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분야의 지식구조인 트리플 (triple)의 관계를 임베딩

(embedding)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은 계속 연구되어 왔다. 기존 연구들의 대다수는 지식베이스

(Knowledge Base)에 저장된 트리플들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여 미리 정의된 관계 유형을 임베딩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베이스 기반 관계 임베딩 모델들은 미리 정의된 소수의 관계 유

형들 만을 임베딩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 방대한 자연어 텍스트로부터 엔티티 간 설정되어 있는 다양한

관계를 모두 표현하지는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어 문장에 나타나는

임의의 관계를 임베딩으로 나타내기 위해 기존 지식베이스 관계 임베딩 모델의 결과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되, 제한된 개념과 관계 만으로 학습된 모델이 임의의 관계를 추출할 수 있도록 언어 모델의 일반

화에 뛰어난 BERT를 사용햐여 개방형 관계들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된 모델로 생성된

관계 임베딩이 트리플의 의미를 잘 내포하는 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 연구들을 실행함으로써 제안 방법의

장점과 BERT를 이용한 관계 임베딩 추출의 한계점에 대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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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와 지식베이스 관계 임베딩의 융합을 통한

자연어 문장으로부터의 개방형 관계 임베딩 추출 방법

1. 서론

트리플(triple)은 두 개의 개념(entity)과 그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진 지식구조로,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분야에서 지식추출 및 표현에 사용된다.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는 트리플들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며, 대표적인 지식베이스들로는 Freebase[1]와

Wikidata[2]가 있다.

지식베이스에 존재하는 트리플의 개념과 관계는 단순한

단어의 집합에 불과하기에, 이를 분산 표상인

임베딩(embedding)으로서 표현하려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TransE[3], ProjE[4]와 같은 지식베이스 기반 관계 임베딩

모델들은 지식베이스의 트리플들을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여

트리플의 관계를 임베딩화 하는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모델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지식베이스의 트리플을

사용하여 학습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미리 정의된 소수의 관계유형(relation types)만을 임베딩으로

만들 수 있다. 지식베이스의 관계들은 등장 횟수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다수의 지식베이스 기반

관계 임베딩 모델들은 자주 등장하는 (학습 데이터가 많은)

상위 100 여개 관계유형들만을 고려한다. 두번째 한계점은

지엽적인(local) 지식을 담고 있는 자연어 문장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식베이스는 전역적인(global) 지식만을

트리플로 저장하고 있으므로 “A가 B를 먹다”, “C에서 걷다”

등과 같이 지엽적인 지식들은 지식베이스 관계들로 표현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베이스 기반 관계 임베딩 모델의

결과물과 다양한 테스크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언어

모델인 BERT[5]를 이용한 개방형 관계 임베딩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 지식베이스 기반 관계 임베딩 모델이

생성하는 관계 임베딩은 비록 관계 유형의 수는 적지만

풍부한 지식베이스의 정보를 사용하므로 고품질의 임베딩을

얻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관계 임베딩 모델의

학습 목표로 설정한다. 이처럼 관계 임베딩을 학습 목표로

설정할 경우, 한정된 관계유형만을 포함한 지식베이스의

트리플들을 학습 목표로 설정하는 것에 비해 관계유형의 확장

및 일반화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아울러, 출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어 열에 기반하여 지엽적인 관계의

임베딩을 생성하기 위해 일반화에 뛰어난 언어 모델인

BERT를 이용한다.

본 연구는 지식 베이스 관계 모델과 BERT를 이용하여

임의의 관계 임베딩을 생성하는 최초의 시도이다. 이에

다양한 사례 연구와 정성적 분석을 통해, 임의의 관계

임베딩을 생성하는 데에 있어 현존하는 최고의 언어모델링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점들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 논의한다.

2. 제안 모델

모델의 입력은 자연어 문장이며, 출력은 개념 라벨과 관계

임베딩이다. 모델의 전체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체 모델 구조

입력 문장의 각 단어는 BERT 언어 모델을 거쳐 임베딩

형태로 표현된다. 이는 다시 각각 개념 라벨 모델(그림의

Entity)과 관계 임베딩 모델(그림의 Relation)에 입력된다.

