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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지식 그래프를 확장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식 그래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relation을 기준으로

entity의 방향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식 그래프를 확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연구인 관계 추출은 문장과

2개의 entity가 주어졌을 때 relation을 예측한다. 최근 사전학습 언어모델을 적용하여 관계 추출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entity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하여 relation을 예측하는지 알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관계 추출에서

entity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relation을 예측하는지 실험하기 위해 문장 수준의 Adversarial Attack과 단어 수준의

Sequence Labeling을 적용하였다. 또한 관계 추출에서 문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BERT모델을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관계 추출에서 entity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관계 추출, 지식 그래프, 언어모델, 정보 추출

1. 서론

기계는사람과같이작업(task)를이해하고지능적으로행동

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지식을 표현한 지식 그래

프가 필요하다[1]. 지식 그래프란 단어(entity)와 단어(entity)

의사이를관계(relation)로연결하여 entity들의관계적의미를

표현하는그래프이다[2].관계를기반으로 entity들을표현하기

때문에 각 관계마다 entity들에 대한 방향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지식 그래프를 활용하면 entity들의 관계를 통해 문맥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식 그래프를 생성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비정형 텍스트 정보에서 정형화된 구조로

정보를표현할수있는관계추출(Relation Extraction)연구가

필요하다[3].

관계 추출은 문장과 subject, object가 주어졌을 때 relation

을 예측하여 트리플 형식인 (subject, relation, object)로 추출

하는 연구이다[4]. subject와 object를 entity라고 부른다. 관계

추출에서는 문장과 entity에 대해 의미론적으로 이해하고 관

계를 예측하기 때문에 entity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또한

지식 그래프 확장을 위해서는 entity에 대한 방향성을 포함하

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subject와 object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

하다. 하지만 관계 추출에서는 사전학습 언어모델(Pre-trained

Language Model)이 relation을 예측하는데 높은 성능을 보이

지만, entity의방향성을이해하여 relation을예측하는지알수

없다.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최근 구문분석 연구에서는 주의 메커니즘(Attention Mech-

anism)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구문 및 상호 참조의 언어적

개념을 잘 분류하는지 BERT를 통해 실험하여 구문 정보뿐만

아니라상당한양의언어지식이포함된것을증명하였다[5]. [6]

연구에서는 구문 분석 트리를 사전학습 언어모델에 적용하여

단어 표현된 공간(word representation space)에 구문 정보의

구조적거리를학습하였으며,그결과단어표현공간에서적절

한 구문 정보의 거리를 갖은 것을 확인하였다. [7] 연구에서도

mBERT를 활용하여 언어 간의 단어 표현 공간에서 구문적인

부분 및 문법적인 관계가 유사하였다. 이와 같이 구문 분석 트

리를사전학습언어모델에적용하여사전학습언어모델이구문

구조 정보를 잘 파악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관계 추출에서 relation을 예측할 때

entity의 방향성을 이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가지 방법을 적

용하였다. entity의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해 Sentence level의

Adversarial Attack 방법과 단어 수준의 Sequence labeling 방

법을 대표적인 사전학습 언어모델인 BERT로 학습하여 관계

추출에서 entity의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2. 관계 추출에서 entity의 방향성 예측 모델

관계 추출은 문장과 subject, object가 주어졌을 때 relation

을 예측하는 연구이다. 관계 추출은 정보 검색, 대화 시스템,

질의응답 시스템, 요약 시스템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도 활용되

지만 지식 그래프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기술이다[8]. 지식 그래

프는 entity들을 관계로 연결하여 표현한 지식 구조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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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SEP][SEP]

Original Adversarial

Evelyn Lorraine Fleishman was born in San Francisco .

Subject Object

San Francisco was born in Evelyn Lorraine Fleishman .

Object Subject

그림 1. Sentence Level Adversarial Attack

표 1. Word Level Sequence Labeling

Sentence Evelyn Lorraine Fleishman was born in San Francisco .

SL(Entity&Pred) B-S I-S I-S O O O B-O I-O O

지식 그래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entity에 대한 방향성이 중

요하다. 하지만 관계 추출 연구에서는 relation을 추출하지만

entity까지 추출하지는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관계 추출 연구에서 entity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장 수준의 Adversarial Attack과

단어 수준의 Sequence labeling 2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실험하

였다.

2.1 문장 수준의 Adversarial Attack

Adversarial Attack(적대적 공격)이란 딥러닝 모델에 취약

점을 이용하여 오작동을 이르켜 성능을 낮추는 기술이다[9].

모델의 성능을 낮추기 위해서는 특정 노이즈(noise)를 만드는

Adversarial Example(적대적 예제)를 생성해야한다[10].

본 논문에서는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하여 문장에서

entity의 방향성을 고려하는지 실험을 해봤다. 그림 1와 같이

문장이주어지고 subject는 ”Evelyn Lorraine Fleishman”이고

object는 ”San Francisco”이다.왼쪽파란색문장은원래문장

(Original)과 entity들이라고 할 때, 오른쪽 주황색 문장은 En-

tity들의 위치를 바꾼 Adversarial Example이다. 예시와 같이

설명하면, 파란색 문장의 트리플은 해석했을 때 ”Evelyn Lor-

raine Fleishman”은 ”San Francisco”에 태어난 것인데 주황색

문장은 ”San Francisco”는 ”Evelyn Lorraine Fleishman”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문장이다. 문장

의 처음은 ”[CLS]”와 문장의 구분은 ”[SEP]”로 구성해주었다.

