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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요약약약약 

 

본 논문에서는 의존 구조 매칭과 약한 지도식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텍스트에서 IS-A 관

계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순위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텍스트에서 잠재적인 IS-A 관계를 

표현하는 [관계 표현, 하위어, 상위어]의 삼진관계 리스트를 추출하고, 관계 표현과 IS-A 

관계 인스턴스, IS-A 관계 후보,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이용하여 각각의 점수를 반복적으

로 정제한다. 제안한 방법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의존 구조에 기반한 패턴 

매칭 방법을 적용하여 정규 표현에 기반한 방법보다 다양한 형태의 삼진관계를 추출할 

수 있고, 2) 도메인 코퍼스에서 통계적으로 추출한 어휘 사이의 관련성 정보를 이용하여 

도메인에 적합한 IS-A 관계 인스턴스의 순위를 높일 수 있으며, 3) 관계 표현과 관계 인스

턴스의 점수를 상호 관련성에 기반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점수화하여 IS-A 관계 인스턴

스 사이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 실험에서 순위화된 관계 인스턴스는 전문가의 판단과 

66%이상 일치함을 보였고, 의존 구조를 이용한 유연한 패턴 매칭 방법은 정규표현을 이

용한 방법보다 43.6%의 추가적인 삼진관계를 추출하였다. 

 

1   서론서론서론서론 

최근에 웹과 같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에서 유용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의 필요성이 증가하

고 있다. 특히 블로그나 위키와 같은 새로운 종류

의 웹 데이터는 전문적인 시스템에서 필요한 고급 

정보를 내재하고 있다 [1]. 웹에서 추출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중에서, 개체 간의 의미 관계는 질의

응답 시스템과 같은 응용 시스템에서 유용하게 활

용할 수 있고, 온톨로지 구축 및 확장을 위한 자원

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따라서 구조화되지 않은 

대규모의 텍스트에서 개체 간 의미 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정보 추출 작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규 표현에 

기반한 패턴 매칭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 그러나 각 응용 시스템이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가 점점 복잡해 지면서, 특히 질의 응답 시스

템에서 질의와 응답 사이의 표층 어순이 서로 다른 

경우, 단순 패턴 매칭 기반의 정보 추출 방법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3]. 의미 관계 추출 문제는 자연

언어 처리에서 흔히 적용하는 동사와 인자 사이의 

선택 제약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

장에 포함된 어휘 사이의 의존 구조와 같은 구문 

관계를 파악하는 자연언어 처리 기술을 적용한 관

계 추출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5,6]. 

그러나, 구문 패턴에 기반한 관계 추출 방법만

으로는 도메인에 적합한 관계를 선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추출한 관계를 점수화하기 위하여 도

메인 코퍼스에서 추출한 분포 가정에 기반한 어휘 

간 관련성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수

화는 오류가 있거나 도메인에 부적절한 관계를 제

거할 수 있으며 [4,7,8],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표현

을 확장하여 관계 추출 시스템의 재현율을 높일 수 

있다. 어떤 패턴이 유효한 관계를 많이 추출할 수 

있는 경우 신뢰도가 높다고 한다. 따라서 유효한 

관계는 신뢰도 높은 패턴과 관련성 (association)이 

높다 [9]. 

상하위 관계 또는 IS-A 관계는 온톨로지 구조에

서 기본 프레임을 제공하고, 하위개념-상위개념 관

계 또는 인스턴스-소속개념 관계를 표현한다. 어휘

의 문맥정보 사이의 포함관계를 이용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패턴 매칭을 이용하는 방법은 정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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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지만 재현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패턴 

기반 IS-A 관계 추출 방법에서 재현율을 높이면서 

정확률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앞

으로의 설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개념을 정

의한다. 

정의정의정의정의 1. IS-A 삼진관계삼진관계삼진관계삼진관계 (IS-A triple): IS-A 관계를 표

현하는 [관계표현, 하위어, 상위어]의 세 개 구성요

소를 가진 삼진관계를 말한다. 텍스트에서 IS-A 관

계를 표현하는 패턴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예를 들

어, 문장 “Content-addressable memory is a special type 
of computer memory used in certain very high speed 

searching applications.”에서 IS-A 관계를 위한 삼진관

계 [be a special type of, content-addressable memory, 

computer memory]를 추출한다. 

