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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BERT를 비롯한 사전학습 언어 표현 모델이 상식 질의응답에서

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모델이 외부에 존재하는 지식원의 명시적

인 정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agNet이나 MHGRN 등과 같이 외부의 지식 그래프를 추가로 활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식 질의응답 문제에 대하여 이러한 기존의 방법을 

최신 언어 표현 모델에 적용하고, 스키마 그래프 확장이라는 새로운 기

법을 추가하여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최신 언어 표현 모델에 지식 그래프 기반의 지

식 추출 기법을 도입함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스키마 그래프 확장이 

일부 경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더 나아가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모델이 상식 질의응답 데이터셋인 CommonsenseQA에서 기존의 

최고 성능을 능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인다.

주요어 : 상식 추론, 질의응답, 지식 그래프, 언어 표현 모델

학  번 : 2018-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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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 딥 러닝(deep learning) 혁명으로 촉발된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

화로 컴퓨터 시각(computer vision), 음성 인식(speech recognition)을 

비롯한 수많은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발전이 이

루어졌다. 그중에서 특히 최근 2년간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한 영역이 바

로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다. 대표적으로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는 

등장 당시 다양한 자연어 처리 과제에서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압도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1].

그러나 현재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훈련을 수행한 특정 과제에 대해서

는 인간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문제에 대

해서는 거의 대응을 하지 못한다. 그에 반해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대개 이전의 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이처럼 통상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은 학습 과정에 사용

된 데이터 외의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다. 상식 추론

(commonsense reasoning)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축적된 광범위한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상식 질의응답(commonsense question answering)은 상식 추론의 

일종으로, 답변을 위해 문제 밖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질의응답 과제이

다. 다른 질의응답 과제 중 잘 알려진 기계 독해(machine reading 

comprehension)의 경우, 문제의 지문 내에 추론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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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2]. 그러나 상식 질의응답은 그렇지 않으므로 더 어려운 문제

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모델이 어떤 식으로든 외부의 지식을 활용해야만 한다.

인공 신경망 모델이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신경망 내부에 지식을 저장하는 것

이다. BERT와 같은 사전학습 언어 표현 모델(pre-trained language 

representation model)을 이용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명시적인 방법으로 외부 지식을 추론에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Wikipedia와 같은 대규모 텍스트에서 관련 문장을 검색하거나, 

ConceptNet[3]과 같은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를 활용하여 정

보를 직접적으로 획득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사전학습 언어 표현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은 모델이 학습 과정

에서 대규모 코퍼스의 문장에 포함된 다양한 지식을 신경망 내부에 암시

적인 형태로 저장한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모델만으로도 

상식 질의응답 문제에서 충분히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4, 5].

그러나 사전학습 언어 표현 모델만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외부에 명시

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을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지식을 기록하고 이렇게 축적된 지식을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

럼, 이와 유사한 방법을 기계학습에 적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의응답 과제에서 지식 그

래프를 외부 지식원으로 활용하는 KagNet(Knowledge-Aware Graph 

Network)[4]과 MHGRN(Multi-hop Graph Relation Network)[5] 등의 

인공 신경망 기반 기법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식 질의응답 문제에 대하여, 외부의 지식 그래프를 

활용하는 기존의 기법을 최신 사전학습 언어 표현 모델에 적용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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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방법이 지식 그래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스키마 그래프 확장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

델에 대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의 방법보다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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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지식

이 장에서는 상식 추론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

요한 개념과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1절에서는 실세계의 지식을 저장하

고 활용하는 지식 표현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질의응답 문제의 텍스트를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여 다

루기 위한 기법에 대해 알아보며, 3절에서는 외부 지식 그래프로부터 추

출된 서브그래프(subgraph)를 신경망을 통해 처리하는 데 필요한 내용

에 대해 다룬다.

2.1 지식 표현

인공지능 시스템이 한정된 범위의 특수한 작업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

에서 인간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에 필적

하는 수준의 상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컴퓨터 시스템이 실

세계의 지식을 적절한 형태로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식 표현(knowledge representation)이라고 한다.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최근의 인공지능 모델은 정보를 신경망 내부의 

수많은 파라미터에 수치 형태로 저장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신경망 기반 

모델이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통상적으로 수 기가바이트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델이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능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외부의 지식을 직접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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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지식 그래프

컴퓨터 과학의 초창기부터 지식 표현과 관련된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

데, 그중 하나가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이다.

