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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어진 정보를 자연어로 변환하는 작업은 대화 시스템의 핵심 모듈임에도 불구하고 학습 데이터의 제작 비용이 높아

공개된 데이터가 언어에 따라 부족하거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투-그래프(text-to-graph) 작업인 관계 추

출에 쓰이는 데이터의 입출력을 반대로 지정하여 그래프-투-텍스트(graph-to-text) 생성 작업에 이용하는 역 관계 추출

(reverse relation extraction, RevRE) 기법을 소개한다. 이 기법은 학습 데이터의 양을 늘려 영어 그래프-투-텍스트

작업의 성능을 높이고 지식 묘사 데이터가 부재한 한국어에선 데이터를 재생성한다.

주제어: 자연어 생성, 그래프-투-텍스트, 데이터 증강

1. 서론

그래프-투-텍스트 생성(graph-to-text generation)은 그래프

가 주어졌을 때 그에 상응하는 자연스러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작업이다[1]. 특히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s, KGs)는 사

실에 기반한 개체 사이의 관계를 단정적인 데이터로 나타내기

때문에 인간이 해석하기에 용이하여[2] 통제성이 필요한 생성

모델의 입력으로 적합하다[3].

최근 Transformer[4] 기반의 사전학습 및 전이 학습 접근법

이 자연어처리 분야의 여러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임[5]

에 따라 그래프-투-텍스트 생성 작업에서도 Transformer 구조

를 따르는 사전학습 언어모델을 활용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

다[6, 7].하지만이와같은방법론에선사전학습과목표로하는

최종 작업이 다른 종류의 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 데이

터가 최종 작업 학습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주게 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부 데이터를 최종 작업과 동일한 작업

에 사용하여 해당 데이터가 최종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외부 데이터인 관계 추출(relation extraction, RE)

데이터[9, 10]를 그래프-투-텍스트 생성 작업에 이용한다. 여기

서사용되는역관계추출(reverse relation extraction, RevRE)

기법은 3.에서 소개한다.

제안하는 데이터 재생성 방법의 효과는 4.에서 실험을 통

해 증명한다. 결과적으로 영어 그래프-투-텍스트 생성 모델의

성능을 적용이 용이한(portable) 방법으로 향상시킨다. 그래

프-투-텍스트 생성 데이터가 희소한 한국어에서도 해당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어에 대한 내용은 5.에서 예시와 함께 다

룬다.

그림 1. DocRED 데이터셋에 대한 역 관계 추출(Reverse Re-

lation Extraction, RevRE) 예시. 주어진 문서로부터 두 개체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는 관계 추출과 달리 RevRE는 주어진

지식 그래프로부터 원본 텍스트를 생성한다.

본 연구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1) 처음으로 RevRE 작업을

소개하며 이 기법이 영어 그래프-투-텍스트 생성 작업에 적용

될때의베이스라인성능과분석을제공한다.모델링이아닌데

이터 재생성 방법이므로 높은 휴대성(portability)을 바탕으로

모델의 성능을 쉽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2)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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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텍스트 데이터가 희소한 한국어에서도 RevRE를 통해 해당

작업이 가능함을 보인다. 이는 데이터셋이 만들어진 본래의 목

적뿐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대화 시스템의 핵심 모듈 개선에 기여한다.

2. 관련 연구

2.1 KG-to-Text Generation

KG-to-text 생성은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 KG)를

입력으로 받아 그것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작업이다.

지식 그래프는 head, tail, relation으로 이루어진 트리플로 구

성되어 있다. WebNLG[3] 와 AGENDA[11]가 대표적인 KG-

to-text 작업의 대표적인 데이터셋이다. WebNLG는 지식 그

래프와 그에 해당하는 설명 텍스트 쌍을, AGENDA는 지식

그래프와 그에 해당하는 논문의 초록 쌍을 데이터로 제공한다.

지식 그래프는 생성 모델의 입력으로서 해석이 용이한 장점

이있다.하지만지식그래프와그에대한설명을학습데이터로

구성하는 일은 높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2] KG-to-text를

위한 데이터의 수는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12].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학습 데이터 증량을 위해 기존 KG-to-text 데이터뿐

만 아니라 TACRED[9]와 DocRED[10]같은 텍스트-투-그래프

(text-to-graph) 데이터도 RevRE를 통해 활용하도록 한다.

