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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컴퓨팅의 성능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사회의 다양한 

과제들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인공지능 과제에 지식 그래프 (KG, Knowledge 

Graph)를 도입하는 것이 성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한편,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식 그래프를 기계적으로 구축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식 그래프를 기계적으로 구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자연어 처리를 이용하여 문장으로부터 관계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 문장으로부터 관계를 추출하는 모델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해 한국어 기반의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영어 기반의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한 연구는 많이 

존재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연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족한 한국어 기반의 

지식 그래프 구축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하여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하기에 앞서 BERT 를 

활용한 관계 추출 태스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2 가지의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는 문장 구조와 관련된 요인이 관계 

추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문장 구조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문장 내 두 개체 사이의 거리와 문장 자체의 길이를 

선정하였고, 관계 표현을 더 잘 학습할 수 있기 위한 요인의 조건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두 요인은 관계 추출의 성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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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어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한 문장들을 수집하였다. 두 번째로는 

BERT 를 활용하여 관계 추출 태스크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표현으로 

사용하는 출력 표현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를 반영하여 

성능이 가장 좋게 나타난 모델의 출력 표현을 사용하여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한국어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직접 구축하였다. 대용량의 말뭉치로 한국어 

위키피디아 코퍼스 데이터를 사용하고, 대규모의 지식 그래프로 

위키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어 위키피디아 코퍼스 데이터로부터 

개체명 인식을 통해 개체를 추출하고 위키데이터에 연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를 GitHub 을 통해 

공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한국어를 기반으로 사전 

학습된 BERT 모델 중 KR-BERT-MEDIUM 모델을 미세 조정 (fine-

tuning)하는 방식으로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하였다.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후에,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한국어 관계 추출 

태스크를 수행하는 Python 패키지 ‘korre’를 제작하고 이를 

GitHub 을 통해 공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된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사용하여 신문 기사 

도메인 분야에 대한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고, 이를 neo4j 를 이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된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어 지식 그래프 구축 연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시한다. 

 

 

주요어 : 지식 그래프, 관계 추출, 관계 분류, BERT, 관계 표현, 개체 

추출, 개체 연결 

 

학   번 : 2020-2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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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컴퓨팅의 성능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사회의 다양한 과제들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제의 예시로 질의 응답 (Question Answering), 

추천 시스템 (Recommendation System), 의미 검색 (Semantic Search)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과제들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많아졌고, 

최근 인공지능 과제에 지식 그래프 (KG, Knowledge Graph)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등장하였다. 

    지식 그래프란 어떤 두 개체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주어 

(subject), 관계 (relation), 목적어 (object)) 형태의 관계 트리플 

(relation triple)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프를 의미한다. 많은 연구에 의해 

다양한 인공지능 과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이 밝혀졌지만,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개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정보를 

사람이 직접 일일이 검토하여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오픈 소스 지식 그래프로 Wikidata (Vrandecic and Krotzsch, 2014), 

YAGO (Suchanek et al., 2007), DBpedia (Lehmann et al., 2015) 등이 

있으며, 이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검토하여 구축된 지식 

그래프이다. 이처럼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데에는 인건비 문제로 인한 

비용적인 측면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지식 그래프 구축의 비용적인 측면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식 그래프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식 그래프를 기계적으로 구축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많은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관계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이처럼 문장 내에 존재하는 두 개의 개체 (entity) 사이의 관계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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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는 태스크를 관계 추출 태스크 (RE, Relation Extraction)로 

정의한다. 관계 추출 태스크는 자연어처리 태스크 중의 하나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신경망 모델 (neural model)이 

RE Benchmark Dataset 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관계 추출 

태스크에서 사용되는 신경망 모델의 예시로는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의 모델,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기반의 모델, GNN (Graph Neural Network) 기반의 모델 등이 있다. 

    다양한 신경망 모델이 발전함에 따라 트랜스포머 인코더 

(Transformer Encoder)를 사용하는 BERT (Devlin et al., 2019) 모델이 

등장하였다. BERT 모델을 통해 관련된 과제에 대해 사전 학습 (pre-

training)을 진행하고 이를 다른 과제에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자연어처리 태스크를 높은 성능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지식 

그래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관계 추출 태스크 역시 BERT 를 이용하여 

성능을 개선시킨 연구 결과가 등장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기반으로 사전 학습된 BERT 모델을 이용하여 한국어 관계 

추출 태스크를 학습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기반으로 사전 학습된 BERT 모델을 관계 

추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한 후, 이를 활용하여 관계 추출을 

진행하고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고자 한다.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 대용량의 말뭉치로 한국어 

위키피디아 코퍼스 데이터를 활용하고, 지식 그래프로는 위키데이터를 

활용한다. 한국어 위키피디아 코퍼스의 문장들에 존재하는 개체를 

추출한 후 각 개체를 지식 그래프인 위키데이터와 연결하여 문장 내 두 

개체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정보를 추출한다. 추출된 데이터는 한국어 

관계 추출 데이터셋으로써 공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하게 된다. 학습된 모델을 신문 기사 도메인 데이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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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추출을 수행하는데 활용하여 신문 기사 도메인의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게 된다. 

    최근 지식 그래프가 인공지능 과제의 성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지식 그래프 구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연구이고, 기존의 영어의 자연어처리에 

관련된 연구가 잘 되어 있어 지식 그래프 구축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어의 경우 연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어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줌으로써 한국어 기반의 지식 그래프의 구축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부족한 한국어 기반의 지식 그래프 구축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학습된 모델을 

활용하여 한국어 문장으로부터 관계를 추출하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듈을 제작하여 공개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 및 엔지니어들이 쉽고 

편리하게 한국어 관계 추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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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이 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 소개한다. 

2.1 절에서는 지식 그래프의 정의와 예시, 그리고 지식 그래프를 활용한 

연구를 소개한다. 2.2 절에서는 지식 그래프를 기계적으로 구축하는데 

사용되는 관계 추출 태스크의 정의와 원격 지도 방법론을 이용한 접근 

방식을 설명하고, 기존 연구를 통해 등장한 다양한 관계 추출 모델에 

대해 소개한다. 추가적으로 최근 BERT 가 등장하면서 여러 자연어처리 

태스크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계 추출 태스크에도 

BERT 모델을 이용한 연구가 등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BERT 

기반의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또한 BERT 모델을 이용해 관계 추출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한 연구를 소개하여 본 연구의 3 장인 예비 실험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2.1 지식 그래프 

 

지식 그래프란, 어떤 두 개체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주어 

(subject), 관계 (relation), 목적어 (object)) 형태의 관계 트리플 

(relation triple)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프를 의미한다. 그래프 내에서 각 

개체는 노드 (node)로 표현되고 관계는 노드와 노드 사이를 잇는 선 

(edge)으로 표현된다. 대규모의 지식 그래프의 예시로 Freebase 

(Bollacker et al., 2008), YAGO (Suchanek et al., 2007), Wiki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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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ndecic and Krotzsch, 2014), DBPedia (Lehmann et al., 2015) 등이 

존재한다. 

    최근 지식 그래프를 도입하여 인공지능 과제를 해결하는 연구가 

많이 등장하였다. Bordes et al. (2014)에서는 질의 응답 (question 

answering)을 해결하는데 지식 그래프를 도입하여 모델을 학습한다. 

질문 내에 존재하는 개체를 지식 그래프에서 찾아 해당 개체의 

부분그래프 (subgraph)를 임베딩 (embedding)과 함께 이용하여 

정답으로 가능한 후보의 점수를 측정한다. Wang et al. (2019)에서는 

추천 시스템 (recommendation system)에서 설명 가능한 추리를 하는데 

지식 그래프를 활용하였다. 지식 그래프에는 사용자와 물건 사이에 연결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물건이 추천되었을 때 어떠한 경로로 해당 

물건이 추천되었는지를 추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Xiong et al. 

(2017)에서는 지식 그래프의 정보를 활용하여 검색 엔진 (search 

engine)의 성능을 높인다. 검색하는 쿼리와 관련된 내용을 찾을 때 

검색에 포함된 개체를 지식 그래프에서 찾아 해당 개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면 관련된 정보를 잘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각 

개체가 다른 개체들과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하면 관련된 문서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2.2 관계 추출 태스크 

 

지식 그래프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구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많은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관계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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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관계 추출 태스크 (RE, Relation Extraction)라고 한다. 관계 

추출 태스크에 관련된 다양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2.2.1 원격 지도 방법론 

 

기존의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은 크게 3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지도 학습 방식 (supervised approach)으로, 

사람에 의해 관계 정보가 라벨링 (labeling)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이다 (Zhou et al., 2005; Zhou et al., 2007; Surdeanu and Ciaramita, 

2007). 지도 학습 방식은 사람이 직접 라벨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관계가 특정 코퍼스 (corpus)에 대해 

라벨링되기 때문에 학습된 모델이 해당 코퍼스에 편향 (bias)을 갖게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방식은 비지도 학습 방식 (unsupervised approach)으로 

거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개체 사이에 존재하는 단어들을 

추출하여 군집화 (clustering)하고 단어 문자열들을 단순화시켜 관계로써 

사용한다 (Shinyama and Sekine, 2006; Banko et al., 2007). 비지도 학습 

방식은 거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관계를 추출하여 많은 양의 관계 

정보를 추출할 수 있지만 결과로써 나오는 관계들은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하여 특정 지식 그래프에 대응시켜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세 번째 방식은 부트스트랩 학습 방식 (bootstrap learning) (Brin, 

1998; Riloff and Jones, 1999; Ravichandran and Hovy, 2002; Etzioni et 

al., 2005; Pennacchiotti and Pantel, 2006; Bunescu and Mooney, 2007; 



 

 7 

Rozenfeld and Feldman, 2008)으로 매우 적은 양의 기준 패턴을 

정해놓고 이를 이용하여 큰 코퍼스에서 새로운 패턴들을 추출하여 다시 

그 패턴들을 이용하여 더 많은 패턴들을 반복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이다. 

부트스트랩 방식을 이용한 관계 추출은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Mintz et al. (2009)은 기존의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하는 3 가지 

방식의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학습 방식인 원격 지도 방법론을 

제안한다. 원격 지도 방법론의 핵심 가정은 어떤 개체 쌍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지식 그래프에 존재하는 해당 개체 쌍 사이의 관계를 

어떠한 식으로든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같은 개체 쌍을 가지고 

있는 문장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Mintz et al. 