정의정의정의정의 2. 관계관계관계관계 표현표현표현표현 (relational expression): IS-A 삼진

관계에서 하위어와 상위어 사이의 의미적인 관계에 

대한 언어적인 표현을 말한다. 위의 예에서 관계 

표현 “be a special type of”는 “content-addressable 

memory”와 “computer memory” 사이의 관계를 언어

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의정의정의정의 3. 관계관계관계관계 인스턴스인스턴스인스턴스인스턴스 (relation instance): IS-A 삼진

관계에서 [하위어, 상위어] 쌍을 말한다. 위의 예에

서 [content-addressable memory, computer memory]는 

한 개의 관계 인스턴스이다. 관계 인스턴스는 IS-A 

관계의 후보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의 의존 구조에 기반한 패턴 

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텍스트에서 IS-A 

관계를 표현하는 삼진관계 리스트를 추출하고, 삼

진관계에 포함된 IS-A 관계 인스턴스에 점수를 부

여하여 순위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관계 표현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 그 관계 표현으로 연결된 관계 

인스턴스의 신뢰도도 높다고 가정하고, 반대 방향

으로, 관계 인스턴스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 그 관

계 인스턴스를 연결하는 관계 표현의 신뢰도도 높

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추출한 삼진관계 리스트에

서 나타나는 모든 관계표현과 관계 인스턴스의 신

뢰도를 상호 관련성을 이용하여 정제되는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계산한다. 한편 구문 구조에 기반한 패

턴 매칭 방법은 기존의 정규 표현에 기반한 방법보

다 재현율을 높이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해당 도메

인 코퍼스에서 추출한 어휘 사이의 통계적인 관련

성은 도메인에 적합한 관계를 추출하도록 하는 특

징이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추출하려는 관계의 종

류에 의존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본 패턴만 다시 

정의하면 전체-부분 관계와 같은 다른 종류의 의미 

관계 추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의 패턴 기반 관계 추출 방법들의 장점 및 유용성

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위키피디아를 이용한 도메

인 코퍼스 구축 및 분석, IS-A 관계 추출을 위한 패

턴 및 패턴 매칭 프로세스, 학습 알고리즘 등 제안

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 내용을 

설명하고, 실험 결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특징과 장단

점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2   관련연구관련연구관련연구관련연구 

90년대 초반 Hearst [10] 의 연구 이후로 패턴 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관계를 추출하거나 발견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1, 11, 12]. 그 이후로 자동

으로 온톨로지를 구축하거나, 질의응답 시스템에서 

정확한 정답을 찾기 위하여 자연언어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개체 사이의 관계를 추출하는 연구가 시

작되었다. 단순한 패턴 매칭 기술로는 인식하기 어

려운 잠재적인 관계 삼진관계를 의존 구조 분석을 

통하여 인식하였다. 이 방법은 영어에서 동사와 간

접 목적어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거나 거리가 먼 단

어 사이의 의존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Litkowiski [13]은 RDF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연언어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질의 응답 

시스템을 위한 온톨로지 자동 구축 방법의 가능성

을 보였다. Reinberger & Spyns [14], Sabou [15], Specia 

& Motta [2] 등은 텍스트에서 온톨로지를 자동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의존 구조 분석 방법을 적용하

였다. Reinberger & Spyns [14]는 생물의료 분야의 코

퍼스에서 개체 사이의 관계를 추출하기 위하여 (술

어-목적어) 또는 (전치사-명사) 사이의 의존 구조에 

빈도수 정보를 통합하는 통계적인 관계 추출 방법

을 적용하였다. Sabou [15]는 웹서비스 관련 문서에

서 분야 전문적인 온톨로지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온톨로지 계층 구조를 구

축하기 위하여 자연언어 처리 도구를 적용하였고, 

생물의료분야 서비스에서 추출한 온톨로지를 전문

가 관점에서의 적절성과 정답 온톨로지 (gold 

standard)와 비교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Specia & 

Motta [2]도 단순한 패턴 매칭 방법의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하여 구문 의존 파서를 이용하여 삼진관

계를 생성하였다. 

