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21년)

KommonGen: 한국어 생성 모델의 상식 추론 평가 데이터셋

서재형1◦, 박찬준1, 문현석1, 어수경1, 강명훈2,3, 이승훈3, 임희석1,3∗*
1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2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3Human-inspired AI 연구소

{seojae777, bcj1210, glee889, djtnrud}@korea.ac.kr
{chaos038527, max99985053}@gmail.com, limhseok@korea.ac.kr

KommonGen: A Dataset for Korean Generative Commonsense Reasoning Evaluation

Jaehyung Seo1◦, Chanjun Park1, Hyeonseok Moon1, Sugyeong Eo1,

Myunghoon Kang2,3, Seounghoon Lee3, Heuiseok Lim1,3†*
1Korea University, 2University of Seoul, 3Human-inspired AI Research

요 약

최근 한국어에 대한 자연어 처리 연구는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이해 모델을 중심으로 각 모델의 성능에 대한 비교

분석과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생성 모델에 대해서도 자연어 이해 영역의 하위 과제(e.g.

감정 분류, 문장 유사도 측정 등)에 대한 수행 능력만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생성 모델의 한국어 문장 구성 능력이나

상식 추론 과정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생성 모델은 여전히 간단하고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

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는 것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본논문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한국어생성모델이일반상식추론능력을바탕으로문장을생성하도록

KommonGen 데이터셋을 제안한다. 그리고 KommonGen을 통해 한국어 생성 모델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구성하고, 한국어 기반 자연어 생성 모델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KommonGen, 생성 모델, 상식 추론, 문장 구성, 데이터셋 구축

1. 서론

최근 딥러닝 기반의 한국어에 대한 자연어 처리 연구는

Transformer [1]의 인코더 (encoder) 구조를 표방한 사전 훈

련 모델 [2, 3, 4, 5]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최근 KLUE (Korean Language Understanding Evaluation)

[6]가 GLUE (General Language Understanding Evaluation)

[7]를 벤치 마크하여 8가지의 자연어 이해 하위 분야에 대한 평

가 데이터셋을 발표하면서, 한국어 자연어 이해 연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마찬가지로 Transformer의 디코더 (decoder)

구조를참조한 GPT계열의모델 [8, 9, 10]과시퀀스투시퀀스

(sequence-to-sequence) 구조 기반의 모델 [11]에 한국어 사전

훈련을 진행한 생성 모델에 대한 연구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어 생성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인 평가 지표나 데이터셋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아, 자연

어 이해 기반의 하위 과제 해결을 위한 평가 방법 위주로 생성

모델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평가 방식

은 한국어 생성 모델이 주어진 조건에 대해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이나, 상식 추론을 통한 자연어 생성 결과를 충분히 반영

하기어렵다.더욱이여전히딥러닝기반의자연어생성모델이

간단한 상식 추론만을 필요로 하는 자연스러운 문장 생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러한 모델의 성능을 판단하고 개선하

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12, 13, 14, 15, 16].

따라서 본 논문은 CommonGen [12]의 문장 재구성 방식과

0∗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해변, 밀려오는, 파도, 보인다}

Human: 파도가밀려오는해변이보인다.

Given Concepts

KoGPT2: 파도가밀려오는것처럼보인다.

KoBART: 파도가거세게밀려오는것이보인다.

mBART-50: 해변에파도가밀려오는것이보인다.

그림 1. KommonGen을 통한 생성 모델의 상식 추론 결과.

상식추론과정을벤치마크하여,한국어생성모델이상식추론

능력을바탕으로문장을생성하는데이터셋인 KommonGen을

제안한다.

KommonGen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과 행동으로

구성된 개념 정보를 조합하여 생성한 한국어 문장에 대해 모델

의 성능을 평가한다. 올바른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각 개념 정보를 조합하여 하나의 문장을 생성하는 구성 능력과

각 개념 정보 간의 일반적인 관계에 대한 사전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모델이 생성한 문장은 주어진 개념 정보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한국어 문법 규칙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문장이여야 한다.

