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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식 그래프는 많은 수의 개채와 이들 사이의 관계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챗봇과 질의응답과 같은 연구에서 자연어 생성을 위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자연어 생성에서 최근

발전 된 심층 신경망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모델 학습을 위한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즉, 심층

신경망을 기반으로 지식 그래프에서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트리플과 문장 쌍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학습을

위해 사용하기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어

시퀀스를 추출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학습된 모델을 통해 트리플을 입력으로 하여 자연어 문장을 생성한다.

부족한 트리플과 문장 쌍 데이터를 대체하기 위해 핵심어 시퀀스를 추출하는 모듈을 사용해 핵심어 시퀀스와 문장 쌍

데이터를생성하였고,순환신경망기반의인코더 -디코더모델을사용해자연어문장을생성하였다.실험결과,핵심어

시퀀스와 문장 쌍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 트리플에서 자연어 문장 생성이 원활히 가능하며, 부족한

트리플과 문장 쌍 데이터를 대체하는데 효과적임을 밝혔다.

주제어: 자연어처리, 지식 그래프, 순환 신경망

1. 서론

최근에 프리베이스(Freebase)[1], 위키데이터(Wikidata)[2],

디비피디아(DBpedia)[3]와 같은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들이 공개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식 그래프들은 많은 수의 개체와 이들 사

이의 관계를 저장하고 있으며, 주로 주어(Subject)와 목적어

(Object),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술어(Predicate)로 이루어진

트리플로 표현된다. 이러한 트리플들은 챗봇(Chatbot)이나 질

의응답 시스템(Q&A System)에서 자연어 문장을 생성할 때

이용된다.

최근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를 활용한 End-to-

End 방식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성능

을높이기위해서는많은양의트리플과자연어문장쌍데이터

가 필요하다. 하지만 심층 신경망 기반 방식에서 앞서 언급된

트리플과 문장 쌍 데이터가 학습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

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 많은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 제작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비용이 소모되게 된다.

앞서 말한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격

지도 학습(Distant Supervision)과 같은 방식이 Mintz et al.[4]

논문에서 제안하였다. 원격 지도 학습 방식은 트리플의 주어

와 목적어가 모두 포함된 문장은 술어의 관계가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가설에 기반하여 말뭉치에서 트리플의 주어,

목적어가 모두 등장하는 문장들을 수집한다. 하지만 이 방식

으로 수집되는 문장 데이터는 트리플의 술어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부족하기 때문에 문장 생성의 관점에서 노이즈가 다소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어 시퀀스를 추출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학습된

모델을 통해 트리플을 입력으로 하여 자연어 문장을 생성한다.

핵심어란 명사, 동사, 형용사의 품사를 가지는 단어들을 의미

하는데, 이 핵심어들을 문장에서 출현하는 순서대로 추출하여

나열한 것이 핵심어 시퀀스다. 핵심어에서 사용하는 명사는 문

장의주체가되는단어인체언이고,동사와형용사의경우문장

의 서술어 기능을 하는 용언이다. 이러한 품사적 특징을 통해

핵심어 시퀀스는 문장의 전체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구성된 트리플과 형태적 유사

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핵심어 시퀀스와 문장을 쌍으로 묶어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Cho et al.[5]에서 제안된 순환 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 기반의 인코더(Encoder)-디코더

(Decoder)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게 된다. 하지만 문장

의 서술어가 “수도”, “행정구역”과 같이 명사의 품사를 가지는

경우 핵심어 시퀀스에서 해당 단어가 술어로 사용되는지 주어

또는 목적어로 사용되는지 모호해진다. 이런 모호함을 해결하

기 위해 의존 구조 분석 정보를 사용해 핵심어 시퀀스에 술어

위치정보를추가하는과정을거친다.또한본논문에서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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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식 그래프에서 자연어 문장 생성을 위한 전체 프레임워크

그림 2. 문장에서의 핵심어 추출에 대한 예시

방법의 우수함을 입증하기 위해 추출한 핵심어 시퀀스에서의

문장 생성과 지식 그래프에서의 문장 생성에 대한 실험 및 평

가를 진행했다. 핵심어 시퀀스에서 문장 생성에 대해서는 약

0.732의 BLEU 스코어를 달성했고, 지식 그래프에서 문장 생

성의 경우 3명의 주석자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여 약 52%의

완전한 문장 생성률을 달성했다.