지식 그래프는 실세계의 지식을 그래프 형태로 표현한 지식 베이스

(knowledge base)의 일종으로, 지식을 개념(entity)와 관계

(relationship)라는 요소를 통해 표현한다. 지식 그래프에서 하나의 지식

을 표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트리플(triple)이라 하는데, 두 개의 개념

과 이들을 의미적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지식 그래프는 이러한 트리플이 모여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이루게 된

다. 그림 1은 이러한 지식 그래프의 일부를 예시로 표현한 것이다. 사각

형으로 둘러싸인 단어가 개념, 그리고 두 개념을 잇는 선이 그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며, 선 위의 텍스트는 해당 관계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나

타낸다. 예를 들어 “tree”와 “bird”가 “LocatedAt”이라는 관계로 연결

되어있는데, 이것은 새가 나무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지식 그래프로는 ConceptNet[3], Freebase, DBpedia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이 중 ConceptNet을 이용하여 문

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추출한다.

그림 1 지식 그래프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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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ConceptNet

ConceptNet은 일반에 공개된 대규모의 지식 그래프 중 하나이다. 다

양한 출처의 정보를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하여 통합하였으며, 수록된 개

념의 수는 약 800만 개이고, 이들을 연결하는 간선의 수는 약 2,100만 

개에 달한다.

ConceptNet은 83개국어의 어휘를 포함하며, 이 중 영어 어휘는 약 

150만 개이다[3]. CommonsenseQA 데이터셋의 질문은 모두 영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ConceptNet의 어휘 중 영어만 별도

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ConceptNet은 API는 물론, 인터넷 상에서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통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그림 2는 어휘 

“computer”와 연관된 개념들을 검색한 결과이다.

그림 2 ConceptNet에서 “computer”를 검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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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연어 임베딩

자연어 처리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연

구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인공지능 모델은 자연어 문장의 의

미를 잘 이해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공 신경망은 벡터를 통해 

계산을 수행하므로, 알파벳 등의 문자 기호로 표현된 자연어 문장은 고

정 길이의 벡터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임

베딩(embedding)이라고 하며, 인공 신경망을 활용하는 자연어 처리 방

법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해당한다.

2.2.1 단어 임베딩

문장을 임베딩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장을 구성하는 더 작은 단위, 예

를 들어 단어와 같은 토큰을 벡터 표현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word2vec[6], GloVe[7], fastText[8] 등의 단어 임베딩(word em-

bedding) 기법들이 제안되었으며, 자연어 처리의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

하게 사용되고 있다.

단어 임베딩은 자연어의 어휘가 대개 의미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기

호적으로는 유사성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한다. 예를 들어 단어 “개”와 

“늑대”가 의미하는 대상은 외형이나 유전적인 관점에서 서로 가까운 대

상이지만, 단어를 구성하는 문자의 패턴에서는 아무런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다. 단어 임베딩 기법은 단어를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연관성

이 높은 단어들이 서로 비슷한 벡터가 되도록 학습하는 방식을 통해 단

어 사이의 의미적 유사성을 수치적인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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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문장 임베딩

단어 임베딩으로부터 문장 임베딩을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단어 

임베딩 벡터를 평균(mean)하여 이를 문장의 임베딩으로 활용하는 것이

다. 하지만 이 방법은 두 문장이 동일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기만 하다면 

같은 문장 임베딩을 얻기 때문에 단어의 배열 순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문장 표현을 구하는 좀 더 좋은 방법은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계열의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다[9]. 순환 신경망은 이전 단계

의 은닉 상태(hidden state)를 다음 입력과 함께 다시 넣어주는 구조의 

신경망이다. 그림 3과 같이, 이전에 입력된 단어에 의해 변화된 순환 신

경망의 내부 상태는 다음 단어와 함께 다시 입력되어 문장의 단어 순서

를 반영하는 표현을 만들어낸다.