(2009)은 해당 연구의 알고리즘이 라벨링된 텍스트가 아닌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학습되기 때문에 과적합 (overfitting)이나 

도메인에 대한 의존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격 

지도 방법론을 이용하면 대용량의 말뭉치와 대규모의 지식 그래프를 

통해 관계 추출 모델 학습에 필요한 지도 학습 데이터를 대량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Han et al. (2018)은 원격 지도 방법론을 이용하여 영어 기반의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원격 

지도 방법론에서 사용되는 대용량의 말뭉치로는 위키피디아 코퍼스 

(Wikipedia corpus)를 사용하였고, 지식 그래프로는 위키데이터 

(Wikidata)를 사용하였다. 먼저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개체명 인식 (NER, 

Named Entity Recognition)을 수행하여 가능성 있는 개체 언급 (entity 

mention)을 찾고, 이들을 지식 그래프와 매칭시켜 매칭이 되면 해당 

개체 언급을 지식 그래프의 개체와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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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피디아 코퍼스의 각 문장 s와 그 문장 안에 포함된 머리 개체 

(head entity)와 꼬리 개체 (tail entity)를 𝑒! 과 𝑒" 라 할 때 지식 

그래프인 위키데이터가 (𝑒!, 𝑒", 𝑟) 의 관계 트리플을 가지고 있으면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셋에 (𝑠, 𝑒!, 𝑒", 𝑟)  의 튜플 (tuple)을 추가한다. 

실험적으로 확인한 결과 같은 개체 쌍에 대한 관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분류기 (classifier)가 문장의 의미 

(semantics)를 포착하여 결과를 내는 대신 개체 쌍 자체를 암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개체 쌍에 대해 1 개의 데이터만 남겼다. 이러한 

방식으로 원격 지도 방법론을 이용하여 문장과 관계 트리플 데이터가 

연결된 형태로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2.2.2 관계 추출 모델 

 

관계 추출 태스크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커널 (kernel)에 기반한 

모델 (Zhao and Grishman, 2005; Mooney and Bunescu, 2006), 임베딩 

(embedding)에 기반한 모델 (Gormley et al., 2015; Lin et al., 2015) 

등이 제안되었다. 

    최근 컴퓨팅 성능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딥러닝 (deep 

learning)이 발전하게 되면서 신경망에 기반한 관계 추출 모델 (NRE, 

Neural Relation Extraction model)이 등장하게 되었고 관계 추출 

태스크에 있어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게 된다. 이에 따라 신경망을 

이용한 관계 추출 모델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한 모델 (Liu et al., 2013; Zeng et al., 2014; dos 

Santos et al., 2015; Nguyen and Grishman, 2015; Wang et al., 2016), 

RNN (Recurrent Neural Network)을 이용한 모델 (Zhang and 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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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Miwa and Bansal, 2016; Zhou et al., 2016), GNN (Graph Neural 

Network)을 이용한 모델 (Zhang et al., 2018; Guo et al., 2019; Zhu et 

al., 2019) 등의 다양한 신경망 모델이 등장한다. 

    Han et al. (2019)은 이처럼 다양한 신경망 모델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모델의 구현을 뒷받침할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도구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관계 추출에 있어서 관련된 자연어처리 태스크를 

수행하는 다른 도구는 이미 존재했다. 예를 들어, 개체명 인식 (NER)의 

모듈로는 Spacy ① , 개체 연결 (Entity Linking)의 모듈로는 TagME 

(Ferragina and Scaiella, 2010), 지식 임베딩 (Knowledge 

Embedding)의 모듈로는 OpenKE (Han et al., 2018), 정보 추출 

(information extraction)의 모듈로는 Stanford OpenIE (Angeli et al., 

2015)가 있었다. 관계 추출 (Relation Extraction)에 대한 모듈을 

제공하기 위해 Han et al. (2019)은 관계 추출 모델을 구현하여 

OpenNRE 라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해당 모듈은 문장 단위, 문서 단위 

등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관계를 쉽게 추출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다양한 신경망 모델이 발전함에 따라 트랜스포머 인코더 

(Transformer Encoder)를 사용하는 BERT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Devlin et al., 2019)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다. BERT 모델을 통해 관련된 태스크에 대해 사전 학습 

(pre-training)을 진행하고 이를 다른 태스크에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자연어처리 태스크를 높은 성능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계 추출 태스크 역시 BERT 모델을 활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연구 

결과가 등장하였다. Baldini Soares et al. (2019)은 BERT 를 이용하여 

 
① https://spacy.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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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가 연결된 문장 (Entity-linked Text)만으로부터 관계 표현 

(Relation Representation)을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Baldini Soares et al. (2019)에서는 그림 2.1 과 같이 문장 내에 

존재하는 두 개체를 [BLANK]로 처리한 뒤 해당 문장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관계 표현 (relation representation)을 학습하고자 하였다. 

즉, 어떤 두 문장에 존재하는 개체 쌍이 동일하다면 개체들을 [BLANK] 

처리하였을 때 두 문장의 관계 표현이 같아지도록 학습이 되어야 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문장을 BERT 에 통과시켜 나오는 출력 표현 (Output 

Representation)을 관계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Baldini Soares et al. (2019)에서는 추가적으로 BERT 모델을 관계 

추출 태스크에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형태를 찾기 위해 입력에 

사용되는 표현과 관계 표현으로 사용할 출력 표현을 달리하여 실험을 

진행한 후 성능을 비교하였다. 입력 표현과 출력 표현의 조합의 종류는 

총 6가지로 그림 2.2 와 그림 2.3과 같이 실험을 진행하였다. 

입력 표현은 3 가지 형태로 실험을 진행한다. 첫 번째 형태는 

Standard input 으로 문장을 그대로 BERT id 로 인코딩 (encoding)한다. 

그림 2.1 “Matching the blanks”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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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형태는 Positional embedding 으로 각 토큰 (token)마다 

추가적으로 Token type embeddings를 더해준다. 이 때 첫 번째 개체에 

해당하는 범위의 토큰과 두 번째 개체에 해당하는 범위의 토큰에 서로 

다른 임베딩 값을 더해준다. 마지막 세 번째 형태는 Entity marker 

tokens 로 두 개체의 앞뒤에 엔티티 마커 (entity marker)라는 스페셜 

토큰을 붙여준다. 새로운 토큰을 추가해 주었으므로 각 개체의 위치 

인덱스도 변환해준다. 

출력 표현도 3가지 형태로 실험을 진행한다. 첫 번째 형태는 [CLS] 

token 으로, BERT 모델에 문장이 통과될 때 자동으로 문장의 맨 앞에 

추가되는 [CLS] token 위치에 대응되는 BERT 의 출력 벡터 (output 

state)를 출력 표현으로 사용한다. 두 번째 형태는 Entity mention 

pooling 으로 첫 번째 개체에 해당하는 범위의 토큰들 위치에 대응되는 

출력 벡터를 max pooling 하고, 두 번째 개체에 해당하는 범위의 토큰들 

위치에 대응되는 출력 벡터를 max pooling 하여 pooling 된 두 벡터를 

concat 한 벡터를 출력 표현으로 사용한다. 마지막 형태는 Entity start 

state 로 각 개체의 앞에 존재하는 entity marker token 이라는 스페셜 

토큰의 위치에 대응되는 마지막 은닉 상태 (final hidden states)를 

concat 한 벡터를 출력 표현으로 사용한다. 

이와 같이 3 가지 입력 표현과 3 가지 출력 표현을 조합하여 

6 가지의 형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그림 2.3 의 (f)에 

해당하는, 두 개체의 앞뒤에 엔티티 마커를 붙이고 각 개체의 앞쪽 

엔티티 마커의 위치에 해당하는 마지막 은닉 상태를 관계 표현으로 

사용한 실험이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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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실험에 사용된 관계 표현을 얻는 다양한 구조 (1) 

(Baldini Soares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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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실험에 사용된 관계 표현을 얻는 다양한 구조 (2) 

(Baldini Soares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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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관계 추출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 

 

관계 추출 태스크에 대한 연구가 많아짐에 따라 관계 추출의 성능을 

높이려는 연구도 많아지게 되었다. 최근 신경망 모델이 등장하면서 관계 

추출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 신경망 모델의 특성상 모델의 

어떤 부분에 의해 좋은 성능을 보이는지 아는 것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문장의 어떤 정보가 정확한 관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지 알 수 없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 문장의 어떤 정보가 관계 

추출의 성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게 

되었다.  

    Peng et al. (2020)은 문장 속의 2 가지 요인을 선정하여 해당 

요인이 관계 추출의 성능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선정한 2 가지 요인은 문장 자체 (textual 

context)와 개체 언급 (entity mention)이다. 

    첫 번째 요인인 문장 자체는 관계 정보를 표현하고 있는 어떠한 

패턴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계 추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초기의 관계 추출 연구들 

(Huffman, 1995; Califf and Mooney, 1997)에서도 어떠한 패턴을 

정해놓고 이 패턴들을 매칭시킴으로써 관계를 결정하였다. 또한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관계 추출 태스크를 수행한 연구들 (Socher et al., 

2012; Liu et al., 2013)에서도 문장 자체로부터 패턴을 인코딩 

(encoding)하여 표현 (representation)을 학습한 후 학습된 표현을 

매칭시킴으로써 관계를 예측하였다. 

    두 번째 요인인 개체 언급은 관계 분류 (relation classification)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체 언급을 통해 개체의 종류 

(type)을 알 수 있고 이를 이용해 개체 사이에 존재할 수 없는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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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체들이 지식 그래프에 연결되어 있으면 

지식 그래프에 존재하는 외부 지식을 활용하여 관계 추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Zhang et al., 2019; Peters et al., 2019). 

    Peng et al. (2020)은 2 가지 요인이 관계 추출의 성능에 주는 

영향을 실험하기 위해 문장의 입력 방식을 5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방식은 문장과 개체 언급을 모두 주는 방식이다. 모델에게 개체 

언급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CNN 모델에는 위치 임베딩 (position 

embedding)을 사용하고 사전 학습된 BERT 모델에는 엔티티 마커 

(Baldini Soares et al., 2019)를 사용한다. 

   두 번째 방식은 개체 언급이 지식 그래프와 연결된 것을 이용해서 

개체의 종류 (type)으로 치환하여 문장과 함께 입력하는 방식이다. 개체 

언급의 이름이 아닌 종류를 줌으로써 개체 사이에 존재할 수 없는 

관계를 필터링 (filtering)하는 능력을 실험할 수 있다. 

   세 번째 방식은 개체 언급은 주지 않고 문장만 주는 방식이다. 개체 

언급 부분을 스페셜 토큰 (special token)인 [SUBJ]와 [OBJ]로 

치환하여 모델이 개체의 이름을 알지 못한 채로 문장만 가지고 관계를 

추출할 수 있는지를 실험한다. 

    네 번째 방식은 문장 자체를 주지 않고 두 개체만을 주는 방식이다. 

이제까지 성능이 좋게 나왔던 신경망 모델들이 문장을 언어적으로 잘 

이해한다기보다 그저 개체 쌍을 외움으로써 관계 추출의 성능을 

높여왔던 것은 아닌지를 실험하게 된다. 

    마지막 방식은 네 번째 방식과 유사하지만 두 개체의 이름 대신 

종류를 주는 방식이다. 네 번째 방식과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개체의 

종류가 관계 추출의 성능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실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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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g et al. (2020)은 문장의 입력 방식을 5 가지로 설정하여 문장 

자체와 개체 언급이 관계 추출의 성능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문장 자체와 개체 언급이 둘 다 주어졌을 때 

성능이 가장 좋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문장 자체와 개체 언급이 관계 

추출에 있어 핵심 요인임을 밝혔다. 추가적으로 개체 언급의 이름이 

아닌 종류를 주었을 때 성능이 약간 더 좋게 나타났는데 이로부터 관계 

추출 모델이 개체 언급을 통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요소는 

종류 (type)임을 밝혔다. 

