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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지식 그래프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지식 그래프를 자동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

하다. 자동화된 지식 그래프의 확장은 어려운 태스크의 특성 상 불완전한 성능을 보임으로써 잘못된 지

식을 학습할 수 있고, 이는 지식 그래프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지식을 식별하고 여과하는 지식 검증 문제를 다루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주어진 지식이 사실임을 입증

하는 긍정적인 근거와 거짓임을 입증하는 부정적인 근거를 지식 그래프 상에서 규칙 기반으로 찾아 해결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평가 결과, 기존 연구되었던 임베딩 기반 방법 대비 24.4% (F1 스코어) 좋은 성

능을 보였고, 더 나아가 기존 임베딩 기반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규칙 기반 방법을 앙상블 하여 

가장 좋은 성능을 확인함으로써 두 부류의 방법이 상호 보완적임을 제시한다. 

1. 서  론 

 

최근 디비피디아[1], 공공 데이터[2]와 같은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가 질의응답, 검색 엔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식 

그래프가 포함하는 지식에 대한 커버리지가 중요해졌고, 지식 

그래프를 자동으로 확장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식 그래프를 자동으로 확장하기 위한 태스크로는 관계 

추출(relation extraction)[3], 지식 그래프 완성(knowledge 

graph completion)[4] 등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들은 

통상적으로 어려운 태스크로 분류된다. 태스크가 어려운 만큼 

불완전한  성능에 의해 잘못된 지식이 학습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식 그래프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지식을 식별하고 여과(filter-

out)하는 지식 검증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검증하고자 하는 단위 지식인 두 개체 사이 관계를 표현하는 

트리플렛(triplet) á개체A, 관계, 개체Bñ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관계가 사실인지 혹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á김연아, nationality, 대한민국ñ은 사실로 판별해야 하며, 

á한반도, isPartOf, 충청남도ñ는 거짓으로 판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방식으로 

학습한 긍정 규칙(positive rule)과 부정 규칙(negative rule)을 

활용한 지식 검증 방식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어진 

지식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근거와 거짓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각각 긍정 규칙과 부정 규칙을 이용해 기존 지식 그래프에서 

찾고, 이를 통해 검증한다. 그 예시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긍정 규칙과 부정 규칙을 이용한 지식 검증의 예 

 

관련 연구로는 긍정 규칙을 활용한 지식 검증 방법[5], 

부정 규칙을 활용한 지식 검증 방법[6]이 있다. 바로 앞서 

언급한 관련 연구는 한 가지 부류의 규칙(긍정 규칙 혹은 

부정 규칙)만을 지식 검증에 활용하는 반면, 본 논문에서는 

긍정 규칙과 부정 규칙을 앙상블 하였을 때 성능이 개선됨을 

보임으로써 두 부류의 규칙이 상호 보완적임을 제시한다. 

또 다른 부류의 관련 연구로는 임베딩을 활용한 지식 검증 

방법[7]이 있다. 2018년 발표된 연구[8]에 따르면 지식 

검증과 유사한 태스크인 지식 그래프 완성 문제에서는 규칙 

기반 방법이 임베딩 기반 방법보다 성능이 상대적으로 좋은 

경향이 있으며, 또한 두 부류의 방법이 상호 보완적임을 

실험을 통해 밝혔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기존에 

연구된 임베딩 기반 지식 검증 방법[7]과 본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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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규칙 기반 방법을 간단하게 앙상블 하여 성능이 

개선됨을 보임으로써 두 부류의 방법이 지식 검증 문제에 

있어 마찬가지로 상호 보완적임을 제시한다.  

 

2. 방  법 

 

2.1 전체 흐름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규칙 기반 지식 검증 방법 및 검증에 

사용되는 긍정 규칙과 부정 규칙의 학습 과정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흐름도는 그림 2와 같다. 규칙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옳은 지식에 대한 예제(positive example)와 틀린 지식에 대한 

예제(negative example)가 필요하며, 옳은 예제는 기존 지식 

그래프를 그대로 이용하고, 틀린 예제는 옳은 예제로부터 

음성 표본 추출(negative sampling)을 통해 생성한다. 규칙 

학습 단계에서는 긍정 규칙과 부정 규칙을 학습하는데, 긍정 

규칙의 경우 옳은 예제를 양성 훈련 데이터로(positive training 

data), 틀린 예제를 음성 훈련 데이터로(negative training data) 

이용하여 학습하며, 부정 규칙을 학습하는 경우 이와는 

반대로 학습한다. 검증 단계에서는 검증 대상이 되는 새로운  

트리플렛 á개체A, 관계, 개체Bñ가 주어졌을 때, 학습된 긍정 

규칙과 부정 규칙을 적용하여 주어진 트리플렛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긍정적인 근거와 거짓임을 입증하는 부정적인 

근거를 기존 지식 그래프로부터 수집하고,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근거와 부정적인 근거를 앙상블(ensemble)하여 

주어진 트리플렛이 사실인지 혹은 거짓인지를 판별한다. 

