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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수의 태스크를 처리 가능하면서 일반화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자연어 이해 분야의 연구에서는

멀티태스크 학습 기법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또한, 자연어 문장으로 작성된 문서들에는 대체적으로

시간에관련된정보가포함되어있을뿐만아니라,문서의전체내용과문맥을이해하기위해서이러한정보를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NLU 분야의 태스크를 더욱 정확하게 수행하려면 모델 내부적으로 시간정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멀티태스크 학습 과정에서 추가적인 태스크로 시간적 관계정보를 추출하여 활용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입력문장의 시간적 맥락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NLU 태스크들의 학습 과정에서 시간관계 추출 태스크를

추가한 멀티태스크 학습 기법을 제안한다. 멀티태스크 학습의 특징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간적 관계정보를 추출하는 태

스크를 설계하고 기존의 NLU 태스크와 조합하여 학습하도록 모델을 구성한다. 실험에서는 학습 태스크들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성능 차이를 분석하며, 기존의 NLU 태스크만 사용했을 경우에 비해 추가된 시간적 관계정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실험결과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멀티태스크 조합의 성능이 개별 태스크의 성능보다 높은 경향을

확인하며, 특히 개체명 인식에서 시간관계가 반영될 경우에 크게 성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주제어: 시간 관계정보, 멀티태스크 학습, 시간정보추출, 자연어 이해

1. 서론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한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자연어

처리 분야를 넘어서 자연어 이해(Natural Language Under-

standing, NLU)를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NLU분야에서는모델학습의범위를개체명인식,의존관

계분석, 관계추출 등의 특정한 목표의 태스크를 단일로 수행하

도록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태스크를 처리 가능하면서

일반화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자연어

에 대한 복합적인 맥락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연구를 포

함한다.국내외연구에서대표적으로는 GLUE [1]나 KLUE [2]

와 같은 벤치마크가 현존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성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는 현황이다.

기존 학습모델들 중에서 개별 태스크의 학습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태스크에서는 좋

은 성능을 보이는 반면에 NLU 분야의 각종 태스크를 전반적

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여러 태

스크를 동시에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멀티태스크 학습

(Multi-Task Learning, MTL)기법에대한연구가부각되고있

다. 멀티태스크 기법을 도입한 MT-DNN [3]이나 decaNLP [4]

의 연구에서는 학습된 모델이 복수의 태스크에서도 준수하게

동작하는 결과를 보여주며, 멀티태스크 학습의 도입이 자연어

이해를 위한 범용화된 모델을 만드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주어진 텍스트로부터 자연어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문맥정보를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정보(tem-

poral information)는 문맥정보의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문장 내 개체들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처럼 시맨틱 정보를 파악

할때시간적관계(temporal relation)에대한정보가큰비중을

가진다.그러므로 NLU분야의태스크를더욱정확하게수행하

려면 모델 내부적으로 관계적인 맥락을 포함하여 시간정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멀티태스크 학습 과정에서 시간적 관계

정보 추출 과정을 병행하여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어 입력 데이터로부터 시간적 맥락정보

를활용할수있도록 NLU태스크들의학습과정에서시간정보

추출 태스크를 추가한 멀티태스크 학습 기법을 제안한다. 즉,

시간정보 유형 중에서 시간적 관계정보에 특화된 태스크를 설

계하고, 이를 멀티태스크 학습의 대상 태스크 중의 1가지로 포

함하여 학습을 수행한다. 실험에서는, 기존의 NLU 태스크만

사용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추가된 시간정보가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학습 태스크들을 다양하게 조합하며

성능 차이를 비교한다.

2. 관련 연구

시간정보를 적용한 자연어 처리를 목적으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Meng et al. [5]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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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습대상 태스크의 개수 N에 따른 학습모델 구성

적인 학습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LSTM(Long Short-Term

Memory)을적용한심층신경망모델들을제안하였다.이모델

들은 공통적으로 의존 구문분석을 기반으로 개체들 간의 문법

적인 관계에서 최단 경로를 추적하여 주어진 텍스트의 시간적

관계를 발견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시간적

관계의 종류를 구분하여 특정 문장 내(intra-sentence)의 관계,

서로 다른 문장들 간(cross-sentences)의 관계, 문서 작성 시점

(document creation time, DCT)과의 관계와 같이 3가지 관

계 정보를 추출 가능하다. Laparra et al. [6]에서는 실질적으

로 동일한 값을 가지는 시간표현들이 서로 다른 형태로 기술

될 수 있다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간표현의 정규화

(normalization)를 연구목표로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단순한

숫자, 연도 표현과 같은 명시적인 간격, 요일이나 월과 같이

반복적인 간격에 대한 시간 연산자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모델을 구성하였다. Kreimever et al. [7]은 임상의료 분야에