2.2 PLMs for KG-to-Text Generation

Transformer 인코더 혹은 디코더 기반의 사전학습 언어모델

인 RoBERTa[13]와 GPT-3[14] 등의 모델보다, 조건부 텍스트

생성(conditional text generation) 작업에 적합한 BART [15]

와 T5 [5] 같은 Transformer 인코더-디코더 기반 사전 학습

언어모델들이 KG-to-text 생성 작업에 활용되어 왔으며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 모델들은 사전학습을 통하여 일반화된 잠재 표현을 생성

할 수 있도록 학습되지만, KG-to-text 작업에 대해서는 미세

조정 단계 이전에 따로 학습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전학습 시

사용된 말뭉치가 미세조정 단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

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RevRE로 재생성된 데이터를

포함한 최대한 많은 KG-to-text 데이터가 미세 조정 단계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작업에

함께 학습시키는 동시학습 방법을 이용한다.

3. Reverse Relation Extraction

관계 추출(relation extraction, RE)은 문서에서 주어진 개

체간 관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텍스트-투-그래프(text-to-

graph) 작업의 일종이다[16]. 우리는 이러한 관계 추출 데이

터[9, 10]의 입력과 출력을 역으로 하면 그림 1와 같이 그래

프-투-텍스트(graph-to-text) 생성 작업에 이용할 수 있을 것

이라 가정한다. 관계 추출에서 주어진 subject, object와 타겟

relation이 RevRE에서의 입력이 되며, 관계 추출에서의 입력

인 텍스트가 RevRE에서의 타겟이 된다. 그림 1에서와 같이

DocRED[10]의경우텍스트데이터로부터여러개의트리플이

추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사전학습 언어모델 중 조건부 텍스트 생

성에 용이한 인코더-디코더 기반의 BART[15]와 T5[5]를 활용

한다. RevRE에 입력되는 그래프는 Transformer 입력 형태로

선형화(linearized)되며 분절화(tokenization)된다. 트랜스포머

구조 내에서의 처리를 위하여 세 가지 스페셜 토큰(<subj>,

<rel>, <obj>)을 추가적으로 사용한다[17]. 개체와 관계에 대

해서는 별도의 vocabulary를 사용하지 않고 사전학습 언어모

델에 따라 Byte-Pair Encoding (BPE) 또는 Sentence Piece

tokenizers가 이용된다. T5 모델의 prefix로는 “translate from

Graph to Text:”가 그래프 입력 앞에 더해진다[18].

Lθ(T |G) = −
N∑
i=1

log pθ(ti|T<i;G)

= −
N∑
i=1

exp(hθ(T<i;G)>e(ti))∑
t′ exp(hθ(T<i;G)>e(t′))

(1)

RevRE를위한사전학습언어모델은식 1과같이언어모델의

크로스-엔트로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미세조정 된다.

G와 T는 각각 입력 그래프와 타겟 텍스트를 나타낸다. ti는

T의 i번째 토큰을 뜻하며, T<i는 ti 이전의 토큰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N은 텍스트의 길이를 나타내며, θ는 모델에서 학습

되는 파라미터들을 뜻한다. p는 확률을, h는 모델의 최종 잠재

표현을, e는 각각의 모든 토큰 t′의 임베딩을 나타낸다.

4. 실험

본장에서는 RevRE가관계추출데이터를그래프-투-텍스트

데이터로 재생성하고 생성 모델이 기존 KG-to-text 데이터와

함께 그래프-투-텍스트 생성 작업을 동시학습하는 경우의 효과

성을 보인다.

본연구에서는그래프-투-텍스트생성작업을위해제작된데

이터셋과 그렇지 않은 데이터셋을 함께 학습에 사용(blending)

하여 미세조정 작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의 수

를 증가시켰다. 결과는 표 1과 같다.

그래프-투-텍스트 생성 성능 비교를 위한 베이스라인으로는,

사전학습된 언어모델에 기반한 연구들을 참조한다. 다른 변인

을 통제하고 RevRE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언어모

델을 사용한 경우도 함께 비교한다. T5large 모델에 blending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WebNLG 테스트셋에서의 BLEU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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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NLG AGENDA

Model BLEU METEOR chrF++ BLEU METEOR chrF++

DART [6] 45.89 40.00 - - - -

GPT2 [19] 52.90 42.40 - - - -

T5large [7] 57.10 44.00 73.77 21.64 23.18 47.21

BARTbase [18] 53.11 40.18 70.02 22.01 23.54 48.02

BARTlarge [18] 54.72 42.23 72.29 23.65 25.19 50.44

T5base+prefix [18] 59.17 43.19 74.82 20.73 21.88 48.14

T5large+prefix [18] 59.70 44.18 75.40 22.15 23.73 48.14

Blending BARTbase(ours) 55.14 41.86 71.65 23.14 24.54 49.32

Blending BARTlarge(ours) 56.44 43.63 74.28 23.86 25.61 51.23

Blending T5base+prefix (ours) 61.06 44.58 77.54 21.34 22.57 49.04

Blending T5large+prefix (ours) 61.19 44.69 77.49 22.90 24.19 49.85

표 1. WebNLG와 AGENDA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 WebNLG 데이터는 seen과 unseen 테스트셋을 합친 all 테스트셋으로

평가했다. 밑줄은 이전 연구 중 최고 성능, 볼드는 전체 중 최고 성능을 나타낸다.