그림 3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문장 임베딩

2.2.3 사전학습 언어 표현 모델

자연어 처리에서 임베딩의 중요성으로 인해 좋은 임베딩을 얻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BERT로 대표되는 사전학습 언

어 표현 모델(pre-trained language representation model)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전학습 언어 표현 모델은 전이학습 기법[10]을 자연어 처리 분야에 

도입한 것으로, 언어 표현 모델을 다양한 문제에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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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스에 대하여 사전학습(pre-training)을 수행한 모델이다. 이렇게 사

전학습된 언어 표현 모델은 일반적인 자연어 처리 과제에 유용한 단어 

임베딩을 생성하게 되며, 대부분의 자연어 처리 과제에 적용되었을 때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1].

상식 질의응답에 대해서도 사전학습 언어 표현 모델을 이용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기존 방법에 비해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다[4, 5, 

11]. 이는 언어 표현 모델이 사전학습 과정에서 문장의 구조적인 패턴뿐

만 아니라, 문장이 내포하는 지식까지 함께 학습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사전학습 언어 표현 모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BERT이다. BERT는 

최신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 모델인 트랜스포머

(Transformer)[12]의 인코더 구조를 활용하여 만들어졌다[1].

BERT는 13 GB에 이르는 대규모의 코퍼스를 학습하여 좋은 임베딩을 

생성하도록 최적화되었다. 그리고 공개 당시에는, 자연어 처리 시스템의 

일반적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GLUE 벤치마크[13]의 모든 과제에서 

최고 성능을 달성하며 그 유용성을 입증하였다[1].

최근 등장한 ALBERT[14]는 BERT를 개선한 모델 중 하나이다. 일반

적으로 인공 신경망 기반의 모델은 크기를 키우고 더 많은 데이터를 사

용해 학습을 시키면 성능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ALBERT는 기존의 

BERT가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에서 큰 공간을 차지하여 자원 상의 한계

로 규모를 더 키울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였다[14].

결과적으로 모델이 훨씬 적은 메모리 공간으로 이전과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으므로,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더 높은 성능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표 1은 BERT와 ALBERT의 여러 특성을 비교한 것이

다. BERT-base 모델과 ALBERT-large 모델이 GLUE 벤치마크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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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점수를 기록했는데, 사용된 파라미터의 수는 ALBERT가 BERT의 

1/6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4].

또한, 이러한 성능 향상 덕분에 ALBERT는 최근의 언어 표현 모델 중 

다른 추가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단독 모델로는 CommonsenseQA 데이

터셋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하였다[5].

모델
파라미터 
개수

계층 
개수

은닉층 
차원

임베딩 
차원

GLUE 
점수

BERT-base 108M 12 768 768 82.3

BERT-large 334M 24 1024 1024 85.2

ALBERT-base 12M 12 768 128 80.1

ALBERT-large 18M 24 1024 128 82.4

ALBERT-xlarge 60M 24 2048 128 85.5

ALBERT-xxlarge 235M 12 4096 128 88.7

표 1 BERT와 ALBERT의 비교

2.3 그래프 임베딩

2.3.1 그래프 신경망

그래프 구조는 지식 그래프를 포함하여 소셜 네트워크, 바이오인포메

틱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지식 그래프는 어떤 주제

와 관련된 개념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유용하다. 그러나 그

래프 구조는 일반적으로 인공 신경망에서 사용하는 벡터의 형태로 표현

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프를 벡터로 임베딩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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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그래프 합성곱 신경망

그래프 합성곱 신경망(graph convolutional network)[16]은 이미지 

처리 분야의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17]과 유사

하게, 한 노드와 이웃하는 국지적인 노드들을 고려하여 임베딩을 수행하

는 그래프 신경망이다. 그래프 합성곱 신경망의 출력은 최종적으로 다른 

노드와의 연결 상태를 반영하는 각 노드의 벡터 표현이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KagNet과 MHGRN은 외부의 지식 그래프에서 

추출한 그래프 형태의 정보를 임베딩하는 과정에서 이 그래프 합성곱 신

경망의 원리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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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상식 질의응답과 관련하여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1절에서는 상식 질의응답 문제

에서 외부 지식 그래프를 사용하는 기법인 KagNet을 다루며, 2절에서는 

마찬가지로 지식 그래프를 사용하는 다른 기법인 MHGRN에 대해 설명

한다. 3절에서는 사전학습을 통해 외부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인 AMS에 

대해 설명한다.