한편 부적절하거나 오류가 있는 관계를 제거하

기 위하여 관계 추출 단계에서 새로운 의미적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Gliozzo et al. 

[7]는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휘는 도메인 코퍼

스에서도 공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고, 도메

인 제한 가설 (domain restriction hypothesis)를 제안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패턴 기반 방법과 분포 가정

에 기반한 제약 조건을 결합하여 의미 관계의 도메

인 전문적인 특징과 발화의 통합적(syntagmatic) 특

성을 적용하였다. 발화의 통합적 특성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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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구축된 위키피디아 문서 집합에서 참조하는 

고빈도 문서 이름과 빈도수 

문서문서문서문서 이름이름이름이름 참조된참조된참조된참조된 회수회수회수회수 

Computer 3,731 

Software 3,460 

Data 3,307 

Operating system 3,284 

Film 3,020 

Television 2,777 

Linux 2,572 

Radio 2,409 

Set 2,409 

Algorithm 2,397 

 

어휘관련성

articles
articles
위키피디아

문서

IS-A 관계
패턴

삼진관계
추출

관계관계관계관계 표현표현표현표현 관계관계관계관계 인스턴스인스턴스인스턴스인스턴스
표현표현표현표현
점수점수점수점수

be a CCG compiler 0.76

be a kind 

of

Case-based 

reasoning 

analogy 0.66

refer to ground loop current 0.54

관계관계관계관계 표현표현표현표현 관계관계관계관계 인스턴스인스턴스인스턴스인스턴스
인스턴스인스턴스인스턴스인스턴스

점수점수점수점수

be a CCG compiler 0.545

be a kind 

of

Case-based 

reasoning 

analogy 0.687

refer to ground loop current 0.472

어휘관련성
추출

관계인스턴스 점수화

관계 표현 점수화

의존구조
분석  

그림 1 시스템 구성 및 IS-A 관계 점수 계산 

는 두 개의 개체 X와 Y가 어떤 의미 관계에 의하

여 연결될 때, 코퍼스에서 공기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특정 어휘-구문 패턴에 의해 연결될 것이라

는 가정을 한다. 도메인 전문적인 특징의 관점에서

는 두 개체 X, Y 사이에 어떤 의미 관계가 존재할 

때, X와 Y가 동일한 도메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분포 가정 (distributional hypothesis)에 기

반하여 주어진 도메인 말뭉치에서 두 어휘의 공기 

단어 집합이 유사한 경우 두 어휘가 동일한 도메인

에 포함된다고 말한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Cimiano & Wenderoth [8]는 웹에서 추출한 통계정보

를 사용하여 어휘의 특질 구조 (qualia structure)를 

순위화하였다. 어휘의 특질 구조는 어휘의 네 가지 

역할을 표현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어진 어휘와 역

할을 표현하는 어휘 사이에 웹 기반의 통계정보를 

이용한 상호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 높은 점수를 부

여하였다. 

공동학습(co-training)은 자질들을 두 가지 자질 

집합으로 분리한 후 서로 다른 관점으로 학습하고, 

그 결과를 상호 지원하는 방향으로 통합하는 학습 

알고리즘을 말한다. 패턴 기반의 관계 추출 과정을 

공동학습의 관점에서 모델링하면, 패턴의 점수화 

작업과 추출한 삼진관계의 점수화 작업이 서로 상

대방의 결과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진행되도록 설

계할 수 있다. Pantel & Pennacchiotti [9]은 이 방법을 

적용하여 패턴의 신뢰도 점수와 관계 후보의 신뢰

도 점수를 서로 상대방의 신뢰도 점수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계산하였다. Greenwood & Stevenson [16]

는 반지도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출한 삼진관계

와의 관련성과 기존 패턴과의 유사도를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였다.  