Model BLEU METEOR chrF++

KoGPT2 11.76 8.93 16.46

KoBART 12.05 9.36 16.91

표 2. RevRE를 한국어 관계 추출 데이터 상에서 단독 작업으

로서 수행했을 때의 실험 결과

는이전성능보다 1.49%p높은 61.19%를기록했다. AGEDNA

데이터셋에서는 제안하는 방법론을 적용할 때 그렇지 않을 때

보다 평균 0.68%p 높은 성능을 보였다.

5. 한국어 RevRE

한국어에 대해서도 한국어 관계 추출 데이터1를 이용해

RevRE를 수행했다. 한국어 사전학습 언어모델로는 SKT가 배

포한 KoGPT22와 KoBART3를 이용하였다. 실험 결과는 표 2

와 같다. KoBART가 KoGPT2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영어에 비해 낮은 성능을 보이는데, 이

는 영어에서 기존 KG-to-text 데이터와 더불에 RevRE로 재

생성된 데이터가 쓰인 반면 한국어에서는 KG-to-text 데이터

없이 RevRE로 재생성된 데이터만 쓰였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RevRE로 재생성된 데이터는 입력으로 주어진 정보 외에 추

가적인 정보들이 정답문에 포함된 비율이 높아 주어진 지식

그래프만으로는 정답문을 유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표 3에서 나타나는 예시처럼 입력 지식이 생성문에

1https://github.com/machinereading/kor-re-gold
2https://github.com/SKT-AI/KoGPT2
3https://github.com/SKT-AI/KoBART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정답문과 생성문의 일치도로

생성 모델의 성능이 평가될 경우 성능이 낮게 측정될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KG-to-text 생성 작업과 함께 학습될 때 유

의미한 성능 향상을 보이는 역 관계 추출(reverse relation ex-

traction, RevRE) 기법을 소개하였다. 또한 우리는 RevRE가

영어에서 동시학습에 적용될 때의 실험과 분석을 진행하였고,

한국어에의 적용과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는 본 연

구가 KG-to-text 생성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론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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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Key Value

TACRED Input <head> Wen Qiang <rel> per:employee of <tail> justice department

Target Wen Qiang, former director of the justice department ...

Output Wen Qiang, deputy director of the justice department ...

Input <head> ShopperTrak <rel> founded by <tail> Bill Martin

Target Still, retailers will probably reclaim much of that amount, said Bill Martin, the founder

of ShopperTrak.

Output ShopperTrak, founded by Bill Martin, is the nation’s largest online shopping service.

Kor-RE-gold Input <head> 슈투트가르트 <rel> 국가 <tail> 독일

Target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독일 남서부에 있는 주로, 주도는 슈투트가르트이며 면적은 3만

6000km2, 인구는 1,047만 명이다.

Output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세계 축구 국가대표팀과의 경기에서 2골을 기록했다.

Input <head> 파비오 카펠로 <rel> 현재나 과거에 활동했던 스포츠 팀 <tail> 유벤투스 FC

Target 이후, FC 인테르나치오날레 밀라노와 유벤투스 FC를 거친 그는 2006년에 파비오 카펠

로 감독과 유벤투스에서 레알 마드리드 FC로 이적해 2007년과 2008년에 라리가 2연속

우승을 거두었다.

Output 그는 유벤투스 FC의 파비오 카펠로와의 경기에서 FC 바이에른을 상대로 우승하였다.

표 3. RevRE를 수행했을 때의 정답문과 생성문 예시

#Train #Dev #Test #Rel

WebNLG 18,102 872 1,862 373

AGENDA 38,720 1,000 1,000 7

TACRED 68,124 22,631 15,509 42

DocRED 101,873 1,000 1,000 96

표 4.영어데이터셋통계.기존 KG-to-text데이터인WebNLG

와 AGENDA에 비해 TACRED와 DocRED에서 재생성할 수

있는 그래프-투-텍스트 데이터의 양이 약 3배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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