가 더 작은 문서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문서요약 기법은 크게 추출요약(extractive summariz-

ation)과 생성요약(abstractive summariz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추출요약은 기존 문서에서 요 문장을 그 로 가져와

서 요약문을 생성하는 기법이다. 이 때, 요 문장을 선택

하기 한 기법에 따라 빈도수 기반 기법, 유사도 기반 기

법, 그래  기반 기법 등의 여러 방법이 존재하며, 특히 

최근에는 문서요약을 일종의 문장분류 task로 보는 딥러

닝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12].

생성요약은 기존 문서를 통해 언어 모델을 활용해 새

로운 문장을 생성하여 요약문을 체를 모델에 기반하여 

생성하는 기법이다. 기존 문서의 몇몇 문장을 그 로 가

져올 경우 문서의 주요한 의미는 유지될 수 있지만 맥락

이 맞지 않는 문서가 생성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고안되었다. 하지만 추출요약에 비해 낮은 성능을 보

여 최근에는 추출요약과 생성요약을 결합한 기법 등 새

로운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13].

3. 언어 모델 기반 다출처 정보 통합 임워크

지휘결심에 필요한 다출처 문서를 통합하는 LAMII 

임워크는 3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모듈은 

이질 인 문장들 간의 의미  유사 계를 측하고 이

를 기반으로 의미 으로 유사한 문서를 식별하는 데 필

요한 언어모델 학습 모듈, 식별된 유사 문서들 에서 지

휘 결심을 수행해야 하는 장 상황과 연 된 문서를 발

견한 모듈 그리고 발견한 문서를 통합하는 모듈이다. 

3.1 이질 인 문장의 유사 계 학습 모듈

이 모듈의 목 은 이질 인 문장들 간의 의미  유사 

계를 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미 으로 유사한 문서

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언어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언어 모델의 학습을 해서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학습 데이터는 문장에서 향력이 

낮은 어휘를 체 혹은 제거하는 것으로 문장의 어휘  

이질성과 형태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생성한다. 한 직  

생성한 이블 된 데이터를 사용하기 이 에 유사 계

를 학습하기 한 소량의 데이터셋을 사용해 이학습을 

수행하여 모델의 재 율과 학습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

때, 유사 계를 측한 소량의 데이터 셋(이후 유사 계 

데이터 셋이라 함)과 사  학습된 언어모델은 가지고 있

다고 가정한다.

첫 모듈에서 수행되는 다음의 단계들을 도식화하면 그

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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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문장의 유사 계 학습 차 

(Figure 2) Learning procedure of sentence similarity relation 

3.1.1 언어 모델의 표  손실을 이용한 생 문장 생성

본 논문에서는 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이질 인 문장

들 간의 유사 계를 학습하기 해 자기지도학습

(self-supervised learning)을 수행한다. 자기지도학습이란 

이블이 없는 원 데이터(문장)로부터 문장들의 계를 

통해 이블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으로[14], 지도학

습 방법을 이블이 없는 데이터(문장)에 용해 높은 

측 성능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자기지도학습

에서 이블을 자동 생성하기 해 필요한 문장 셋은 원 

문장 셋과 원 문장과의 의미  유사도 비교를 수행하기 

한 생 문장 셋이다. 원 문장(original sentence, OS)과 

원 문장으로부터 선별된 선별 문장(selected sentence, SS) 

그로부터 생된 생 문장 (derived sentence, DS)은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정의 1 원 문장 셋(original sentence set, OS) OS는 일

련의 어휘로 구성된 문서를 구성하는 문장들의 집합으로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ℕ

OS를 구성하는 번째 원 문장 는 일련의 어휘로 구

성된 벡터로서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ℕ

이때  는 의 번째 어휘이다. 

정의 2 선별 문장 셋(selected sentence set, SS) SS는 

OS로부터 정보량을 기 으로 선별된 문장들의 집합으로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ℕ...