3.1 KagNet

지식 그래프는 실세계의 방대한 지식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 추론을 비롯하여 인공지능의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4]는 상식 질의응답 문제에서 이러한 외부 지식 그래프

로부터 문제와 관련된 지식을 그래프 형태로 추출하는 기법인 KagNet

을 제안하였다.

KagNet은 세 단계의 신경망 모듈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입력된 그래

프의 노드 임베딩을 구하는 그래프 합성곱 신경망이며, 두 번째는 그래

프 내의 경로들에 대한 임베딩을 구하는 LSTM(Long Short-Term 

Memory),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구한 경로 임베딩에 대하여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전체 그래프에 대한 임베딩을 구하는 모듈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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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gNet은 제안 당시 BERT에 적용되어 CommonsenseQA 데이터셋

에서 최고 성능을 달성하였다[4].

3.2 MHGRN

MHGRN은 KagNet과 같이 그래프를 경로의 집합으로 보고 이를 바탕

으로 그래프를 임베딩하는 방법이 그래프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처리 시

간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5].

MHGRN은 그래프의 노드를 종류에 따라 다르게 변환(type-specific 

transformation)한 후 멀티홉 메시지 전달(multi-hop message pass-

ing)이라는 그래프 신경망 기반의 방법을 사용하여 지식 그래프를 직접 

임베딩한다[5].

MHGRN은 제안 당시, BERT를 개선한 RoBERTa(Robustly 

Optimized BERT Pretraining Approach)[18] 모델에 적용되었으며 

CommonsenseQA 데이터셋에 대하여 당시의 최고 성능과 동일한 성능

을 보여주었다[5].

3.3 AMS

AMS(Align, Mask and Select)는 BERT가 사전학습 과정에서 텍스트

에 포함된 지식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제안된 방법이다. 

AMS는 ConceptNet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식 질의응답 데이터셋의 문제

와 같은 형태의 문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실제 상식 질의응답 데

이터셋과 함께 BERT의 미세조정(fine-tuning)에 사용한다[19].

이 방법을 통해 학습된 모델은 상식 질의응답 과제에서 최고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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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어 처리 성능을 측정하는 GLUE 

벤치마크에서도 성능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19].

다만 이 방법은 외부의 지식을 학습 과정에서 사용하며 새로운 지식이 

추가되었을 경우 재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적용을 고려

하지 않았다.



15

제 4 장 제안 모델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한다. 

1절에서는 기존 방법의 한계에 대해 알아본다. 2절에서는 제안 모델의 

전체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3절에서는 모델이 지식 그래프로부터 더 많

은 정보를 추출하도록 하는 스키마 그래프 확장이라는 방법을 제안한다.

4.1 기존 방법의 한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상식 질의응답 문제의 경우, 모델에서 성능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질문과 선택지 문장을 임베딩하는 텍스트 

인코더이다. 최근 언어 표현 모델의 비약적인 발전에 의해 자연어 처리 

성능이 크게 상승하였다. 하지만 상식 추론을 위해 지식 그래프를 활용

하는 기존의 기법은 제안 당시의 언어 표현 모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식 그래프를 참조하는 방법에 의한 성능 향상이 언어 표현 모델 자체

의 성능 향상의 폭을 따라잡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식 질의

응답을 위한 모델에서 성능 향상의 병목에 해당하는 텍스트 인코더에 최

신 언어 표현 모델인 ALBERT를 적용하여 전체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

리고자 하였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는 스키마 그래프 추출 과정에서 질문과 선택지에 

등장하는 개념에 대해서만 지식 그래프 탐색을 통해 정보를 추출하였으

나, 본 연구에서는 스키마 그래프 확장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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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하도록 개선하였다.

4.2 모델 구조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 추출 과

정에 스키마 그래프 확장 기법을 적용하고, 질문과 선택지 텍스트의 임

베딩을 위한 텍스트 인코더를 최신 모델인 ALBERT로 변경하였으며, 스

키마 그래프의 임베딩을 위한 그래프 인코더로 앞선 연구에서 제안한 

KagNet과 MHGRN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모델이 다섯 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게 하는 대신, 질문과 하나의 선택지를 모델에 입력하여 해당 질문-

선택지 쌍이 올바른 질문과 정답일 가능성을 출력하는 문제로 바꾸었다. 