개념 라벨 모델은 입력으로부터 각 단어의 개념 점수(그림의

s, 단어가 개념인지에 대한 점수)를 나타내는 개념

라벨(그림의 L)를 생성한다. 관계 임베딩 모델은 입력으로부터

문장의 관계를 200차원의 벡터로 표현한 관계 임베딩(그림의

r)을 생성한다. 이 시점에서 개념 라벨로부터 h와 t로

표현되는 개념쌍(entity pair)를 얻을 수 있고, 관계의 표현형인

관계 임베딩을 얻을 수 있다. 즉, (h, r, t)으로 표현되는

트리플의 표현형을 일차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개념과 관계의 표현형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개념과 관계가 트리플로서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즉, 관계 r이 개념들(h,t)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고, 개념 h, t가 관계 r에

부합하는 개념인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번째 관계

임베딩 모델(그림의 Relation’)과, 두 번째 개념 라벨

모델(그림의 Entity’)을 추가한다. 두 번째 관계 임베딩 모델은

BERT 단어 임베딩과 이전에 추출된 개념 라벨을 입력으로

받아, 개념과 관련된 관계의 임베딩(r')을 생성한다. 두 번째

개념 라벨 모델은 BERT 단어 임베딩과 이전에 추출된 관계

임베딩를 입력으로 받아, 관계와 관련된 개념 라벨(L')을

생성한다. 이 개념 라벨에서 개념쌍(그림의 h',t')을 뽑으면,

최종 결과물인 (h', r', t'), 즉 트리플의 표현형을 얻을 수 있다.

개념 라벨과 관계 임베딩 모델들의 구조는 간단한 단일

레이어 신경망(single-layer Neural Network)이다. 이는 BERT

논문[5]에서 미세 조절(파인 튜닝, Fine-tuning)을 위한

모델을 간단한 구조의 신경망으로 설정했던 것과 같이, BERT

언어 모델이 충분한 일반화 능력과 언어적 특성을 가진

임베딩을 제공하므로 간단한 구조의 신경망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학습에 사용한 손실 함수(loss function)는 개념 손실

함수와 관계 손실 함수의 합이다. 개념 손실 함수는 개념

라벨(L')과 실제 트리플의 개념을 원-핫 인코딩(One-hot

encoding)으로 표현한 것의 차이(Multi Label Soft Margin

Loss)이며, 관계 손실 함수는 관계 임베딩(r’)과 지식베이스

기반 관계 임베딩 모델의 임베딩의 차이(평균제곱오차)로

계산된다. 손실 함수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

이때 x, y는 각각 입력과 정답 값을, 아래 첨자 e와 r은 각각

개념과 관계를, C는 입력되는 단어의 개수를, D는 관계

임베딩의 차원수를 의미한다.

3. 실험 및 결과

3.1 학습 및 데이터 설정

모델의 입력은 자연어 문장이며, 모델의 학습을 위해 개념

라벨 모델이 실제 기준치(ground truth)로 사용할 개념 라벨과

관계 임베딩 모델이 실제 기준치으로 사용할 지식베이스 기반

모델의 관계 임베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데이터

생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Wikidata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상위 100개의 관계유형에 대해 트리플들을 수집하였다.

이후 트리플의 개념들을 원-핫 인코딩 형태로 표현하여 개념

라벨을 얻고, 트리플의 관계를 지식베이스 기반 관계 임베딩

모델인 ProjE[4]를 통해 임베딩으로 변환하여 관계 임베딩을

얻었다. 또한 자연어 문장을 얻기 위해 원거리 감독(distant

supervision) 방법과 웹 크롤링(web crawling)을 통해 각

트리플에 부합하는 문장들을 Wikipedia로부터 수집하였다.

이로써 (자연어 문장, 개념 라벨, 관계 임베딩) 으로 구성되는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데이터는 학습/평가/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누었으며, 각 데이터셋의 통계는 표 1과 같다.

