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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관계추출(Relation Extraction)이란 주어진 문장에서 엔터티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태스크이다. 이를

위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두 엔터티간의 관계성 파악이 핵심이다. 기존의 관계추출 연구는 영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그에 반해 한국어 관계 추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어 문장내의

엔터티 정보에 대한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다양한 한국어 사전학습

모델(KoBERT, HanBERT, KorBERT, KoELECTRA, KcELECTRA)과 mBERT를 적용하여 전반적인 성능 비교

및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엔터티 위치 토큰을 사용하였을때의 모델이 기존 연구들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관계추출, 정보추출, 지식베이스, 한국어 언어 모델

1. 서론

정보추출(Information Extraction) [1]의하위분야인관계추

출(Relation Extraction)은 주어진 문장이나 문서에 존재하는

엔터티들 중 서로 연관성을 갖는 엔터티를 찾아내고 그 관계

명을 분별하는 태스크를 의미한다. 관계추출은 질의응답 시스

템(Question&Answering system),정보검색(Information Re-

trieval) 등과 같은 다양한 자연어처리의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으며, 구조화된 트리플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기

반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관계추출을 통해 문장에서 트리플 (엔터티1, 관계, 엔터티2)

형태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예를들어 ”할리우드 톱스타 안

젤리나졸리 큰아들인 매덕스 졸리-피트가 연세대학교에 입학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뜨겁다.”의 문장이 주어지고 엔

터티1은 ”안젤리나졸리”, 엔터티2는 ”매덕스 졸리-피트” 일

때,”자식-부모”(”per:children”) 관계를 예측하는 작업이다.

관계추출은 위의 예시와 같이 문장내의 두 엔터티간의 관계

를 예측하기 때문에 입력문장의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 최근 관계추출 연구에서는 대용량의 코퍼스를 기반으로 문

장에서 문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시킨 사전학습 언어모델

(Pre-trained Language Model)을 적용한 연구들이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할리우드 톱스타 sbj 큰아

들인 obj 가 연세대학교에 입학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뜨겁다.”와 같이 엔터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문장으

로 해당 엔터티의 관계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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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두 엔터티에 대한 정보를 함께 학습하지 않기 때문

에 관계추출 성능향상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해 두 엔터티의 앞과 뒤에 스페셜 토큰(special to-

ken)을 추가하여 엔터티 정보를 함께 학습시킨 모델[2]이 제

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에서 제안한 엔터티 위치 토큰

([E1],[/E1],[E2],[/E2]) 을 활용하여 한국어 관계추출의 성

능향상을 목표로 한다.

한국어의 경우 관계추출 연구가 영어에 비해 비교적 적게 이

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state-of-the art (SOTA)모델들은

영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용량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사전학습 언어모델들이 공개되었으나 관계추출 연

구를 특정하여 비교하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다양한 한국어 사전학습 언어모델

을 관계추출 태스크에 적용하여 전반적인 성능 비교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델의 학습 및 평가를 위해 한국어 관계추출 데이터셋

Kor-RE-gold1을사용하여한국어사전학습모델인KoBERT2,

HanBERT3, KorBERT4, KoELECTRA[3], KcELECTRA[4]

에대한실험을진행하였으며추가로mBERT모델에대해서도

성능을 평가 및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1https://github.com/machinereading/kor-re-gold
2https://github.com/SKTBrain/KoBERT
3https://github.com/monologg/HanBert-Transformers
4https://aiopen.etri.re.kr/service_datase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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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할리우드 톱스타 [E1] 안젤리나졸리 [/E1] 큰아들인 [E2] 매덕스 졸리-피트 [/E2] 가 … 관심이 뜨겁다. [SEP]"

그림 1. 엔터티 위치 토큰이 추가된 입력 문장 예시

관계 예측

[CLS] token [E1] entity1 [/E1] token token [E2] entity2 [/E2] token [SEP]

한국어 사전학습 모델

(KoBERT, HanBERT, KorBERT, KoELECTRA, KcELECTRA, mBERT)

그림 2. 스탠다드 관계 추출 with 엔터티 위치 토큰

표 1. Kor-RE-gold silver의 학습 및 평가 데이터 문장 개수와

관계 개수

문장 개수 관계 개수

학습 셋 117,880 105

테스트 셋 76,235 105

2. 관련 연구

관계추출은 문장과 두 엔터티가 주어졌을 때 두 엔터티간의

의미적관계를예측하여문장에서트리플 (엔터티1, 관계, 엔터

티2)을 추출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BERT[5] 와 같은

사전 학습 언어 모델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자연어처리 작업

이 큰 성능 향상을 보이면서, 관계추출에서도 이와 같은 사전

학습언어모델을활용한연구가진행되었다.최근 BERT를활

용하여 문장내의 엔터티 표상 관점으로 관계추출을 연구한 [2]