이에 대한 예시가 그림 5에 표현되어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이용하여, 

하나의 문제에서 생성된 다섯 개의 질문-선택지 쌍에 대한 결과 중 점

수가 가장 높은 것의 선택지를 답으로 출력하도록 하였다.

그림 4 제안 모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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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델 구조 단순화를 위한 문제 변환 예시

4.2.1 지식 추출기

지식 추출기는 가장 먼저 질문-선택지 쌍에서 ConceptNet에 존재하

는 개념들을 추출한다(앞으로 질문에서 추출한 개념 집합을 , 선택지

에서 추출한 개념 집합을 로 표기). 이 과정에서 텍스트는 전부 소문

자로 변환하고 토큰화(tokenization)를 거친 뒤 표제어 추출

(lemmatization)을 수행하였다.

이후 ConceptNet에서 ∈와 ∈를 연결하는 모든 경로를 찾는

다. 이때 두 개념 사이의 경로는 ConceptNet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무

수히 많으므로, 현실적인 관점에서 특정 길이 를 넘어가는 경로는 제외

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한 모든 경로를 포함하는 새로운 지식 그래프를 

생성한다. 이를 특정한 질문-선택지 쌍에 대한 스키마 그래프(schema 

graph)라 한다. 그림 6은 이러한 스키마 그래프의 예시이다. 질문과 선

택지에서 추출한 개념들은 그림에서 굵은 글씨로 표현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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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추출된 스키마 그래프 예시

4.2.2 텍스트 인코더

텍스트 인코더는 입력된 질문-선택지 쌍을 임베딩하는 부분이다. [4]

에서는 BERT, [5]에서는 이후 등장한 RoBERTa를 텍스트 인코더로 이

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신 모델인 ALBERT를 적용하였다. 

ALBERT를 비롯한 언어 표현 모델은 문장을 입력으로 취하므로 질문-

선택지 쌍을 단일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질문 텍스트의 

의문사를 선택지로 치환하여 평서문 로 변환하였다.

ALBERT는 기본적으로 문장이 아닌 단어 단위의 임베딩을 수행한다. 

따라서 ALBERT에서는 BERT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델을 분류

(classification) 작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문장 전체의 임베딩을 표현하는 

특수 토큰 “[CLS]”를 입력 문장의 맨 앞에 삽입하여야 한다[14].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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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추가적으로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특수 토큰 “[SEP]”을 맨 뒤에 삽

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CLS][SEP]” 형태의 텍스트를 

ALBERT에 입력하여 질문-선택지 쌍에 대한 벡터 표현을 얻는다.

4.2.3 그래프 인코더

그래프 인코더는 그래프 신경망을 통해 스키마 그래프를 구성하는 노

드의 임베딩을 얻는 모듈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KagNet과 MHGRN

를 사용하는 두 가지의 모델을 제안한다.

KagNet은 그래프 합성곱 신경망을 통해 노드 임베딩을 구한 뒤 모든 

개념 쌍에 대해 LSTM으로 경로 임베딩을 구하였으나, MHGRN은 멀티

홉 메시지 전달(multi-hop message passing)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모델은 이후 어텐션 메커니즘(attention mechanism)[20]을 통해 각 

개념 사이의 관계를 중요도에 따라 가중합하여 스키마 그래프 전체에 대

한 하나의 벡터를 얻는다.

4.2.4 분류기

분류기는 텍스트 인코더와 그래프 인코더의 출력을 바탕으로 모델에 

입력된 질문-선택지 쌍의 점수를 출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선 모듈의 결과가 하나의 벡터 압축되어 분류기에 주어지면, 한 개

의 층으로 구성된 신경망을 통과한 뒤, 최종적으로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를 거쳐 0과 1 사이의 실수 값을 출력한다. 이 값이 클수록 해당 질

문-선택지 쌍이 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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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스키마 그래프 확장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그래프 활용 기법이 스키마 그래프를 추출하는 

과정에 스키마 그래프 확장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여 성능을 개선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들은 질문과 선택지에 등장하는 개념에 대

해서만 지식 그래프 탐색을 통해 스키마 그래프를 추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IsA’ 관계를 이루는 개념들이 서로 많은 속성을 공유한

