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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딥러닝에서 층을 공유하여 작업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보를 사용하는 multi-task learning이 다양한 자연
어 처리 문제에 훌륭하게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한 공유 공간의 상태와 성능과의 관계를 조
사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 공간과 task 의존 공간의 자질의 수와 오염 정도가 성능에 미치
는 영향도 조사하여 공유 공간과 성능 관계에 대해서 탐구한다. 이 결과는 multi-task를 진행하는 실험에
서 공유 공간의 역할과 성능의 관계를 밝혀서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문서 분류, multi-task learning, adversarial learning

1. 서론

multi-task learning은 single-task learning의 성능

을 올리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multi-task learning은 컴퓨터 비전[1, 2], 자연어처리

[3, 4]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렇지만 multi-task learning[5]에 대한 대부분의 

이전 연구는 자질이 공유 공간에 있어야 하는지 아닌지

에 따라 자질을 나누는 것이었다. 그림1에서 보는 것과 

같이 task에 의존적인 자질과 공유 자질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러한 단순 공유 공간의 문제점은 불필요한 task 

의존적인 자질이 함께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task X, task Y에서의 multi-task 방법

그림 1은 task X, task Y에서의 multi-task 방법으로 

□는 task X 의존 자질이고 ○은 task Y 의존적인 자질

이다. ▲은 공유자질이다. 왼쪽 그림은 자질들이 오염되

어 있고 오른쪽 공간은 task에 적합한 자질들이 공유 공

간과 task 의존 공간에 분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multi-task 학습에서 공유 공간과 

task 의존 공간의 오염과 성능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task 의존 공간과 공유 공간의 오염이 적을수

록 분류 성능이 향상된다.

이러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공간과 성능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Ÿ multi-task 딥러닝의 분류 문제에서 공유 공간과 

task 의존 공간에서 성능 향상을 위해 자질들의 분포

를 확인했다.

Ÿ 확인된 공유 공간의 특징을 이용하여 다른 문제에서

도 이 지식을 활용하여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2. 관련 연구

multi-task learning은 별개의 task를 동시에 학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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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로의 정보를 부분적으로 공유하며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8, 9, 10]에서는 RNN을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고 [11, 

12]은 CNN을 이용하여 문장을 모델링하였다. [13]은 

Recursive NN을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우리는 CNN을 

문장 모델링을 위해 채택하였다.

[6]은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을 위하여 RNN에 

Attention mechanism을 추가한 포인트 네트워크로 두 어

절 간의 의존 관계와 의존 레이블 정보를 분석하는 

multi-task learning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의

존 구문 분석 모델들을 적용하지 않고 의존 관계를 파악

할 수 있었고 기존 연구 성능인 UAS(Unlabeled 

Attachment Score) 88~90%보다 높은 91.3 ~ 01.65%의 성

능을 보였다.

[7]은 한국어 개체명 인식을 위하여 multi-task 

Highway Bi-LSTM-CRFs 모델을 제안하였고, 개체명 인식

과 양방향 언어 모델의 학습을 동시에 진행하여 별도의 

레이블링 작업 없이 언어 모델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한국

어의 언어적 특성을 개체명 인식 모델이 부분적으로 이

용하도록 하였다. multi-task 학습을 진행한 경우 기본

적인 Bi-LSTM 모델을 사용한 경우보다 0.46%의 성능 향

상이 있었다.

3. 제안 구조

그림 2. Single model

그림 2는 단일 task에 대하여 문장의 카테고리를 분

류하는 모델이다. 는 입력에 대한 음절단위 

embedding matrix이고  는 task A에 대한 

convolution layer,  는 Max-pooling layer이

다.  는 분류 범주이다.

그림 3. Concatenation model

그림 4 Duplication model

그림 5. Fully Connected model

그림 6. Input shared model

그림 3~6은 다양한 multi-task model의 구조이다. 그

림 3은 single model에서와 같은 con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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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pooling layer를 두 개를 가지고, 두 개의 task에 

대한 분류를 수행한다. 분류해야할 task가 두 개로 늘어

나면서 동시에 고려해야할 자질이 증가하였고 이에 맞추

어 2배로 늘린 convolution layer가 이를 적절히 추출할 

것이라 기대된다.