서 다수의 자연어 처리 시스템을 분석하며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하여 구조화되지 않은 정보를 추출하고 효율적으로 표현

가능한 연구들에 대해 비교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시간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는 것은 임상의료 분야의 자연어 처리 시스템

에서 아직 미해결된 도전과제 중 하나이므로 후속 연구가 요구

된다고설명한다.이처럼자연어로부터시간정보를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모델을 개발하려는

기존 연구들의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언어적 특성에 종속적

으로 동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계독해 전반에 걸쳐 범용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모델의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멀티태스크 학습 분야에서는 Liu et al. [3]이 MT-

DNN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 모델은 단일문장 분류(single-

sentence classification), 텍스트 쌍 분류(pairwise text classi-

fication), 텍스트 유사도 점수(text similarity scoring), 연관성

랭킹(relevance ranking)과 같은 NLU 태스크를 대상으로 적용

하였다. MT-DNN 모델은 여러 태스크에서의 데이터셋을 활용

가능하며 일반화된 표상을 학습하기 때문에 신규 태스크 또는

도메인에 적용하기에 유리하다는 특징을 보였다. McCann et

al. [4]은 decaNLP을 제안하며 10종의 NLU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 가능하도록 질의응답 형식을 기반으로 모델을 구축하였

다. 각 태스크를 질의응답 데이터의 구성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태스크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같은 형태의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맥락적으로 일관성이 반영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태스크 학습의 특징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간적관계정보를추출하는태스크를별도로설계하고기존의

NLU 태스크와 조합하여 학습하도록 모델을 구성한다.

3. 시간관계를 활용한 멀티태스크 학습

제안 기법은 멀티태스크 학습에서 기존에는 놓칠 수도 있는

시간적 관계정보에 대한 맥락을 명확한 태스크로 학습함으로

써, NLU 성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멀티태스크 학습 기법에서 시간 관계정보 추출 태스크를

추가하여 NLU를 위한 기계독해를 수행하는 모델을 설계한다.

그림 1은 멀티태스크 학습모델을 구성하는 예시를 나타내며,

시간관계 태스크를 추가함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

습대상 태스크의 개수 N을 변경하며 각종 조합으로 학습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시간관계 태스크의 역할은 모델 학습 과정

에서 내부적으로 시간적 관계정보에 대한 맥락정보를 반영하

도록 공유 파라미터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학습대상 태스크들은 총 4가지의 한국

어 기반 태스크이며, KLUE 벤치마크 [2]의 의미론적 유사성,

자연어 추론, 개체명 인식 태스크를 사용하고, Korean Time-

Bank [8]말뭉치를기반으로시간관계분류태스크를설계한다.

KLUE 벤치마크에서 제공된 데이터셋 v1.1은 학습(train) 및

검증(dev) 데이터만 존재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학습 데이터

중에서 20%를 분할하여 평가(test) 데이터로 활용한다. 각각의

태스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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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습대상 태스크 조합에 따른 성능비교

실험 구성 STS NLI NER TLINK-C
(Single, Pairwise, Multiple) (Pearson/Spearman) (Accuracy) (Precision/Recall) (Accuracy)

태스크 개별 학습 65.212 / 64.752 54.400 0.4854 / 0.5179 57.778

STS + NLI 68.459 / 67.918 55.667 - -

STS + NER 67.347 / 67.364 - 0.3946 / 0.3978 -

STS + TLINK-C 65.977 / 65.918 - - 50.667

NLI + NER - 56.833 0.4108 / 0.4134 -

NLI + TLINK-C - 54.900 - 54.444

NER + TLINK-C - - 0.4685 / 0.5030 63.111

STS + NLI + NER 70.655 / 71.062 56.467 0.3629 / 0.3468 -

STS + NLI + TLINK-C 69.131 / 68.571 55.400 - 52.667

STS + NER + TLINK-C 68.198 / 68.359 - 0.3706 / 0.3675 63.556

NLI + NER + TLINK-C - 57.167 0.3950 / 0.3947 64.222

STS + NLI + NER + TLINK-C 69.404 / 69.221 56.900 0.3632 / 0.3470 62.667

• 의미론적 유사성(STS): 학습모델이 주어진 2개의 입력

문장들을 대상으로 의미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

하는 태스크이고, 성능지표는 상관관계에 대한 Pearson-

Spearman 점수로 측정된다. 데이터셋은 학습 9,335개, 검

증 519개, 평가 2,333개로 구성된다.