3   IS-A 관계관계관계관계 추출추출추출추출 및및및및 순위화순위화순위화순위화 방법방법방법방법 

이 장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텍스트의 구문 구조 분

석, 도메인 지식 적용 그리고 반복적으로 점수를 

정제하는 방법에 기반한 패턴 매칭 기반의 IS-A 관

계 추출 방법을 설명한다. (3.1) 절에서는 사용한 도

메인 코퍼스에 대하여, (3.2) 절에서는 의존 구조 분

석에 기반한 패턴 매칭 방법에 대하여, (3.3) 절에서

는 도메인 지식의 적용 방법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3.4) 절에서는 추출한 삼진관계를 점진적으로 순위

화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3.1   도메인도메인도메인도메인 코퍼스코퍼스코퍼스코퍼스 

본 연구에서 도메인 코퍼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작업 단계에서 이용한다. 첫 째, 패턴 매칭 방법을 

적용하여 IS-A 관계를 표현하는 삼진관계를 코퍼스

에서 추출하고, 둘 째, 도메인 코퍼스 기반의 통계

정보를 이용하여 도메인 지식을 모델링한다. 

위키피디아(http://en.wikipedia.org) 에서 추출한 

100,000개의 문서 집합 (약 2천6백만 단어)을 도메

인 코퍼스로 사용한다. 이 문서 집합은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technology’ 와 같은 정보 기술 

(IT) 분야 카테고리와 그 하위 카테고리에 포함된 

문서로 구성된다. 표 1은 코퍼스에 포함된 문서들

이 가장 많이 참조하는 상위 10개의 위키피디아 문

서의 이름과 참조되는 회수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고빈도 문서들이 정보통신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키피디아 문서를 관계 추출 대상 코퍼스로 

사용할 때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문서 집합

의 규모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추출

할 가능성이 높고, 둘 째, 문서들이 카테고리 단위

로 잘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 단위로 

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1
. 

3.2   구문구문구문구문 구조구조구조구조 분석분석분석분석 

Connexor 영어 의존 구문 구조 분석기2를 사용하여 

                                                           

1
 현재 위키피디아 영어 버전은 180만 개 

이상의 문서를 포함한다. 
2
 http://www.connex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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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IS-A 관계 추출을 위한 패턴, 패턴을 적용하여 

추출되는 삼진관계 및 적용 예 

 패턴 삼진관계 

NP1 is a NPR of NP2 (be a NPR of, NP1, NP2) 

1 GMail is a kind of web-based e-mail service. → (be a 

kind of, GMail, web-based e-mail service) 

NP1 is a NP2 (be a, NP1, NP2) 

2 Microsoft is a software company. → (be a, Microsoft, 

software company) 

NP1 refer to NP2 (refer to, NP1, NP2) 

3 In an electrical system, ground loop refers to a current, 

generally unwanted. → (refer to, ground loop, current) 

 

코퍼스를 분석한다. 이 분석기는 입력문장에 대하

여 단어 단위의 품사정보, 어근 정보, 단어 사이의 

구문 의존 정보, 의존 관계의 종류를 생성한다. 의

존 구조를 이용하면 단순한 패턴 매칭 방법에서 발

견하기 어려운 동사와 간접 목적어 관계, 먼 거리 

의존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는 주어진 

문장을 분석하여 얻어진 의존 구조 정보를 표현한

다. 

GMail/N is/V a/DET kind/N of/PREP service/N

pcomp

mod
det

comp

subj

web-based/A e-mail/N

attr attr

 

그림 2. “GMail is a kind of web-based e-mail service.”에 대한 

의존 구조 분석 결과 

3.3   삼진관계삼진관계삼진관계삼진관계 추출추출추출추출 

의존 구조가 분석된 문서에서, 의미 관계의 후보가 

되는 언어적인 삼진관계 (linguistic triple)을 추출한

다. 언어적인 삼진관계는 잠재적인 의미 관계를 표

현하는 관계 표현 (relational expression)과 관계 표현

에 의하여 연결되는 두 개의 어휘 (relation instance)