SS를 구성하는 번째 선별 문장 는 일련의 어휘로 

구성된 벡터로서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ℕ

이때  는 의 번째 어휘이다.

정의 3 생 문장 셋 (derived sentence set, DS) D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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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를 구성하는 문장으로부터 임의의 어휘를 제거하여 생

성된 문장들의 집합으로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ℕ

DS를 구성하는 번째 생 문장 는 를 구성하

는 일련의 어휘로부터 임의의 어휘를 체한 벡터이며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DS는 다음과 같은 차를 통해 생성된다. 

Step 1 문장 엔트로피를 이용한 SS 식별 

술한 바와 같이, SS는 OS 에서 정보량이 낮아 학

습 데이터로는 부 합하다고 명된 문장이 삭제된 문장

의 집합이다. 이때 정보량이 낮은 문장이란 불완 한 문

장이나 등장 빈도가 높은 어휘들로 구성된 문장으로서 

학습 데이터로는 부 합한 문장을 의미한다. 특히 불완

한 문장은 문장을 구성하는 일부 어휘가 달라지면 문장

의 의미가 쉽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생 문장과의 유

사도 비교 성능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문장의 정보량은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들의 출  확률 

기반의 Shannon 엔트로피를 이용해 계산한다. 임의의 번

째 원 문장 로부터 도출된 문장 엔트로피 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이때, 
는 의 번째 어휘 의 등장 확률이

다. 모든 원 문장에 해 문장 엔트로피를 계산하며 문장 

엔트로피가 주어진 임계치  이상인 문장들이 의 원

소가 된다. 

Step 2 생 문장 생성을 한 어휘 별 향력 계산

생문장인 는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들 에서 문

장에 해 향력이 낮은 어휘를 삭제해 생성한다. 문장

에서 개별 어휘의 향력은 사  학습된 언어모델을 이

용해 해당 어휘를 삭제한 문장과 해당 어휘를 포함한 문

장의 임베딩 결과 값의 차이로 계산한다. 

  ‖ 
‖      (2)


 ⋯[MASK]⋯

이때 는 의 임베딩 결과 값이고 
는 

의 어휘를 [MASK]로 체한 문장의 임베딩 결과 

값이다.  이 과정은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어휘에 해 반

복 으로 수행한다. 

에서 의 향력과 
값은 정비례의 계가 있

다. 즉, 특정 어휘의 향력이 클수록 
값은 크며 

가 

작을수록 해당 어휘는 의 의미를 표 하는데 향을 

주지 못한다. 의 모든 어휘들의 향력 수를 비교하

여 문장의 의미에 미치는 향이 가장 낮은 어휘를 제거

함으로써 의 의미를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생 문

장 를 생성한다. 이때 어휘의 제거를 통해 생성된 불

완 한 생 문장은 학습 과정에서 이질 인 구조를 지

닌 문장과의 유사 계를 학습하는 데 기여한다. 이 과정

을 의 모든 원소에 해 반복하여 를 생성한다.

이상의 과정은 그림 2의 선 박스내에 도식화되어 있다.

3.1.2 메트릭 러닝을 사용한 문장의 유사 계 학습

를 활용하여 문장의 유사 계 측 모델을 학습하

기에 앞서 기존에 유사 계가 명된 유사 계 데이터

셋을 활용해 이 학습(transfer learning)을 수행한다. 이는 

학습이 되지 않은 기 단계에서 모델에 의해 생성된 데

이터만을 이용해 학습할 경우 모델의 재 율과 기 성

능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학습을 통해 기 학

습을 완료하면 와 로부터 생성한 유사 문장 데이

터를 이용하여 문장의 유사 계를 모델에 학습시킨다.  

문장의 유사 계 학습은 문장 간의 계를 거리의 형

태로 나타내 학습하는 메트릭 러닝을 사용해 수행한다. 