예를들어그림 1의 {“해변”, “밀려오는”, “파도”, “보인다”

}와 같이 개념 정보가 무작위로 나열되어 주어진다면, 개념 정

보를 바탕으로 사람은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이 보인다.”와

같이 각 개념 정보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짧은 문장을 생성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어 기반의

생성 모델도 일반 상식을 반영하여 개념 정보를 조합한 문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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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monGen 훈련 데이터셋 검증 데이터셋 평가 데이터셋

# 총 개념 집합 88,107 1,000 1,432

- 개념 집합 크기 3 4,354 201 82

- 개념 집합 크기 4 27,448 309 615

- 개념 집합 크기 5 56,249 488 661

- 개념 집합 크기 6 56 2 74

# 고유 개념 정보 6,418 109 2,969

- # 미훈련 개념 정보 - 7 1,525

# 총 문장 67,389 4,018 7,644

- 평균 문장 길이 22.42 21.71 23.05

표 1. KommonGen 데이터셋 기본 통계량.

생성해야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KommonGen 데이터셋을 통해

한국어 생성 모델의 문장 구성 능력과 상식 추론 능력에 대해

정량적인성능평가가가능하다.더나아가평가기준을바탕으

로, 공개된 한국어 대용량 사전 훈련 언어 모델인 KoGPT21와

KoBART2, 그리고 다국어 언어 모델인 mBART-50 [17]에 대

한 한국어 생성 능력을 비교 분석한다. 본 논문의 데이터셋과

평가 방법은 한국어 기반의 자연어 생성 연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면 공개하고자 한다3.

2. 관련 연구

2.1 생성 모델의 상식 추론 평가

CommonGen [12]은 주어진 개념을 조합하여 구성하는 시

스템과 일반적인 관계 추론을 바탕으로 짧은 문장을 생성하는

데이터셋과 평가 방법을 제시했다 [18, 19, 20]. 이후 관련 연

구가 발전함에 따라 생성 모델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등장했다. EKI-BART [13]는 외부 지식을 바탕으로 상

식 정보를 확장하기 위해 주어진 개념 정보와 유사한 문장을

검색하고, 이를 모델의 인코딩 과정에 추가하여 생성 능력을

향상했다. KG-BART [14]는 ConceptNet [21] 지식 그래프를

텍스트 입력에 대한 어텐션 계산 과정에 포함시키면서 모델의

지식을 증강하여 성능을 개선했다. 또한 UniLM [22]을 활용한

[15]의 연구도 ConceptNet의 트리플 정보를 활용하도록 인코

더를 추가하여 생성 결과를 개선했다. 가장 최근에는 RE-T5

[16]가 외부 지식에 대한 정보 검색으로 준-정답 문장을 추가하

여 부족한 생성 모델의 성능을 크게 개선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흐름은 CommonGen 데이터셋 공개 이후 활발하

게 진행되었으며,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한국어 생성 모델을

위한 KommonGen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1https://github.com/SKT-AI/KoGPT2
2https://github.com/SKT-AI/KoBART
3https://github.com/nlpai-lab/KommonGen

2.2 한국어 생성 모델

대용량의 한국어 말뭉치를 기반으로 사전 훈련을 진행한 대

표적인언어모델로는 KoGPT2와 KoBART가있다. KoGPT2

는 SKT-AI에서 Transformer [1]의 디코더로만 구성된 GPT2

[9] 모델을 40GB 이상의 한국어 텍스트로 학습하여 공개한

모델이다. 해당 모델은 12개의 레이어와 헤드, 그리고 125M

의 모델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다. KoBART도 마찬가지로

SKT-AI에서 공개했으며, Transformer의 인코더-디코더 구조

를 활용한 BART [11] 모델을 40GB 이상의 한국어 텍스트로

학습했다. KoBART는 BART모델의사전훈련에사용한 Text

Infilling 방식을 적용하여 한국어에 대한 훈련을 구성했다. 해

당 모델은 6개의 레이어와 16개의 헤드, 그리고 124M의 모델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기반의 생성

모델에 대한 성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한국어를 포함한 50개

의 다국어 말뭉치를 학습한 mBART-50 [17] 모델을 실험 대상

에추가했다. mBART-50은 25개의다국어에대해사전훈련한

mBART [23]에 각 언어 쌍에 대한 양방향 미세조정 훈련을 추

가하고 50개의 다국어로 범위를 확장한 모델이다. 해당 모델은

54GB 이상의 한국어 텍스트를 학습했으며, 24개의 레이어와

16개의 헤드, 그리고 610M의 모델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다.