로 구성된다 [2]. IS-A 관계 추출을 위하여 표 2와 

같은 패턴을 적용하여 삼진관계를 추출한다. 이 패

턴들은 사전의 정의문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형식이다. NPi는 단일 명사 또는 명사 구를 나

타낸다. 삼진관계에서 첫 번째 인자는 “is a”, “is a 

kind of”와 같이 IS-A 관계에 대한 언어적인 표현이

다. 두 번째, 세 번째 인자는 (하위어, 상위어) 또는 

(인스턴스, 클래스) 관계를 표현하는 관계 인스턴스

이다. 패턴 1이 패턴 2보다 제약 조건이 높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패턴 1을 패턴 2보다 먼저 적용

한다. 패턴 3은 패턴 1, 2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

다.  

위의 패턴을 의존 구조로 표현하고, 패턴의 의

존 구조와 실제 텍스트의 의존 구조 트리를 비교/

탐색하면서 매칭 여부를 판단한다. 그림 3은 패턴 

1에 대한 의존 구조 표현을 보여준다. 

NP1 is/V a/DET NPR of/PREP NP2

pcompmoddet

comp

subj

 

그림 3. IS-A 관계 추출을 위한 패턴의 의존 구조 

패턴 매칭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언어학적인 휴

리스틱이 적용된다. 

� 참조 표현 (referring expression)은 문맥에 

의존적인 지식을 표현하기 때문에 참조 표현을 

포함하는 어휘를 가진 삼진관계는 제외한다. “the 

computer”, “his computer”, “this”와 같은 참조 

표현은 문맥 내에서 다른 개체를 참조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포함하는 

삼진관계는 문맥 의존적인 정보를 표현한다. 

� 부사, 형용사 등 패턴의 구성 요소를 수식하는 

경우는 매칭 과정에서 허용한다. 따라서 “is a 

special type of” 과 “is also a kind of”와 같은 관계 

표현은 패턴 1에 매칭한다. 

� 관계 표현에서 부정의 의미를 포함하는 

삼진관계는 제외한다. 예를 들어서 (is not a kind 

of, Windows, computer)은 관계 표현이 부정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IS-A 관계를 표현하지 

않는다. 

3.4   도메인도메인도메인도메인 지식지식지식지식 적용적용적용적용 

기존의 패턴 기반의 관계 추출 방법은 자연 언어의 

의미적인 특성 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 
[7]. 

� 도메인에도메인에도메인에도메인에 적합적합적합적합하지하지하지하지 않은않은않은않은 관계관계관계관계: 구문적으로 유효한 

관계이지만 원하는 도메인 지식을 표현하지 

못하는 관계를 추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be a, Solaris, computer operating system)는 (be a, 

Solaris, novel)보다 IT 분야에 더 적합한 관계이다. 

따라서 앞의 관계 인스턴스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 도메인에서도메인에서도메인에서도메인에서 의미없는의미없는의미없는의미없는 관계관계관계관계: 패턴 기반의 관계 

추출 방법에서는 적용하는 패턴의 커버리지가 

지나치게 넓은 경우, 도메인에서 의미없는 

관계를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문장에서 (be a, source code, component)를 

추출하는 경우, “component”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source code”의 상위 개념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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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Source code is a component in the activity of 

porting software to alternative computer platforms. 

 

이와 같은 문제점은 분포 가정 (distributional 

hypothesis)을 기반으로 도메인 코퍼스에서 추출한 

어휘 사이의 관련성을 이용하여 줄일 수 있다. 어

휘 사이의 관련성은 관계 추출 과정에서 도메인 제

약의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log-likelihood ratio

에 기반하여 제안한 통합 이론에 기반한 어휘 관련

성 추정 방법 (syntagmatic word association measure)을 

적용한다 [17]. 두 어휘가 코퍼스에서 우연히 공기

하는 사건보다 더 자주 공기하는 경우, 두 어휘 사

이에는 관련성이 있고 따라서 특정 어휘-구문 패턴

에 의해 연결될 것이라는 가정한다. 예를 들어, IT 

분야에서 전형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휘 쌍은 
(problem, solve), (Unix, operating system)  (image, jpeg) 

등이 있다. 