는문장내의엔터티를표현하기위해엔터티앞,뒤에스페셜토

큰을 추가하고 해당 토큰을 활용하여 관계를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렇듯 관계추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영어 데이터를 활용한 관계추출 연구로, 이러

한 모델을 활용하여 한국어 관계추출을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기반 사전 학습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한국어 관계추출의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3. 엔터티 위치 정보를 활용한 한국어 관계추출 모델

제안하는 한국어 관계추출 모델을 위한 프로세스는 크게 2

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위치정보를 태깅한 입력 표상을 기반

으로 hidden State 생성 단계를 거친다. 이후 hidden State를

이용하여 실제 관계추출을 진행한다.

한국어 사전학습 모델

(KoBERT, HanBERT, KorBERT, KoELECTRA, KcELECTRA, mBERT)

[CLS] token [E1] entity1 [/E1] token token [E2] entity2 [/E2] token [SEP]

관계 예측

그림 3. 엔터티 시작 토큰을 활용한 관계추출

3.1 위치 정보 태깅 단계

첫째 위치정보를 태깅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데이터셋

집합 D = {(S0, e10, e20, r), ..., (SN , e1N , e2N , r)}와 데이터셋
내 샘플의 개수 N이 주어진 상태에서 각 문장 Sn은 두개의 엔

터티(e1, e2)와 관계 r ∈{r0, ..., rR}로 레이블링되어 있다. R은

데이터셋내의 전체 관계의 개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입력 문장

Sn은 [tn0 , t
n
1 , ..., t

n
m]로 정의되고, tni은 Sn의 i번째 토큰을 의미

하며 m은 토큰의 개수를 의미한다. tn0 과 tnm 은 각각 [CLS]

토큰과 [SEP] 토큰이다. 엔터티 정보를 함께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한 엔터티 위치 토큰은 [E1], [/E1], [E2], 그리고 [/E2]

이다. 이러한 엔터티 위치토큰들을 두 엔터티의 시작과 끝에

추가한다. 따라서 최종 입력문장 형태의 예시는 그림 1과 같다.

이를활용하여문장내의각토큰들의입력임베딩(input em-

bedding),분절임베딩(segment embedding)그리고위치임베

딩(positional embedding) 값들을 모두 더하여 최종 모델 입력

표상을 정의한다. 즉 위치 정보 태깅 단계에서는 위치정보를

반영한 문장의 최종 입력을 생성한다.

Hidden state vector h는 Linear layer을 통해 관계의 개수

차원으로 투영(projection)되고 그 값에 softmax를 적용하여

입력문장 X가 관계 r일 확률을 예측한다:

Pr(r|X) = softmax(WT · h + b) (1)

여기서 W와 b는 모델을 통해 학습되는 파라미터이다.

3.2 관계 추출 단계

관계추출은크게 3가지케이스로이루어지며실험을통해각

방법론에 대한 비교 연구도 진행하였다. 식 1에서 h는 케이스

마다 다른 표상값을 가지게 된다. 각 케이스별로 생성된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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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가지 방법론의 micro-F1 메트릭에 대한 성능표

KoBERT HanBERT KorBERT KoELECTRA KcELECTRA mBERT

스탠다드 59.91 59.56 55.89 59.7 58.78 59.69

스탠다드

w 엔터티 위치 토큰
81.86 82.15 80.41 78.59 81.62 82.17

엔터티 시작 토큰 81.96 82.06 80.3 82.13 81.49 82.16

표 3. 세가지 방법론의 weighted-F1 메트릭에 대한 성능표

KoBERT HanBERT KorBERT KoELECTRA KcELECTRA mBERT

스탠다드 57.49 57.79 53.76 57.78 56.58 57.65

스탠다드

w 엔터티 위치 토큰
81.08 81.67 79.94 76.65 80.94 81.48

엔터티 시작 토큰 81.25 81.35 79.79 81.54 80.92 81.41

h를 바탕으로 실제 관계 예측을 진행한다.