 

 

2.3 요약 

 

이 장에서는 지식 그래프의 정의와 활용 가능성이 충분한 이유를 

검토하고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식 그래프를 기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관계 추출 태스크에 대해 

고찰하고 관계 추출 모델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관계 추출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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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 실험 

 

이 장에서는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하기에 앞서 관계 추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 예비 실험에 대해 소개한다. 3.1 절에서는 

문장 구조와 관련된 요인이 관계 추출의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다. 3.2 절에서는 관계 추출 모델의 출력 표현을 

달리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성능을 비교한다. 예비 실험의 결과를 

반영하여 본 연구의 모델을 학습하게 된다. 

 

 

3.1 문장 구조와 관련된 요인의 영향 실험 

 

본 연구에서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하기에 앞서 관계 추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문장 구조와 관련된 요인을 선정하여 성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다. 2 장에서 살펴본 관계 추출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Peng et al., 2020)는 2 가지 요인으로 

문장 자체와 개체 언급을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선정한 두 요인은 모두 주어진 문장의 내용과 관련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차별점을 두어, 본 연구에서는 문장의 구조와 관련된 요인의 

영향을 실험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 구조와 관련된 요인으로 ‘개체 

거리’(문장 내 두 개체 사이의 거리)와 ‘문장 길이’(문장 자체의 

길이)의 2 가지 요인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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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은 같은 관계를 가지는 문장이더라도 개체 거리와 문장 

길이는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1 의 예시를 보면 3 가지 문장 

모두 ‘founded by’라는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첫 번째 예시 

문장은 ‘SpaceX was founded in 2002 by Elon Musk.’로 문장이 

끝났고, 두 번째 문장은 단어들이 추가로 나열되어 문장 길이가 길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문장 역시 개체 쌍 사이에 추가적인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어 첫 번째 문장에 비해 개체 거리가 길게 나타난다. 

    개체 거리와 문장 길이의 2 가지 요인을 생각해볼 때, 직관적으로는 

개체 거리가 짧거나 문장 길이가 짧을수록 관계 표현을 더 잘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3.1 의 예시를 통해 보면, 첫 번째 예시 

문장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예시 문장보다 ‘founded by’라는 관계를 

더 잘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 

개체 거리 또는 문장 길이가 길어지면 실제 관계 추출 태스크에서 

그림 3.1 같은 관계를 가지지만 구조가 다른 문장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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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해야 하는 관계와 관련 없는 추가적인 정보가 문장 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실험의 목적은 설명한 직관이 맞는지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실험 

결과를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때 반영하여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함이다. 

 

 

3.1.1 실험 설계 

 

문장 구조와 관련된 요인으로 선정한 개체 거리와 문장 길이의 영향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한다. 실험에서 사용하는 모델은 BERT 

(Devlin et al., 2019)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문장에 따른 관계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사전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BERT 가 

문장 내의 관계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학습을 진행한다. 사전 

학습이 끝난 후에는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를 통해 관계 추출 벤치마크 

데이터셋 (Relation Extraction Benchmark Dataset)에 대해 미세조정 

(fine-tuning)하여 관계 분류 (Relation Classification) 문제에 대한 

성능을 평가한다. 

    사전 학습용 데이터로는 Peng et al. (2020)에서 사용한 사전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744 개의 관계와 867,278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BERT 를 활용하여 사전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장으로부터 관계 표현을 학습하기 위해 문장 내에 존재하는 두 

개체의 위치를 표시하는 엔티티 마커 (Baldini Soares et al., 2019)를 

사용하였다. 또한 Baldini Soares et al. (2019)에서 성능이 가장 좋게 

나타난 앞쪽 엔티티 마커의 위치에 대응되는 마지막 은닉 상태를 붙여 

(concat) 관계 표현으로 사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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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사전 학습 시에 메트릭 러닝 (Metric Learning) 방식 중의 

하나인 트리플렛 러닝 (triplet learning) (Schroff et al., 2015) 방식을 

사용하였다. 트리플렛 러닝에서는 기준이 되는 데이터를 앵커 

(anchor)로 두고, 해당 데이터와 같은 분류에 속하는 데이터를 긍정 쌍 

(positive pair)으로, 다른 분류에 속하는 데이터를 부정 쌍 (negative 

pair)으로 정의한다. 트리플렛 러닝의 목적은 전체 데이터의 임베딩 

벡터 (embedding vector)를 학습하는데, 이 때 그림 3.2 와 같이 긍정 

쌍에 속하는 데이터는 앵커와 가까워지도록, 부정 쌍에 속하는 데이터는 

앵커와 멀어지도록 임베딩 공간에 배치하도록 학습하는 것이다. 

    이 실험에서는 관계 추출에 트리플렛 러닝을 적용하기 때문에 긍정 

쌍으로는 앵커 문장과 같은 관계를 가지는 문장으로, 부정 쌍으로는 

앵커 문장과 다른 관계를 가지는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트리플렛 

러닝을 통해 같은 관계를 가지는 문장끼리 비슷한 관계 표현 벡터를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사전 학습의 목적이다. 

    모델의 사전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로 이루어진 트리플렛을 

(𝑥#$ , 𝑥#
%, 𝑥#&*  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𝑥#  를 문장 데이터라 하면 해당 

문장의 관계 표현은 𝑓(𝑥#)  라 할 수 있고 이는 문장을 BERT 에 

통과시켜 임베딩되는 결과 벡터이다. 트리플렛 러닝에서는 트리플렛 

그림 3.2 트리플렛 러닝 (Schroff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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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triplet loss)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시키게 된다. 

트리플렛 로스는 아래의 수식 (1) (Schroff et al., 2015)과 같이 계산된다. 

수식에서 𝛼 는 margin 으로 앵커와 부정 쌍 사이의 거리가 앵커와 긍정 

쌍 사이의 거리보다 얼마나 더 멀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변수이다. 

 

ℒ'(#%)*+ =	∑ [2𝑓(𝑥#$) − 𝑓(𝑥#
%*2"

" −	‖𝑓(𝑥#$) − 𝑓(𝑥#&)‖"" 	+ 𝛼],-
#      (1) 

 

 

    트리플렛 러닝을 이용해서 BERT 를 사전 학습하지만 기존의 

BERT 의 문장을 잘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Devlin et al. 

(2019)에서 사용한 MLM (Masked Language Modeling) 로스를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이 실험에서 모델의 사전 학습에 사용되는 학습 

로스 (training loss)는 트리플렛 로스와 MLM 로스를 합쳐서 사용하게 

된다. 

    이 실험의 목적은 문장 구조와 관련된 요인으로 선정한 개체 거리와 

문장 길이의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모델을 사전 학습할 때 

2 가지 요인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이 실험에서는 

앵커 문장을 설정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여 아래의 5 가지 모델을 

학습하였다. 학습한 5 가지 모델은 모두 BERT 에 기반한 모델이고, 

다음과 같다. 

 

• EDMIN (Entity Distance Minimum model) 

• EDMAX (Entity Distance Maximum model) 

• SLMIN (Sentence Length Minimum model) 

• SLMAX (Sentence Length Maxim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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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DOM (Random Anchor model) 

 

     첫 번째 모델은 EDMIN (Entity Distance Minimum) 모델이다. 그림 

3.1 의 예시에서 보았듯이 같은 관계를 가지는 문장들 중에서 개체 

거리가 짧을수록 관계 표현을 더 잘 학습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직관이 

맞는지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해당 모델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먼저 전체 사전 학습용 데이터에서 엔티티 마커를 사용하여 각 문장의 

개체 거리를 계산한다. 같은 관계를 가지는 문장들끼리 묶은 후에, 각 

그룹마다 개체 거리가 가장 짧은 10%의 문장들을 추출한다. 이 때 그룹 

안의 문장 수가 10 개 미만인 그룹은 배제한다. 추출된 문장들을 

트리플렛 러닝에서의 앵커 데이터로 사용하여 사전 학습을 진행한다. 

앵커 데이터로 사용되는 문장들은 각 관계마다 개체 거리가 가장 짧은 

문장들이기 때문에 사전 학습용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개체 거리가 짧은 

문장들의 관계 표현을 학습하게 된다. 

    두 번째 모델은 EDMAX (Entity Distance Maximum) 모델이다. 

EDMIN 모델과 비교하기 위해 해당 모델을 설계하였다. EDMIN 모델과 

같은 방식으로 앵커 문장을 추출하지만 개체 거리가 가장 짧은 10%가 

아닌 개체 거리가 가장 긴 10%를 추출하여 앵커 문장으로 사용한 후 

사전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세 번째 모델은 SLMIN (Sentence Length Minimum) 모델이다. 

앞서 살펴본 2 개의 모델은 문장 구조와 관련된 2 가지 요인 중 개체 

거리와 관련된 모델이다. 이 모델은 문장 길이와 관련된 모델로 같은 

방식으로 문장 길이가 가장 짧은 10%의 문장들을 추출하여 앵커 

문장으로 사용한다. 

    네 번째 모델은 SLMAX (Sentence Length Maximum) 모델이다. 

SLMIN 모델과 비교하기 위해 해당 모델을 설계하였고 각 관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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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길이가 가장 긴 10%의 문장들을 추출하여 앵커 문장으로 

사용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모델은 RANDOM (Random Anchor) 모델이다. 이 

모델은 각 관계마다 10%의 문장들을 임의로 추출하여 앵커 문장으로 

사용한다. 사전 학습 시에 한 번의 에폭 (epoch) 동안 설정된 앵커 

문장들은 변경하지 않고, 다음 에폭이 되면 다시 임의로 추출하여 앵커 

문장으로 사용한다. 

    사전 학습에 사용되는 5 가지 모델 모두에 대해 설정된 앵커들은 

다른 앵커와 먼저 트리플렛을 형성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앵커끼리 

트리플렛을 형성할 때는 설정된 앵커들의 절반은 긍정 쌍으로써 

작용하고, 부정 쌍으로는 다른 관계를 가지는 문장들 중 임의로 

추출하여 사용한다. 앵커끼리의 학습이 끝나고 나면 앵커가 아닌 나머지 

90%의 문장들이 긍정 쌍과 부정 쌍으로 작용하여 트리플렛을 형성하게 

된다. 

    사전 학습이 끝나면 학습된 모델들을 관계 추출 벤치마크 데이터셋 

(Relation Extraction Benchmark Dataset)에 대해 성능을 평가한다. 

