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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문장형 수학문제는 자연어 이해와 수리적 추론이 필요한 문제로

최근 들어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하여 정답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기계학습 모델의 문제풀이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3가지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이

3가지 문제는 첫째,모델이 올바른 정답식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모델이 내포된 숫자와 변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모델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세계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내에 생략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필자는 위의 3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템플릿 기반의 다중 작업

분류 모델(Template-based Multi-task classification)과 템플릿

기반의 다중 작업 생성 모델(Template-based Multi-task

generation) 그리고 연산자 활용 기반의 생성(Generating

Equation by Utilizing Operators:GEO)모델을 제안한다.먼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정답 식

도출 방법인 정답 식 분류(equation classification)와 정답 식

생성(equation generation)방법을 비교한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숫자와 변수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operator

identification layer과 two auxiliary tasks/operation feature feed

forward layer를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ERT와 ELECTRA와 같은 언어 모델(language

model)을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최종 모델인 GEO는

MAWPS에서 85.1,Math23K에서 84.4,DRAW-1K에서 62.5로

최고성능을 기록하였고, ALG514에서 82.1로 hand-crafted

feature를 사용한 선행연구와 대등한 수준의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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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자연어 이해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문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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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task learning), 템플릿 기반의 방법 (template -ba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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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ion

In an automatic math word problem-solving task,a machine

learning model should deduce an answer to a given problem by

acquiring implied numeric information. To achieve high

performance,such a model should address 3 challenges:(1)

deducing correct equation template,(2) understanding the

implied relationship between numbers and variables,(3)filling

in a missing world knowledge that is required in solving the

given math question.To address the three challenges,we

propose a Template-based Multitask Classification (TM-

classification)and Template-based Multitask Generation

(TM-generation) and GEO(Generating Equation by Utilizing

Operators:GEO).To address challenge 1,we examine two

different equation deducing methods: classification and

generation.To address challenge 2,we propose an operator

identification layer and two auxiliary tasks/operation feature

feed forward layer that models a relationship between numbers

and variables.To address challenge 3,we utilize state-of-the-

art language models, namely BERT and ELECTRA. Our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using the MAWPS,Math23k,

and DRAW, the state-of-the-art performance was achieved:

85.1%,84.4%,and 62.5%for the GEO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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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장형 수학 문제 풀이를 기계 학습

모델을 통해 해결함에 있어 제시된 세 가지 문제를 적절히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중 작업 학습(multi-task learning)방법론의 아이디어와 BERT와

ELECTRA [3,4]와 같은 언어모델(language model)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문장형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델의 구조를 탐구할

것이다.자동으로 수학 문장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본 연구는 3

가지 문제를 설정하였다.첫째,모델이 올바른 정답식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둘째,모델은 내포된 숫자와 변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마지막으로,모델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세계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내에 생략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질문 #2

Mike had 34 peaches at his store.He

went to the orchard and picked peaches

to stock up.There are now 86 peaches.

How many peaches did he pick?

템플릿

(Equation

template)

X =N0 +N1 정답 120

정답식

(Answer equation)
X =34 +86

질문 #1

Mike had 34 peaches at his store.He

went to the orchard and picked 86 more

peaches to stock up.How many

peaches does he now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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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Equation

template)

X =N0 +10 N1 정답 122

정답식

(Answer equation)
X =2 +10 12

질문 #4

On Friday ,Sam spent 2.0 pennies on

ice cream .The next day ,Sam spent

12.0 dimes on baseball cards .All in

all ,how many pennies did Sam spend ?

템플릿

(Equation

template)

X=0.01 N0+0.1 N1 정답 1.22

정답식

(Answer equation)
X =0.01 2 +0.1 12

질문 #3

On Friday ,Sam spent 2.0 pennies on

ice cream .The next day ,Sam spent

12.0 dimes on baseball cards .All in

all ,how many dollars did Sam spend ?

템플릿

(Equation

template)

X =N1 -N0 정답 52

정답식

(Answer equation)
X =86 -34

표 1 문장형 수학 문제의 예

먼저, 첫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델은 올바른 정답식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최근 기계학습 기반의

연구는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 템플릿(equation template)을

이용하여 정답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템플릿(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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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은 정답 식(answer equation)의 정형화(normalized)된

형태로 정답식의 숫자와 변수를 기호화 한 것이다.[10]

템플릿(equation template)을 사용한 학습은 정답식을 이용한

학습에 비해 가능한 식 도출범위를 제한된 영역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템플릿(equation template)을 이용한 기계학습은 모델의

올바른 정답식을 도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풀고자 하는 수학 문제의 예를 정답 식(answer

equation), 템플릿(equation template), 정답(answer)과 함께

보여준다.표 1의 예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답식의 숫자를

기호화 한 템플릿을 사용함으로써 도출가능한 식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렇게 줄어든 템플릿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는 정답 식 분류기반의 방법(classification)과

정답 식 생성기반의 방법(generation)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하지만,같은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분류와 생성기반의 방법을 비교

실험한 연구는 없기에 본 연구에서 비교 실험을 진행하고 적합한

도출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은 문제에 내포된 숫자와

변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한다.표 1의 질문1과 질문2는 두

번째 문제와 관련된 예제이다. 모델이 해당 질문의 정답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문제의 숫자나 변수 간의 내포된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서로 다른 연산자인 +와 -를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내포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연구자들은

Hand-crafted feature를 이용한 모델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자동으로 자질(feature)을 추출할 수 있는 모델까지 개발하여

내포된 관계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21,24] 필자는 다중

작업학습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자질을

추출함으로써 내포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본 연구는 operator identification 과 Two auxil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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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s /Operation feature feed forward layer를 새롭게 제안하고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한 모델을 최종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은 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세계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내의 생략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표

1의 질문 3과 질문 4는 모델이 문제 풀이 과정에서 문제내 생략된

정보를 얻기 위해 세계지식을 이용해야 하는 예이다. 해당

질문들을 풀기 위해서 모델은 세계지식을 이용하여 통화단위와

관련된 숫자사이의 관계를 추출해야 한다.구체적으로 모델은 100

penny는 10 dime과 1달러와 같다는 것을 이해하고 정답 식

도출과정에서 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상수인 ‘0.01’과

‘0.1’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ERT/ELECTRA기반의 언어 모델 (language

model)을 사용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3가지

도전과제를 해결하여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템플릿 기반의

다중학습 분류 모델(Template-based multi-task classification:

TM- classification)과 다중학습 생성 모델(Template-based

multi-task generation: TM- generation) 그리고 연산자 활용

기반의 생성 (Generating Equation by Utilizing Operators:GEO)

모델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TM-classification/generation

모델을 제안한 후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여 템플릿 도출과정의

복잡도가 높은 데이터셋까지 해결할 수 있는 GEO 모델을

최종적으로 제안한다.실험과 결과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개의 기여점들을 확인하였다.