스탠다드 관계 추출 기존의 관계추출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방법으로, [CLS] 토큰의 final hidden states값만을 사용하여

관계를 예측한다. 해당 실험에서는 입력문장에 엔터티 위치 토

큰을 추가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관계추출 연구에서의 실험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스탠다드 관계추출 with 엔터티 위치 토큰 입력문장의두엔

터티 앞과 뒤에 엔터티 위치 토큰 [E1], [/E1], [E2]과 [/E2]

을추가한문장을최종입력으로사용한다.해당실험에서는스

탠다드관계추출과동일하게 [CLS]토큰의 final hidden states

값만을사용하여관계를예측한다.이를통해입력문장내의엔

터티 위치 토큰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엔터티 시작 토큰을 활용한 관계추출 입력문장에 엔터티 위

치 토큰을 추가한다는 점에서 스탠다드 관계추출 with 엔터티

위치 토큰과 유사하지만, 해당 실험에서는 시작 토큰인 [E1],

[E2]에 해당하는 final hidden states값을 결합(concatenate)

하여 관계를 예측한다.

4. 실험 및 실험결과

4.1 데이터

한국어 데이터셋 Kor-RE-gold 5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으며해당데이터셋의학습데이터와평가데이터의개수는표

1과 같다.

Kor-RE-gold데이터셋은한데이터당한명의어노테이터가

작업한 silver-standard 데이터셋과 한 데이터당 세 명의 어노

테이터가 작업한 gold-standard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있다.

5https://github.com/machinereading/kor-re-gold

gold-standard 데이터셋의 경우 gold 데이터셋으로, 데이터 품

질이 좋지만 데이터양이 적기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양

이충분한 silver-standard데이터셋을사용하여학습및평가를

진행한다.

4.2 모델

Kor-RE-gold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5개의 한국어 언어모델

(KoBERT6, HanBERT7, KorBERT8, KoELECTRA[4] 그리

고 KcELECTRA[4])과 multilingual BERT[5]의 사전학습 모

델에 fine tuning을진행하여성능을비교한다. RTX 8000 GPU

를 이용하여 학습률(learning rate) 2e-5, 배치 사이즈(batch

size) 32에서 epoch 10만큼 학습한다. 객관적인 성능비교를 위

하여 6개의 모델 모두 동일한 하이퍼파라미터로 학습을 진행

하며 손실함수로는 cross-entropy를 사용한다.

4.3 평가지표

평가 지표(metric)로는 micro-F1과 weighted-F1을 사용한

다. 기존의 관계추출 연구에서는 대부분 micro-F1을 평가 메

트릭으로 사용하지만 Kor-RE-gold 데이터셋은 관계별 데이

터 불균형이 있기때문에 클래스별 데이터의 비율을 고려하는

weighted-F1를 추가로 측정한다.

4.4 실험결과

전반적인 실험결과는 표 2와 3이다. 표 2는 세가지 방법론

의 micro-F1 메트릭에 대한 성능표이고, 표 3은 weighted-F1

메트릭에 대한 성능표이다.

6https://github.com/SKTBrain/KoBERT
7https://github.com/monologg/HanBert-Transformers
8https://aiopen.etri.re.kr/service_datase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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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KoBERT와 KoELECTRA는 엔터티 시작 토큰에

해당하는표상을사용하는경우가장좋은성능을보이고, Han-

BERT, KorBERT, KcELECTRA와 mBERT는 엔터티 위치

토큰을문장에포함하면서 [CLS]토큰으로예측하였을때가장

좋은성능을보이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모든언어모델에서

동일한결과를보이지않는이유는학습데이터의품질때문이라

고추측된다.데이터양때문에퀄리티가좋은 gold데이터셋이

아닌 비교적 퀄리티가 좋지 않은 silver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결과를 보이지 못함을 유추할 수 있다.

모든 실험결과에서 엔터티 위치 토큰을 포함하지 않은 스

탠다드 관계추출에 비해 엔터티 위치 토큰을 추가한 문장에서

스탠다드 관계 추출을 하였을 때 확연한 성능차이를 보인다.

이는 엔터티 위치 토큰을 통해 엔터티 정보를 주는것이 한국

어 사전 학습 언어모델의 관계추출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은 한국어 관계추출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

으며, 해당 태스크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위치정보를 함께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한국어를 기반으로 제안하였다. 향

후 연구에서는 엔터티 시작 토큰 외에도 끝 토큰에 해당하는

표상을 이용하는 관계추출 혹은 시작 토큰의 표상과 끝 토큰의

표상 모두를 이용하는 관계추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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