3. 제안하는 KommonGen

3.1 KommonGen 데이터셋

본 논문은 일반 상식에 기반한 문장을 생성하도록 지나치게

특정 분야에 국한되거나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따라서 AI-HUB의 인식기술-시각지능

분야에서 MS-COCO [24] 데이터셋의 캡션 정보를 한국어로 1

차 번역을 진행하고 오류 교정을 실시한 데이터4를 사용했다.

표 1과 같이 총 576,704개의 한국어로 번역한 이미지 캡션

데이터에서 구 (phrase)가 아닌 문장 형태의 평서문을 추출하

기 위해 종결어미 “-다.”로 끝맺는 경우인 163,629개의 문장을

선별했다. 선별한 문장은 한국어 형태소 분석 패키지 KoNLPy

[25]를활용하여Mecab [26]방식의형태소분절과품사태깅을

진행했다. 활용하는 품사에는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으로 개념

정보를구성하기위해체언과용언을활용했다.체언의경우일

반 명사, 고유 명사, 의존 명사, 단위 명사, 수사, 그리고 대명사

가해당한다.용언의경우에는동사,형용사,보조용언,그리고

긍정/부정사를 포함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문장에 쓰이

는 용언을 추출할 때 어미를 고려해야 함에 따라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 연결 어미, 그리고 전성 어미를 포함한 형태로 개념

정보를구성했다.품사태깅의결과로각문장에서추출한개념

정보 집합은 일반적인 한국어 평서문의 형태인 “주어”, “목적

4https://aihub.or.kr/keti_data_board/visual_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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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서술어”를 고려하여 최소 1개의 용언과 2개의 체언을

포함하도록 했다.

본 논문은 최소한의 포함 조건을 만족한 개념 정보 집합과

문장 쌍에 대해서 총 3개에서 6개의 개념 정보를 지니는 경우

에 데이터셋으로 활용했다. 훈련 데이터셋은 3개에서 6개 사

이의 개념 정보를 포함하는 4,354/27,448/56,249/56개의 개념

집합-문장 쌍으로, 검증 데이터셋은 3개에서 6개 사이의 개념

정보를 포함하는 201/309/488/2개의 개념 집합-문장 쌍으로

구성했다. 평가 데이터셋은 훈련 데이터에서 학습하지 않은 개

념 정보를 포함하며, 더 복잡한 구성 방식의 비율을 높혀서 생

성 모델의 상식 추론 능력과 문장 구성 능력을 평가 했다. 이를

위해평가데이터셋의각개념정보집합을훈련데이터셋에존

재하지 않은 최소한 1개의 개념 정보를 포함하고, 최대 6개의

개념 정보 비율이 5.1% 증가한 개념 집합-문장 쌍으로 구성했

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훈련 데이터셋에 등장하지 않고 사용

빈도수가 크게 낮은 개념 정보를 포함하는 문장은 비교적 자주

사용하지않는어색한표현과문법구조를지니고있다.따라서

한국어가모국어이며고등교육이상의조건을지닌 3명의심사

원을 통해 어색한 문장과 자연스러운 문장에 대한 이진 분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평가를 위해 사전에 구성한 2,000개의 개념

정보-문장 쌍 중에서 과반 수의 동의로 568개의 어색한 문장을

제거한 1,432개의개념정보-문장쌍을최종평가데이터셋으로

사용했다.

3.2 KommonGen 평가 지표

생성 모델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방식이며, 문장의 n-gram

중첩과개념정보포함여부에따른 Coverage점수를사용한다.

첫 번째로, 모델의 생성 문장에 대해서 구조적인 온전함을

평가하기 위해 n-gram 기반의 평가 지표인 BLEU [27], ME-

TEOR [28], 그리고 ROUGE [29]를 사용한다. 해당 평가 방식

은 n-gram중복여부를통해한국어평서문의일반적인어순과

문법적인 특징을 일부 반영하고 사람이 작성한 정답 문장과의

일치 정도를 계산한다.

두 번째로, 생성 결과를 형태소 단위로 분절하여 각 문장이

주어진 개념 정보를 얼마나 포함하는지에 대해 Coverage 백분

율로 표현한다. Coverage는 생성 모델이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개념 정보를 의도에 맞게 문장으로 재구성하는지에 대해 나타

내는 지표이다.