메트릭 러닝은 벡터 공간으로 사 된 문장들의 거리를 

활용하는 학습 기법으로 각각의 문장 하나의 특징이 아

닌 문장들의 계를 학습하는데 효과 인 학습 방법이다

[15]. 일반 으로 메트릭 러닝을 용하기 해 삼 항 손

실(triplet loss)가 사용된다. 이는 유사한 두 데이터의 거리

를 이고, 련 없는 데이터와의 거리를 증가시키도록 

설계되며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손실 값을 거리 신 사

용하여 유사한 두 문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이

고 련 없는 두 문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증가시

키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시킨다. 이를 해 다음과 같

은 목표 함수 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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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는 기 학습을 완료한 별 모델에 

와 를 입력했을 때 얻어지는 로짓 결과값을 의미

하며 는 에서 임의로 선택된 와 련 없는 문

장이다. 모델 평가를 해 SS와 DS로부터 일부 데이터를 

임의로 추출해 사용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모델의 추

가 학습 여부를 결정한다. 추가 학습이 결정되면 이  단

계로 돌아가 SS로부터 DS를 새롭게 생성한다. 모든 학습

이 완료되면 문장의 유사 계 측 모델을 그 결과물로 

장한다.

이상의 과정은 그림 2의 실선 박스내에 도식화되어 있

다. 

3.2 장 상황을 고려한 련 문서 식별 모듈

장에서 발생한 이벤트는 상이한 시공간과 오 젝트 

(무기체계, 부 , 병사 등)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벤트별 

응 방책 한 상이한 정보를 이용해 상이하게 수립되

어야 한다. 이때, 지휘 과 참모의 신속정확한 지휘 결심

을 지원하기 해서는 이벤트 방책 수립에 필요한 핵심 

정보만을 선별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모듈의 목

은 특정 이벤트와 련된 방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는 것이다. 이를 해, 지휘 과 참모는 이벤트 발

생에 한 보고는 문서나 유무선 통신을 통한 녹취 정보

나 첩보를 수신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 모듈이 구동되는 차는 다음과 같다.

Step 1. 이벤트 련 보고서를 문장 단 로 싱 

자연어 문서인 이벤트 련 보고서를 문장 단 로 

싱한 후, 문장 별 키워드를 추출해 장한다. 이때 이벤트 

련  번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

은 를 구성하는 문장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키워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

이 과정을 통해 를 구성하는 문장별 키워드 집합

을 생성한다. 

Step 2. 학습된 언어모델을 이용한 의 련 문서 

발견 

와 련 문서를 발견하기 해, 첫 번째 모듈에서 

학습된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의 임의의 문장과 유사

한 문장을 갖는 련 문서를 발견한다. 이를 모든  를 

구성하는 문장( ,   )에 하여 반복 으로 수

행한다.  다시 말해, 학습된 언어모델을 활용한 문장  

문장의 유사 계 측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문장을 포

함하는 문서를 의 련 문서로 식별한다.

Step 3 LDA기반 이벤트 련 토픽 발견 

장 상황에서 발생한 이벤트에 해 합한 방책 수

립을 지원하기 해 앞서 찾아진 련 문서로부터 와 

보다 하게 연 된 문서를 식별해야 한다. 식별된 

련 문서가 문장의 유사 계에 기반하 기 때문에 체 

문서의 내용이 와 한 련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토픽 모델링 기

법을 활용하여 와 련 문서를 구성하는 토픽간 유사 

계를 분석하여 보다 하게 연 된 문서를 식별하기 

해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기반 토픽모델링을 

수행한다. 토픽 모델링은 문서에 내재되어 있는 유의미한 

단어의 집합을 토픽 형식으로 찾아 이를 활용해 유사 토

픽을 공유하는 문서를 발견한다. 