 

 
그림 2 전체적인 규칙 학습 및 지식 검증 흐름도 

 

2.2 틀린 지식에 대한 예제 생성 

틀린 지식에 대한 예제를 생성하기 위해 국지적 닫힌 세계 

가정(local closed world assumption)을 이용한다[6]. 국지적 

닫힌 세계 가정이란 기존 지식 그래프 상에서 개체 𝑒"이 개체 

𝑒#와 𝑟이라는 관계를 이미 가졌을 경우, 𝑒"이 𝑒#가 아닌 다른 

개체 𝑒% 와 관계 𝑟 을 새롭게 가지는 것은 거짓이 됨을 

의미한다. 국지적 닫힌 세계 가정에 따라 틀린 예제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지식 그래프를 보았을 

때 개체 𝑒"이 개체 𝑒#와 𝑟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2) 개체 

𝑒"이 개체 𝑒%와 𝑟이 아닌 다른 관계 𝑟′을 가지고 있을 경우 3) 

트리플렛 á𝑒", 𝑟, 𝑒%ñ를 관계 𝑟에 대한 틀린 예제로서 생성한다.  

 

2.3 규칙 학습 과정 

 

2.3.1 지역 그래프 생성 

규칙을 학습하기에 앞서 양성 훈련 데이터에 있는 모든 

개체 쌍(entity pair)에 대해 지역 그래프를 생성한다. 지역 

그래프란 기존 지식 그래프 상에서 개체 쌍과의 거리가 

𝑚𝑎𝑥𝑃𝑎𝑡ℎ𝐿𝑒𝑛  이하의 거리에 있는 정점과 간선으로 구성된 

기존 지식 그래프의 부분그래프(subgraph)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할 규칙의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그래프 

내의 모든 오브젝트 개체 끼리 비교하여 다를 경우 ¹ 관계를 

간선으로 연결하며, 정수, 실수, 날짜 타입의 리터럴 개체 

끼리 비교하여 >, ³, £, < 관계를 간선으로 연결한다. 

 

2.3.2 규칙 후보 생성 

본 논문에서는 헤드(head)와 바디(body)로 표현되는 혼 

규칙(Horn rule)을 학습의 대상으로 한다[6]. 규칙 후보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양성 훈련 데이터에 포함된 

단일 트리플렛을 헤드에 두고 2) 헤드에 포함된 두 개체를 

연결하는 지역 그래프에서의 𝑚𝑎𝑥𝑃𝑎𝑡ℎ𝐿𝑒𝑛  길이 이하의 단일 

경로(path)를 바디에 둔다. 그 후, 3) 헤드와 바디의 모든 

개체를 변수(variable)로 일반화하여 규칙 후보로서 생성한다. 

 

2.3.3 규칙 선택 

규칙 선택이란 규칙 후보 집합에서 일부 후보 규칙을 

학습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단계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규칙에 대한 가중치(weight)를 선택의 기준으로 한다. 

 

𝑤(𝑟) = 𝛼 ∙ 51−
|𝐶:(𝐺)|
|𝐺| <+ 𝛽 ∙ 5

|𝐶:(𝑉)|
|𝑉| < 

 

𝐺 와 𝑉 는 각각 양성 훈련 데이터와 음성 훈련 데이터를 

의미하며, 𝐶:(𝑋)는 트리플렛 집합 𝑋에서 규칙 𝑟이 커버하는 

트리플렛의 부분 집합을 의미하고, 𝛼 , 𝛽는 규칙 𝑟의 양성 

훈련 데이터에 대한 커버리지와 음성 훈련 데이터에 대한 

커버리지 영향력을 조절하기 위한 파라미터(parameter)이다. 

가중치가 의미하는 바는, 긍정 규칙 학습을 예로 들면, 

규칙이 옳은 예제를 많이 커버할 수록 가중치가 낮아지고, 

틀린 예제를 많이 커버할 수록 가중치가 높아지며, 부정 

규칙은 이와 반대이다. 즉 가중치가 낮을 수록 좋은 규칙이 

되며 학습할 규칙으로서 선택한다. 

 

2.4 긍정 규칙과 부정 규칙의 앙상블 

지식 검증 단계에서는 학습된 긍정 규칙과 부정 규칙을 

이용하여 검증할 트리플렛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긍정적인 

근거와 부정적인 근거를 기존 지식 그래프로부터 수집한다. 

