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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YAGO[1], Freebase[2], DBpedia[3]와 지식베이스 

(knowledge base) 들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포함하고자 

하는 지식의 데이터베이스이며, <주어 개체 (head 

entity), 관계 (relation), 목적어 개체(tail entity)>와 

같은 트리플 (triple) 형식으로 지식을 표현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지식은 지식

베이스 내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같이 저장된다. 

지식베이스는 질의응답 (question answering), 기계 독해 

(machine reading), 기계 번역 (machine translation) 등 

여러 자연언어처리 기술에 기반이 된다. 

지식베이스가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

을 대량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존하는 지식베

이스들은 아직 불완전하다. 즉, 실제로는 참이지만 지식

베이스에 들어 있지 않은 트리플이 많다. 이 때문에 지

식베이스 내의 임의의 개체들과 관계로 이루어진 무작위 

트리플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지식베이스 완성 

(knowledge base completion)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지식베이스 완성 문제는 지식 그래프 완성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지식베이스는 개체를 점 (node)으로, 관계

를 선 (link)로 하는 그래프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

기서 현재 그어져 있지 않지만 참인 선들을 긋는 문제 

(link prediction)로 생각할 수 있다. 

지식베이스 완성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으로 나

뉜다. 첫 번째는 지식 그래프로부터 직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특성들을 이용하는 그래프 특성 기반 방법이 있

고, 두 번째는 개체와 관계들의 잠재적 특성 (latent 

feature)들을 임베딩 하여 상호 관계를 알아내는 임베딩 

기반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딩 기반 방법에 

집중하고자 한다. 

임베딩 기반 방법의 핵심 가정은 두 개체 간의 관계를 

개체들의 잠재적 특성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잠재적 특성 간의 상호작용을 모

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며, 실제로 

RESCAL[4]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지 수많은 임베딩 기

반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대표적인 임베딩 모델로는 직

관적인 특성 벡터 합에 기반한 TransE[5], 벡터 곱에 기

반한 DISTMULT[6], 복소수 임베딩에 기반한 ComplEx[7],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8]에 기반한 

ConvE[9]과 ConvKB[10]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모델들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새로운 모델, KBCNN을 소개한다. KBCNN 모델은 

CNN을 기반으로 한 임베딩 모델로, 지식베이스의 각 트

리플은 3개의 열을 가진 × 3 크기의 행렬로 표현된다. 

행렬의 각 열은 각각 주어 개체, 관계, 목적어 개체의 

잠재적 특성 벡터다. 이 행렬은 여러 개의 필터를 가지

고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를 통과하게 된다. 컨볼루

션 레이어를 통해 생성된 feature map들은 concatenate되

어 하나의 특성 벡터로 합쳐진다. 특성 벡터는 가중치 

행렬과 내적 되어 트리플의 점수를 출력하게 된다. 이 

점수는 입력된 트리플의 신뢰도로써, 이를 바탕으로 트

리플의 진실 여부를 가려내게 된다. 

지식베이스 완성 문제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데이터셋 

FB15k-237[11]에 KBCNN 모델을 적용하여 실험해 봄으로

써 소개한 모델이 기존의 state-of-the-art 모델들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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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지식베이스 완성을 위한 새로운 모델, KBCNN을 소개한다. KBCNN 모델은 CNN을 기반으로 

지식베이스의 개체들과 관계들 사이의 연관성을 포착한다. KBCNN에서 각 트리플 <주어 개체, 관계, 목적

어 개체> 는 3개의 열을 가진 행렬로 표현되며, 각각의 열은 트리플의 각 원소를 표현하는 임베딩 벡터

다. 트리플을 나타내는 행렬은 여러 개의 필터를 가지고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한 뒤, 하나의 특성 

벡터로 합쳐진다. 이 특성 벡터를 가중치 행렬과 내적 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트리플의 신뢰도를 출력하게 

된다. 이 신뢰도를 바탕으로 트리플의 진실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지식베이스 완성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인 FB15k-237을 기반으로 한 실험을 통해 KBCNN 모델이 기존 임베딩 모델들보다 뛰