다는 사실에서 착안하여, 스키마 그래프 추출 과정에서 질문과 선택지에 

등장하는 개념에 더해 이들 개념과 ‘IsA’ 관계를 이루는 유사 개념을 포

함하는 확장된 스키마 그래프를 추출하였다. 예를 들어 ‘강아지’라는 주

어진 개념뿐만 아니라 ‘개’라는 개념과 관련된 정보까지 함께 활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은 지식 추출기가 최초로 추출한 집합 , 에 대

해 수행되어 추출된 기존의 개념과 유사한 ‘IsA’ 관계의 개념을 각 집합

의 원소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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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    험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실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한다. 1절과 2절에서는 실

험의 제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3절과 4절에서는 모델의 실제 구현과 

실험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5절에서는 실험의 결과를 보여준다.

5.1 실험 환경

본 연구의 실험은 표 2와 같은 사양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졌다. 모델의 

학습은 하나의 GPU를 이용해 작업을 분산시키지 않고 수행하였다.

모델의 모든 코드는 Python 3.6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딥러닝 프

레임워크는 PyTorch(1.4.0)를 사용하였고, ALBERT를 비롯한 실험된 

모든 언어 표현 모델은 Transformers(2.10.0) 라이브러리의 구현을 사

용하였다.

CPU Intel Xeon E5-2600

RAM 192 GB (16 GB × 12)

GPU GeForce TITAN Xp (VRAM 12 GB) × 4

표 2 실험을 수행한 시스템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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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데이터셋

CommonsenseQA 데이터셋[11]은 상식 질의응답 과제의 학습과 평

가를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셋이다. ConceptNet의 내용을 바탕으로 크라

우드소싱을 통해 사람이 직접 질문을 작성하였다. 각 문제는 객관식이며 

한 개의 자연어 질문과 다섯 개의 선택지를 포함한다. 그림 7은 데이터

셋에 포함된 실제 문제의 예시이다.

표 3에 이 데이터셋에 대한 여러 특성이 기록되어 있다. 전체 데이터

셋은 12,102개의 문제로 구성되어있으며, 학습(training), 검증

(validation), 테스트(test)를 위한 3개의 분할된 데이터셋을 공식적으로 

제공한다. 분할된 데이터셋은 각각 학습용 9,741개, 검증용 1,221개, 테

스트용 1,140개의 문제로 구성된다. 이중 공식 테스트 세트의 답이 공개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식 검증 세트를 사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림 7 CommonsenseQA의 문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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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값

총 문제 수 12,094

공식 학습 분할(train-split) 문제 수 9,741

공식 검증 분할(dev-split) 문제 수 1,221

공식 테스트 분할(test-split) 문제 수 1,140

평균 질문 길이(단어 수) 13.41

평균 답변 길이(단어 수) 1.5

표 3 CommonsenseQA 데이터셋의 특성

5.3 구현

지식 그래프를 탐색하여 스키마 그래프를 추출하는 것은 신경망을 사

용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학습 과정에서 이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면 

GPU의 활용률을 떨어뜨리고 이는 전체 학습 시간이 증가하게 되는 결

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mmonsenseQA 데이터셋의 모

든 데이터에 대해 전처리로 스키마 그래프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

으며, 실제 학습 시간에는 이렇게 구축된 스키마 그래프를 질문-선택지 

쌍과 함께 모델에 입력으로 제공하였다.

텍스트 인코더는 KagNet을 사용한 모델의 경우 [4]에서와 같이 

CommonsenseQA 데이터셋에 대해 사전에 독립적으로 학습을 진행하였

고, MHGRN을 사용한 모델에서는 [5]에서 제안한 대로 전체 모델과 맞

물려 end-to-end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졌다.

손실 함수는 모델이 출력한 점수에 대하여 교차 엔트로피(cross en-

tropy) 손실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최소화하도록 학습을 진행하였

다. 옵티마이저(optimizer)로는 [4]와 [5]의 모델의 원래 구현을 따라 

각각 Adam[21]과 RAdam[22]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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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기 중단(early sto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매 에폭(epoch)마다 

공식 검증 데이터에 대한 점수가 연속 3회 이상 이전의 최고 점수를 갱

신하지 못하면 학습을 종료하도록 했다.