·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최종 모델인 GEO모델은 모든

데이터셋에서 선행연구와 대등하거나(82.1% in ALG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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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62.5%in DRAW-1K)정답률을 기록하였고,결과 분석을

통해 추가된 요소들의 성능변화를 확인하였다.

· 둘째,본 연구는 템플릿 분류와 템플릿 생성 방법을 비교하여

TM-generation 모델이 TM-classification 모델에 비해

3%(MAWPS with ELECTRA),3.2%(Math23k with ELECTRA)

성능상의 이점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 셋째, 본 연구는 operator identification layer를 새롭게

제안하여 내포된 숫자와 변수의 관계를 이해하여 성능개선이 된

것을 확인한 후,심층적으로 내포된 숫자와 변수관계를 추출할

수 있는 Two auxiliary tasks와 Operation feed forward

feature layer를 제안하고 성능향상을 확인하였다.

· 넷째, 본 연구는 언어 모델(language model)을 사용하여

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세계지식을 활용해 생략된 정보를

파악하였다.

이어진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 세 가지

도전과제를 해결하여 수학 문제 풀이 모델 개발을 시도하였던

선행연구들에 대하여 소개한다. 이 후 필자는 3절에서 TM-

classification과 TM-generation을 제안하고, 실험결과 분석을

통해 성능상으로 우위를 갖는 모델을 선택한다.이 후 4절에서는

선택된 TM-generation을 개선한 GEO 모델을 소개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연구에 대한 결론을

서술하고,향 후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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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최초로 문장형 수학 문제 풀이 기술이 연구된 계기는,세금과

세무계산과 같이 자연어 이해와 수리적 추론이 필요한 태스크에 이

기술이 적용될 경우 높은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1960년대부터 자동으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1,2]

이번 절을 통해, 필자는 이전의 선행연구가 3가지 도전과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논의해볼 것이다. 3가지 도전과제에 대한

선행 연구의 접근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1)

템플릿(equation template)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들,(2)문제에

내포된 숫자와 변수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들,

(3)세계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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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템플릿(equation template)을 도출하기 위

한 방법들

템플릿(equation template)을 사용한 접근법이 Kushman과

동료 연구자들에 의해 처음 제안된 후 [10], 많은 연구자들은

템플릿을 문장형 수학 문제 풀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연구자들이 템플릿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정답 식 분류(classification)[10,6]와

정답 식 생성(generation)방법[16,22]이다.

첫째, 정답 식 분류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델은

템플릿(equation template)을 훈련 데이터셋(training dataset)에서

학습해야 한다.학습과정에서 모델은 주어진 문제를 훈련 과정에서

학습했던 템플릿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템플릿(equation

template)으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학습과정은 모델의

탐색범위(search space)를 이전에 학습했던 템플릿(equation

template)들의 범위로 제한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모델의

탐색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성능향상을 이뤘다. 예를 들어

Kushman[10]의 연구는 정답식의 숫자와 변수들을 기호화 하여

대체한 템플릿을 사용하여 탐색범위를 제한하였고,이러한 방법을

통해 Kushman은 그들의 데이터셋에서 68.7%의 정답률을 얻었다.

반면에 Zhou[26]와 그의 동료들은 숫자만 기호화 한 템플릿을

사용하여 Kushman의 모델보다 탐색범위를 더욱 제한한 후 성능을

향상시켰다. 그들은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기존모델의 성능을

79.7%로 향상시켰다.

한편 정답 식 생성(generation)방법[16,22]은 모델이 해당 문제를

훈련 데이터셋의 템플릿(equation template)들 중에서 분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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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로부터 직접 토큰들을 생성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올바른 템플릿(equation template)을 완성하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식으로 훈련된 모델은 기존에 본

유형에 속하지 않는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해당 문제에 대응되는

올바른 유형의 템플릿(equation template)을 생성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존재하여 분류(classification)방식보다 더 나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생성(generation)방법을 채택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연산 트리를 단위로 하는 재귀적(recursive)인

구조를 생성하거나[16,12], 기본 토큰(basic token)을 단위로

시퀀스를 생성하는 등의 접근들[23,21,22]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정답 식 분류와 정답 식 생성 방법에 대해 어떤 방법이 더

우월한지를 논의하기는 어렵다.그 이유는 분류(classification)와

생성(generation)방식이 추구하는 성능 향상의 방향이

탐색범위(search space)차원에서 봤을 때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분류(classification)기반 방법은 기존에 학습된 템플릿(equation

template)들로 탐색 범위를 줄임으로써 성능 향상을 모색한다면,

생성기반 방법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고려하여 탐색

범위를 늘려 성능 향상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두 방법에 기반한 모델을 동시에 개발하여 성능을

비교함으로써,더 나은 성능을 내는 방법론을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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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문제에 내포된 숫자와 변수 간의 관계를 이

해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들

본 연구는 2.2절을 통해,선행 연구들이 문제로부터 숫자와

변수간 내포된 관계를 추출하고 모델의 학습에 반영한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먼저 어떤 연구자들은 전문가를 활용하여 학습에 필요한

자질(feature)을 직접 설계함으로써 내포된 관계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였다.예를 들어 hand-crafted feature(HCF)

추출 방법을 사용한 연구인 ARIS[5]는 정답 식을 만들 때 필요한

개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동사 분류기(verb

categorizer)를 사용하였다. 동사 분류기(verb categorizer)는

문제에서 개체(entity)의 동사 유형을 확인하고 사전에 전문가가

정의한 7가지의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다.이렇게 분류한 정보는

문제에 나타난 숫자와 연산자의 연결관계를 동사로 파악하여

템플릿(equation template) 도출과정의 정확도를 높였고,

기존모델의 성능을 64.0%에서 77.7%로 향상시켰다.한편 또 다른

HCF 적용 사례에 해당하는 Roy와 Roth[17]는 숫자 단위관계를

문제에서 파악하여,동일한 단위 관계(unit dependency)를 가진

숫자들을 추출하고 단위사이의 관계를 활용해 정답식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하지만 이런 연구들처럼 HCF를 사용하게 될 경우,

설계 비용이 많이 들며 특정 데이터에 기반하여 자질(feature)을

정의하게 되므로 풀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체로 모델이 과 적합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HCF를 이용한 모델들이 갖는 확장성의 한계로 인해,

최근에는 순수한 신경망 모델(neural model)을 이용하여 숫자와

변수 간의 관계를 자동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제안되고 있다.예를 들어,[23]이 제안한 Deep neural solv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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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2seq기반의 학습모델을 이용하여, 문제속에 숨겨진 정보를

신경망 네트워크 인코더(encoder)가 자동으로 학습하여

Math23k에서 64.7%를 기록하였다.Wang[22]의 사례 같은 경우,

seq2seq기반의 학습모델이 숫자와 변수 간의 관계를 별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피연산자 선택 과정과 연산자 선택 과정을

분리한 모델을 공개했다. 이 모델은 먼저 템플릿(equation

template)을 연산자가 비어 있는 토큰 시퀀스 형태로 생성한다.