3.5   관계관계관계관계 표현과표현과표현과표현과 관계관계관계관계 인스턴스인스턴스인스턴스인스턴스 순위화순위화순위화순위화 

본 연구에서는 Espresso 알고리즘 [9]을 선형적인 모

델로 변형한 방법을 사용하여 관계 표현과 관계 인

스턴스를 순위화한다. 이 알고리즘은 패턴과 관계 

인스턴스의 신뢰도를 상호 연관성과 각자의 신뢰도

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

의 기본적인 원리는 신뢰도가 높은 패턴은 정확한 

관계 인스턴스를 많이 추출할 수 있으며, 반대로 

신뢰도가 높은 관계 인스턴스는 여러 개의 신뢰도

가 높은 패턴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는 가정에 기

반한다. 본 연구에서는 Espresso 알고리즘과 달리 

관계 표현과 관계 인스턴스의 관련성을 이용하여 

관계 인스턴스의 신뢰도를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

는 의존 구조에 기반한 패턴 매칭 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

서 각각의 관계 표현에 별도의 신뢰도를 부여하면 

정교한 관계 추출 방법을 모델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e a kind of”와 “be a informal kind of” 모두 표 

2의 패턴 1에 의해서 추출되지만 IS-A 관계를 표현

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 관계 표현 e의 신뢰도 

re(e) 는 e와 모든 관계 인스턴스 사이의 평균 관련

성으로 정의한다. 이 때 각 인스턴스의 신뢰도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부여한다 (식 1). 관계 인스턴스 

i의 신뢰도는 관계표현 신뢰도 계산방법과 유사하

게 관계표현과의 관련성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식 
2). 

( , )
* ( )

max
( )

| |

i

i I pmi

e

pmi i e
r i

r e
I

∈

 
  
 =

∑
   (1) 

( , )
* ( )

max
( )

| |

e

p P pmi

i

pmi i e
r e

r i
E

∈

 
  
 =

∑
   (2) 

여기에서 pmi(i,e) 는 i와 e 사이의 pointwise mutual 

information [18]을 나타내고, maxpmi 는 인스턴스와 

관계표현 사이의 모든 가능한 pmi 중 최대값을 나

타낸다. I와 E는 각각 모든 가능한 관계 인스턴스 

집합과 관계 표현 집합을 나타낸다. 

위의 신뢰도 계산 방법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관계표현과 인스턴스의 신뢰도를 계산하는 경우, 

각 신뢰도가 급격하게 0으로 수렴하여 데이터 관찰

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값이 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한 수식을 

적용한다. 기본적인 가정은 Espresso 방법과 동일하

고, 각 반복 단계별로 신뢰도는 다른 관계표현 또

는 관계 인스턴스의 평균 값과의 차이만큼 변화한

다. k+1번째 반복에서 관계 표현 e의 신뢰도 re
k+1
(e)

는 전단계 신뢰도에 현재 상태에서 e의 신뢰도와 

전체 관계표현의 평균 신뢰도의 차이를 합한 값으

로 정의한다 (식 3). 현재 상태의 신뢰도가 평균보

다 높은 값인 경우 전체 신뢰도가 높아지고, 반대

의 경우는 낮아진다. 초기 관계표현 신뢰도는 0.5로 

지정한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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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re(e)는 식 4를 이용하여 계산한 전단계의 

인스턴스 신뢰도를 식 1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k+1번째 단계에서 인스턴스 i의 신뢰도 ri
k+1
(i)는 

전단계 신뢰도에 현재 상태에서의 i의 신뢰도와 평

균 인스턴스 신뢰도 사이의 차이를 더한 값으로 정

의한다. 초기 인스턴스 신뢰도는 3.4장에서 설명한 

어휘 사이의 분포가정에 의한 관련성을 더한다. 이 

때, 이 관련성은 0과 0.5사이의 값으로 정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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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ri(i)는 식 3을 이용하여 계산한 현재 상태 

의 관계표현 신뢰도를 식 2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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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본 관계 표현과 확장된 관계 표현의 수 및 각 