만약 긍정적인 근거만 있을 경우 사실로 분류하고, 부정적인 

근거만 있을 경우 거짓으로 분류하며, 긍정적인 근거와 

부정적인 근거가 모두 있을 경우 각각의 근거를 찾기 위해 

사용된 긍정 규칙과 부정 규칙의 가중치를 비교하여 긍정 

규칙의 가중치가 작을 경우 사실로, 부정 규칙의 가중치가 



 

작을 경우 거짓으로 분류한다. 두 부류의 근거가 모두 없을 

경우 검증 대상 트리플렛에 포함된 두 개체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체(예: 발해_선왕, 루이_14세)일 확률이 

높으므로 거짓으로 분류한다. 

 

3. 평  가 

 

3.1 평가 환경 

본 논문에서는 평가 데이터 구축을 위해 BERT 기반 관계 

추출기[9]를 이용하여 한국어 위키피디아 개요(abstract) 

에서부터 두 개체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트리플렛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트리플렛 일부(sample)에 대해 사실 혹은 

거짓 여부를 수작업으로 태깅하였다. 태깅 방법은  

트리플렛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위키피디아 문서에 

기술되어 있을 경우 사실로, 없을 경우 거짓으로 태깅하였다. 

평가 데이터 구축 결과 35개 관계 유형에 대해 1,759개의 

트리플렛이 사실 혹은 거짓으로 태깅되었으며, 이 중 290개는 

사실(16.5%)로, 1,469개는 거짓(83.5%)으로 태깅되었다. 

본 평가를 위해 K-Box[3]를 규칙 학습 및 지식 검증을 

위한 기존 지식 그래프로 사용하였고, 규칙 학습을 위해 

𝑚𝑎𝑥𝑃𝑎𝑡ℎ𝐿𝑒𝑛 = 3, 𝛼 = 0.4, 𝛽 = 0.6으로 파라미터를 설정하였다. 

 

3.2 평가 결과 

표 1은 기존 임베딩 기반 방법[7]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규칙 기반 방법에 대한 지식 검증 성능을 나타낸다. 임베딩 

기반 방법과 비교했을 때 규칙 기반 방법이 24.4% (F1 스코어) 

높은 성능을 보였고, 이는 지식 검증 문제에서도 지식 그래프 

완성 문제[8]와 마찬가지로 규칙 기반 방법이 임베딩 기반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1의 마지막 행은 두 부류의 방법을 간단하게 앙상블 

하였을 때의 성능을 나타낸다. 두 부류의 방법을 앙상블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어진 검증 대상 트리플렛에 대해 각 

방법이 공통으로 사실로 분류한 경우 최종적으로 사실로 

분류하고 2) 만일 하나라도 거짓으로 분류한 경우 최종적으로 

거짓으로 분류한다. 성능 측정 결과 규칙 기반 방법 대비 약 

9% (F1 스코어)가 상승하였다. 이는 하나의 방법이 약세를 

보이는 문제를 다른 하나의 방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성능의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로부터 두 부류의 방법이 지식 검증 문제에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표 2는 긍정 규칙과 부정 규칙, 그리고 두 부류의 규칙을 

앙상블 하였을 때의 지식 검증 성능을 나타낸다. 성능 측정 

결과 긍정 규칙이 부정 규칙 대비 33.17% (F1 스코어) 높은 

성능을 보였고, 두 부류의 규칙을 앙상블 하였을 때 

70.86%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는 두 부류의 규칙을 

모두 사용했을 때, 한 부류만 사용했을 때보다 지식 검증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나타낸다. 

 

표 1 임베딩 기반 방법과 규칙 기반 방법의 성능 비교 

 Precision Recall F1 

임베딩 기반 방법[7] 0.8078 0.3261 0.4646 

규칙 기반 방법 0.914 0.5786 0.7086 

앙상블 

(임베딩+규칙) 
0.8644 0.742 0.7985 

 

표 2 긍정 규칙과 부정 규칙, 그리고 앙상블의 효과 

 Precision Recall F1 

긍정 규칙 0.9203 0.5425 0.6827 

부정 규칙 0.8798 0.2192 0.351 

앙상블 

(긍정+부정) 
0.914 0.5786 0.7086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식 검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 규칙 

및 부정 규칙 기반 방법을 소개하였다. 두 부류의 규칙을 

앙상블 하였을 때 성능이 개선됨을 보임으로써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실험을 통해 보였고, 임베딩 기반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규칙 기반 방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부류의 

방법을 앙상블 하였을 때 성능이 개선됨으로써 두 부류의 

방법이 지식 검증 태스크에 있어 상호 보완적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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