관계 추출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관계 추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검증된 데이터셋이다. 각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존재하는 관계 라벨들이 정해져 있고 상이하기 때문에 관계 추출 

태스크는 관계 분류 (Relation Classification) 문제로 전환된다. 이 

실험에서 사전 학습된 5 가지 모델들을 각 데이터셋에 대해 미세조정 

(fine-tuning)하여 관계 분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미세조정을 할 때 

각 모델에서는 학습 로스 (training loss)로 분류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는 교차 엔트로피 로스 (cross entropy loss)를 사용하였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관계 추출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Wiki80 (Han et 

al., 2019), KBP-37 (Zhang and Wang, 2015), ChemProt (Kringelu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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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6)이다. Wiki80 데이터셋은 80 개의 관계로 라벨링되어 있고 총 

56,000개의 문장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 KBP-37 데이터셋은 37개의 

관계로 라벨링되어 있고 총 15,916 개의 문장 데이터가 존재한다. 

ChemProt 데이터셋은 13 개의 관계가 존재하고 총 10,065 개의 문장을 

가지고 있다.  

 

 

3.1.2 실험 결과 

 

Dataset Wiki80 KBP-37 ChemProt 

Model 1% 10% 100% 1% 10% 100% 1% 10% 100% 

EDMIN 0.649 0.860 0.912 0.204 0.581 0.644 0.057 0.487 0.732 

EDMAX 0.671 0.863 0.915 0.209 0.584 0.641 0.059 0.472 0.727 

SLMIN 0.651 0.858 0.915 0.208 0.585 0.639 0.044 0.474 0.725 

SLMAX 0.680 0.859 0.914 0.220 0.587 0.642 0.059 0.484 0.724 

RANDOM 0.700 0.867 0.916 0.219 0.591 0.650 0.072 0.492 0.734 

 

 

문장 구조와 관련된 요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개체 거리와 문장 길이의 2 가지 요인에 따라 트리플렛 러닝 방식에서의 

앵커를 설정하는 방법을 모델마다 달리 하여 사전 학습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3가지 데이터셋 모두에 대해 데이터의 1%, 10%, 100%를 

미세 조정을 통한 모델 학습에 사용하였다. 각 모델 간의 앵커 설정 

표 3.1 관계 추출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 

(Wiki80: accuracy, KBP-37, ChemProt: micro F1, 

1%, 10%, 100%는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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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외의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트리플렛 로스의 margin 값은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사전 학습된 각 모델을 관계 추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 성능을 

평가한 결과 표 3.1 과 같이 나타난다. 표 3.1 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모든 실험에서 RANDOM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RANDOM 모델 이외의 모델은 성능에 있어서 특별한 

순서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개체 거리와 문장 길이의 2 가지 요인이 

관계 추출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실험에서의 가정은 관계 표현을 더 잘 학습할 수 있는 문장들을 앵커로 

설정하여 사전 학습을 진행하면 관계 추출의 성능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 아래, 개체 거리와 문장 길이가 짧을수록 

해당 문장이 관계 표현을 더 잘 학습할 수 있는 문장일 것이다라는 

직관을 검증하려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실험에서 선정한 개체 거리와 문장 길이의 2 가지 요인은 

관계 추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Model 1% 10% 100% 

BERT 0.562 0.848 0.914 

RANDOM 0.715 0.871 0.917 

표 3.2 BERT 와 RANDOM 모델의Wiki80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 (accuracy) 비교 

(1%, 10%, 100%는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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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관계 추출 태스크에 있어서 트리플렛 러닝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전 학습된 BERT (Devlin et al., 2019) 모델과 이 실험에서 

사전 학습된 RANDOM 모델을 관계 추출 데이터셋 중의 하나인 Wiki80 

(Han et al., 2019) 에 대해 성능을 평가하여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는 표 

3.2 와 같이 나타난다. 기존의 BERT 모델과 비교하여 트리플렛 러닝 

방식을 통해 사전 학습된 RANDOM 모델이 성능이 더 좋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트리플렛 러닝 방식을 사용하여 문장 

구조와 관련된 요인이 관계 추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진행한 이 실험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3.2 관계 추출 모델의 출력 표현에 따른 성능 실험 

 

본 연구에서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할 때 BERT (Devlin et al., 

2019)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Baldini Soares et al. 

(2019)에서는 관계 추출 태스크에 BERT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 입력 

문장에 존재하는 두 개체의 앞뒤에 엔티티 마커를 붙이는 전처리를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BERT 모델을 통과한 후 문장 내 두 개체의 

앞쪽 엔티티 마커의 마지막 은닉 상태를 붙인 벡터를 문장의 관계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구와 같은 전처리를 한 

후에 관계 표현으로 사용하는 출력 표현을 다양하게 달리 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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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실험 설계 

 

출력 표현으로 6 가지의 형태를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출력 

표현으로 사용하는 모델은 다음과 같다. 

 

• ALL 

• END2START 

• ALLCC 

• END2STARTCC 

• ENTMARK 

• MINUS 

 

 

그림 3.3 출력 표현에 따른 모델 성능 실험 –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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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모델은 ALL 모델로 그림 3.3 과 같다. ALL 모델은 문장의 

관계 표현으로 문장 내 두 개체의 앞뒤로 존재하는 엔티티 마커 4 개의 

위치에 대응되는 마지막 은닉 상태 벡터를 max pooling 하여 사용한다. 

Pooling 을 하여 얻기 때문에 벡터의 길이는 변함이 없다. 

 

 

 

두 번째 모델은 END2START 모델로 그림 3.4 와 같다. 

END2START 모델은 문장의 관계 표현으로 첫 번째 개체의 뒤에 

존재하는 엔티티 마커와 두 번째 개체의 앞에 존재하는 엔티티 마커의 

위치에 대응되는 마지막 은닉 상태 벡터를 max pooling 하여 사용한다. 

ALL 모델과 마찬가지로 pooling 을 하여 얻기 때문에 벡터의 길이는 

변함이 없다. 

 

그림 3.4 출력 표현에 따른 모델 성능 실험 – END2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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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모델은 ALLCC 모델로 그림 3.5 와 같다. ALLCC 모델은 

문장의 관계 표현으로 문장 내 두 개체의 앞뒤로 존재하는 엔티티 마커 

4 개의 위치에 대응되는 마지막 은닉 상태 벡터를 concat 하여 사용한다. 

Concat 을 하여 얻기 때문에 벡터의 길이는 그림 3.5 와 같이 hidden 

size 의 4배로 늘어나게 된다. 

 

 

 

 

 

그림 3.5 출력 표현에 따른 모델 성능 실험 – AL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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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모델은 END2STARTCC 모델로 그림 3.6 과 같다. 

END2STARTCC 모델은 문장의 관계 표현으로 첫 번째 개체의 뒤에 

존재하는 엔티티 마커와 두 번째 개체의 앞에 존재하는 엔티티 마커의 

위치에 대응되는 마지막 은닉 상태 벡터를 concat 하여 사용한다. 

ALLCC 모델과 마찬가지로 concat 을 하여 얻기 때문에 벡터의 길이는 

늘어나게 되고, 그림 3.6과 같이 hidden size 의 2배로 늘어나게 된다. 

 

 

 

 

 

그림 3.6 출력 표현에 따른 모델 성능 실험 – END2STAR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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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모델은 ENTMARK 모델로 그림 3.7과 같다. ENTMARK 

모델은 Baldini Soares et al. (2019)가 사용한 출력 표현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 해당 모델은 문장의 관계 표현으로 문장 내 두 개체의 앞쪽 

엔티티 마커의 은닉 상태를 concat 하여 사용한다. Concat 을 하여 얻기 

때문에 벡터의 길이는 3.7과 같이 hidden size 의 2배로 늘어나게 된다. 

 

 

 

 

 

 

그림 3.7 출력 표현에 따른 모델 성능 실험 – ENTMARK 



 

 32 

 

 

 

마지막 모델은 MINUS 모델로 그림 3.8 과 같다. MINUS 모델은 

문장의 관계 표현으로 첫 번째 개체의 앞쪽 엔티티 마커와 두 번째 

개체의 앞쪽 엔티티 마커의 위치에 대응되는 마지막 은닉 상태 벡터의 

차를 사용한다. 벡터의 길이에는 변함이 없다. 

위와 같은 6 가지 형태의 출력 표현을 사용하는 모델의 학습에는 

Peng et al. (2020)에서 사용한 Contrastive learning 방식을 사용한다. 

Contrastive learning (Hadsell et al., 2006)은 ‘이웃’끼리는 서로 

당겨지고 ‘이웃이 아닌 것’끼리는 서로 미는 형태로 표현 

(representation)을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학습 방식을 관계 

표현의 학습에 사용하기 위해 Peng et al. (2020)은 ‘이웃’을 같은 

관계를 가지는 문장들로 정의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해당 연구에서 

그림 3.8 출력 표현에 따른 모델 성능 실험 –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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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 학습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출력 표현만 다르게 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Peng et al. (2020)은 각 문장에 존재하는 두 개체를 각각 랜덤한 

확률로 마스킹을 한 후 이를 BERT 모델에 통과시켜 관계 표현을 

얻는다. 각 문장의 관계 표현을 이용하여 같은 관계를 가지는 문장의 

표현끼리는 서로 가까워지도록, 다른 관계를 가지는 문장의 표현끼리는 

서로 멀어지도록 하는 contrastive learning 방식을 통해 학습한다. 

같은 관계를 가지는 문장 쌍을 (𝑥., 𝑥/) 라 하고 다른 관계를 가지는 

문장 쌍을 (𝑥., 𝑥/# *	(1 ≤ 𝑖 ≤ 𝑁)  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𝕩  를 6 가지 

형태로 다르게 사용하는 관계 표현이라 하면, contrastive loss 는 

아래의 수식 (2) (Peng et al., 2020)와 같이 계산된다. 

 

ℒ01 =	−𝑙𝑜𝑔
*𝕩"

#𝕩$

*𝕩"
#𝕩$,	∑ *𝕩"

#𝕩$
%%&'

%()

                     (2) 

 

 

    Peng et al. (2020)은 BERT 가 문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MLM (Masked Language Modeling) 

(Devlin et al., 2019) 로스를 함께 사용한다. 따라서 최종적인 학습 

로스는 수식 (2)의 contrastive loss와 MLM loss를 합친 것이 된다. 본 

실험에서는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 로스를 그대로 사용하여 모델의 

사전 학습을 진행한 후 6 가지의 출력 표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다. 사전 학습용 데이터 역시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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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하기에 앞서 BERT 를 활용한 

관계 추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 표현으로 사용하는 출력 

표현을 달리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총 6 가지의 방식으로 사전 

학습된 모델을 Wiki80 (Han et al., 2019) 데이터셋에 대해 미세 

조정하여 관계 추출 성능을 평가하였다. 

 

Dataset Wiki80 

Model 1% 10% 100% 

ALL 0.831 0.906 0.930 

END2START 0.819 0.897 0.930 

ALLCC 0.853 0.914 0.928 

END2STARTCC 0.838 0.913 0.930 

ENTMARK 0.828 0.909 0.925 

MINUS 0.839 0.911 0.930 

 

 

 

    데이터셋의 1%, 10%, 100%를 사용하여 미세 조정을 통한 모델 

학습을 진행하였고 성능을 평가한 결과 표 3.3 과 같이 나타난다. 