생성된 템플릿(equation template)은 연산 트리 형태로 변환되고

모델은 숫자 간의 관계를 활용해 비어 있는 연산자를 따로

생성한다.Liu [12]는 템플릿(equation template)을 토큰 시퀀스가

아닌 정답 식 트리 형태로 생성함으로써,각 트리의 생성 과정에

숫자 사이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였다.Lee와

Gweon[11]은 숫자와 변 수간의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추출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operator classification'를 제안하고, 이

방법을 포함하는 다중 작업 학습 기법(Multi-task learning)의

사용을 제안하였다.Lee와 Gweon은 연산자를 분류하는 과정과

템플릿(template)의 도출과정을 함께 다중 작업 학습하여 숫자에

관한 일반화된 표상(general representation)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효과로 모델이 좋은 성능을 낸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순수한 신경망 모델(neural model)은 문제의

수가 적고 정답 식 도출의 난이도가 높은 데이터셋에서 Hand-

crafted feature를 사용한 모델보다 낮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Wang[23]의 Deep neural solver는 정답 식 도출의

난이도가 높은 연립방정식으로 이루어진 ALG514에서 70.1%의

성능만을 기록하는데 그쳤으며,CASS[29]는 HCF를 사용하였을

때 82.5%를 기록하였지만,사용하지 않을 때 44.8%에 머물었다.

위와 같은 성능의 유의미한 차이는 순수한 신경망 모델(ne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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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이 숫자와 변수 간의 관계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보인다.따라서,만약 신경망 모델(neural model)이

숫자와 변수 간의 관계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성요소들이 추가된다면 HCF를 사용한 모델만큼의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세계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

템플릿(Equation template)을 성공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숫자와 변수사이의 관계를 학습할 때 문제 내의 정보들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지식을 모델이 보유하고, 정답 식 도출

과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자연어 처리

연구에서 사전에 다분야 대형 코퍼스(multi-domain large

corpus)를 이용하여 학습된 언어모델(language model)을 특정

작업에 적용하는 방법론을 수학 문제 풀이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예를 들어,Liu[13]은 BERT를 이용해 대용량 언어

이해 데이터 셋인 DROP[29]에서 학습한 모델을 단순한 사칙연산

문제 데이터 셋인 AI2에 적용하여 성능 향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으며,Ki[7] 도 BERT 기반의 분류(classification)모델을

한국어 수학문제풀이 데이터셋에 적용하여 한국어에서 최고성능에

해당하는 73%을 얻었다.게다가 Wallace [20]에 따르면,BERT와

같은 언어모델이 숫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numeracy’까지도 갖고 있는 것을 보고한바 있어 문장형 수학

문제풀이 모델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최근에

공개된 새로운 언어모델인 ELECTRA [4]는 BERT에 비하여 계산

효율성을 높여 다양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최고성능을 기록한바

있어,문장형 수학 문제풀이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활용가능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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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1: TM –

classification/generation

그림 1 TM-classification과 TM-generation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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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에서 필자는 설정한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템플릿 도출 방법인 TM-classification과 TM-

generation모델을 문장형 수학 문제 풀이에 적용하고 성능확인과

결과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먼저, 그림 1은 필자가 설정했던

문제를 두 모델이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필자가 설정한

첫번째 문제는 템플릿을 도출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필자는 첫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류 혹은

생성기반의 방법을 실험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템플릿을 도출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두번째 문제는 내포된 숫자와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필자는

operator identification layer를 제안하고 operators를 도출하여

두번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인 생략된

세계지식을 파악하는 것은 BERT나 ELECTRA 기반의 언어모델을

이용하여 해결되기를 기대한다.우리는 이번 장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모델의 해결과정을 설명할 것이다.먼저 3.1절에서 필자는

두 개의 도출방법에서 사용된 입력 값의 전 처리 과정인 input

normalization에 대해 설명하고,이 후 3.2에서 TM-classification,

3.3절에서는 TM-generation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각각의

절에서 모델이 세 가지 문제인 (1)올바른 정답식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2) 내포된 숫자와 변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 (3) 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세계지식을 이용하여 생략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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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Input normalization

그림 2 Input normalization

그림 2는 input normalization과정을 통해 원본 데이터셋이

정규화 된 데이터 형태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Input

normalization은 모델의 정답 식 도출과정에서 모델의 탐색범위를

줄일 수 있는 정규화 된 데이터 형태를 만드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Input normalization을 사용하여 Index for numeric

constants(INC),INC mapped question(IMQ)와 2가지 템플릿인

postfix equation template, normalized equation

template(NET)을 만들어 모델의 학습과정에 사용한다.

주어진 문제에 나타난 각각의 숫자들은 Number - Index for

numeric constants(INC)pair를 생성한다.Number-INC pair는

질문(Question)의 숫자 토큰과 대응되는 INC로 구성된다.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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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한 INC는 문제에 나타난 숫자의 정규화 된 표상(normalized

representation)이며,Ni는 문제의 i번째 숫자를 의미한다.예를

들어,그림 2의 질문(Question)에 나타난 첫번째 숫자 2는 첫번째

인덱스를 의미하는 N0와 숫자-INC pair를 구성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INC는 IMQ와 두 개의 서로 다른 템플릿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먼저, INC mapped question(IMQ)은 질문(Question)에 나타난

숫자의 오른쪽에 INC가 함께 위치한 형태이다. 기존의

질문(Question)과 달리 INC 기호가 함께 존재하면서, 모델이

숫자의 크기나 형태에 관계없이 정규화 된 표상을 학습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후, postfix equation

template과 NET를 만들기 위해 INC가 사용된다. postfix

equation template은 TM-classification과 TM-generation모델의

최종 도출 결과 값이다. postfix equation template을 만들기

위해서 필자는 정답식의 숫자와 대응되는 INC를 모두 교체한 후,

정답 식을 postfix 형태로 변형하여 postfix equation template을

얻었다.마지막으로,NET를 만들기 위해 필자는 주어진 postfix

equation template의 수리 연산자인 ‘+,-,×,÷’를

‘OP’기호로 교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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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TM-classification

그림 3 TM-classification의 구조

TM-classification은 문장형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들을 사용한 신경망 모델(neural model)이다.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그림 3의 TM-classification의

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세 개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법은 각각 template classification layer, operator

identification layer, BERT/ELECTRA 언어 모델(language

model)이다.먼저 첫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Template

classification layer의 목표는 문제에 적합한 normalized equation

template(NET)을 분류하는 것이다.여기서 NET란 연산자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템플릿으로,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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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는 정답 템플릿의 탐색범위를 줄임으로서 올바른 정답 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이어서 두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operator identification은 NET의 대체된 연산자

정보인 OP 토큰의 연산자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다.Operator

identification을 사용함으로써 모델이 숫자와 연산자 정보에

집중하여 문제에 내포된 숫자와 변수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를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BERT와 ELECTRA 언어 모델(language model)은 인간의 화용적

지식과 세계지식을 추출할 수 있는 모델로 수학문제 풀이과정에서

해당지식을 이용하여 질문을 이해하고 정답식을 추출할 수 있도록

사용되었다.[3,4]

그림 4 Template classification의 파이프라인

위의 3가지 해결방법을 결합한 TM-classification은 다음과 같이

학습을 진행한다.먼저 TM-classification은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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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INC mapped question(IMQ)를 입력 값(input)으로

사용한다. IMQ는 언어모델을 통과하여 hidden state vector를

생성한다. 이후 생성된 hidden state vector 중 [CLS] 토큰의

hidden state vector만 template classification layer의 입력

값(input)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CLS] 토큰의 hidden state

vector만 사용하는 이유는 [CLS]가 선행연구에서 문장 전체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토큰으로 제안되었기에 본 연구도 문장

전체의 의미를 담기 위해 사용하였다.[3]이 후 [CLS]토큰의

hidden state vector는 template classification layer를 통과하여

NET를 예측한다.