또한 각 성능 지표에서 계산한 값을 표준화하기 위해

ROUGE를 제외한 생성 결과에 대해서는 Mecab 기반의 형

태소 분절 방식을 사용한다. ROUGE의 경우에는 한국어 분절

결과에 대한 평가가 온전하지 않음을 고려하여서, 각 모델이

토크나이저를 통해 구축한 사전에서 인덱스 값을 매핑하여 점

수를 계산한다.

4. 실험 및 실험결과

4.1 실험 환경

생성 모델에 대한 실험은 Transformer의 디코더만으로 구

성된 KoGPT2 모델과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로 인코더와 디

코더를 지닌 KoBART와 mBART-50 모델에 대해서 진행했

다. 실험을 위한 딥러닝 프레임 워크로는 Pytorch 1.9 [30]와

Huggingface Transformers5를 사용헀다. KoGPT2에 대한 실

험 하이퍼 파라미터는 batch 4 with gradient accumulation,

initial learning rate 5× 10−5, warmup steps 400, AdamW

optimizer [31] (β1 = 0.9, β2 = 0.999, ε = 1e − 8), block

size 128, seed 42, 그리고 epochs 5로 설정했다. KoBART와

mBART-50의경우에는 batch 16 with gradient accumulation,

initial learning rate 5× 10−5, warmup steps 400, AdamW

optimizer (β1 = 0.9, β2 = 0.999, ε = 1e − 8), epochs 5,

max source length 64, max target length 256, 그리고 src/tgt

language ko KR (mBART-50만 해당)으로 설정했다. 또한 실

험을위해서본논문은 RAM 128GB, 18-core Intel Xeon Gold

6230 CPU, 그리고 NVIDIA A6000 (48GB) GPU에 해당하는

컴퓨터 자원을 사용했다.

4.2 모델 훈련 및 생성

주어진 개념 정보에 대해서 상식 추론을 기반으로 문장을 생

성하기 위해 모델은 입력 개념 집합 x ∈ X와 해당 개념으로

구성된 문장 y ∈ Y를 재구성하도록 훈련한다. 아래의 수식 1

은 생성 모델의 훈련 과정을 반영한다.

pθ(y | x) =

Ny∏
n=1

pθ(yn | y<n;x)

=

Ny∏
n=1

exp(hθ(y<n;x)>e(yn))∑
y′ exp(hθ(y<n;x)>e(y′))

(1)

y = {yi}
Ny

i=1의 Ny는 y 문장에 대한 최대 생성 길이를 의

미하며, 수식은 입력 시퀀스에 대한 연속적인 조건부 확률로

계산한다 [32]. hθ(·)는 모델이 반환하는 은닉 벡터를 의미하며,

e(·)는 입력 토큰의 임베딩 값을 나타낸다.

max
θ

1

|D|
∑

(y,x)∈D

log

 Ny∏
n=1

pθ(yn | y<n;x)

 (2)

이후수식 2와같이 KommonGen데이터셋D에대하여모델

의 파라미터 θ가 자가 회귀 기반의 문장 생성에서 다음 토큰에

대한 예측 확률에 대한 로그 가능도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한다.

5https://github.com/huggingface/transfo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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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ROUGE-2 ROUGE-L BLEU 3 BLEU 4 METEOR Coverage

KoGPT2 34.78 53.02 27.31 17.78 35.48 77.04

KoBART 44.53 60.64 35.24 25.27 45.03 89.80

mBART-50 64.95 73.90 39.74 28.72 47.68 94.06

표 2. KommonGen 데이터셋을 통한 한국어 기반 생성 모델의 성능 비교.

{접시,놓입니다,케이크,카페}Given Concepts

KoGPT2:이것은커피컵케이크의접시를놓입니다.

KoBART:케이크와 컵 케이크가 카페의 접시에 놓여 있습니다.

mBART-50:카페의 접시에 케이크가 놓입니다.

Human: 다채로운 색의 컵 케이크가 카페의 접시 위에 놓입니다.