데이터셋의 100%를 사용하였을 때는 모든 모델의 성능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셋의 1%, 10% 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문장 내 존재하는 모든 엔티티 마커 위치의 마지막 

표 3.3 출력 표현에 따른 모델의 성능(accuracy) 비교 

(1%, 10%, 100%는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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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상태를 concat 하여 사용하는 ALLCC 모델의 성능이 가장 좋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ALLCC 모델이 두 개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모델과 다르게 ALL 

모델과 ALLCC 모델은 4 개의 엔티티 마커의 내재된 정보를 모두 

활용하게 된다. ALLCC 모델은 4 개의 엔티티 마커의 모든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지만 ALL 모델은 max pooling 을 통해 약간의 정보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성능 차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3.3 요약 

 

이 장에서는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하기에 앞서 관계 추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을 검토하고자 진행한 예비 실험에 

대해 소개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문장 구조와 관련된 요인으로 개체 거리와 문장 

길이의 2 가지 요인을 선정하고 요인에 따라 트리플렛 러닝 방식에서의 

앵커를 다르게 설정하여 모델을 학습하고 성능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는 2 가지 요인 모두 관계 추출의 성능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가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났지만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문장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있어서 개체 거리나 

문장 길이가 짧은 문장 위주로 수집해야 할 필요 없이 임의로 수집해도 

관계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실험의 의의가 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BERT (Devlin et al., 2019) 기반의 모델을 

사용하여 관계 추출 태스크를 수행할 때 성능이 가장 좋게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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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표현을 실험적으로 알아내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문장 내 두 

개체의 앞뒤에 존재하는 총 4 개의 엔티티 마커 위치의 마지막 은닉 

상태를 concat 하여 사용하는 ALLCC 모델의 성능이 가장 좋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 실험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할 때 ALLCC 모델의 출력 표현을 관계 표현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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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 학습 

 

이 장에서는 한국어 기반의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어 

문장으로부터 관계 정보를 추출하는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 

소개한다. 4.1 절에서는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어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4.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의 작동 원리 및 학습에 사용한 

환경 등에 대해 소개한다. 4.3 절에서는 학습된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를 소개하고, 해당 모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듈을 만들어 공개한다. 

 

 

4.1 한국어 관계 추출 데이터셋 구축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기반의 지식 그래프를 기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계 추출 태스크를 활용한다. 본 연구의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하기에 적합한 한국어 관계 추출 데이터셋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접 데이터셋을 구축하도록 한다. 이 절에서는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과정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 2 장에서 

살펴본 Mintz et al. (2009)의 원격 지도 방법론을 활용한다. 원격 지도 

방법론의 핵심 가정은 어떤 개체 쌍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지식 

그래프에 존재하는 해당 개체 쌍 사이의 관계를 어떠한 식으로든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문장과 해당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관계 정보를 라벨링한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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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지도 방법론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와 

대규모의 지식 그래프가 필요하다. Han et al. (2018)에서는 원격 지도 

방법론을 활용하여 영어 기반의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대용량의 말뭉치로 영어로 된 위키피디아 코퍼스 (Wikipedia corpus)를 

사용하고, 대규모의 지식 그래프로는 위키데이터 (Wikidata)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대용량의 말뭉치로 한국어로 된 위키피디아 코퍼스와 지식 그래프로는 

해당 연구와 동일한 위키데이터를 사용한다. 

 

 

4.1.1 한국어 위키피디아 코퍼스 처리 

 

본 연구에서는 원격 지도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어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구축한다. 관계를 추출하고자 하는 대용량의 말뭉치로 

한국어 위키피디아 코퍼스를 선정하여 해당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전처리를 수행하여 데이터셋의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어 위키피디아 코퍼스는 한국어 위키피디아 페이지②에서 최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해당 데이터의 

다운로드 시점은 2021 년 10 월 12 일이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kowiki-latest-pages-articles.xml 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확장자는 xml 로 되어 있다. 해당 데이터로부터 많은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본문을 추출하기 위해 파싱 (parsing)을 해 준다. 해당 데이터의 

파싱을 위해 Python 기반의 오픈 소스인 wikiextractor③를 사용하였다. 

 
② https://dumps.wikimedia.org/kowiki/latest/ 
③ https://github.com/attardi/wikiex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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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코퍼스 데이터의 파싱이 끝나면 여러 개의 디렉토리가 

생성되고 각 디렉토리 안에 텍스트 파일들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파싱이 끝나고 생성된 텍스트 파일에 존재하는 모든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 기본적인 텍스트 전처리를 포함한 전처리를 수행한다.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어와 문장 

내에서 많이 혼용되는 영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는 모두 제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습하는 모델은 관계 추출 태스크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문장 단위의 관계 추출을 학습할 것이므로 문장 단위로 

split 하는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전처리가 끝난 전체 텍스트 데이터의 개수는 총 3,862,545 개이다. 

해당 데이터를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의 입력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json 파일로 저장하였다. 그림 4.1과 같은 형태로 저장되었다. 

 

 

 

 

그림 4.1 전처리된 한국어 위키피디아 코퍼스 json 파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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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위키데이터 처리 

 

본 연구에서는 원격 지도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어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의 지식 그래프로 위키데이터 

(Wikidata)를 활용한다. 해당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여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저장한다. 

    위키데이터는 위키데이터 페이지 ④ 에서 최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해당 데이터의 다운로드 시점은 

2021년 3월 3일이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latest-all.json.bz2 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json 파일을 bz2 로 압축시킨 형태의 파일로 압축된 

크기가 63.3GB 로 크기가 매우 크다. 

    데이터의 크기가 매우 커서 파일을 분할하여 일부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았다. 데이터는 json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각 딕셔너리에는 지식 

그래프에 존재하는 각 개체의 정보가 들어 있다. 하나의 개체의 

딕셔너리에는 다음과 같은 총 8개의 딕셔너리 key 로 구성된다. 

 

• type 

• id 

• labels 

• descriptions 

• aliases 

• claims 

• sitelinks 

 
④ https://dumps.wikimedia.org/wikidatawiki/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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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revid 

 

    위키데이터에 존재하는 항목의 대부분은 ‘type’이 ‘item’으로 

이루어져 있고, ‘id’는 위키데이터에서 해당 항목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로 항목이 개체라면 ‘id’가 ‘Q’로 시작하고, 항목이 

관계를 나타낸다면 ‘id’가 ‘P’로 시작한다. ‘labels’는 해당 

항목을 부르는 이름을 각 언어에 따라 저장해 놓은 딕셔너리로 이루어져 

있다. ‘descriptions’는 해당 항목에 대한 설명을 각 언어에 따라 

저장해 놓은 딕셔너리로 이루어져 있다. ‘aliases’는 해당 항목이 

‘labels’와는 다르게 불리는 이름이 존재하는 경우를 각 언어에 따라 

저장해 놓은 딕셔너리로 이루어져 있다. ‘claims’는 해당 항목이 다른 

개체와 가지는 관계 또는 연결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인 ‘P’로 시작하는 ‘id’들이 ‘claims’의 딕셔너리의 key 로 

존재한다. ‘sitelinks’의 경우 위키데이터에 연결된 위키와 일치하는 

위키백과, 위키책 등의 링크 정보로 이루어져 있고, ‘lastrevid’는 가장 

최근에 해당 항목을 수정한 id 를 의미한다. 

    위키데이터의 정보 중 본 연구에서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id’, ‘labels’, ‘descriptions’, ‘aliases’, 

‘claims’이다. 또한, 한국어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각 딕셔너리 key 에서 한국어로 된 부분과 한국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개체를 위해 영어로 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추출한다. 

위키데이터 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bz2 로 압축된 데이터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Python 의 bz2⑤  모듈을 

 
⑤ https://docs.python.org/ko/3/library/bz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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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다. 또한 데이터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메모리에 로드하면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파일을 line 

by line 으로 읽으면서 데이터를 처리하여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여 json 

파일로 저장하였다. 추출된 데이터의 크기도 매우 크기 때문에 개체 

1,000,000 개씩 추출하여 json 파일로 저장한다. 총 92,373,772 개의 

개체의 정보를 추출하였고, 처리하는데에는 대략 14 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림 4.2 는 처리된 데이터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4.1.3 개체명 인식을 통한 개체 추출 

 

한국어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어 문장과 해당 문장 

안에 존재하는 관계 정보를 라벨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장 내에 존재하는 개체 쌍을 추출하는 작업이 

그림 4.2 위키데이터로부터 추출된 json 파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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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은 문장 내에서 개체를 추출하는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습되어 있는 한국어 기반의 개체명 

인식 모델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개체명 인식 모델로 

pororo⑥ 모듈을 사용한다. 

 

(1) 제임스 얼 카터 주니어는 민주당 출신 미국 39대 대통령 이다. 

 

    예시 (1)은 4.1.1 절에서 처리한 한국어 위키피디아 코퍼스로부터 

가져온 예시 문장이다. 해당 문장에 대해 pororo 모듈을 사용하여 

개체명 인식 (NER, Named Entity Recognition)을 수행한 결과 그림 

4.3과 같이 나타난다. 

 

 

 

 
⑥ https://github.com/kakaobrain/pororo 

그림 4.3 한국어 개체명 인식 모듈 pororo 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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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개체명 인식 모듈 pororo를 사용하면 그림 4.3과 같이 문장 

내에 존재하는 개체와 개체의 종류 (type)을 튜플 (tuple) 형태로 

추출해준다. 해당 모듈이 분류할 수 있는 종류에는 어떤 것에도 

분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O’를 포함하여 ‘PERSON’, 

‘CIVILIZATION’, ‘COUNTRY’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것에도 분류되지 않는 토큰을 의미하는 ‘O’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개체를 추출하여 한국어 관계 추출 데이터셋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1.4 개체 연결 

 

문장 내에 존재하는 관계 정보를 지식 그래프를 이용해서 알아내기 

위해서는 4.1.3 절에서 추출한 개체들이 지식 그래프에서 어떤 id 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어 대응시켜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지식 그래프에 개체 연결 (entity linking)한다고 한다. 

    개체 연결을 수행하기 위해 개체 이름과 해당 개체의 위키데이터 

id 의 대응 관계 정보를 담은 json 파일을 저장한다. 4.1.2 절에서 

처리하여 생성된 92 개의 json 파일로 분할된 위키데이터로부터 각 

개체의 위키데이터 id 정보를 추출하여 딕셔너리 형태로 만든다. 

    딕셔너리의 key 로는 개체의 이름에 해당하는 ‘labels’와 개체가 

다르게 불리는 이름에 해당하는 ‘aliases’중 한국어로 된 것을 

사용한다. 딕셔너리의 value로는 해당 개체의 위키데이터 id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개체에 대해 개체의 이름과 위키데이터 id 를 

대응시켜 딕셔너리로 저장한 후 ent2id.json 이라는 파일명으로 

저장하였다. 한국어 라벨이 존재하지 않는 개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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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된 개체의 수는 총 1,598,195 개이다. 그림 4.4 는 ent2id.json 

파일의 일부를 나타낸 것으로 개체의 이름이 딕셔너리의 key 로, 개체의 

위키데이터 id 가 딕셔너리의 value 로 되어 있다. 