그림 5 Operator identification의 파이프라인

예측된 NET는 그림 5의 입력 값(input)과 같이 IMQ에 덧붙여져

다시 한 번 언어모델(Language model)을 통과한 후 hidde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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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tor를 생성한다. 생성된 hidden state vector는 operator

identification의 입력 값(input)으로 사용된다. Operator

identification의 구조(pipe line)는 그림 3과 같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Operator identification의 input은 NET

도출과정과 유사하게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한 OP토큰의 hidden

state vector이다. 여기서 OP 토큰의 hidden state vector를

사용한 이유는 모델이 Operator 인근 토큰들의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여 연산자를 예측하기 위함이다.

그림 6 Equation template 도출과정

이렇게 완성된 NET와 operators는 그림 6과 같이 OP 토큰에

생성된 연산자(operators)들이 대체되는 식으로 결합되어

최종적으로 정답 식(equation template)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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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TM-generation

그림 7 TM-generation의 구조

TM-generation은 TM-classification의 변형모델로 NET를

분류하는 대신 토큰단위로 생성한다. TM-generation의 구조는

template classification layer를 제외하곤 TM-classification과

같다. 그림7의 다중 작업 층(Multi-task layer)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TM-generation은 transformer[19]의 encoder-

decoder구조를 이용하여 NET를 생성한다. 따라서, TM-

generation은 encoder로 BERT/ELECTRA 언어 모델(language

model)을 사용하며,decoder로 transformer decoder를 사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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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이러한 encoder-decoder 구조는 이론적으로 모델의 학습

사전에 존재하는 모든 토큰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TM-

generation은 훈련데이터셋에 없는 템플릿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8 Template generation의 파이프라인

NET를 생성할 수 있는 TM-generation을 만들기 위해서 본

연구는 TM-classification의 template classification layer를

transformer decoder와 template generation layer로 교체하였다.

그림 8에서 입력 값(input)으로 사용되는 INC mapped question은

언어모델(Language model)을 통과하여 hidden state vectors를

생성한다. 생성된 hidden state vectors는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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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der의 입력 값(input)으로 사용되고, 이후 재귀적으로

decoder를 통과하여 NET를 토큰단위로 생성한다. 최종적으로

NET의 End of Sentence(EOS)토큰이 생성되면 NET 생성과정을

종료하게 된다.이 후 TM-classification의 학습과정처럼 만들어진

NET와 IMQ를 결합하여 언어모델(Language model)을 통과시키고,

hidden state vector를 얻는다.얻게 된 hidden state vector 중

연산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OP 토큰의 hidden state vector을

이용하여 operator identification layer를 통과시키고 operator를

도출하게 된다. 도출한 operator 토큰들은 NET와 결합되어

최종적으로 정답 식(equation template)을 생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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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실험 계획

이번 절에서, TM-classification과 TM-generation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는 4개의 비교 데이터셋(benchmark

dataset)인 MAWPS와 Math23k, ALG514, DRAW-1K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은 TM-classification과 TM-

generation모델의 정답률(problem-solving accuracy)을 다른

선행연구 최고성능(State-of-the-art)모델들과 비교하여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TM-classification과 TM-generation 중에서 성능이

높은 모델을 선택하여 해당모델을 기반으로 개선모델을 제안할

것이다.

제 4-1 절 데이터셋과 비교모델

템플릿을 구성하는

평균 토큰 수
6.2 8.6 13.08 14.16

템플릿당 문제 수 6.7 6.8 3.0 2.6

정답 식 도출 난이도

구조 5-fold

Train

22,162,

Test 1,000

5-fold

Train. 600,

Dev.200,

Test.200

문제 수 2,373 23,162 514 1000

데이터 크기

MAWPS Math23k ALG514 DRAW-1K

표 2 실험 데이터 셋의 특징

표2에서,본 연구는 실험을 위해 문장형 수학 문제 데이터

셋으로 MAWPS[9], Math23k[23], ALG514[10], DRAW-

1K[21]를 사용한다. 각각의 데이터셋들은 복잡도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복잡도가 낮은 데이터 셋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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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WPS는 2,374개의 사칙연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Math23k도 23,162개의 사칙연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데이터셋은 ALG514와 DRAW-1K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성하는

데이터 양은 많지만 템플릿당 문제 수와 템플릿을 구성하는 평균

토큰 수는 확연히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위와 같은 이유로

MAWPS와 Math23k는 선행 연구에서 대형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데이터셋으로 사용되었지만, ALG514와

DRAW-1K는 낮은 정답률로 인해 평가 데이터셋으로 사용되지 못

하였다.ALG514와 DRAW-1K의 상대적으로 적은 양과 더불어

높은 복잡도로 인해서 순수한 신경망 모델(Neural model)을

이용한 실험의 성능은 HCF를 사용한 실험의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순수한 신경망모델의 성능을 검증할 때 해당

데이터셋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23,2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장형 수학 문제 데이터 셋에서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복잡도가 높은 데이터셋까지

포함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본 연구는 각각의 데이터셋의 정답률을 계산하여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필자는 정답률을 전체 문제 대비 올바르게 정답을

도출한 문제의 비율로 정했다.문제를 올바르게 도출한 것은 첫째,

문제의 정답식을 성공적으로 도출하는 것과,둘째,데이터와 같은

정답을 도출하는 새로운 정답식을 도출했을 때를 의미한다.필자는

식의 정답을 Python library인 Sympy[14]를 이용해 구했다.