2. 관련 연구

본 논문의 연구는 지식 그래프에서 자연어를 생성하는 목적

을기반으로한다. Trisedya et al.[6]에서도지식그래프를기반

으로 자연어 문장을 생성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데이터의

부족이문제가되어개체마스킹등의방법을이용해문제를해

소하는방법등을제안하였다. Reddy et al.[7]에서는본논문과

유사한 핵심어 추출 방법을 사용한다. 질문에서 핵심어 집합을

추출한뒤핵심어집합과질문쌍데이터를생성하여자연어생

성 모델을 학습시키고, 모델의 입력으로 트리플을 사용해 질의

응답 쌍의 데이터를 생성하게 된다. 또한 해당 논문에서는 영

어 질문의 문법적 특징을 따르는 두 가지 규칙 기반 방법(Rule

Based)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킨 핵심어 질문 쌍 데이터와

트리플의 형태적 차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한

국어의 경우 Reddy et al.[7]에서 제안한 규칙 기반은 영어와의

문법적차이점,질문과일반문장의구조적차이점등으로인해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

그림 3. 겹문장의 의존 구조 분석 결과

3. 방법론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핵심어 시퀀스를 추출하는 모

듈과 순환 신경망 기반의 자연어 문장 생성 모델로 구성된 두

단계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어 시퀀스 추출 모듈에

서 핵심어 시퀀스와 문장 쌍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고 생성한

데이터를 이용해 순환 신경망 기반의 자연어 문장 생성 모델을

학습시키게 된다. 핵심어 시퀀스와 문장 쌍 데이터로 학습된

자연어 생성 모델에 지식 그래프의 트리플을 입력하여 자연어

문장을 생성한다.

3.1 핵심어 시퀀스 추출

첫 번째 단계는 문장에서 핵심어 시퀀스를 추출한다. 핵심어

란 문장에서 명사(NN) 또는 동사(VV), 형용사(VA)의 품사를

가지는 단어이고, 이 핵심어들을 문장에서 등장하는 순서대로

추출해 나열한 것이 핵심어 시퀀스이다. 핵심어 시퀀스의 각

단어 품사는 체언과 용언에 해당한다. 체언은 주어나 목적어와

같이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단어이고 용언은 문장에서 서술어

기능을하는단어다.따라서문장에서가장중요한주체와서술

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장의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추출된 핵심어 시퀀스를 보면 원 문장의 의미를 유추 할 수 있

는데, 예를 들어 그림2의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특별

시의행정구역이다.”라는문장에서핵심어시퀀스를추출하게

되면 {서울,대한민국,수도,특별시,행정구역 }시퀀스가추출
되고, 반대로 추출된 핵심어 시퀀스의 기준에서 보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특별시의 행정구역” 이라는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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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할 수 있다.

용언과 체언으로 구성된 핵심어 시퀀스는 각 단어들이 주어,

목적어, 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식 그래프의 트리플 역

시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형태를 가지므로 핵심어 시퀀스와

형태적 유사함을 보인다. 예를 들어, 그림2에서 추출된 핵심어

시퀀스의 부분 시퀀스인 { 서울, 대한민국, 수도 }, { 서울, 특

별시, 행정구역 }은 트리플 [ 대한민국 - 수도(Capital) - 서울

], [ 서울 - 행정 구역(AdministrativeRegion) - 특별시 ] 과 서

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핵심어 시퀀스과 트리플의 유사함을

이용하여 핵심어 시퀀스와 문장 쌍 데이터를 생성하고 부족한

트리플과 문장 쌍 데이터를 대신하여 순환 신경망 기반의 자연

어 문장 생성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다.

보통 문장에서 술어는 동사와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림 2의 “행정구역이다.”과 같이 종종 명사와 긍정 지정사가

합쳐진 형태로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 명사의 형태로 추출되

는 술어는 다른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을 수

있어, 학습 데이터로서의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고 자연어 생성

모델에서 학습률 하락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존 구조 정보를 이용하여 술어의 위치에서 추출되는 핵

심어에 태그를 달아 해당 단어는 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추가한다. 임준호 et al.[8] 논문에서 제안된 의존 구조

정보 중 용언(VP)과 긍정 지정사구(VNP)의 위치 정보를 사

용하여, 핵심어 시퀀스 중 술어의 역할을 하는 단어의 앞, 뒤에

일련의 태그를 추가해 해당 단어가 술어라는 정보를 부여했다.