     

 

 

4.1.5 관계 트리플 데이터 추출 

 

4.1.1 절에서 처리한 한국어 위키피디아 코퍼스 데이터를 대상으로 관계 

트리플 데이터 추출을 진행한다.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 

그래프 내의 어떤 개체가 다른 개체와 어떠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매핑 (mapping)되어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는 4.1.2 절에서 처리한 위키데이터로부터 추가적인 처리를 통해 

추출할 수 있다. 

그림 4.4 개체 이름-위키데이터 id 대응 관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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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절에서 처리하여 생성된 92 개의 json 파일로 분할된 

위키데이터로부터 각 개체의 위키데이터 id 와 해당 개체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claims’정보를 추출하여 딕셔너리 형태로 만든다. 

    딕셔너리의 key 로는 개체의 위키데이터 id 를 사용한다. 딕셔너리의 

value 로는 해당 개체의 ‘claims’정보를 사용한다. 이 때 

‘claims’에는 연결되어 있는 다른 개체의 위키데이터 id 이외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가적인 정보가 매우 많으므로 모두 제외하고 

추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딕셔너리를 저장한 후 

entid2rel.json 이라는 파일명으로 저장하였다. 처리된 데이터의 수는 총 

9,200,000개로 처리하는데에는 대략 1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림 4.5 특정 개체가 가지는 관계 정보 매핑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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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는 위키데이터 id ‘Q31’을 가지는 ‘벨기에’가 다른 

개체들과 가지는 관계 정보를 매핑한 것의 일부를 나타낸 것으로, 

entid2rel.json 파일에서 딕셔너리 key 는 ‘Q31’이고, 딕셔너리의 

value 부분이 그림 4.5로 나타난다. 그림 4.5를 보면, 첫 번째 데이터가 

‘Q1088364’가 ‘P1344’와 대응되어 있다. 이는 딕셔너리 key 인 

‘Q31’개체가 ‘Q1088364’개체와 ‘P1344’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준비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계 트리플 데이터 추출 작업을 

진행한다. 한국어 위키피디아 코퍼스 데이터의 각 문장에 대해 pororo 

모듈을 사용하여 개체명 인식을 통해 개체를 추출한다. 각 문장마다 

추출된 개체의 순열을 고려하여 가능한 개체 쌍을 준비한다. 이 때 같은 

문장에 대한 개체 쌍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문장에서 

추출된 개체의 수가 6 개 이상이면 가능한 개체 쌍 중 10 개만 랜덤 

추출 (random sampling)하여 사용한다. 

한국어 위키피디아 코퍼스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개체 쌍들에 대해 

4.1.4 절에서 처리하여 만든 ent2id.json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키데이터 

id 를 알아내어 개체 연결을 진행한다. 2 개의 개체가 모두 개체 연결된 

개체 쌍들에 대해 해당 개체 쌍 사이에 관계가 존재하는지 

entid2rel.json 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인하고 이를 추출한다. 이 때 같은 

문장에 대한 관계 트리플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문장에 대해서는 관계 트리플이 최대 2 개까지만 나오도록 랜덤 

추출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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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 은 추출된 관계 트리플 데이터의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4.1.3 절에서 사용한 예시 (1) 문장에 대해 개체명 인식을 통한 개체 

추출을 진행하고, 추출된 개체 쌍에 대해 지식 그래프로 사용한 

위키데이터의 정보를 활용하여 관계를 추출하였다. 관계 트리플 

데이터에는 해당 문장에서 두 개체의 위치를 위치 인덱스로 표시하여 

관계 추출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6 과 같은 형태로 한국어 위키피디아 코퍼스의 모든 

문장으로부터 관계 트리플 데이터를 추출하여 csv 파일로 저장하였다. 

총 3,862,545 개의 문장에 대해 작업을 수행한 결과 750,881 개의 관계 

트리플 데이터가 추출되었고 처리 시간은 대략 58 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림 4.6 관계 트리플 데이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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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된 관계 트리플 데이터를 확인하여 한국어 위키피디아 코퍼스의 

문장들 안에 존재하는 관계들의 종류를 살펴보고 분포 비율을 

확인하였다. 총 652 개의 관계가 추출되었고 그 중 가장 많이 나타난 

관계 종류 5개를 확인해보니 표 4.1과 같이 나타난다. 

 

관계 id 관계 label 분포 비율 

P17 다음 나라의 것임 15.84% 

P131 다음 행정구역에 위치 10.52% 

P530 수교국 5.22% 

P150 하위 행정구역 4.66% 

P47 경계를 맞닿음 4.35% 

 

 

 

 

    표 4.1 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위키피디아 코퍼스 내에 존재하는 

가장 많이 존재하는 관계 5 종류가 모두 국가 혹은 위치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 위키피디아 코퍼스 내에 국가와 관련된 

문장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키피디아 코퍼스가 국가와 관련된 문장이 많아 

다른 관계들에 비해 분포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고려하여 추출된 

652 개의 관계 중 분포 비율이 0.1% 이상 되는 관계들은 모두 관계 

추출 모델에 사용하기로 한다. 분포 비율이 0.1% 미만인 것들은 제외한 

결과 총 652 개의 관계 중 97 개의 관계가 남게 되었다. 본 연구의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 학습에 라벨로써 사용하는 이 97 개의 관계들의 

표 4.1 한국어 위키피디아 코퍼스 내에 존재하는 관계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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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은 부록에 실어 놓았다. 추가적으로 97 개의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에 라벨링된 관계 트리플 데이터들은 제거하였다. 그 결과 

750,881 개의 관계 트리플 데이터 중 698,327 개의 관계 트리플 

데이터가 남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추출한 관계 트리플 데이터에 대해 관계 추출 모델 

학습에 필요한 전처리를 진행한다. 모델은 라벨에 적힌 언어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각 라벨을 숫자 형태로 변환해주는 원-핫 라벨링 (one-hot 

labeling)을 진행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deep learning)을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용 데이터셋과 검증용 데이터셋, 

그리고 테스트용 데이터셋으로 분할을 진행한다. 이 때 관계 트리플 

데이터의 라벨별 개수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분할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iterative-stratification ⑦  이라는 모듈을 

이용하여 데이터셋을 분할하였다. 먼저 8:2 의 비율로 전체 데이터셋을 

분할하여 2 에 해당하는 부분을 테스트용 데이터셋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다시 8:2 로 분할하여 8 에 해당하는 부분을 학습용 

데이터셋, 2 에 해당하는 부분을 검증용 데이터셋으로 사용한다. 학습용 

데이터셋, 검증용 데이터셋, 테스트용 데이터셋에 포함된 데이터의 

개수는 각각 446,926개, 111,735개, 139,666개이고 각각을 train.csv, 

val.csv, test.csv 라는 파일명으로 저장하였다. 

     

 

 

 

 

 
⑦ https://github.com/trent-b/iterative-stra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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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모델 학습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문장으로부터 관계 정보를 추출하는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관계 추출 모델은 BERT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입력 문장이 BERT 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코딩 (encoding)된 후에 BERT 를 통과하여 출력된다. 이 때 예비 

실험의 결과를 반영하여 그림 3.5 의 출력 표현 형태를 해당 문장의 

관계 표현으로 정의한다. 관계 표현은 fully connected layer 를 통과하여 

본 연구에서 구축한 관계 추출 데이터셋의 라벨 개수인 97 크기의 

벡터로 변환된다. 모델은 최종적으로 변환된 벡터를 통해 로스 (loss)를 

계산하고, 해당 문장이 어떤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지 분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한국어로 사전 학습된 BERT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사전 학습된 BERT 모델로 KR-BERT-

MEDIUM ⑧ 을 사용하고, 이 모델을 한국어 관계 추출 태스크에 

적합하도록 미세 조정 (fine-tuning)하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한다. 

    BERT 모델을 관계 추출 태스크에 활용하기 위해 입력되는 문장의 

두 개체 앞뒤에 엔티티 마커 (Baldini Soares et al., 2019)를 붙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KR-BERT-MEDIUM 모델에는 엔티티 마커가 단어 

리스트 (vocab list)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엔티티 마커를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Huggingface ⑨  페이지로부터 KR-BERT-MEDIUM 의 

모델과 토크나이저 (tokenizer)를 로딩한 후에 토크나이저에 스페셜 

 
⑧ https://github.com/snunlp/KR-BERT-MEDIUM 
⑨ https://huggingfac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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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으로 ‘[E1]’, ‘[/E1]’, ‘[E2]’, ‘[/E2]’4 개의 토큰을 

추가해 준다. 토큰이 추가되었으므로 모델 역시 임베딩 차원을 늘려 

엔티티 마커 토큰에 대해서도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모델이 97 개의 관계 라벨로 분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고, 

데이터에 따라 여러 관계가 존재할 수도, 아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multi-label classification 문제에 많이 

사용되는 이진 교차 엔트로피 로스 (binary cross entropy loss)를 

사용한다. 이진 교차 엔트로피 로스는 아래의 수식 (3)과 같이 계산된다. 

 

𝑙& =	−𝑤&[𝑦&𝑙𝑜𝑔𝑥& + (1 − 𝑦&) log(1 − 𝑥&)]            (3) 

 

 

    모델 학습 코드는 Pytorch-lightning ⑩ 을 이용하여 작성하였고 

학습은 Google 의 colaboratory 환경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GPU 로는 

A100 1 대를 사용하여 모델 학습을 진행하였다. 모델 학습에 사용된 

하이퍼파라미터 (hyperparameters)는 다음과 같다. 

 

• 배치 사이즈 (batch size): 12 

• 최대 토큰 길이 (max token length): 512 

• 에폭 수 (epochs): 5 

• 옵티마이저 (optimizer): AdamW 

• 학습률 (learning rate): 2e-5 

     

 
⑩ https://github.com/PyTorchLightning/pytorch-light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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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절에서 구축한 한국어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고, 학습이 끝난 후 테스트용 데이터셋을 이용해 측정한 테스트 

로스 (test loss)는 0.00259 정도로 나타났다. 학습에는 대략 6 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4.3 모델 성능 평가 및 모듈 제작 

 

4.2 절에서 학습한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sklearn⑪의 metrics 중 classification_report 라는 모듈을 사용하였다. 

해당 모듈은 분류 문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모듈이므로 본 연구에서 학습한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 역시 97 개의 

관계 라벨로 분류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학습하였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모듈을 사용하여 성능을 평가한 결과 표 4.2 와 같이 

나타난다. 