관계 표현으로 연결된 관계 인스턴스의 수 

 기본 

관계 표현 

확장된 

관계 표현 
계 

관계 표현 수 812 781 1,593 

관계 인스턴스 수 13,714 5,981 19,695 

 

표 4. 첫 번째 반복과 100번째 반복 후 신뢰도가 

높은 상위 패턴 10개 리스트 

1회 반복 100회 반복 
순위 

관계 표현 신뢰도 관계 표현 신뢰도 

1 be a 0.6663  be a 16.0608  

2 refer to 0.5640  be a type of 12.6196  

3 be a type of 0.5512  refer to 10.5990  

4 be a form of 0.5343  be a form of 4.9978  

5 be also a 0.5263  be also a 3.5924  

6 be a method of 0.5218  be a kind of 3.4252  

7 be a series of 0.5186  be a series of 3.3885  

8 be a kind of 0.5162  as be a type of 3.1791  

9 be a set of 0.5160  be a method of 3.0558  

10 be a branch of 0.5141  be a branch of 2.5274  

 

표 5. 도메인 정보를 적용한 실험 결과에서 상위 15 개 

관계 인스턴스 

관계 인스턴스 
초기 

신뢰도 

최종 

신뢰도 
IS-A 

software, computer 0.5501  0.5575  X 

red, color 0.5511  0.5522  O 

Megatron, Decepticon 0.5475  0.5467  O 

role-playing game, game 0.5000  0.5385  O 

Linux, system 0.5384  0.5376  O 

backup, data 0.5344  0.5365  O 

metadata, data 0.5324  0.5363  O 

Canada, country 0.5369  0.5360  O 

Norway, country 0.5351  0.5345  O 

heat, energy 0.5327  0.5343  O 

green, color 0.5344  0.5336  O 

copyleft, license 0.5317  0.5334  O 

data, information 0.5293  0.5294  O 

ram, memory 0.5252  0.5288  O 

Finland, country 0.5294  0.5286  O 

 

4   실험실험실험실험 

실험에서 3.3장의 삼진관계 추출 방식을 3.1장의 코

퍼스에 적용하여 19,695개의 IS-A 관계를 위한 삼진

관계를 추출하였다. 

먼저, 삼진관계를 추출하는 단계에서 의존 구조 

기반 패턴 매칭 방법이 기존의 정규표현 기반 방법

에 비하여 풍부한 관계 인스턴스를 추출할 수 있음

을 보인다. IS-A 관계를 표현하는 기본 관계 표현 

“be a”, “be a NPR of”, “refer to”에 수식어를 부가한 형

태인 “especially be a”, “as be a series of”, “be also a 

common type of”, “typically refer to”와 같은 확장된 관

계 표현이 포함된 삼진관계를 추출할 수 있고, 확

장된 관계 표현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관계 인스턴

스를 추출할 수 있다. 표 3은 추출한 삼진관계 중

에서 기본 관계 표현의 수와 확장된 관계 표현의 

수를 보여준다. 또한 각각의 관계 표현으로 연결된 

관계 인스턴스의 수를 나타낸다. 확장된 관계 표현

을 적용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43.6%의 후보 관계 

인스턴스를 더 추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는 신뢰도 계산을 각각 1번과 100번 반복한 후 

신뢰도가 높은 상위 10개의 관계 표현을 보여준다. 

1회 반복 결과에 ‘be a set of’가 포함된 것과, 100회 

반복 결과에서 ‘as be a type of’가 포함된 경우를 제

외하고 두 리스트의 내용을 유사하다. ‘as be a type 

of’ 가 ‘be a set of’ 보다 IS-A 관계를 더 잘 표현하기 

때문에 100회 반복 결과에서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IS-A 관계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패턴인 ‘be a type of’, ‘be a kind of’ 의 순위가 100번 

반복 후 높아졌다. 첫 번째 반복 이후의 관계 표현 

사이의 신뢰도 차이가 크지 않지만, 100회 반복 후

에는 패턴 사이의 신뢰도 차이가 커졌다. 이 현상

은 신뢰도 있는 관계표현이 반복 프로세스를 거치

면서 신뢰도 있는 인스턴스와의 높은 관련성에 의

하여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지게 됨을 보여준다. 