• 자연어 추론(NLI):어떠한전제(premise)와가설(hypoth-

esis) 문장이 주어졌을 때, 해당 전제에 대해서 학습모델이

가설을 entailment, contradiction, neutral 중 하나로 분류

하는 태스크이고, 성능지표는 분류결과에 대한 정확도로

측정된다. 데이터셋은 학습 19,999개, 검증 3,000개, 평가

4,999개로 구성된다.

• 개체명 인식(NER): 학습모델이 주어진 문장에서 개체명

의 범위를 발견하고,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는 태스크이고,

성능지표는 분류결과에 대한 정밀도 및 재현성으로 측정

된다. KLUE-NER에서 사용하는 개체명 유형은 인물(PS),

장소(LC),기관(OG),날짜(DT),시간(TI),수량(QT)의총

6가지 종류이다. 각 데이터는 문자 단위에서 BIO(Begin-

Inside-Outside) 형식으로 태깅되어 있다. 데이터셋은 학습

16,807개, 검증 5,000개, 평가 4,201개로 구성된다.

• 시간관계 분류(TLINK-C): 시간정보 연구에서는 Tem-

pEval [9] 태스크와 같이 시간정보 추출 단계를 시간표현,

이벤트, 시간관계 추출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방식에서는시간및이벤트개체를먼저추출하고

개체들 간의 시간적인 관계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엔드

투엔드방식의학습모델에직접적으로적용하기가어렵다.

따라서,제안기법에서는입력문장의문맥에대응하는시간

관계 유형을 엔드 투 엔드 모델구조에서 분류할 수 있도록

시간관계 태스크를 문장 분류의 형태로 변형한다. 다시 말

하면,학습모델이주어진문장을대상으로어떤시간관계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분류하는 태스크를 설계하고, 성능지표

는 분류결과에 대한 정확도로 측정된다. 데이터셋은 Ko-

rean TimeBank [8]말뭉치에서샘플링하여활용하며,학습

1,804개, 검증 450개, 평가 250개로 구성된다.

4.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BERT-base-uncased 모델을 기반으로 멀

티태스크 학습을 구성하였고, STS, NLI, NER, TLINK-

C의 4가지 학습대상 태스크를 다양하게 조합하며 학습

성능을 측정하였다. 학습 파라미터는 training epoch=4,

batch size=8, optimizer=“adamx”, learning rate=2e − 5,

gradient accumulation step=4 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1은 학습대상 태스크의 개수 N을 변경하면서 태스크 조

합에 따른 성능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단일 조합, 이중

조합, 다중 조합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여 나타냈으며, 해당 그

룹에서 태스크의 성능이 가장 높게 나온 결과값을 강조하여

표기하였다. 전반적으로 STS 및 NLI 태스크의 경우에는 다른

태스크와 함께 학습할 때 성능이 향상되는 반면, NER 태스

크는 함께 학습하는 태스크들이 추가될 수록 성능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TLINK-C 태스크의 경우에는 태스크 조합에

따라서 성능이 향상되거나 저하되는 경우가 혼재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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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INK-C의 개별 태스크 학습 성능은 57.778로 나타난 것에

비해서, STS 또는 NLI 태스크와 이중 조합하는 경우에는 각

각 50.667 또는 54.444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TLINK-C 태스크가 NER 태스크와 조합될 시 모든 경

우에서 최소 62.667 이상의 수준으로 성능이 개선되고 있다는

결과를 보면, 개체명 인식 과정에서 시간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NLU의 다양한 태스크 중에서 각

각의 특성에 따라서 시간관계 맥락을 포함했을 때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서는 더욱 세밀하게 조정된 실험을 통해서 가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STS 태스크는 TLINK-C의 성능을 크

게 저하시켰으나, NER 태스크까지 포함시킨 다중 조합에서는

부분적으로 성능 저하가 보완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계독해의 다양한 영역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범용적인

모델을 구축하려면, 여러 태스크들이 상호간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연어 입력 데이터로부터 시간적 맥락정보

를활용할수있도록 NLU태스크들의학습과정에서시간관계

추출 태스크를 추가한 멀티태스크 학습 기법을 제안하였다. 멀

티태스크 학습의 특징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간적 관계정보를

추출하는 태스크를 별도로 설계하고, KLUE 벤치마크에서의

NLU 태스크들과 조합하여 학습하도록 모델을 구성하였다. 실

험에서는, 기존의 NLU 태스크만 사용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추가된 시간관계 정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 학습 태스크들을 다양하게 조합하며 성능 차이를 비교하였

다. 시간관계 태스크는 STS 또는 NLI 태스크와 이중 조합으로

구성했을 경우에는 성능이 저하되는 반면에 NER 태스크와 조

합하면 모든 경우에서 성능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향후에는 비교실험에 사용할 NLU 태스크를 추가로 선정하

고, 시간관계 태스크와의 조합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확인

함으로써 다른 성격의 태스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요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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