그림 1와 같이 입력이 들어가면 [CLS]로부터 나온 표상정보에

수식 (1)와 같이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적용하여

원래문장(Original, O)와 Addversarial Example(Adversarial,

A)의 문장에 대한 유사도를 실험하였다. 본 실험 구성을 통해

entity들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 문맥의 의미가 달라지며, 관계

추출이 entity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Sim(O,A) =
Original ·Adversarial
‖Original‖ ‖Adversarial‖

=

∑n
i=1 OiAi√∑n

i=1 O
2
i

√∑n
i=1 A

2
i

,

(1)

2.2 단어 수준의 Sequence Labeling

Sequence Labeling은 주로 개체명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며, 이는 각 단어에 해당하

는 tag를 labeling 하여 분류하는 작업이다[11]. 주로 Sequence

Labeling을할때 Begin, Inside, Outside의앞자리를따서만든

BIO tag를 활용한다.

본 실험에서는 표 1와 같이 subject와 object에 BIO tag를

적용하여 subject의 시작에는 ”B-S”를 tag하였고 다음 단어에

subject가 나올 때 ”I-S”로 하였으며 object도 같은 방식으로

tag하였다.또한그외는 ”O”로 tag하였다. SL은 Sequence La-

beling의 약자이다. 수식 (2)와 같이 Multi-class classification

을위해 Cross Entropy loss를적용하여 label을분류하였다.이

를 통해 문장에서 subject, object, predicate에 대해 labeling

을 했을 때 subject와 object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predicate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CrossEntropy = −
C∑
i

tilog(f(s)i)), (2)

3. 실험 및 결과

3.1 실험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관계 추출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TA-

CRED1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TACRED는

Linguistic Data Consortium에서 웹 텍스트 및 방송자료에서

수집한대용량의코퍼스(Corpus)이다.총데이터구성은 Train

은 69,124 문장, Dev는 22,631문장, Test는 15,509 문장으로 이

루어져 있다. 총 ”no relation”을 포함하여 42개의 관계를 갖고

있다.

3.2 실험 결과

본 논문은 관계 추출에서 entity의 방향성을 고려하는지 확

인하기 위해 문장 수준의 Adversarial Attack과 단어 수준의

1https://nlp.stanford.edu/projects/tac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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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Labeling을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문장을 문맥적으

로이해하기위해사전학습(pre-trained)된언어모델인 BERT-

Base를 적용하여 학습하였다. 본 논문은 PyTorch 기반으로 구

현하였으며, BERT-Base는 HuggingFace2를 기반으로 Fine-

tunning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인 실험 설정을 기반으로 문장

최대길이 512, batch size는 32,모든실험은동일하게 10 epoch

으로 시행하였다. learning-rate는 2e-5와 5e-5로 실험하였다.

3.2.1 문장 수준의 Adversarial Attack 실험 결과

문장수준의 Adversarial Attack을하기위해 TACRED에서

각문장마다주어지는 subjct와 object의위치를활용하여원래

문장과 위치를 변경하여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원래 문장과 Adversarial Example 문장에 대

해 BERT로 학습을 하여 Similarity Score를 구하였다. 두 문

장에 대한 Similarity Score 결과는 표 2와 같이 98.73%이다.

본 실험 결과를 통해 대표적인 언어모델인 BERT는 entity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Adversarial Attack Result at the Sentence Level

Model Similarity score

BERT-Base 98.73%

3.2.2 단어 수준의 Sequence Labeling 실험 결과

단어 수준의 Sequence Labeling도 TACRED의 subject와

object의 위치를 활용하여 BIO tag를 진행하였다.

본 실험을 위해 단어 수준의 Sequence labeling을 BERT-

base 언어모델을 학습하였으며, Learning rate 2가지를 적용하

여 실험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Learning rate에

영향을받지않고 precision기준으로 Subject와 Object에대해

약 평균 26%로 예측률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실험을 통해 BERT 모델은 문장에서 predicate 위치는

잘 파악하나 subject와 object의 위치는 거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 Sequence Labeling Result at the Word Level

Learning

rate

SL

type
Precision Recall

F1

score

2e-5 Subject 33.23% 30.77% 31.95%

Object 21.34% 6.65% 10.14%

5e-5 Subject 18.71% 7.78% 10.99%

Object 34.68% 30.20% 32.29%

2https://huggingface.co/bert-base-uncased

4. 결론

지식그래프는 2개의 entity간의관계적의미를표현한그래

프이다. 지식 그래프에서는 entity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식 그래프를 확장하기 위한 연구인 관계 추출은 문장과 2개

의 entity가주어졌을때 relation을예측하는작업이다.하지만

관계추출에서 2개의 entity에대한방향성을고려하고 relation

을 예측하는지 알 수 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

문은문장수준의 Adversarial Attack과단어수준의 Sequence

Labeling을 이용하여 관계 추출에서 entity의 방향성을 갖는지

실험하였으며, 문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전학습 언어

모델인 BERT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문장 수준의 Adversarial

Attack에서는 원래 문장과 noise를 준 Adversarial Example

간의 유사도가 매우 높게 나온 것을 보아 entity에 대한 방향

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번째로 실험한 단어

수준의 Sequence Labeling은 subject와 object의 위치에 대한

예측률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관계

추출은문장에서 entity에대한위치파악과방향성을고려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를 확장하여 관계 추출에서 방향성을 이해하여

관계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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