Step 4 키워드 비교를 통한 한 련 문서 식별

앞서 생성한 의 키워드 집합과 련 문서의 토픽-

단어 행렬을 모두 이용해 와 가장 한 련 문서

를 식별한다. 문서에서 가장 요한 토픽을 결정하기 

해 의 키워드들이 각 토픽에서 차지하는 비 을 계산

하고 그 비 이 가장 높은 토픽을 의 표 토픽으로 

결정한다. 결정된 의 표 토픽에 해 LDA에 의해 

계산된 각 련 문서의 토픽 분포를 확인하여 의 토

픽과 같은 토픽의 문서를 한 련 문서로 식별한다.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3.3 의미가 복된 문장의 제거를 통한 통합 문서 

생성 모듈

이  모듈을 통해 식별된 와 하게 련된 문

서 집합으로부터 정보를 요약해 하나의 통합된 문서를 

생성하는 모듈이다. 이는 지휘결심에 필요한 문서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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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rxiv Dataset Tweeter Post

#Documents 10,000 100,000

#Sentences 110,484 225,503

#Vocabs 52,769 174,866

(그림 3) 장 상황을 고려한 련 문서 식별 차

(Figure 3) Identification procedure of relevant 

document considering the battlefield 

context

정보가 포함된 여러 개가 아니라 핵심 정보가 요약된 하

나의 문서로 제공하기 해 수행한다. 문서들을 요약하고 

정보를 통합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오토인코더

(autoencoder) 모델의 손실 값을 활용하여 문장의 복성

을 식별한다. 복 문장으로 단된 문장을 삭제하여 

련 문서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갖는 문장만을 남긴다. 그 

다음, 맥락 으로 자연스러운 통합 문서를 생성하기 해 

문서에서의 문장의 치를 고려하여 남겨진 문장을 통합

한다. 모듈의 수행 차는 다음과 같다.

Step 1 각 문장의 이벤트 련 문장과의 상  치 식

별

먼  이  모듈에서 식별한 련 문서에 해 문서 내

에 포함된 와 공유하는 문장을 기 으로 의 앞에 

등장하는 문장들과 뒤에 등장하는 문장들을 구분한다. 이

는 각 문장들의 상  치 값을 구하기 함으로 식별

된 모든 련 문서에 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 련 문

서 집합을 선행 문장 집합 와 후속 문장 집합 로 

나 어 장한다.

Step 2 복 문장 제거를 한 오토인코더 용

련 문서의 집합으로부터 요약된 정보를 추출하기 

해 같은 의미의 복되어 나타나는 문장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 두 문장의 복 여부를 손실 값

을 이용해 단하는 오토인코더 모델의 학습이 필요하다. 

먼  련 문서를 구성하는 모든 문장에 해 입력 받은 

문장을 다시 동일한 문장으로 출력하도록 오토인코더를 

학습시킨다.  오토인코더의 학습이 완료되면 복될 것으

로 상되는 서로 다른 문장을 입력과 출력으로 설정하

고 그 때 발생하는 오토인코더 모델의 손실이 설정된 임

계치보다 낮을 경우 복문장으로 결정해 문장을 삭제한

다. 이 과정에서 와 에서 복된 문장이 나온 횟

수를 측정해 문장의 통합 문서에서의 치를 설정한다. 

이를 모든 문장에 해 반복하고 남은 문장을 결정된 

치에 따라 배열해 최종 으로 하나의 통합 문서를 생성

한다. 

4. 실험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임워크의 우수성을 실험  

평가하기 해, 우리는 실험을 한 이질 인 문서로 구

성된 다출처 문서 데이터 셋을 비하 다. 데이터 셋은 

사 에 학습된 언어 모델  평가 데이터를 활용하기 

해 어 문장으로 구성하 으며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

는 잘 구성된 문서인 학술 논문 데이터와 불완 한 문장

이 포함되어 다소 부족한 정보를 지닌 소셜 미디어 포스

트 셋으로 구성하 다. 두 데이터는 이질 인 어휘와 문

장 구성을 지니며 학술 논문은 arxiv에 게재된 논문들을 

활용하 으며, 소셜 미디어 포스트 셋은 트 터로부터 직

 수집하 다. 각 실험 데이터의 특징은 다음 표 1과 같

다. 

