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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건 관계 추출 태스크는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사건의 구조화된 표현을

얻는 것이다. 하나의 문장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태스크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전 학습 모델을 적용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사전 학습된 모델의 임베딩 기법 중 BERT, RoBERTa, SpanBERT에 각각 base,

large 아키텍처를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사건을 식별하기 위한 trigger와 해당 trigger의 세

부 argument를 식별하기 위한 분류기를 상위레이어로 각각 설계하였고, 다양한 배치 크기

를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성능평가는 trigger/argument 각각 F1 score를 적용하였고, 결과

는 RoBERTa large 모델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사건 관계 추출 태스크의 목적은 주어진 문장에서

사전에 정의된 사건과 사건에 속한 세부적인 사항을

감지하고 식별하는 것이다.[1] 그림 1처럼 사건이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한 명 이상의 사람이 관련된

특정한 사건이며, 종종 상태의 변화로 묘사될 수 있

다. 이러한 사건과 세부적인 사항을 식별하는 것은

뉴스 기사,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의 수많은 텍스트

출처에서 실제 사건의 육하원칙을 포함한 질문에 대

답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이다.

사건 관계 추출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방법[2],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방

법[3]들이 있었다. 나아가 문장 단위의 의미를 파악

하기 위한 문장 임베딩 방법도 등장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사전 학습 방법을 통해 얻은 임베딩들의 성

능은 비교된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문장 단위의 임베딩을 사용한 실험을 통해서 비교하

고 분석한다.

(그림 1) ACE 2005 데이터 세트 예시[1]

2. 실험 방법

실험에 사용한 사전 학습된 임베딩은 BERT[4], R

oBERTa[5], SpanBERT[6]이다.

BERT는 트랜스포머[7]의 인코더 구조에 대규모의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한다. BERT는 두

가지의 태스크를 차례로 학습한다. 첫 번째 Masked

Language Modeling(MLM)으로 임의의 토큰을 [M

ASK] 토큰으로 마스킹하여 실제 단어를 맞추는 태

스크이다. 두 번째는 Next Sentence Prediction(NS

P)으로 입력으로 들어오는 두 문장을 한 쌍으로 전/

후 관계가 맞는지 판단하는 이진 분류 태스크이다.

ACK 2021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8권 2호)

- 626 -



RoBERTa는 기존 BERT 모델의 아키텍처와 동일

하지만 배치 크기, 데이터의 양, 학습 시간을 늘려

학습시킨 모델이다.

SpanBERT는 토큰을 개별적으로 랜덤하게 마스

킹하는 BERT와 달리 연속적으로 마스킹하여 학습

하는 방식으로, 질의응답 태스크 같이 문장 간의 관

계를 파악하는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

<표 1> 데이터 개요

사건

타입(9개)
사건 세부 분류(34개) 사건 내 역할 정보 (28개)

1 Life
Be-Born, Marry,

Divorce, Injure, Die

Place, Crime, Prosecutor,

Sentence, Org, Seller,

Entity, Agent, Recipient,

Target, Defendant,

Plaintiff, Origin,

Artifact, Giver, Position,

Instrument, Money,

Destination, Buyer,

Beneficiary, Attacker,

Adjudicator, Person,

Victim, Price, Vehicle,

Time

2 Movement Transport

3 Contact Meet, Phone-write

4 Conflict Attach, Demonstrate

5 Business

Merge-org,

Declare-bankruptcy,

Start-Org, End-org

6 Transaction
Transfer-money,

Transfer-ownership

7 Personnel
Elect, Start-position,

End-position, Nominate

8 Justice

Arrest-jail, Execute,

Pardon, Release-parole,

Fine, Convict,

Charge-indict,

Trial-hearing, Acquite,

Sentence, Sue, Extradite,

appeal

9 Movement Transport

실험에는 관계 추출, 개체명 인식, 사건 관계 추출

태스크를 위한 벤치마크 사용되는 ACE 2005 데이

터 세트를 사용하였다.[8] 사전에 정의된 사건의 타

입은 <표 1>과 같다. 사건의 타입은 총 34개, 사건

내 역할 정보는 28개이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CE 2005 데이터

세트에는 사건 관계 추출 태스크를 위한 trigger와

argument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사전에 정의된 34

개의 Trigger는 '공격 상황' 등 특정 사건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를 의미하며, 사전에 정의된

28개의 argument role은 사건에 해당하는 세부 속성

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사건 관계

추출 태스크를 해결한다.

<표 2> base 모델과 large 모델의 설정 값

모델 크기 num of layers hidden dim
Multi-head

attention

base 12 768 12

large 24 1024 16

(그림 2) ACE2005 구조

사전 학습 모델과 토크나이저는 Huggingface[9]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으며, base 모델과 large 모델

을 각각 적용하였고 설정 값은 <표 2>와 같다.

전체 모델의 구조는 그림 3과 같으며, 사전 학습

된 임베딩에 문장의 토큰들과 argument를 입력한다.

임베딩 레이어를 거친 뒤, 상위 레이어에 trigger를

식별하는 분류기와 argument를 식별하는 분류기를

추가해서 파인튜닝을 차례로 진행한다. 즉, trigger를

먼저 식별한 후 식별된 해당 trigger의 하위 argume

nt role를 찾는 방식으로 모델이 구성된다. 따라서

이 두 개의 하위 태스크는 상호 의존적이며, 하나의

단어에서 trigger의 종류와 시작과 끝의 위치를 분

류하는 전자의 태스크보다 문장 혹은 구에서 argum

ent role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맞춰야 하는 후자

의 태스크의 난이도가 높다.

(그림 3) 사건관계추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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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환경은 모든 모델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G

PU는 Nvidia DGX의 A100 1개를 사용하였다. 배치

크기는 128, optimizer는 AdamW[10]를 사용하였고

총 100 epoch 학습시켰다. 모델의 성능 검증을 위한

평가지표는 F1 score를 사용하였다.

<표 3> 실험 결과

사전 학습된 모델
Results

Trigger_f1 Argument_f1

BERT base 0.67 0.42

BERT large 0.70 0.44

RoBERTa base 0.67 0.42

RoBERTa large 0.72 0.47

SpanBERT base 0.67 0.40

SpanBERT large 0.68 0.41

실험 결과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RoBER

Ta large의 사전 학습된 임베딩을 사용한 결과가 가

장 좋았다.

3. 결론

다른 자연어처리 태스크들과 마찬가지로 사전 학

습에 사용된 리소스가 크고 아키텍처가 클수록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로는 전결합층 레이어만 사용한 기본적

인 파인튜닝 뿐 아니라, 그래프 모델 등의 레이어를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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