그림 4는 그림 3의 두 convolution, max-pooling의 

결과가 task A의 경우  , task B의 경우 로 

제공된다. 이 경우 각 task에 대한 loss가 각각 CNN에 

두 배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두 개의 CNN 구

조는 각 task에 편향된 feature를 추출할 것이다.

그림 5는 그림 3에서 두 가지 loss에 모두 영향을 받

는 Fully connected layer를 추가하였다. Fully 

connected layer는 공유 레이어의 차원을 줄이며 유익한 

자질을 걸러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위 모델들은 두 개로 나누어진 Convolution layer가 

두 task의 영향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림 6의 모델은 

convolution layer가 각 task에 특화되도록 하기 위해 

Input으로부터 공통된 feature를 추출할 convolution 

layer를 추가하고 이 외의 convolution layer는 목표로 

하는 task의 영향만 받도록 구축되었다.

 

4. 실험

 

4.1. 실험 설정

첫 번째 실험은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데이터’를 사

용하여 사건의 종류와 그 사건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문

제이다. 여기서 Type은 사건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이고 

Risk는 각 사건에서 위험도를 분류하는 것이다.  사건의 

종류는 A에서 D까지 총 4 가지이고 평가 데이터 총 

3,645개 중 D가 639개로 전체 66.04%를 차지한다. Risk

의 종류는 C0에서 C4까지 총 5개이고 C1이 전체 3,645개 

중 2,733개로 74.98%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두 task의 

chi-square test결과는 x-squared가 7586.8이고, 

p-value가  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두 번째 실험은 고객 VOC 데이터에서 제품과 서비스

를 분류하는 실험이다. Product는 제품의 종류를 분류하

는 것이고 Event는 서비스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이다.  

Product의 경우 70개의 카테고리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카테고리가 전체 평가 데이터 5443개 중 2504개로 46%를 

차지한다. Event의 경우 27개의 카테고리 중 가장 빈도

가 높은 카테고리가 2503개로 46%를 차지한다. Product

와 Event의 chi-square test 결과 x-squared가 14253이

고, p-value가  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task이다.

데이터의 카테고리의 비율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모든 

입력에 대해 비율이 높은 카테고리로만 예측하더라도 높

은 Accuracy를 얻을 수 있다. 모델이 소수의 카테고리도 

잘 예측하는지를 반영하기 위해 성능은 precision, 

recall, F1-score의 Macro average와 Accuracy로 측정하

여 표기한다. 식 1은 Accuracy, 식 2는 Macro average 

precision, 식 3은 Macro average recall, 식 4는 Macro 

F1-score를 나타낸다. Accuracy는 Micro precision, 

Micro recall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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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는 task에 포함된 카테고리의 수를 나타낸다.

4.2. 실험 결과 및 분석

실험에 사용한 2개의 데이터 쌍은 각각 카이제곱검정

을 수행한 결과 p-value가 0.05 이하의 값을 가졌고, 이

는 두 task가 통계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실험에서 embedding size는 50, 필터 size는 3, 

4, 5로 설정하였으며 각 필터는 10개씩 사용하였다. 또

한 dropout을 적용하였고, optimizer로 adam을 사용하였

다.