 

 Precision Recall F1-score Support 

Micro avg 0.9713 0.9556 0.9634 139666 

Macro avg 0.9464 0.8977 0.9194 139666 

Weighted avg 0.9707 0.9556 0.9625 139666 

Samples avg 0.9543 0.9556 0.9547 139666 

 

 

 

 
⑪ https://scikit-learn.org/stable/ 

표 4.2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 성능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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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에 나타난 성능을 확인해보면, 전반적으로 모델이 학습이 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Macro average 의 경우 일부 관계에 대해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관계 

라벨의 분포 비율이 차이가 큰 것을 감안한 weighted average 의 

성능을 보면 F1-score 가 0.9625 로 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로 사전 학습된 BERT 모델로 사용한 KR-BERT-

MEDIUM 이 관계 추출 태스크에 맞게 성공적으로 미세 조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7 은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테스트용 데이터셋의 문장들의 

관계를 예측하고, 이를 정답 라벨과 비교한 결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모델의 weighted average F1-score 가 0.9625 로 나타난 

그림 4.7 학습된 모델의 관계 예측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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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통해 모델의 학습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7을 

보면 실제로 모델의 학습이 잘 이루어져 정답 관계 라벨을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을 진행한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모듈로 

제작하여 연구자들 및 엔지니어들이 한국어 문장으로부터 관계 정보를 

쉽게 추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어 기반의 

지식 그래프 구축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학습한 모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웹 상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먼저 모델의 예측 결과로 출력되는 관계 id 형태를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주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97 개의 관계 id 와 

한국어로 된 관계의 이름이 대응된 데이터를 relid2label.json 이라는 

파일명으로 저장하고 Github⑫에 업로드하여 웹 상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부록에 실어 놓았다). 

다음으로는 학습한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Huggingface 

페이지에 ‘datawhales/korean-relation-extraction’이라는 

모델명으로 업로드하였다. 해당 모델의 토크나이저를 로드하면 자동으로 

엔티티 마커 토큰이 스페셜 토큰으로 추가된 토크나이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페이지의 ‘pytorch_model.bin’파일을 통해 모델의 

가중치도 웹 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준비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코드를 포함하여 

한국어 관계 추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여 Python 

패키지로 제작하고 ‘korre’라고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모듈 

korre 를 통해 입력한 한국어 문장의 개체 추출을 수행할 수 있고, 

 
⑫ https://raw.githubusercontent.com/datawhales/Korean_RE/main/data/relation/relid2label.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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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된 개체 쌍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예측하기 위해 모델에 입력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엔티티 마커를 붙이는 전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모듈 korre 의 사용 예시는 부록에 실어 놓았다. 

 

 

4.4 요약 

 

이 장에서는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 소개하였다.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한국어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원격 지도 방법론을 

활용하여 직접 구축하였다. 구축된 한국어 관계 추출 데이터셋은 

Github ⑬ 에 공개하여 모델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어로 사전 학습된 BERT 모델을 미세 조정하여 관계 추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학습한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듈을 제작하였다. 

 

 

 

 

 

 

 

 

 

 

 
⑬ https://github.com/datawhales/Korean_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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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 도메인에 대한 지식 그래프 구축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한국어 기반의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 것에 

있다. 이를 기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어 

문장으로부터 관계를 추출하는 모델을 학습하였다. 이 장에서는 학습된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활용하여 특정 도메인 분야에 대한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5.1 절에서는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고자 하는 도메인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도메인 분야의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5.2 절에서는 학습된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사용하여 5.1 절에서 전처리된 데이터로부터 관계를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5.3 절에서는 neo4j 를 활용하여 추출된 관계 트리플 

데이터를 지식 그래프로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구축된 지식 

그래프를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5.1 도메인 선정 및 데이터 준비 

 

본 연구에서는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고자 하는 도메인 분야 (domain 

field)로 신문 기사 도메인을 선정하였다. 학습된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사용하여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텍스트 

데이터가 존재해야 하므로 많은 데이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신문 기사 

도메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 기사 도메인의 텍스트 

데이터로 국립국어원의 ‘모두의 말뭉치 ⑭ ’로부터 신문 말뭉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다. 

 
⑭ https://corpus.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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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문장 안에 개체가 여러 개 존재하면 순열을 고려했을 때 

개체 쌍이 매우 많이 생기므로 지나치게 많은 문장을 입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 중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립국어원 신문 말뭉치 2020(버전 

1.1)’의 ‘NPRW2000000001.json’파일에 존재하는 문장을 추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해당 파일에 존재하는 문장들을 전처리한 결과 총 

19,486개의 문장 데이터가 추출되었다. 

    본 논문의 4 장에서 학습한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의 경우 문장과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두 개체의 위치를 입력해주어야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1.3 절에서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한 개체 추출 작업을 신문 기사 도메인의 문장 데이터에도 수행해야 

한다. 이번에도 4.1.3 절과 마찬가지로 pororo 모듈을 사용하여 개체명 

인식을 통해 개체 추출 작업을 수행한다. 신문 기사 데이터임을 

고려하여 추출될 가능성이 낮은 개체 종류는 제외하고 추출하도록 

하였다. 가능한 개체 쌍을 추출하여 관계 추출을 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고 데이터의 수는 총 70,264 개이다. 그림 5.1 은 해당 

데이터셋의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1 신문 기사 도메인 관계 추출용 데이터셋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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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신문 기사 데이터로부터 관계 추출 

 

본 연구에서는 학습된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활용하여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기 위해 도메인 분야로 신문 기사 도메인을 선정하고 해당 

도메인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이 절에서는 

전처리된 데이터셋을 학습된 모델에 통과시켜 각 문장에 내포되어 있는 

관계를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학습 과정에서 생성된 

모델의 체크포인트를 로드 (load)한다. 토크나이저로는 본 연구에서 

Huggingface 사이트에 업로드한 ‘datawhales/korean-relation-

extraction’모델의 토크나이저를 사용하여 엔티티 마커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모델을 통해 관계 id 가 추출되면 relid2label.json 파일을 

이용하여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준다. 총 70,264 개의 

데이터로부터 관계 추출 (relation extraction)을 진행하였고 이 중 하나 

이상의 관계가 추출된 데이터는 42,006 개이다. 추출된 데이터를 

specific_domain_pred_true.csv 라는 파일명으로 저장하였다. 그림 

5.2 는 해당 파일에 존재하는 관계 트리플 데이터의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2 신문 기사 데이터 관계 추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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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학습된 모델을 통해 신문 기사 도메인 데이터로부터 

관계 추출을 진행한 결과, 관계 트리플 데이터를 얻었다. 한국어 

위키피디아 도메인 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본 연구의 모델을 활용하여 

신문 기사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관계 트리플 데이터의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측정하는 목적은 대략적인 정확도를 확인하여 

위키피디아 도메인이 아닌 다른 특정 도메인에서의 일반적인 관계들을 

어느 정도로 잘 추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신문 

기사 도메인의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데 사용한 데이터는 ‘국립국어원 

신문 말뭉치 2020(버전 1.1)’의 ‘NPRW2000000001.json’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추출된 관계 트리플 데이터로부터 1000 개짜리 표본을 10 개 

추출하여 관계가 맞게 추출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신문 기사 도메인 데이터의 일부를 추출한 것이고, 같은 도메인 내의 

문장은 비슷한 분포를 가지므로 전체 데이터 중 일부를 추출해서 

정확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각 표본의 정확도를 평균한 결과 

표 5.1과 같이 나타났고 약 70.86%의 정확도를 보였다. 

 

표본 1 표본 2 표본 3 표본 4 표본 5 평균 

71.8% 71.2% 68.9% 72.5% 71.9%  

70.86% 표본 6 표본 7 표본 8 표본 9 표본 10 

67.3% 70.6% 71.4% 70.2% 72.8% 

 

 

 

 

표 5.1 신문 기사 도메인 관계 추출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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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neo4j 를 이용한 지식 그래프 구축 및 시각화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이용하여 문장으로부터 관계 

트리플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추출하였다. 이 절에서는 추출된 트리플 

데이터를 neo4j ⑮ 를 이용하여 지식 그래프로 구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neo4j 는 그래프 데이터를 쉽게 관리하고 쿼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또한 구축된 지식 그래프 내에 존재하는 개체 

간의 관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neo4j 프로그램을 Python 을 이용하여 쉽게 다루기 

위해 Python 모듈 neo4j 를 설치하여 진행하였다. neo4j 의 쿼리 

언어인‘Cypher’를 Python 의 문자열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여 5.2 절에서 신문 기사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관계 트리플 데이터를 neo4j 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총 42,006 개의 관계 트리플 데이터를 모두 추가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대략 2 시간 30 분이다. 구축된 신문 기사 도메인의 지식 

그래프에는 총 16,169 개의 개체가 노드로 존재하고, 90 개의 관계가 

화살표 형태로 존재한다. 

    neo4j 를 통해 구축된 지식 그래프를 살펴보기 위해 널리 알려진 

주제에 대한 부분 그래프 (subgraph)들을 확인해 보았다. 그림 5.3, 

그림 5.4, 그림 5.5는 구축된 지식 그래프를 시각화한 예시로 각각 축구, 

인공지능,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3 을 보면 축구와 관련된 개체들이 등장하는데, ‘손흥민’, 

‘토트넘 홋스퍼’, ‘프리미어리그’등 관련 있는 개체들이 잘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한 관계 중 

 
⑮ https://neo4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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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_리그에_출전함’, ‘해당_개체의_현재_또는_과거의_소속_팀’, 

‘해당_선수가_맡은_포지션’등의 관계가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관계를 잘 추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손흥민’개체에 

‘해당_인물이_대표하는_국가’라는 관계로 연결된 개체를 보면 

‘한국’과 ‘잉글랜드’가 모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밀하게 따지면 잘못 추출된 관계 정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된 모델이 개체의 종류 (type)을 고려하여 관계를 어느 

정도 잘 추출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관계 추출도 한다는 한계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은 그림 5.4 와 그림 5.5 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5.4 를 보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들인 ‘카카오’, ‘구글 클라우드’, 

‘KAIST’, ‘SK’, ‘삼성전자’등이 ‘인공지능’에 대해 

‘해당_개체의_제품’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맞는 관계 정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인공지능’이 

‘이세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계를 확인해보면 

‘해당_개체를_개발한_주체’라고 되어 있고, 이는 확실히 틀린 

정보임을 알 수 있다. ‘이세돌’이라는 개체는 그 종류가 

‘PERSON’이므로 이와 같은 관계를 추출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BERT 를 기반으로 학습된 관계 추출 모델은 개체의 종류는 잘 

고려하지만 추출된 관계 정보가 실제로 맞는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문 기사 도메인에 대해 구축된 지식 그래프를 통해 

학습된 모델의 한계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한계점은 신문 

기사 도메인의 특성상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신문 기사의 특성상 

한 문장 안에 여러 개의 개체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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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간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기 보다는 각 개체가 단순히 

나열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5.4 요약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인 한국어 기반의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한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활용하여 신문 기사 도메인에 대한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고, 

neo4j 를 이용해 시각화하여 학습된 모델이 관계 추출 태스크를 잘 

수행하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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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지금까지 한국어 기반의 지식 그래프를 기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한국어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직접 구축하여 모델을 학습하였다. 학습된 

모델을 활용하여 신문 기사 도메인의 데이터로부터 관계를 추출하여 

관계 트리플 데이터를 얻고, 이를 지식 그래프로 구축한 후 

시각화하였다. 이 장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한계점을 

서술하여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2 장에서는 지식 그래프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지식 그래프를 기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관계 추출 태스크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데 근간이 되는 원격 지도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였다. 