그림 2. {“접시”, “놓입니다”, “케이크”, “카페” } 개념 정보
집합에 대한 모델의 생성 사례 분석

학습된 모델은 beam size 10, max sequence length 30, min

sequence length 10, 그리고 n-gram size 3을 디코딩 하이퍼

파라미터로 사용하여 문장을 생성한다. 빔 크기 만큼 생성된

10개의 문장은 분절화한 개념 정보를 포함한 갯수에 따라 순

위를 결정한다. 후보 문장의 순위는 개념 정보 갯수에 따라 내

림차순으로 재정렬하여 가장 상위의 1개 문장을 최종 결과로

사용한다.

4.3 실험 결과

양적 분석 표 2는 KommonGen데이터셋을통해생성모델의

성능을 제시한 평가 기준을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모든

평가 지표에서 디코더만으로 구성된 KoGPT2보다 시퀀스 투

시퀀스모델인 KoBART와 mBART-50이높은성능을보인다.

이러한결과는시퀀스투시퀀스모델이입력에대해전후문맥

파악이 가능한 인코더를 지니고 있어서 개념 정보를 재구성하

는 과정에서 상식 추론에 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디코더만으로 구성된 KoGPT2는 대용량 코퍼스를 단방향으

로 학습하는 사전 훈련 단계와 미세 조정 훈련 사이의 간격을

prompt 기반의 생성 방법이 충분히 좁히지 못하면서 낮은 성

능을 보인다. 또한 Coverage는 KoGPT2와 KoBART가 각각

주어진개념정보의 23%, 10%정도를소실한채문장을생성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성능 지표는 두 모델의 부족한

상식 추론 능력과 주어진 조건에 대해 문장을 구성하는데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한국어를 포함한 50개의 다국어 말뭉치에 대해 사전

훈련된 mBART-50는 n-gram 기반 및 개념 정보 매칭 정도에

따른 평가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단일 코퍼스로 학습한 모델보다 14GB 이상 더 많은 한

국어 코퍼스를 사전 훈련에 사용했다는 점과 모델 파라미터가

약 5배정도 더 많은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mBART-50가 기존 mBART의 25개의 언어 자원을 2배로 확

장하는 과정에서 도입한 양방향 훈련 방식은 중간/저자원에

해당하는 한국어에 대한 모델의 이해를 크게 향상했기 때문이

다 [23]. 더 나아가 다국어 데이터 증강을 위해 사용한 역 번역

(back translation) [33] 방식이 한국어로 번역한 MS-COCO

데이터셋의 문장으로 구성된 KommonGen 평가 데이터셋을

재구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질적 분석 그림 2는 KommonGen평가데이터셋의개념정보

집합을조합하여문장을생성한하나의사례를보여준다.우선,

KoGPT2는 주어진 개념 정보인 “카페”를 생략한 문장을 생성

했으며,다소어색한표현과한국어문법을사용했다.불안정한

문장 구조와 문법 오류는 KoGPT2가 n-gram 기반의 측정에서

낮은점수를보이는이유이며,주어진개념정보에대한부족한

상식 추론의 결과로 보여진다. KoBART는 모든 개념 정보를

포함한 문장을 생성했으나, 필요 이상으로 동일한 개념 정보를

반복한결과를보인다.이러한결과는주어진개념정보를조합

하여 문장으로 구성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mBART-50은 다른 모델에 비해 자연스럽고 안정된

구조의문장을생성했다.그러나사람이작성한문장에비해간

결하고 쉬운 표현으로, 다양한 단어와 풍부한 표현을 기반으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14].

5. 결론

본 논문은 KommonGen 데이터셋과 한국어 생성 모델의 상

식추론능력을끌어내어평가하는방법을제시한다. Kommon-

Gen데이터셋을통해생성모델은한국어기반의상식추론결

과를 담아내고 있는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자연어 이해

기반의 평가 방식을 통해 한국어 생성 모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아닌, 생성 모델을 위한 상식 추론 능력과 문장 재구성 능

력에 대해 평가하고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한국어

생성 모델의 자연스러운 문장 생성과 상식 추론 능력을 개선

하는 자연어 생성 연구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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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기여하고자한다.향후연구에서본논문은생성모델이

더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도록 데이터셋의 품질을 개선하

고,한국어모국어화자에의한데이터셋증강및평가를강화할

계획이다.추가적으로개념정보매칭에대한평가지표를한국

어의 체언과 용언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제작하고, 외부 지식을

활용하여 한국어 생성 모델의 상식 추론 능력을 개선한 모델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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