표 5와 표 6은 각각 3.4절에서 설명한 도메인 

지식을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 상위 

15개의 관계 인스턴스를 보여준다. 표 5에서 

“role-playing game, game” 인스턴스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인스턴스는 초기 신뢰도가 0.5 이상이다. 즉 

IT 분야에서 두 엔티티가 관련성이 있는 경우, 높은 

초기 신뢰도를 가지고, 관계 표현 신뢰도와의 반복 

계산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 

상위 인스턴스는 “data”, “software”, “memory”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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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도메인 정보를 적용하지 않은 실험 결과에서 상위 

15 개 관계 인스턴스 

관계 인스턴스 
초기 

신뢰도 

최종 

신뢰도 
IS-A 

role-playing game, game 0.5000  0.5219  O 

Stacheldraht, DDoS tool 0.5000  0.5155  O 

email filter, user software 0.5000  0.5148  O 

games, culture 0.5000  0.5144  O 

black, mourning 0.5000  0.5139  X 

Kuro, nobility 0.5000  0.5137  X 

Winnuke, Nuke 0.5000  0.5109  O 

black metal, music 0.5000  0.5103  O 

Colette, melee fighter 0.5000  0.5102  O 

the black parade, music 0.5000  0.5099  O 

black death, pandemic 0.5000  0.5098  O 

Captcha, variant 0.5000  0.5097  X 

storage virtualization, abstract 0.5000  0.5077  X 

Sheena, game 0.5000  0.5076  O 

telephone exchanges, circuit 

switching 
0.5000  0.5076  O 

 

그림 4. 10회 단위의 반복 결과에서 상위 100개 인

스턴스 중 정확한 관계 인스턴스의 개수 
 

IT 분야의 기본적인 개념을 포함하거나 국가, 색깔

의 관계를 포함한다. 국가와 색깔과 관련된 인스턴

스가 많이 포함된 이유는 위키피디아 사이트의 특

성 상 해당 어휘를 많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6의 관계 인스턴스는 표 5 보다 IT 분

야에서 더 자세한 개념의 관계 인스턴스를 포함하

거나,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질병 등의 다양한 분

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도메인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IT 분야의 기본 개념 사이의 IS-A 

관계를 추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각 10번째 반복결과에서 신뢰도를 기

준으로 상위 100개 관계 인스턴스의 정확률을 보여

준다. 두 명의 전문가가 동시에 정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정답이라고 인정하였다. 반복 회수가 증가

할수록 정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정확한 IS-A 관계를 추출할 

때 점진적으로 관계 인스턴스의 점수를 정제하여 

상위 인스턴스와 하위 인스턴스 사이의 변별력을 

높임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 관계 표현 “be a”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데, 실제 상위 관계 인스턴스 

중에서 “be a”로 연결된 인스턴스의 수가 가장 많았

다.  

5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에서는 범용의 패턴 매칭 기반의 IS-A 관계 

추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패턴과 텍스트 

사이의 의존 구조 매칭을 이용하여 IS-A 관계를 표

현하는 삼진관계를 추출하고, 코퍼스 기반의 도메

인 지식과, 관계 표현 및 관계 인스턴스 반복적이

고 상호 작용 기반의 신뢰도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추출한 관계 인스턴스를 순위화하였다. 의존 구조 

기반의 패턴 매칭 방법은 단순한 정규 표현 기반의 

패턴 매칭 방법에 비하여 유연한 매칭을 가능하게 

하여 추출하는 관계의 재현율을 높일 수 있었다. 

분포 가정에 기반한 엔티티 사이의 관련성 정보는 

해당 분야에 적합한 관계를 추출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이고 상호 작용에 의한 관계 표

현과 관계 인스턴스의 점수화 방법을 통하여 추출

한 후보를 순위화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IS-A 관계에 의존적이지 않기 때

문에 전체-부분 관계, 원인-결과 관계 등 다른 종류

의 의미 관계 추출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알고

리즘의 반복 과정의 종료 조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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