    3 장에서는 관계 추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장 구조와 

관련된 요인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개체 

거리와 문장 길이 요인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로부터 관계 추출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랜덤하게 수집할 수 

있었다. 2 번째 실험은 BERT 를 활용하여 관계 추출을 수행할 때 어떤 

출력 표현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지 실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고 

ALLCC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 해당 모델을 본 연구의 관계 

추출 모델의 관계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4 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원격 지도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어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어로 사전 학습된 BERT 모델 중 하나인 

KR-BERT-MEDIUM 을 미세 조정하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하였다. 



 

 68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후에는 한국어 관계 추출 모듈을 제작하여 

공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장에서는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실제로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신문 기사 도메인을 선정하였고 해당 도메인 

데이터로부터 관계를 추출하여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고 시각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한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은 비교적 간단하거나 

명확한 문장에 대해서는 관계 추출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장 내에서 개체 간의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 문장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관계를 추출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는 해당 

모델이 사전식 문장이 많이 존재하는 위키피디아 코퍼스로 학습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은 지식 그래프 임베딩 연구를 통해 

개체와 개체 사이에 빠진 관계를 찾아내거나 개체 간 잘못 연결된 

관계를 분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 학습된 모델은 97 개의 관계 라벨에 대해서만 

학습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해당 관계들이 아닌 관계가 포함된 문장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관계가 추출되거나 아무런 관계가 추출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은 위키피디아 코퍼스와 성격이 다른 

도메인 분야일수록 크게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도메인 분야의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메인 분야에 특화된 관계들을 

라벨링하여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직접 구축한 후에 모델을 학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습한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이 설명한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한국어 문장에서 많이 존재하는 97 개의 관계로 

라벨링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적인 한국어 문장이라면 관계를 

추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범용적인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Python 모듈로 제작하여 공개함으로써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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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어 

기반의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어 기반 지식 그래프 구축 연구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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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에 사용된 관계 목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어 관계 추출 

모델을 학습하였다.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한국어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직접 구축하였는데, 해당 데이터셋에 사용된 97 개의 관계 목록은 

다음과 같다. 

 

• P17: 다음 국가의 것임(country) 

• P131: 다음 행정구역에 위치함(located in) 

• P530: 수교국(diplomatic relation) 

• P150: 하위 행정구역 

• P47: 경계를 접하고 있음(shares border with) 

• P106: 직업(occupation) 

• P27: 국적(country of citizenship) 

• P461: 반대 개념(opposite of) 

• P279: 하위 개념(subclass of) 

• P495: 해당 개체가 처음 유래되거나 만들어진 국가(country of 

origin) 

• P641: 관련 스포츠 종목(related sports) 

• P156: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뒤에 오는 것(followed by) 

• P155: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앞에 오는 것(follows) 

• P527: 해당 개체가 다음으로 이루어져 있음(has part) 

• P361: 해당 개체가 다음의 일부분임(pa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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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376: 해당 지역이 다음의 수도임(capital of) 

• P36: 해당 국가의 수도가 다음 지역임(capital) 

• P118: 다음 리그에 출전함(league) 

• P1889: 다음과 다르지만 같은 의미인 것처럼 혼동되는 항목

(different from) 

• P31: 다음 종류에 속함(instance of) 

• P175: 연주자·가수(performer) 

• P463: 다음 공동체의 구성원임(member of) 

• P54: 해당 개체의 현재 또는 과거의 소속 팀(member of sports 

team) 

• P138: 해당 개체의 명칭은 다음에서 유래되었음(named after) 

• P81: 해당 정거장을 거쳐가는 노선(connecting line) 

• P40: 해당 개체의 자녀(child) 

• P159: 해당 기관·단체의 본부·본사가 있거나 있었던 곳

(headquarters location) 

• P136: 해당 개체의 장르(genre) 

• P171: 해당 개체가 다음의 하위 분류군임(parent taxon) 

• P22: 해당 개체의 친아버지(father) 

• P26: 해당 개체의 배우자(spouse) 

• P3373: 해당 개체의 친형제자매(sibling) 

• P50: 해당 개체의 저자(author) 

• P30: 해당 개체가 속한 대륙(continent) 

• P1532: 해당 인물이 대표하는 국가(country for sport) 

• P178: 해당 개체를 개발한 주체(developer) 

• P413: 해당 선수가 맡은 포지션(position played on team / 

spec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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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800: 대표 작품(notable work) 

• P1365: 해당 개체는 다음으로부터 이어짐(replaces) 

• P276: 해당 개체의 위치(location) 

• P1366: 해당 개체는 다음으로 이어짐(replaced by) 

• P19: 태어난 곳(place of birth) 

• P449: 해당 개체가 다음에서 본방송을 함(original broadcaster) 

• P710: 해당 사건에 다음이 참여함(participant) 

• P2936: 해당 장소나 사건에서 다음 언어가 주로 사용됨

(language used) 

• P1001: 해당 개체가 영향력을 미치는 관할 구역(applies to 

jurisdiction) 

• P140: 해당 개체와 연관된 종교(religion) 

• P206: 해당 지역이 끼고 있는 유역(located in or next to body of 

water) 

• P1056: 해당 개체의 제품(product or material produced) 

• P20: 사망한 곳(place of death) 

• P6: 해당 행정부 또는 지자체의 수장(head of government) 

• P123: 해당 개체의 발행 주체(publisher) 

• P1830: 해당 개체가 소유한 것(owner of) 

• P127: 해당 개체의 소유자(owned by) 

• P1659: 해당 개체와 같이 등장하는 개념(see also) 

• P112: 해당 개체의 설립자(founded by) 

• P101: 전문 분야(field of work) 

• P3095: 다음이 이것을 실천함(practiced by) 

• P749: 해당 개체가 다음의 산하 기관임(parent organization) 

• P1696: 반대 속성(invers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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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37: 해당 개체의 운영 주체(operator) 

• P2789: 해당 개체가 다음과 연결되어 있음(connects with) 

• P706: 해당 개체가 위치한 지형(located in/on physical feature) 

• P3842: 현재 다음 행정구역에 위치함(located in present-day 

administrative territorial entity) 

• P39: 해당 인물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위(position held) 

• P425: 직업의 분야(field of this occupation) 

• P1336: 해당 지역에 대해 영유권 또는 관할권을 주장하는 국가

·지역·단체(territory claimed by) 

• P108: 해당 인물을 고용한 곳(employer) 

• P172: 다음은 해당 개체의 민족에 속함(ethnic group) 

• P737: 다음에게서 영향을 받음(influenced by) 

• P176: 해당 개체의 제조사(manufacturer) 

• P102: 해당 인물의 소속 정당(member of political party) 

• P35: 해당 국가의 원수(head of state) 

• P3730: 해당 개체의 바로 윗 계급(next higher rank) 

• P1687: 위키데이터 속성(Wikidata property) 

• P945: 해당 개체가 섬기는 국가나 세력(allegiance) 

• P264: 해당 개체의 음반 레이블(record label) 

• P161: 해당 작품에 출연한 배우(cast member) 

• P69: 해당 인물의 학교(educated at) 

• P190: 자매 결연 도시(twinned administrative body) 

• P355: 해당 개체의 산하 기관(subsidiary) 

• P2341: 해당 개체가 다음 대상의 고유의 것임(indigenous to) 

• P664: 주최자(organizer) 

• P407: 해당 저작물이나 명칭에서 사용한 언어(language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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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name) 

• P793: 해당 개체에게 있었던 주목할 만한 사건(significant 

event) 

• P840: 공간적 배경(narrative location) 

• P1441: 해당 개체가 다음 작품에 등장함(present in work) 

• P607: 해당 개체가 참전한 전쟁(conflict) 

• P197: 해당 역과 인접한 역(adjacent station) 

• P205: 해당 유역을 끼고 있는 국가(basin country) 

• P162: 해당 작품의 제작자(producer) 

• P807: 해당 개체가 다음으로부터 갈라져 나와 시작된 것임

(separated from) 

• P1269: 해당 주제의 상위 주제(facet of) 

• P170: 해당 개체의 창작자(creator) 

• P97: 작위(noble title) 

• P750: 해당 개체의 유통을 다음이 맡음(distributed by) 

• P551: 해당 인물의 거주지(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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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한국어 관계 추출 모듈 korre 

 

본 연구에서 제작된 한국어 관계 추출 모듈 korre 의 GitHub 을 

소개하고 모듈을 통한 한국어 관계 추출 예시를 보여준다. 

 

GitHub 

https://github.com/datawhales/korre 

 

korre 사용 예시 

korre 모듈을 통해 개체를 추출하여 그 위치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알고자 하는 두 개체 사이의 관계를 추출할 수 있다. 

사용자가 두 개체의 위치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문장 내 가능한 

개체 쌍을 모두 찾아 관계를 추출하게 된다. 다음은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모듈을 사용하여 관계를 추출하는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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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omputing performance,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to solve various social tasks b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the 

use of knowledge graph for AI tasks is effective in improving 

performance. Therefore, constructing a knowledge graph is 

meaningful in itself.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it is 

inefficient in terms of cost because it takes a lot of people’s efforts. 

Accordingly, many studies to construct KG mechanically have also 

been actively conducted. One way of mechanical KG construction is to 

extract relational information from sentences us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this study, we train a model for relation extraction and proposes 

a method to construct Korean-based KG. There are many studies 

related to English-based KG but in the case of Korean, there are 

difficulties in constructing KG because the number of studie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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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ly small. In this study, we tried to show the process of 

constructing KG by training a Korean relation extraction model in 

order to prepare a foundation for insufficient research on Korean KG 

construction. 

    This study introduces two preliminary experiment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relation extraction task using BERT prior to training 

the Korean relation extraction model. First, we conducted an 

experiment on whether the factors related to sentence structure affect 

the performance. We selected the distance between two entities and 

the length of the sentence as the factors, and we tried to find out how 

to learn the relation representation bette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actor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formance, and we 

collected the Korean relation extraction dataset by reflecting this 

result. Second, we compared the performance of relation extraction 

using BERT, according to the output representation used as the 

relation representation. Our Korean relation extraction model is 

trained using the model with the best performance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This study constructs a Korean relation extraction dataset in order 

to train the Korean relation extraction model. Korean Wikipedia corpus 

data was used as a large-capacity corpus, and Wikidata was used as a 

large-scale knowledge graph. We conducted entity extraction from 

Korean Wikipedia corpus and also conducted entity linking to Wikidata. 

We published our dataset through GitHub. 

    Using the dataset constructed in this study, the Korean relation 

extraction model was trained by fine-tuning the KR-BERT-MEDIUM 

model, which is pre-trained based on Korean. After the evaluation of 

the model, we created a Python package ‘korre’, which preforms 

Korean relation extraction task, and released through Git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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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Korean-based KG for the newspaper article domain 

was constructed using our model and we visualized it using neo4j. We 

present the limitations of our trained Korean relation extraction model 

and suggest the directions for future Korean KG construction research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Keywords : Knowledge Graph, Relation Extraction, Relation 

Classification, BERT, Relation Representation, Entity Extraction, 

Entity 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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