표 1~4는 task들에 대한 성능표이다. Baseline은 모

든 입력에 대해 빈도가 가장 높은 카테고리로만 예측하

였을 경우로 설정하여 성능을 측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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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ion recall F1 accuracy
Baseline 0.165 0.250 0.199 0.660
Single 0.874 0.821 0.845 0.929

Concatenation 0.881 0.803 0.836 0.930
Duplication 0.889 0.845 0.866 0.933

Fully Connected 0.858 0.853 0.854 0.926
Input shared 0.871 0.829 0.849 0.932

표 1 Type의 성능 결과표

precision recall F1 accuracy
Baseline 0.150 0.200 0.171 0.750
Single 0.413 0.235 0.240 0.751

Concatenation 0.386 0.240 0.243 0.753
Duplication 0.545 0.295 0.320 0.753

Fully Connected 0.631 0.265 0.286 0.757
Input shared 0.466 0.253 0.262 0.757

표 2 Risk의 성능 결과표

precision recall F1 accuracy
Baseline 0.007 0.014 0.009 0.460
Single 0.914 0.844 0.864 0.961

Concatenation 0.665 0.477 0.518 0.902
Duplication 0.951 0.859 0.891 0.967

Fully Connected 0.787 0.672 0.706 0.947
Input shared 0.759 0.663 0.688 0.942

표 3 Product의 성능 결과표

precision recall F1 accuracy
Baseline 0.017 0.037 0.023 0.460
Single 0.882 0.742 0.786 0.970

Concatenation 0.940 0.821 0.863 0.973
Duplication 0.974 0.900 0.930 0.982

Fully Connected 0.953 0.915 0.929 0.982
Input shared 0.935 0.849 0.884 0.979

표 4 Event의 성능 결과표

실험 결과 모든 multi-task모델이 baseline에 비해서 

성능이 개선되었다. Duplication 모델의 경우에 Macro 

성능이 가장 우수했다. 두 실험이 모두 연관 있는 데이

터를 사용하였고 동일한 입력을 가지기 때문에 공유되는 

자질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평

가 데이터셋에 대한 tri-gram을 생성하고 이를 입력으로 

모델의 마지막 concatenation layer들의 결과를 추출한 

후 결과의 합이 큰 상위 6000개를 추출하였다. 

concatenation layer의 결과는 softmax를 거쳐 카테고리

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 값이 클수록 각 분류에 대한 

영향력도 크다. 추출된 6000개의 결과에 나타나는 단어

의 빈도수를 표 5, 6에 나타낸다.

Risk Shared Type
Single 4902 1098 4902

Concatenation 4672 1328 4672
Duplication 1784 4216 1784
FC shared 1717 4283 1717

Input shared 3293 2707 3293

표 5 Risk와 Type task에서 공유 공간과 task 의존 
공간에서 자질들의 수

Event Shared Product
Single 4138 1862 4138

Concatenation 2338 3662 2338
Duplication 1867 4133 1867
FC shared 2838 3162 2838

Input shared 3427 2573 3427

표 6 Event와 Product task에서 공유 공간과 task 
의존 공간에서 자질들의 수

공유되지 않는 의존 자질은 공유 자질보다 분류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각 task에 적합하지 않는 

자질이 해당 task 의존 공간에 존재한다면 이는 노이즈

로 작용할 수 있다. 학습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전반적으

로 공유되는 자질이 많은 경우 즉, task 의존 공간에 존

재하는 의존 자질이 적은 경우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보아 의존 자질이 적은 경우 

의존 공간의 오염도가 감소한다고 추측된다. 각 task는 

서로 상관없는 task가 아니라 상관관계가 큰 task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자질이 많고 하나의 

task에만 유의하고 상대 task에 혼란을 주는 자질이 적

다. 따라서 공유 공간보다 의존 공간의 자질이 많은 경

우 오염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multi-task 학습에서 공유 공간과 

task 의존 공간에서 각 자질들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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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task 의존 공간 내의 자질 수가 적을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task

는 상관관계가 높은 task로 task에 의존적인 자질이 공

통적으로 유의한 자질보다 적기에 의존 공간 내의 자질

의 수가 많으면 의존 공간의 오염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의존 공간의 자질 수가 적을수록 오염될 확률

이 낮다. 따라서 각 공간의 오염이 적을수록 성능이 향

상될 것이라는 우리의 가설을 확인하였으며 향후에는 오

염을 줄일 수 있는 학습법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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