표 1 데이터셋 통계

Test 56,342 53,732

Dev 57,594 55,601

Train 142,796 145,902

개념 수 문장 수

사용한 BERT 모델은 BERT-base-uncased 모델이며, 관계

임베딩은 200차원이다. 데이터셋의 관계유형은 총 82개로,

수집한 100개의 관계 중 ProjE 모델에 포함되지 않은 18개의

관계를 제거한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인 개방형 관계

임베딩 추출에 대한 테스트를 제대로 진행하기엔 부족한

수이나, 제안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데이터셋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례 분석을 통해 제안



모델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실험의 주된 목표로 삼는다.

3.2 사례 연구

제안 모델은 자연어 문장으로부터 개방형 관계 임베딩을

생성하므로, 기존 연구들이나 데이터셋들은 제안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제안 모델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기위해 사례 연구들을 통한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문장에서 관계에 해당하는 구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되었다.

3.2.1 유사 관계 간 임베딩 유사도

문장 S1과 S2를 각각 제안 모델에 입력하여 관계 임베딩을

얻으면, 두 임베딩의 유사도는 약 0.94로 매우 높다. 두

문장의 개념들과 관계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면,

제안 모델은 문장으로부터 관계를 나타내는 깊은 의미관계를

성공적으로 추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유사도가 0.94

이상으로 높지 않은 이유는 BERT가 문맥에 민감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2.2 이종 관계 간 임베딩 유사도

두 문장의 관계가 다를 경우 제안 모델을 통해 얻어진 관계

임베딩의 유사도가 약 0.28로 낮다. 3.2.1과 비교해보면, 두

문장이 한 개념(Apples)을 공유함에도 관계 임베딩의

유사도가 낮다는 것은 제안 모델이 서로 다른 관계를 구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2.3 지식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관계 유형

‘먹다’는 지식베이스에 등장하지 않는 지엽적인 사실의

관계유형이다. 따라서 제안 모델은 이러한 관계유형에 대해

학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장 S1과 S2의 유사도가 약

0.66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것은, 제안 모델이 언어 모델의

도움으로 지엽적인 종류의 관계도 추출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식베이스에 등장하였던 3.2.1의 관계와 비교해보면,

학습데이터에 등장한 관계유형이 더 잘 학습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한된 학습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한 모델을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하면서 생겨난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3.2.4 양태가 포함된 관계 임베딩

문장 S1과 S2에 존재하는 관계는 ‘not’으로 인해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제안 모델은 유사도 약 0.85로 유사한

관계 임베딩을 생성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지식베이스 트리플로부터 만들어진 학습 데이터셋이다.

지식베이스 트리플의 관계유형에는 ‘not’, ‘may’, ‘must’ 등

관계에 대해 제약 조건으로서 작용하는 단어들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제안 모델은 양태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임베딩을 생성하도록 학습되었다. 학습

데이터의 한계점를 해결하고, 양태를 반영한 관계 임베딩을

생성하는 것은 추후 연구의 중점 사항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지식베이스 기반 모델과 BERT를 이용하여

자연어 문장으로부터 임의의 관계 임베딩을 생성하려는

최초의 시도이다. 지식베이스로부터 얻은 제한된 데이터셋을

통해 학습한 모델이 모든 임의의 관계를 추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학습 목표를 임베딩으로 설정하고 일반화에 뛰어난

언어 모델인 BERT를 이용한 모델 구조를 제안하였다. 또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제안 모델의 장점 및 지식베이스 학습

데이터와 BERT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과 한계점,

이후 연구의 중점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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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Chivaraku Migiledi Chivaraku Migiledi is a 1960 Telugu

romance film, written and directed by Gutha Ramineedu

S2: Five Red Tulips Five Red Tulips is a 1949 French

crime movie filmed by Jean Stelli.

관계 임베딩 유사도(S1,S2) = 0.9418453

S1: Apples are sweet and edible fruits.

S2: Apples have been grown for thousands of years in

Asia and Europe.

관계 임베딩 유사도(S1,S2) = 0.28313558

S1: I had breakfast in the kitchen.

S2: We dined at a restaurant in town.

관계 임베딩 유사도(S1,S2) = 0.66064864

S1: Bach is the father of music.

S2: Bach is not the father of music

관계 임베딩 유사도(S1,S2) = 0.8575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