이렇게 핵심어 시퀀스에 부여된 술어 역할 정보는 해당 단어

가 문장에서 술어로 사용되는지 주어나 목적어로 사용되는지

분간하여 학습할 수 있게 된다.

3.2 자연어 문장 생성 모델

본 논문에서는 자연어 생성을 위해 Cho et al.[5]에서 제안

된 인코더 - 디코더 모델을 사용한다. 인코더 - 디코더 모델은

그림 4와 같이 순환 신경망의 한 종류인 LSTM이 여러개 연

결된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코더로 입력되는

시퀀스가 디코더의 출력 시퀀스로 변환되는 확률 모델이다. 이

모델은 데이터 쌍을 각각 인코더와 디코더에 학습시키게 되어

대응 쌍을 이루는 데이터에서 효율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hi = LSTM(hi−1, xi), (1)

인코더는 입력되는 데이터 시퀀스 X = [x1, ..., xT ]의 구성

인 {x1, ..., xT }를 차례대로 LSTM에 입력시킨다. 식 1에서 hi

는 이전 은닉 상태인 hi−1과 다음 입력 시퀀스 xi을 LSTM에

넣어 출력된 은닉 상태(Hidden State)를 의미하며, 입력 데이

터의 마지막 부분에서 출력되는 은닉 상태인 hT을 문맥 벡터 c

그림 4. 인코더 - 디코더 기반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로 추출한다.

gj = LSTM(yj−1, gj−1, hT ). (2)

디코더에서는 식 2와 같이 출력 시퀀스 Y = [y1, ..., y′T ]의 구성

인 {y1, ...y′T }을 각각 LSTM에 입력시키고, 그와 동시에 문맥

벡터인 hm을 첫 번째 LSTM에 입력시킨다. 여기서 y1을 입력

으로받는다음 LSTM이 y2를출력할확률이최대가되도록 gj

의 값을 조정하며 학습이 진행된다.

p(y1, ..., yl|hm) =
T ′∏

j=1

p(yj |{y1, ..., yj−1}, hT ). (3)

p(yj |y<j, hT ) = Θ(yj−1, gj , hT ). (4)

또한주어진문맥벡터인 hm에서출력시퀀스 Y = {y1, ..., y′T }
에서의 조건부 확률은 식 3과 같이 계산하고, 식 4에서 비 선

형 함수인 Θ를 통해 각 출력 시퀀스 j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가 출력된다.

4.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을 입증하기 위해 두 가지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핵심어 시퀀스를 이용한 자연어 문장

생성이며, 두 번째는 지식 그래프를 이용한 자연어 문장 생성

이다.

4.1 실험 데이터

실험을위해한국어위키피디아 2017년 6월 1일버전말뭉치

를 사용하였으며, 디비피디아(DBpedia) 2016년 10월 버전의

지식 그래프를 사용하였다. 한국어 위키피디아 말뭉치의 경우

형태소 50개 이하의 1,500,000 문장을 임의로 추출하여 학습데

이터로 사용하였고 10,000개의 문장을 추가로 임의 추출하여

핵심어를 이용한 자연어 문장 생성에 대한 검증 데이터로 사용

하였다. 지식 그래프의 경우 주어, 목적어, 술어가 모두 한국어

로 구성된 트리플 287,540개 중 640개를 임의 추출하여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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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단일 및 다중 트리플 입력에 대한 문장 생성 결과

입력 트리플 생성 문장

단일 트리플

[ 경기도 교육청 - 관할 관청 - 서현 고등학교 ] 경기도 교육청은 서현 고등학교의 관할 관청이다.

[ 경부고속도로 - 주요 교차로 - 금강로 ] 경부고속도로는 금강로의 주요 교차도로이다.

[ 한국방송공사 - 방송사 - 일편단심 민들레 ] 한국방송공사는 일편 단심 민들레의 방송 사이다.

[ 현대 베라크루즈 - 관련 차량 - 현대 엔투리지 ] 현대 엔투리지는 현대의 베라크루즈와 관련되어 있는 차량이다.

다중 트리플

[ 대구광역시 - 설립 주체 - 대현도서관 ] , 대구광역시는 대현 도서관을 설립한 주체이며,

[ 대구광역시 - 관할 구역 - 대구 지방교정청 ] 대구광역시는 대구 지방교정청의 관할 구역이다.