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지식베이스 완성, KBCNN, CNN, Link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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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CNN 모델 
 

지식베이스는 < , , > 로 표현되는 <주어 개체, 관

계, 목적어 개체> 형태의 트리플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

다. 가	개체들의	집합이고, R이	관계들의	집합이라고	
할	때, , ∈  이고 r ∈ R이다. 지식베이스 완성을 위한 

임베딩 모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임의의 트리플 <, , >에 대하여 신뢰도 점수를 매기는 채점 함수 

(scoring function) 를 정의하는 것이다. , , 의 특성 벡터를 각각 , 	 , 라고 하자. 세 특

성 벡터는 동일한 차원 를 가지고 있다. 이 때 트리플 < , , >는 다음과 같은 × 3	 행렬로	표현된다. 
 T	 	 [ ; ; ]                              식(1) 

 

여기서 ;는 vector concatenation을 의미한다. 행렬 T
에 3 × 3 컨볼루션 필터 를 적용하게 되면 필터가 행렬

을 따라 내려가면서 ( − 2)차원의 feature map 을 생

성하게 된다. Feature map을 생성할 때 ReLU 함수를 활성 

함수 (activation function)로 사용한다. 개의 필터를 

사용한다면 개의 feature map이 생성되는데, 이를 하나

로 합쳐 ( − 2)차원의 특성 벡터 를 만든다.  

 	 	 [ ; ; . . . ; ] 	 ∈ 	 ( )×          식

(2) 

 

해당 벡터는 동일한 차원의 가중치 행렬 와 내적 되

어 최종적으로 트리플의 신뢰도 점수 ( , , )를 계산하

게 된다.  

 ( , , ) 	 	 ∙ 	 + 	                         식

(3) 

 

여기서 는 bias를 의미한다. KBCNN 모델에서 사용하

는 개의 컨볼루션 필터들과 가중치 행렬 는 , , 와는 

독립적인 공용 변수들이다. 

 

 
 

그림 1 KBCNN 모델 아키텍처 

KBCNN 모델에서 사용하는 매개변수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 | + | | + 9 + ( − 2) 	 	 (| | + | |)    식(4)  

 

지식베이스는 많은 양의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지식베이스 완성 모델은 그 실

용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변수의 개수가 지식베이스 내의 

개체 수에 선형 비례해야 한다[12]. 예를 들어, 대표적

인 지식베이스 중 하나인 Freebase는 약 4천만 개의 개

체를 포함하고 있다. 만약 변수의 개수가 개체 수의 제

곱에 비례하게 된다면, 최소 4 × 10 개의 변수를 사용하

게 된다. KBCNN 모델의 경우 식(4)와 같이 사용하는 변

수의 개수가 O(|E| + |R|)개이므로 해당 조건을 잘 충족한

다. 

KBCNN 모델은 binary cross-entropy loss에 가중치 행

렬 의  regularization이 추가된 loss를 Adam 

optimizer로 최소화 시킴으로써 학습시킨다. 

 

3. 실험 및 결과 
 

3.1 데이터셋 

본 논문에서는 대부분의 지식베이스 완성 연구에서 사

용한 FB15k-237 데이터셋으로 KBCNN을 평가한다. FB15k-

237은 Freebase의 부분집합으로, 앞서 사용되던 데이터

셋인 FB15k (약 15,000개의 개체와 1300개의 관계)에서 

평가에 방해되는 역-관계들 (reversible relations)과 관

련된 개체들을 제거한 데이터셋이다. 표 1에서 두 데이

터셋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 실험 데이터셋 통계 

 

3.2 평가 방법 

지식베이스 완성 문제의 목표는 하나의 개체와 관계가 

주어졌을 때 빈 자리에 들어갈 개체를 찾는 것이다. 즉, < , , ?>에서 물음표 자리에 들어갈 개체를 추측하는 문

제이다. 평가를 위해 하나의 테스트 트리플 < , , >에 

대하여  자리에 가능한 모든 개체, 즉 E의 원소들을 모

두 넣고 신뢰도를 계산하게 된다. FB15k-237 데이터셋에

는 14541개의 개체가 있으므로 테스트 트리플마다 총 

14541개의 트리플에 대하여 신뢰도를 계산하게 된다. 이 

신뢰도를 기준으로 랭킹을 매기게 되는데, 여기서 본래

의 테스트 트리플 < , , >의 랭킹을 라고 하자. 