필자가 제안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비교모델들을

선정하였다. 먼저 기존 선행연구에서 복잡도가 높은 데이터셋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기위해 연구되었던 HCF기반의 모델과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순수한 신경망 모델(Neural model) 이다. 먼저

HCF기반의 모델은 숫자의 양적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자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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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83.0%(ALG514)와 59.5%(DRAW-1K)를 기록한

MixedSP[22] 가 있다. 이어서 순수한 신경망 모델(Neural

model)을 사용한 연구는 TF-IDF기반의 Template retrieval

방법을 사용하여 70.0%(ALG514)를 기록한 DNS[27]와 Self-

attention기반의 분류 모델을 이용하여 53.5%(DRAW-1K)를

기록한 Robaidek et al.[20]가 존재한다.또한 최근에 MAWPS와

Math23K에서 최고성능을 기록한 TSN-MD[25]는 double-

decoder를 이용하여 teacher-student network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실험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pyTorch 1.5 와 1.6 [15]를

사용하였다.필자는 Huggingface의 Trasformer library에서 제공

하는 언어 모델(language model)인 BERT-base-uncased,

BERT-base-chinese, ELECTRA-base, ELECTRA-base-

chinese를 이용하여 TM-classification 모델과 TM-generation 모

델을 구현하였다. 먼저,TM-classification의 경우 linear feed

forward layer로 구성된 template classification layer와 operator

identification layer를 사용하였다.TM-classification과 유사하게,

TM-generation은 linear feed forward layer로 만들어진 operator

identification layer와 template generation layer를 사용하였다.

또한 Transformer decoder를 새롭게 추가하여 사용했는데, 8

head,2048 intermediate layer,6 layer를 사용하였고,사용한

beam size는 3개였다.모델의 학습은 64GB RAM,RTX2070,

RTX2080ti super를 가진 local pc에서 진행되었다.최적화를 위해

Adam [8]을 e =1×10-6,β1 =0.9,β2 =0.999로 사용하였다.

Learning rate는 표 와 같이 사용하였고,linear warmup schedule

은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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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A 5×10−5 3×10−5 1×10−4 1×10−4

Operator

identification

BERT 5×10−5 5×10−5 5×10−5 5×10−5
ELECTRA 5×10−5 3×10−5 1×10−4 1×10−4

Template

generation

BERT 5×10−5 5×10−5 5×10−5 5×10−5
ELECTRA 2×10−4 7×10−5 2×10−4 2×10−4

Decoder BERT 2×10−4 2×10−4 2×10−4 2×10−4
ELECTRA 5×10−5 3×10−5 1×10−4 1×10−4

Encoder BERT 5×10−5 5×10−5 5×10−5 5×10−5
TM-generation model

ELECTRA 5×10−5 3×10−5 1×10−4 1×10−4
All layers BERT 5×10−5 5×10−5 5×10−5 5×10−5
TM-classification model

Layers MAWPS Math23

k

ALG514 DRAW-

1K

표 3 TM-classification과 TM-generation의 Learning rate

ELECTRA 0.1 0.1 0.1 0.1

Operator

identificati

on

BERT 0.1 0.1 0.1 0.1

ELECTRA 0.1 0.1 0.1 0.1

Template

generation

BERT 0.1 0.1 0.1 0.1

ELECTRA 0.1 0.1 0.1 0.1

Decoder BERT 0.1 0.1 0.1 0.1

ELECTRA 0.1 0.1 0.1 0.1

Encoder BERT 0.1 0.1 0.1 0.1

TM-generation model

ELECTRA 0.1 0.1 0.1 0.1

All layers BERT 0.1 0.1 0.1 0.1

TM-classification model

Layers MAWPS Math23k ALG514 DRAW-

1K

표 4 TM-classification과 TM-generation의 Warmup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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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실험 결과

+ELECTRA(B) 85.2 85.3 65.0 43.0

TM-

generat

ion

+BERT(B) 83.4 83.3 67.1 47.0

+ELECTRA(B) 82.2 82.1 39.9 32.5

TM-

classifi

cation

+BERT(B) 80.4 83.3 37.4 30.0

순수한 신경망 SOTA 84.4

[TSN-MD]

77.4

[TSN-MD]

70.1

[DNS]

53.5

[Robaidek

]

Hand-crafted SOTA - - 83.0

[MixedSP]

59.5

[MixedSP]

Model MAWPS Math23k ALG514 DRAW-

1K

표 5 TM-classification, TM-generation과 비교모델들의 정답률(%) 비교

(B)는 언어모델의 Base model을 의미

제안한 TM-classification과 TM-generation 모델은

MAWPS에서 순수한 신경망 모델(Neural model)을 이용한

선행연구인 TSN-MD의 성능과 대등한 성능을 기록하였으며,

Math23k에서는 최고성능을 기록하였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TM-generation with ELECTRA는 MAWPS 데이터셋에서

85.2%의 최고성능을 기록하였다.이와 함께 TM-generation with

ELECTRA는 Math23k에서 85.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최고성능을 약 8%상회하는 수치이다.한편,제안한

모델들은 ALG514와 DRAW-1K에서는 Hand-crafted SOT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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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못하는 성능을 기록하였다. ALG514와 DRAW-1K는

HCF를 사용한 선행연구보다 약 16%(ALG514),12.5%(DRAW-1K)

낮게 나와 성능개선을 위한 새로운 구성요소가 필요하였다.필자는

템플릿 도출 난이도가 높은 데이터셋에서 기록한 모델의 낮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모델의 학습이 충분히 진행되어 최고성능을

기록한 MAWPS와 Math23k의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ablation

study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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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Ablation study

먼저 필자가 설정한 첫번째 문제인 올바른 정답식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정답 식 분류와 정답 식 생성기반의

방법을 사용한 모델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실험 결과 총 8개의

실험 중 7개 실험에서 정답 식 생성방법이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답 식 분류 방법보다 정답 식 생성 방법이

문장형 수학 문제 풀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이러한

결과는 모델의 정답 식 도출과정에서 탐색 범위가 넓지만 학습

난이도가 높은 생성 방법이 탐색 범위는 좁지만 학습 난이도가

낮은 분류 방법에 비해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위와

같은 정답 식 생성 방법이 갖는 성능 우위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연구방법2에서 새로운 문장형 수학 문제 풀이 모델을 개발할 때

생성방법에 기반한 모델을 개발할 것이다.

TM-generation + ELECTRA 85.2 85.3

Generation 81.6 83.3

TM-classification + ELECTRA 82.2 82.1

Classification 70.69 37.1

Model MAWPS Math23k

표 6 Operator identification의 ablation study

표6에서 필자는 두 번째 문제인 내포된 숫자와 변수의 관계를 이

해하기 위한 해결방법으로 제안하였던 operator identification의

효과를 검증해 보았다.표5는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한

언어 모델(language model)인 ELECTRA를 이용하여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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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이 보여준 성능개선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이다.실험

결과 operator identification은 정답 식 분류와 생성 방법에서 모두

높은 성능향상을 보였다.이러한 결과는 내포된 숫자와 변수 간의

관계를 추출하는데 Operator identification을 이용한 성능개선이

존재함을 보이는 결과이다.

TM-generation + ELECTRA 85.2 85.3

TM-generation + BERT 83.4 83.3

TM-generation 71.75 70.4

TM-classification + ELECTRA 82.2 82.1

TM-classification + BERT 80.4 83.3

TM-classification 70.78 57.4

Model MAWPS Math23k

표 7 Language model의 ablation study

마지막으로 표 7은 필자가 설정한 세번째 문제인 필요한

세계지식을 이용하여 생략된 정보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제안하였던 언어모델(Language model)의 성능 개선

효과를 파악해본 실험이다.실험 결과 BERT와 ELECTRA 언어

모델(language model)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높은

성능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델이 언어모델을 사용하여

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세계지식을 학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위 실험들의 결과를 토대로 2가지 데이터셋에서

최고성능을 기록한 TM-generation with ELECTRA를 선택하였다.