(표 1) 실험 데이터 셋에 한 요약

(Table 1) The summary of experimental data sets

다출처의 이질 인 문서 데이터로부터 학습한 결과를 

비교하기 해 다른 언어 모델과 그 성능을 비교하 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임워크에서의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기 해 문서 데이터로부터 각 문장의 엔트로피

를 계산해 상  10%의 문장을 사용하 다. 한 모델의 

비교  평가를 해, 표 인 언어 모델인 Embeddings 

from Language Model(ELMo)와 문장 임베딩을 한 모델

인 Universal Sentence Encoder(USE)를 사용하 고, 유사

계 식별 결과에 한 이블을 가지고 있는 MRPC와 

SICK-E 데이터 셋을 활용하 다. MRPC 데이터 셋은 뉴

스 기사의 문서 이 의미  유사성 여부를 식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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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MRPC SICK-E

ELMo
ACC 72.7 80.76

F1 79.74 -

USE
ACC 66.72 82.44

F1 73.38 -

LAMII
ACC 80.05 85.06

F1 86.22 -

SICK-E 데이터 셋은 사진과 상에 한 설명문으로부터 

추출한 문장 의 계를 의미 으로 유사함, 조됨, 

련 없음으로 나 어 식별한다. 실험에는 모델의 정확도와 

F1-score를 비교하 으며, 3개의 이블로 분류되는 

SICK-E 데이터 셋에 해서는 정확도만을 사용해 평가하

다. 실험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문장의 의미  유사 계 식별 실험 결과 요약

(Table 2) The summary of semantic textual similarity 

identification experiment

다른 모델에 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LAMII 임

워크가 반 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문

장의 유사 계를 단하는 MRPC 데이터 셋에서 높은 

성능을 보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추가한 메트릭 러닝이 

실제로 문장의 유사 계를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낸다. SICK-E 데이터 셋 역시 다른 모델과 비교하여 

근소하게 좋은 성능을 보 다. 이는 MRPC 데이터 셋과 

비교하여 학습 데이터가 보다 풍부한 데이터로 구성되어 

모든 모델이 보편 인 수 의 학습이 보장되며, SICK-E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가 비슷한 

의미가 조되는 문장을 분류하기 어려워 다른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기록하 다.

5. 결론  추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장 상황에 따른 지휘 의 합한 지

휘결심을 지원하기 한 언어모델 기반의 다출처 정보 

통합 임워크를 제안하 다. 이질성을 지닌 다출처 정

보의 통합을 해 기존의 언어모델과 다르게 풍부한 정

보를 지닌 문장으로부터 이질성을 지닌 생문장을 생성

하여 그 계를 메트릭 러닝으로 학습하 다. 한, 장 

상황에 맞는 통합 문서 생성을 해 장 상황에서 발생

한 이벤트 정보와 같은 토픽을 지닌 문서를 식별하여 

장 상황을 보다 잘 반 한 통합 문서를 생성하 다. 

본 논문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해 유사 문장 식별을 

포함한 문장 표  태스크를 수행하고 기존의 언어모델과 

그 성능을 비교하 다. 실험 결과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더 뛰어난 성능을 보 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메트릭 

러닝을 활용한 유사 계 학습이 효과 이었음을 보 다. 

그러나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가 유사한 의미가 조되

는 문장을 식별하는데 다소 취약한 성능을 보 으며, 이

후 연구를 통해 생 문장을 생성하는 과정에 반의어 

계를 추가하는 것으로 더 높은 성능을 가진 모델을 생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본 논문에서는 실제 국

방 데이터가 아닌 그와 유사한 성질을 지닌 데이터를 이

용해 실험하 으며, 추후 연구에서 실제 국방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국방 데이터의 특수성을 추가로 반 하여 국

방 임무에 보다 합한 모델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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