평가 시 "Filtered" 세팅[5]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이미 참이라고 판명된 트리플들을 모두 제거한 뒤에 랭

킹을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 중인 테스트 트리플을 

제외하고, < , , ?>중에서 데이터셋의 train, dev, test 

set에 포함된 트리플들은 랭킹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평가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다. Mean rank (MR)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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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테스트 트리플의 를 평균 낸 것이고, mean 

reciprocal rank (MRR)은 모든 테스트 트리플의 의 

역수를 평균 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Hits@10은 테스트 

트리플 중 가 10위 이내인 트리플들의 비율을 의미

한다. MR은 낮을수록, MRR과 Hits@10은 높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3.3 모델 학습 

본 실험에서는 다양한 hyperparameter에 대한 grid 

search를 진행함으로써 KBCNN 모델을 학습시켰다. 표 2

에서 체크한 hyperparameter들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 Hyperparameter 범위 

 

Negative sample ratio란 학습 시 참인 트리플 하나당 

batch에 같이 포함되는 생성된 거짓 트리플 (corrupted 

triple)의 개수다. 즉 negative sample ratio가 10이라는 

것은 학습 데이터에 참 트리플 하나당 거짓 트리플 10개

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 트리플      < , , >가 있을 때, 대신 무작위로 개체 를 선정하

여 거짓 트리플 < , , >를 생성하게 된다. 거짓 트리

플을 생성할 때 앞서 설명한 "Filtered" 방식을 따른다. 

즉, 전체 데이터셋에 포함된 트리플들은 거짓 트리플로

써 생성되지 않는다. 개체와 관계 임베딩 벡터, 컨볼루

션 필터, 가중치 행렬 는 모두 정규분포를 따라 무작위

로 초기화하였다. 
KBCNN 모델은 embedding dimensions 75, dropout 0.3, 

epochs 150, batch size 128, learning rate 0.001, 

number of filters 75, L2_regularization parameter 

0.001, negative sample ratio 10 을 hyperparameter로 

설정하였을 때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3.4 실험 결과 

표 3에서 KBCNN 및 기존 임베딩 모델들의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 KBCNN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KBCNN 모델이 MR과 Hits@10에서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CNN

을 사용한 최신 연구 ConvE와 비교해 보면, 246-201 = 45

만큼 MR이 향상되었으며 (비교적으로 18% 상승), 49.7-

49.1 = 0.6 만큼 Hits@10이 향상되었으나 MRR의 경우 

0.316-0.299 = 0.017 만큼 뒤떨어진다 (비교적으로 5.3% 

하락). 

 

4. 관련 연구 
 

앞서 설명하였듯이, 지식베이스 완성을 위한 임베딩 

모델들은 공통적으로 임의의 트리플 < , , >에 대하여 

해당 트리플의 채점 함수 를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모델 간의 차이는 , , 를 표현하는 특성 벡터 , ,  들을 어떻게 조합하여 채점 함수를 정의하느냐

에 따라 발생한다. 이번 절에서는 대표적인 임베딩 모델

들의 조합 방식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지식베이스 완성을 위한 임베딩 모델 중 가장 대표적

인 모델은 TransE이다. TransE에서는 주어 개체 의 특

성 벡터에 관계 의 특성 벡터를 더하면 목적어 개체 의 

특성 벡터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 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TransE의 채점 함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                    식(5) 

 

참 트리플 < , , >에 대해서는 점수가 0에 가까워야 

하고, 이는 거짓 트리플 < , , >의 점수 ‖ + −‖ 보다 낮아야 한다. 