최종 모델을 구성하는 생성기반의 방법,operator identification,

언어모델(Language model)은 성능개선의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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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도가 높은 2가지 데이터셋에서 선행연구의 성능보다 낮은

성과를 기록하였다.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필자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전문가들이 내포된 숫자와 변수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위해 숫자의 양적정보를 사용한 MixedSP가 최고성능을

기록한 것을 고려했을 때,본 연구가 제안한 TM-generation이

최고성능을 기록하지 못 한 것은 operator identification이 숫자와

변수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못 하기 때문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모델이 심층적으로 내포된 숫자와

변수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구성요소를 추가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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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2: Generating

equations by utilizing operators (GEO)

그림 9 GEO모델의 구조

본 연구는 제 4장에서 연구방법 1의 최고성능을 기록한TM-

generation with ELECTRA의 변형 모델인 연산자 활용 기반의

생성(Generating equations by utilizing operators :GEO)모델을

제안한다.GEO는 TM-generation과 같은 encoder-decoder기반의

변형모델이다. 그림 9의 Base model에서 확인되듯 GEO모델은

ELECTRA 기반의 encoder와 transformer decoder를 사용한다.

하지만, GEO 모델은 TM-generation과 다르게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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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layer를 사용하지 않고, Auxiliary task layer와

Operation feature feed forward(OP3F)layer를 사용한다.필자는

두 layer를 이용한 학습을 새롭게 제안하여 연구방법1에 비해

심층적으로 내포된 숫자와 변수관계를 추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첫 번째 layer인 auxiliary tasks layer는 알고리즘이

추가로 문제에 내포된 숫자와 변수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과정에 추가 과업을 주는 역할을 한다.이 후 Auxiliary task의

결과를 입력 값으로 사용하는 두 번째 layer인 Operation Feature

Feed Forward(OP3F)layer는 encoder에서 추출한 숫자와 변수

간의 정보를 손실업이 decoder의 생성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필자는 이어지는 절에서 먼저 GEO 모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전 처리(Data preprocessing)와 순수한 encoder-decoder

구조로 이어진 base model, auxiliary tasks, op3f layer를

순차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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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데이터 전처리 (Data preprocessing)

그림 10 GEO모델의 input preprocessing

필자는 GEO 모델의 입력 값을 전 처리 하기위해

연구방법1에서 사용한 input normalization 방법과 GEO 모델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두 가지 auxiliary tasks의 operation group(OG)

difference와 implicit pair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전 처리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먼저,Number-INC pairs와 INC mapped question,

INC postfix equation은 연구방법 1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생성된다. 이후 operation group(OG) difference는 정답식을

구성하는 하부 트리(subtree)의 한 종류인 operation

group(OG)사이의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정답식을

이용하여 OG를 지정하는 작업은 후위표현식의 오른쪽 끝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End of

Sentence(EOS)토큰에는 OG가 0으로 지정되며,그 이후의 OG

들은 정답식에 나온 순서대로 각각의 연산자들에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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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연산자(Operand)의 경우는 이미 지정된 연산자(operator)들

중에서 non-terminal node에 맞춰 지정된다.OG를 지정한 후에

OG사이의 차이가 계산되고 이를 예측하는 OG difference

prediction의 보조 태스크로 활용된다.

이어서,implicit pair는 주어진 질문의 INC 토큰들에 각각 한 개씩

지정된다.Implicit pair는 INC postfix equation의 INC와 연관된

변수(variable)나 연산자(operator)를 의미한다. Implicit pair를

만들기 위해서 필자는 INC postfix equation template의 INC 앞

뒤에 위치한 변수(variable)를 먼저 확인한다. 만약

변수(variable)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같은 연산(operation)그룹에

속한 연산자(operator)를 이용한다. 만약 INC가 INC postfix

equation template에 여러 번 존재한다면 필자는 가장 왼쪽의 INC

토큰만을 위해 사용하는데 이는 모델의 학습효율성을 위함이다.

예를 들어,그림 10의 INC postfix equation에서 두 번 등장하는

INC token인 N1의 Implicit pair는 ×로 지정되는데,그 이유는

×가 가장 왼쪽의 N1과 같은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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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Base model

GEO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base model은 Electra

기반의 encoder와 Transformer 기반의 Decoder를 결합한

encoder-decoder 모델이다.Electra 모델은 transformer 기반의

언어모델로 BERT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사전학습을 위한

discriminative model을 이용하여 연산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다양한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최고성능을

기록[24]했을 뿐만 아니라 RoBERTa[25]와 XLnet[26]등의

언어모델에 비해 적은 개수의 파라미터를 사용한 ELECTRA의

장점을 이용하기위해 encoder로 사용하였다. 또한, 필자는

transformer decoder가 언어모델과 결합한 언어요약 작업에서

높은 성능을 보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transformer decoder를

필자의 decoder로 선택하였다.[23] 결합된 encoder-decoder는

TM-generation에서 템플릿 생성과정과 유사하게 정답 템플릿을

토큰단위로 생성한다.이 과정에서 모델은 EOS 토큰이 나올 때

까지 재귀적으로 토큰을 생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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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Two auxiliary tasks: operation group

difference prediction and implicit pair prediction

그림 11 Auxiliary tasks: Operation group difference prediction and

Implicit pair prediction

본 연구는 숫자와 변수 간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보조 태스크를 기본모델에 추가한다.추가된 태스크들은

operation group difference prediction과 implicit pair

prediction이다. 필자는 모델이 위와 같은 보조 태스크들을

encoder의 학습과정에서 수행하여 숫자와 변수 간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를 기대한다.구체적으로 수학문제풀이에서 부족한 영역

특화된 지식(domain-specific knowledge)을 숫자와 변수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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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고 추가된 auxiliary tasks를 통해 학습하기를 기대한다.

그림 8은 두 가지 auxiliary tasks의 전반적인 pipeline을 보여준다.

먼저 두 auxiliary tasks의 입력 값으로 INC contextual state와

INC pair relation state가 사용된다.INC contextual state란 INC

토큰 쌍에 windowing을 적용한 후 encoder를 통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hidden states이다.Windowing을 적용함으로써 모델은

INC token의 주변 맥락을 반영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이어서,

INC pair relation state는 INC contextual state의 결합이다.두

개의 INC contextual state를 결합하여 INC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필자는 아래에서 보조 태스크의 학습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첫번째 보조 태스크는 Operation group difference 예측이다.