[ 서울특별시 - 관할 지역 - 서울 양천우체국 ] , 서울특별시는 서울 양천우체국이 관할하는 지역이며,

[ 서울특별시 - 종점 - 양재천 ] 서울특별시에 양재천이 종점이다.

그래프를 이용한 자연어 문장 생성의 실험 데이터로 사용하

였다.

4.2 실험 결과

4.2.1 핵심어 시퀀스를 이용한 자연어 문장 생성

본 논문에서는 추출한 핵심어 시퀀스가 문장의 의미를 포

함하고 있고, 술어의 위치 정보가 핵심어 시퀀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핵심어 시퀀스에서 문장을

생성하여 앞선 제안을 입증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특히 술어

정보의 중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10,000개의 문장에서 술어 정

보를 부여한 핵심어 시퀀스와, 술어 정보를 부여하지 않은 핵

심어시퀀스를이용해문장을생성했다.술어정보가부여된핵

심어 시퀀스에서 생성된 문장은 Papineni et al.[9]에서 제안한

BLEU로 평가하여 10,000개의 문장에서 평균 0.732의 결과를

보였고, 술어 정보를 부여하지 않은 핵심어 시퀀스에서 생성된

문장은 평균 0.683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영어에서 단순

핵심어 추출 방식을 사용한 Reddy et al.[7]에서 보여준 BLEU

평가 결과인 0.501에 비해 크게 상승된 점수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2.2 지식 그래프를 이용한 자연어 문장 생성

지식 그래프를 이용한 자연어 문장 생성의 경우, 단일 트리

플에 대한 문장 생성과 2개의 트리플을 입력으로 하는 다중

트리플에 대한 문장 생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단일 트리플 400

개, 다중 트리플 120개의 평가 데이터를 핵심어 시퀀스와 문장

쌍 데이터로 학습시킨 자연어 문장 생성 모델의 입력으로 하여

문장을 생성하였다. 트리플을 입력하여 생성된 문장은 3명의

전문가를 통해 3단계 등급으로 평가하였으며, 각 등급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등급 1 : 생성된 문장에서 트리플이 보존 되었고 문장의

구조가 올바름.

– 등급 2 : 생성된 문장에서 트리플이 보존 되었지만, 조사

와 같은 기능어의 처리가 다소 어색한 경우가 있음.

그림 5. 트리플에서 생성된 문장에 대한 3단계 평가 결과

– 등급 3 : 생성된 문장에서 트리플의 개체나 술어의 변형

으로 의미가 소실됨.

상기 제시된 3단계의 기준으로 평가 하였을때, 단일 트리플로

생성된 문장 400개 중 208개인 약 52%가 등급 1로 잘 만들어

진 문장이라 평가되었. 다중 트리플에서는 약 33%가 등급 1로

평가되어단일트리플보다다소낮은결과를보였다.생성된문

장은 표 1과 같이 단일 트리플에 대해서는 홑문장을 생성하고,

다중 트리플에 대해서는 대체로 겹문장을 생성하게 된다.

트리플의 개체나 술어의 길이 또는 다량의 합성어의 여부에

따라 문장 생성 결과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난

다. 예를 들어 “시 군 구”와 같이 셋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경우 “시 는 구 의 구”와 같이 어근 사이에 기능어가

출력되어트리플에서개체나술어로서의의미를소실하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식 그래프를 이용하여 자연어 문장을 생성

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했다. 최근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인

순환 신경망 기반의 모델을 트리플과 문장 쌍 데이터가 아닌,

핵심어를 추출하여 생성한 핵심어 시퀀스와 문장 데이터 쌍을

이용하여 자연어 문장 생성 모델을 학습시킴으로서 트리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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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쌍데이터의부족을해결했다.또한핵심어시퀀스에술어

위치 정보를 단어 앞, 뒤 태그로 부여함으로써 시퀀스의 단어

역할이 주어, 목적어 또는 술어인지 파악 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어 트리플을 자연어 문장 생성 모델의 입력 데이터로 사

용하여 문장을 생성하는 실험과 생성된 문장에 대해 평가를 진

행하였다. 그 결과, 순환 신경망 기반 자연어 문장 생성 모델의

학습데이터로부족한트리플과문장쌍데이터대신핵심어시

퀀스와 문장 쌍 데이터를 사용해 트리플을 이용한 자연어 문장

생성이 원활하게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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