TransE 모델에 투영 벡터 혹은 행렬 변환 등을 추가하

여 확장한 모델에는 TransH[13], TransR[14], STransE[15] 

등이 있다. 또한, 벡터 합 대신 tri-linear dot product

를 활용한 DistMult, ComplEx 모델들 또한 연구된 바 있

다. 여러 모델들을 정리하고 자세하게 설명한 연구[12]

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처음으로 CNN을 지식베이스 완성 문제에 적

용한 모델 ConvE가 제안되었다. ConvE에서는 와 이 

2-열 행렬으로 변환되어 합쳐진 뒤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하고, 선형 변환을 통해 벡터로 변환된다. 해당 벡

터는 와 내적되어 최종적인 점수를 내어주게 된다. 

ConvE의 경우 와 간의 상호작용만을 컨볼루션 레이

어에서 알아낼 수 있다. 즉, 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

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 본 논문에서 제시한 KB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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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경우 세 특성 벡터 , , 간의 전역적인 관계를 

학습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제시된 CNN 기반 모델 ConvKB[10]의 경우 

본 논문에서 제시한 KBCNN 모델과 동일한 채점 함수를 

가지고 있다. ConvKB 모델은 컨볼루션 과정에서 1 × 3 크
기의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KBCNN 

모델의 경우 3 × 3 크기의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하기 때

문에 특성 벡터들 간의 더 많은 상호작용을 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onvKB의 경우 필터의 개수가 1개

고, 필터의 weight가 [1, 1, −1]로 고정된다면 TransE와 동

일한 모델로써 역할하기 때문에 TransE의 일반화된 모델

이라고 볼 수도 있다[10]. 해당 논문에서는 ConvKB의 성

능 측정 실험에서 개체 및 관계들의 특성 벡터를 TransE 

모델로 먼저 초기화 한 뒤에 계산하였기 때문에 매개변

수를 KBCNN 모델의 두 배 정도 사용하였다. 사용한 매개

변수의 개수를 대략적으로 맞춰야 의미있는 성능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4에서 대표적인 임베딩 모델들인 TransE, DistMult, 

ComplEx, ConvE, KBCNN 모델의 채점 함수를 확인할 수 있

다. 

 

Model ( , , ) 
TransE ‖ + − ‖   

DistMult < , , >  

ComplEx (< , , >)  

ConvE ( ([ ; ] ∗ ) ) ∙   

KBCNN ( ([ ; ; ] ∗ ) ∙   
표 4 기존 임베딩 모델들의 채점 함수 

 

표 4에서 < , , >는 세 벡터의 tri-linear dot 

product를 의미하고, 는 컨볼루션 필터들의 집합을 의

미한다. 는 를 2D 형태로 재배열한 행렬을 의미한다. 

는 ReLU와 같은 활성 함수를 의미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기여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

베이스 완성 문제를 풀기 위한 임베딩 모델 KBCNN을 제

안하였다. KBCNN 모델은 CNN 기반의 임베딩 모델로써, 지

식베이스의 개체와 관계들을 각각 특성 벡터로 임베딩하

여 표현한다. KBCNN 모델은 3 × 3 크기의 2D 컨볼루션 필

터를 통해 특성 벡터들 간의 local property를 알아내고 

개체들 간의 transitional relationship을 학습하여 지식

의 신뢰도를 측정하게 된다. KBCNN 모델은 다른 모델들

과 동일한 규모의 변수들로 뛰어난 성능을 낸다는 점에 

강점이 있다. 

둘째, 지식베이스 완성 문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셋인 FB15k-237에 KBCNN 모델을 적용하여 MR, MRR, 

Hits@10을 측정하였다. 기존에 연구된 모델들의 성능과 

비교 평가 하였을때, KBCNN은 MR과 Hits@10에 있어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그 실용성과 효용성을 검증하

였다. 

향후 연구로는 KBCNN 모델의 개체와 관계 특성 벡터를 

초기화 할 때 TransE 등의 기초적인 모델에서 학습된 결

과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능 향상을 꾀하고자 한

다. 또한, 어떤 임베딩 모델도 잡아내지 못하는 개체 타

입 적합성과 그래프에서 직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특

성들을 모델에 추가함으로써 일어나는 변화 또한 알아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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