5.4 실험 방법

ALBERT는 최초 공개 이후 학습 과정에 추가적인 하이퍼파라미터

(hyperparameter) 최적화를 거쳐 성능을 개선한 버전(v2)을 공개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용하였다. 실험은 ALBERT의 모든 크기의 모

델(base, large, xlarge, xxlarge)에 대해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ALBERT에 KagNet과 MHGRN을 

적용한 모델을 ALBERT의 모든 크기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전 모델과의 비교를 위하여 [4]와 [5]에서 제안했던 모델을 같은 환

경에서 실행하여 성능을 측정하였다.

5.5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언어 표현 모델은, CommonsenseQA

에서 추가적인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단독 모델로서는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한 ALBERT이다. 모든 크기의 ALBERT 모델에 대한 실험 결과가 

표 4와 그림 8에 정리되어 있다.

순수한 ALBERT(“Plain”으로 표기)의 성능을 살펴보면 xxlarge 크기

의 모델은 이미 기존의 최고 성능에 근접한 점수를 보인다. 이는 다른 

자연어 처리 과제와 마찬가지로 상식 질의응답 문제에도 전이학습이 효

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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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에 KagNet을 적용한 모델의 경우 base와 xxlarge에서는 근

소한 성능 향상이 있었으나 large는 오히려 미세하게 하락하였고 xlarge

는 동일한 점수를 달성하여 전체적으로 큰 효과는 관찰할 수 없었다.

이와 달리 ALBERT에 MHGRN을 적용한 모델은 ALBERT의 모든 크

기에 대하여 3점 내외의 점수 향상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xxlarge에 적

용하였을 때 기존의 최고 성능을 능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표 5). 이

는 MHGRN이 스키마 그래프에서 노드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며, 언어 표현 모델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추가적으

로 보충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8 ALBERT의 크기에 따른 모델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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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 크기 Plain KagNet MHGRN

base 56.18 56.59 59.54

large 61.51 61.43 64.54

xlarge 66.99 66.99 71.01

xxlarge 78.54 78.79 81.08

표 4 ALBERT의 크기에 따른 모델 성능 비교

모델 정확도(%)

BERT-large + KagNet 63.55

RoBERTa-large + MHGRN 77.15

ALBERT-xxlarge + KagNet-SGE (ours) 78.79

ALBERT-xxlarge + MHGRN (ours) 81.08

표 5 기존 모델과 제안 모델의 성능 비교

텍스트 인코더의 모델에 따라 지식 그래프 추출 기법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BERT, RoBERTa, ALBERT의 가장 큰 모델(BERT와 

RoBERTa는 large, ALBERT는 xxlarge)에 대하여 KagNet과 MHGRN

을 각각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KagNet은 BERT에 적용했을 때

는 유의미한 성능 향상이 관찰되었으나, RoBERTa에서는 오히려 하락, 

ALBERT에서는 미미한 증가에 그쳤다. 반면에 MHGRN의 경우에는 모

든 모델에서 큰 폭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다(표 6,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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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텍스트 인코더 모델에 따른 성능 비교

모델 Plain KagNet MHGRN

BERT-large 61.83 63.55 65.27

RoBERTa-large 75.92 75.51 77.15

ALBERT-xxlarge 78.54 78.79 81.08

표 6 텍스트 인코더 모델에 따른 성능 비교

BERT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에서 KagNet에 의한 유의미한 성능의 향

상이 없다는 것은 언어 표현 모델이 암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KagNet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이미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과 8과 그림 10은 KagNet과 MHGRN에 스키마 그래프 확장을 

적용한 실험 결과이다. KagNet에서는 평균적으로 약간의 성능 향상이 

확인되었고, MHGRN의 경우에는 일부 모델에서 1점 내외의 성능 향상

이 있었으며, 특히 [5]에서 제안한 RoBERTa에 MHGRN을 적용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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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스키마 그래프 확장을 적용하였을 때는 1.4점에 가까운 성능의 향상

을 보여주었다.