이러한 OG difference의 예측은 INC postfix equation에 위치한

INC pair 사이의 상대적인 차이를 구분하여 템플릿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INC를 적합한 위치에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OG

difference의 예측을 위해서 모델은 주어진 2개의 INC 토큰에

대한 operation group indices의 차이를 구한다. 따라서, n이

INC의 개수라 할 때 nC2개의 OG difference가 계산된다.또한,

문제에서 복수의 INC pair가 추출되어 복수의 INC pair의

difference가 계산될 경우 INC의 상대적인 차이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가장 작은 값을 사용한다.예를 들어,그림 7의 N1과

N2사이의 OG difference를 계산하기위해서 모델은 5&6 ,6&6,6&8,

5&8을 먼저 구하게 된다.이후 모델은 가장 작은 차이인 6&6의

0를 사용하게 된다. Operation group difference prediction를

계산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rij =Concat(ei-w:i+w,ej-n: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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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GroupDiffij =arg max(Softmax(FFGroupDiff(rij)))

ei-w:i+w는 i-w번째 토큰에서 i+w번째 토큰까지의 encoder hidden

states를 의미한다.W는 window size를 의미하며 ci는 INC토큰

i의 contextual state를 의미하며, rij는 i번째, j번째 INC 토큰

사이의 relation state를 의미한다. 또한, 식에서 Concat(.),

FF(.), Softmax(.)들은 concatenation, linear feed-forward,

softmax operation을 개별적으로 의미한다.

두 번째 보조 태스크는 implicit pair 예측이다.Implicit pair들은

변수(variable) 혹은 연산자(operator)처럼 문제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정답 식 도출과정에서 필요한 변수 또는

연산자들을 의미한다.Implicit pair 예측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모든 INC들은 특정한 implicit pair와 결합된다.따라서 본

연구는 모든 INC들을 한 개의 implicit pair와 결합되도록 설정한다.

만약 복수의 INC가 INC postfix equation에 존재한다면 Implicit

pair의 순서는 생성과정의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Variable,-,÷,×,+,=.Variable은 연산자보다 expression

tree에서 INC와 같은 위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답

토큰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INC와 구분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이 후의 연산자들은 순서를 고려하는

연산자와 고려하지 않는 연산자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배정한다.

예를 들어,인근 피연산자의 순서를 고려하는 -와 ÷를 +와 ×에

비해 운선순위로 배정한다. Implicit pair prediction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

ci =Concat(ei-w:i+w)

Impliciti =arg max(Softmax(FFImplicit (ci)))



40

제 4 절 Operation Feature Feed Forward(OP3F)

layer

두 개의 auxiliary tasks 뿐만 아니라 필자는 Operation

feature feed forward(OP3F)layer도 새롭게 디자인하였다.OP3F

layer는 encoder에서 습득한 숫자와 변수간의 관계정보를 손실없이

decoder에 추가하기 위해 제안된 요소이다.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GEO 모델은 OP3F layer를 이용하여 encoder의

combined states와 decoder hidden states를 결합한다.이러한

결합은 encoder의 정보를 decoder에 추가로 반영하여 학습과정에

이점을 갖게 된다.encoder에서 결합한 combined states는 pair

mean of relation states와 mean of contextual states를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이 후 결합한 combined states는 feed-forward

layer로 전달되어 decoder와 같은 크기로 변형된다.마지막으로,

combined states는 decoder hidden state와 함께 OP3F layer로

전달되어 새로운 토큰을 생성한다.OP3F layer와 관련된 수식은

아래와 같다.

hcombined =FFdim (Concat(E[rij :j >i],E[ci]))

ti+1 =arg max(Softmax(FFopf(Concat(hcombine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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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실험 계획

본 연구는 연구방법1과의 성능 비교를 위해 해당 방법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성능을 확인하였다. 이 후 새롭게

추가한 두 개의 layer인 auxiliary task layer와 operation feature

feed forward layer의 성능개선을 확인하기 위해 ablation study를

진행하였다.마지막으로 두 개의 layer를 추가하여 향상된 성능이

실증적으로 검증이 가능한지 오류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필자는 GEO 모델 개발 과정에서 pyTorch 1.5 와 1.6 [15]를

사용하였다. 필자는 Huggingface의 Trasformer library에서

제공하는 언어 모델(language model)인 ELECTRA-base,

ELECTRA-Large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Transformer

decoder를 추가하여 사용했는데, 8 head, 2048 intermediate

layer, 6 layer를 사용하였고, 사용한 beam size는 3개였다.

Auxiliary tasks의 loss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자는 auxiliary

task의 loss를 구한 후 task의 개수로 나눈 후 batch size를 곱하여

보정했다.OP3F layer의 경우는 learning parameter 수를 줄이기

위해서 2개의 linear layer를 사용했다.또한 windowing을 위해

사용한 window size는 3이였다.모든 large model 실험은 Google

colab에서 이뤄졌고 base 모델은 64GB RAM, RTX2070,

RTX2080ti super를 가진 local pc에서 진행되었다.최적화를 위해

Adam [8]을 e =1×10-6,β1 =0.9,β2 =0.999로 사용하였다.

Learning rate는 표 와 같이 사용하였고, linear warmup

schedule은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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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A(L) - - 2×10−4 2×10−4

OP3F ELECTRA(B) 2×10−4 2×10−4 2×10−4 2×10−4
ELECTRA(L) - - 2×10−4 2×10−4

Auxiliary tasks ELECTRA(B) 2×10−4 2×10−4 2×10−4 2×10−4
ELECTRA(L) - - 2×10−4 2×10−4

Decoder ELECTRA(B) 2×10−4 2×10−4 2×10−4 2×10−4
ELECTRA(L) - - 5×10−5 5×10−5

Encoder ELECTRA(B) 1×10−4 5×10−5 1×10−4 5×10−5
GEO model

Layers MAWPS Math23

k

ALG514 DRAW-

1K

표 8 제안한 모델들의 Learning rate

ELECTRA

(L)

- - 0.03 0.03

OP3F ELECTRA

(B)

0.1 0.1 0.1 0.1

ELECTRA

(L)

- - 0.03 0.03

Auxiliary

tasks

ELECTRA

(B)

0.1 0.1 0.1 0.1

ELECTRA

(L)

- - 0.1 0.1

Decoder ELECTRA

(B)

0.1 0.1 0.1 0.1

ELECTRA

(L)

- - 0.03 0.03

Encoder ELECTRA

(B)

0.1 0.1 0.1 0.1

GEO model

Layers MAWPS Math23k ALG514 DRAW-

1K

표 9 제안한 모델들의 warmup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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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실험 결과

GEO 85.1[B] 84.4[B] 82.1[L] 62.5[L]

순수한 신경망

SOTA

84.4

[TSN-MD]

77.4

[TSN-MD]

70.1

[DNS]

53.5

[Robaidek]

Hand-crafted

SOTA
- -

83.0

[MixedSP]

59.5

[MixedSP]

Model MAWPS Math23k ALG514 DRAW-1K

표 10 GEO와 선행모델의 성능 비교. (L)과 (B)는 Electra-large와 base를

의미.