모델 KagNet KagNet-SGE

BERT-large 63.55 62.74

RoBERTa-large 75.51 76.17

ALBERT-base 56.59 56.43

ALBERT-large 61.43 61.43

ALBERT-xlarge 66.99 67.24

ALBERT-xxlarge 78.79 78.87

표 7 스키마 그래프 확장을 KagNet에 적용한 결과

모델 MHGRN MHGRN-SGE

BERT-large 65.27 64.37

RoBERTa-large 77.15 78.54

ALBERT-base 59.54 60.52

ALBERT-large 64.54 65.27

ALBERT-xlarge 71.01 70.76

ALBERT-xxlarge 81.08 79.93

표 8 스키마 그래프 확장을 MHGRN에 적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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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스키마 그래프 확장에 따른 성능 비교

MHGRN을 적용한 모델 중 RoBERTa나 ALBERT(base, large)를 텍

스트 인코더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스키마 그래프 확장에 의한 큰 폭의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볼 때, 이 방법이 실제로 유효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경우에 성능 향상이 없는 것은 스키마 그래프 확장 과

정이 충분히 정교하지 못하여 실제로 의미 있는 ‘IsA’ 관계의 다른 개념

을 효과적으로 추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에 

알고리즘의 개선을 통해 스키마 그래프가 더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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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상식 질의응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신 언어 표현 모

델에 외부 지식 그래프를 활용하는 기존의 기법과 스키마 그래프 확장이

라는 새로운 방법을 추가로 적용하여 지식 그래프에서 정보를 효과적으

로 추출하는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분석

하였다.

KagNet의 경우, [4]에서 밝힌 것과 같이 BERT에서는 성능 향상이 

실제로 확인되었으나, 이후의 언어 표현 모델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효과

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MHGRN은 BERT는 물론, 최근의 

RoBERTa와 ALBERT에서도 큰 폭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특히 

ALBERT의 경우, 모든 크기의 모델에서 3점 내외의 일관성 있는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새로 제안한 스키마 그래프 확장 

기법은 KagNet과 MHGRN 모두에서 일부 모델에 대하여 성능 향상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5]에서 제안한 모델에 스키마 그래프 

확장을 적용하여 기존의 성능을 능가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와 별개로 

ALBERT에 MHGRN을 적용한 모델은 CommonsenseQA의 공식 평가 

데이터셋에서 81.1%의 정확도를 달성하여 기존의 최고 성능을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스키마 그래프 확장이 모든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정교한 방법을 통해 성능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또한, 언어 

표현 모델의 구조와 크기에 따라 지식 그래프 활용 기법과 스키마 그래

프 확장에 의한 효과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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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지식 그래프에서 알고리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지식을 추출하는 기법을 사용하였으나, 인간은 사고 과정에서 이러한 방

식으로 지식을 활용하지 않는다. 외부 메모리를 가진 신경망[23] 등을 

활용하면 지식 추출부터 추론까지 모두 신경망으로 이루어진, 좀 더 인

간의 사고방식에 가까운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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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CommonsenseQA의 원본 데이터 예시

{
"answerKey": "A", 
"id": "a7ab086045575bb497933726e4e6ad28", 
"question": {
"question_concept": "people", 
"choices": [

{"label": "A", "text": "complete job"}, 
{"label": "B", "text": "learn from each other"}, 
{"label": "C", "text": "kill animals"}, 
{"label": "D", "text": "wear hats"}, 
{"label": "E", "text": "talk to each other"}

], 
"stem": "What do people aim to do at wor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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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gration of ALBERT-based 

Text Encoder and Knowledge 

Graph Encoder for Commonsense 

QA Models

Byeongmin Choi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pre-trained language representation models such as 

BERT has been performing well in commonsense QA tasks. But 

there is a problem that the models does not directly use explicit 

information of knowledge sources existing outside. To augment 

this, additional methods such as KagNet and MHGRN have been 

proposed.

In this study, we conducted various experiments on a 

commonsense QA task by applying the existing techniques of 

extracting information from knowledge graphs and the novel 

method, schema graph expansion to recent language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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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And we analyzes the effect of applying knowledge graph-based 

knowledge extraction techniques to recent language expression 

models, confirms that schema graph expansion is effective in 

some cases, and furthermore, shows that the proposed models 

can achieve the state-of-the-arts performance in 

CommonsenseQA dataset.

keywords : Commonsense reasoning, Question answering, 

Knowledge graph, Language represent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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