본 연구는 연구방법1의 실험방법을 사용하여 GEO모델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표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GEO는 4개의

모든 Dataset에서 SOTA와 비교할 만한 성능을 기록하였다.특히,

GEO모델은 데이터 크기가 작고 복잡도가 높은 ALG514와

DRAW-1K에서도 선행연구와 대등하거나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다.

특히, 기존의 순수한 신경망 SOTA와 비교했을 때 GEO모델은

ALG514에서 약 12.0%, DRAW-1K에서는 12.4%의 높은

성능향상을 기록하였다.이러한 결과는 GEO모델이 복잡도가 높은

정답식을 생성할 때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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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auxiliary tasks와 OP3F layer의 성능개선을 확인하기

위한 ablation study

+OP3F (GEO) 85.1±1.1 84.4 73.3±1.7 55.0

+Aux 84.7±1.3 84.4 64.4±2.8 47.0

Base 81.6±2.1 83.3 44.1±4.1 32.0

Model MAWPS Math23k ALG514 DRAW-1K

표 11 : GEO(electra-base)를 사용한 정답률과 ablation study

본 연구는 GEO에서 내포된 숫자와 변수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새롭게 추가된 요소들이 성능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ablation study를 설계하였다. ablation study를 준비하기

위해 필자는 3가지 모델인 base model (Electra +transformer

decoder),Aux model (base model +auxiliary tasks),GEO

(base model +auxiliary tasks +OP3F layer)를 각각 설계하였다.

각각의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필자는 GEO모델의 성능 개선과

요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또한 필자는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본 연구가 세웠던 가설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를 확인하였다.

표11에서 base 모델은 가장 낮은 성능을 기록하였다. 이 후

auxiliary tasks를 추가하였을 때,모든 데이터셋에서 성능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 ALG514에서는 20.3%DRAW-1K에서는

15%,MAWPS에서는 3.1%,Math23K는 1.1%성능이 향상되었다.

마지막으로,OP3F layer가 추가되었을 때는 ALG514에서 8.9%,

DRAW-1K에서 8%, MAWPS에서 0.4% 성능향상이 있었다.

MAWPS와 Math23K에서 낮은 성능향상과 성능변화가 없는 것은

OP3F layer가 복잡도가 높은 데이터셋에서 효과적임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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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과 같은 성능개선은 기존 Hand-crafted feature기반의

모델이 문제를 구성하는 단어와 어순이 다양한 MAWPS와

Math23k등의 데이터셋에서 낮은 성능을 기록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필자는 이러한 결과가 Hand-crafted feature와 aux

tasks가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한다.

HCF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특정 단어의 조합이나 순서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구성하는 단어와 어순의 변경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지만,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한 auxiliary task는

정답 식에 나타난 숫자와 변수 간의 관계에 기반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단어와 어순의 영향을 덜 받아

모든 데이터셋에서 고른 성능향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필자는 ablation study를 통해 필자가 제안한 auxiliary

tasks와 OP3F layer가 필자가 정의했던 2가지 문제인 내포된

숫자와 변수 간의 관계를 추출의 한계를 겪던 문제와 encoder에서

추출한 숫자와 변수 간의 관계정보를 decoder의 생성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따라서,필자는 error analysis를 통해 실험결과를 심층

분석하였다.그림 12의 식들은 3가지 ablation model들이 생성한

서로 다른 정답식이다. 필자는 전체 결과 중에서 모델의

구성요소가 갖는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2가지 case를

분석하였다. 먼저 사례1은 auxiliary tasks가 숫자와 변수 간의

내포된 지식을 학습하도록 돕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사례2는 OP3F layer가 encoder에서 습득한 숫자와 변수 간의

관계정보를 decoder에 전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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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 DRAW-1K의 development set을 이용한 error analysis

그림 12의 사례 1은 base model이 주어진 문제에서 N1,N2

그리고 N3 와 같은 INC 토큰들 사이의 관계를 포착하지 못한

경우를 보여준다.그 결과로 base model은 토큰들을 INC의 위치와

관계없이 생성한 것을 볼 수 있다.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추했을

때 base모델이 DRAW 데이터셋에서 32%의 성능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순수한 신경망 SoTA에 비해서도 약 21%나 낮은 수치를

보인 것은 내포된 숫자와 변수 간의 관계를 추출하지 못 했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뿐만

아니라,Robaidek[20]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 모델에 사전 학습된 언어모델인 ELMO을 추가해서

사용했을 때 53%에서 45.5%까지 DRAW-1K의 정답률이 하락한

것을 보고하였다.다시 말해서,base model의 결과는 경험적으로

세계지식을 학습한 사전 학습된 언어모델만으로 수학문제풀이

모델의 성능향상에 한계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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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의 사례 2는 GEO 모델의 OP3F layer가 encoder

학습과정에서 학습한 숫자와 변수 간의 관계 정보를 직접적으로

decoder 생성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경험적인 증거를 보여준다.

Base model과 Aux model 들이 생성한 생성식을 확인했을 때

문제에 없는 숫자 토큰인 N5를 생성하였다. 하지만 이와 달리

GEO는 문제에 없는 숫자 토큰을 생성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GEO에서 사용한 OP3F layer의 적용 방법이

유사한 문제를 다루는 다른 생성기반의 방법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GEO의 방법론은 의미론적 분석(Semantic

parsing)이나 순차적 코딩(sequential coding)등과 같이 소규모

데이터셋이 존재하는 태스크 중 수학문제와 유사한 순차적

생성(sequential generation)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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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에서 필자는 세 가지 모델을 제안했다.Template

based Multitasks Classification (TM-classification),Generation

(TM-generation) 그리고 연산자 활용 기반의 생성(Generating

equations by utilizing operators:GEO)모델이다.제안한 모델들은

문장형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3가지 문제는 (1)모델이 올바른 정답식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2)모델이 내포된 숫자와 변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3)모델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세계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내에 생략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3개의 모델은

3가지 도전과제를 훌륭히 해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본 논문은

모든 데이터셋에서 최고성능과 대등한 성능을 기록한 GEO 모델을

선택하였다.GEO모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먼저 TM-

classification 과 TM-generation의 성능비교를 통해 문장형 수학

문제 풀이에 적합한 정답 식 도출방법과 세계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다.이 후 내포된 숫자와 변수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auxiliary tasks와 OP3F layer를

추가하였고 ablation study를 통해 성능향상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4개의 기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수학문제 데이터셋의 규모, 복잡도에

관계없이 최고성능과 대등한 성능을 기록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둘째,정답 식 생성기반의 방법은 정답 식 분류기반의 방법보다

정답 식 도출에 적합한 방법임을 성능을 통해 확인하였다.셋째,

auxiliary tasks와 OP3F layer의 ablation study를 통해

경험적으로 숫자와 변수 간의 관계를 추출하는데 도움을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언어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세계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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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모델이 생략된 세계지식을 파악하는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향 후, 필자는 GEO모델을 개선하여 의미론적 분석(semantic

parsing)과 같은 생성 난이도가 높은 자연어이해 분야에 적용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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