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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웹 의 출현과 더불어 방대한 양의 텍스트(World Wide Web)

데이터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대.

부분 인간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

을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이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1].

대표적으로 와 는 텍스트에 나타난 각 개체DBpedia Freebase

에 대해 를 부여하고 온톨로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지 를 통하여 개체 간의 관계(Ontology) (Entity) (Property or

를 갖추어 텍스트의 의미를 기계적으로Relation) 기술할 수 있
는 지식베이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베.
이스는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적 혹은 반구조적 정보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지식베이스로서의 완벽성에 제한이 있을 수 밖
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베이스에서 부족한 지식을 관련.
된 웹 텍스트에서 추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단 이미.
존재하는 지식베이스의 관계나 온톨로지 스키마의 범위 안에서
지식 추출을 한정한다 연구의 시작점은 지식베이스의 지식과.
이와 의미적으로 관련성 높은 텍스트의 문장에 기반하여 지식
획득을 위한 관계 추출을 수행한다.
본 논문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원격지도는 앞서 설명한 관

계 추출에 널리 쓰이는 접근 방법이다 이는 지식베이스에 존.

재하는 지식 즉,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와 이에

대응하는 자연어 텍스트 문장 를 수집하여 학습하게 되는데( ) ,

이것은 주석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원격학습(Distant

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은Learning) .

수의 주석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높은 재현율

을 보장할 수 있지만 수동으로 주석데이터를 생성하(Recall) ,

여 학습하는 것에 비해 많은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낮은

정밀도 를 갖게 되는 단점이 있다(Precision) .

본 논문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문장으로부터, RDF

를 만들어 내는 를 고안하여 여기서 생성된 와 지SENT2RDF RDF

식베이스와의 검증을 통해 가 추출된 적절한 문장을 선별하RDF

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것은 관계 추출 시스템의 학습데이터.

자동 주석데이터 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노이( )

즈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프로퍼티 어휘화 결과의 정밀도를,

약 에서 까지 향상시켰다51.99% 68.77% .

관련 연구2.

널리 알려진 나 와 같은 지식베이스는DBpedia Freebase

의 와 같은 형태의 반구조적 데이터Wikipedia InfoBox

로부터 만들어진다 그 이유는(Semi-Structured Data) [2][3].

어느 정도 구조화된 데이터를 컴퓨터로 처리하기가 비교적 쉽

기 때문인데 최근들어 일반 텍스트 와 같은 비구, (Plain Text)

조적 데이터 로부터 지식베이스를 구축하기(Unstructured Data)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텍스트 상의 개체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관계 추출은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권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어권에서도 한국어 서술어와 의 한국어[4][5][6], DBpedia

로컬 프로퍼티 에 대한 관계 추출을 시도 하였다(prop-ko) [7].

관계 추출에 대한 대표적인 지도식 기계학습 접근법

은 많은 양의 텍스트에 개체와 그들 사(Supervised Learning) ,

이의 관계를 수동으로 주석부착을 하여 다양한 자질(Feature)

을 학습한 뒤 관계를 추출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노이.

즈는 적으나 주석데이터의 구축이 어려워 그 용도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격지도 접근법이 등장하였다. .

즉 또는 를 씨앗 데이터로 하여, DBpedia Freebase (Seed)

로부터 자동적으로 주석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학습Wikipedia

하여 프로퍼티 혹은 에 대한 어휘적 표현을(Property Relation)

학습하는 방식을 따른다.

기존 연구에 대한 한계는 관계 추출 시 사용되는 자질 선,

택의 문제에 집중하여 관계 추출의 성능을 향상 시키려는 노력

이 주를 이루었지만 자동으로 생성된 주석데이터 즉 학습데, ,

이터 자체에 대한 개선 노력은 미흡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노.

력의 일환으로 불완전한 지식베이스를 보강하기위해 양질의 문

장을 이용한 지식베이즈 확장 또는 기존 지식베이스의 추[8],

론을 통해 지식베이스를 확장 하여 이것을 원격지도의 씨앗[9]

데이터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와는 달리 앞서 설명한 와 관, SENT2RDF

계 추출 시스템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학습 데이터의 적합성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곧 자.

동으로 생성된 학습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관계,

추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적합성 검증을 통한 관계 추출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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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학습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수동 주석데이터 가 요구된다 원격지도(Manually Labeled Data) .
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주석데이터 를 대신해 자동적으로 주석데이터를 수집하여 학(Distant Supervision) (Labeled Data)

습하는 접근 방식으로 관계 추출 문제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때 필연적으로 많은 노이즈(Relation Extracion) . (Noise)
가 발생되는데 적합성 검증 을 통해 수집된 학습데이터를 정제함으로써 노이즈로 인한 변동성, (Relevance Verification)
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는 관계 추출 방법을 제시한다.

주제어 관계 추출 원격지도 온톨로지 어휘화 술어 연결화 단어내재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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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방법3.

관계 추출은 텍스트상에 나타난 서술어와 관련성 높은 지식

베이스 프로퍼티를 찾아내어 최종적으로는 자연어 텍스트로부

터 지식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를 생성하는데에 그 목적이RDF

있다 이것은 프로퍼티에 대한 온톨로지 어휘화. (Ontology

작업 특히 지식베이스에서 사용하는 프로퍼Lexicalization) ,

티에 대한 어휘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입력데.

이터로 한국어 년 월 일자 덤프를 자연어 텍Wikipedia 2014 9 11

스트로 사용하였고 한국어 덤프를 지식베이스로, DBpedia 2014

사용한다.

관계 추출3.1 (Relation Extraction)

관계 추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앞서 설명했듯이 원격지도

접근 방식을 따른다 원격지도 접근법은 두 개체와 개체 사이. ,

의 관계가 주어졌을 때 혹은 두 개체가 포함된 문장(SPO RDF),

속에 그 관계 혹은 프로퍼티 가 내재되어 있다는 가정으로부(P )

터 출발한다.

학습데이터의 자동 생성3.1.1

원격지도는 지식베이스와 자연어 텍스트로부터 생성된 학습

데이터에 기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

에서는 한국어 의 트리플 과 한국어DBpedia (Triple) Wikipedia

전체 텍스트를 씨앗데이터로 사용한다 즉 임의의 프로퍼티. ,

에 대해서 이로 이루어진 트리플의 와 의 레이블을 모두(P) , S O

포함하는 문장을 로부터 수집하여 원격학습Wikipedia (Distant

함으로써 관계 추출 작업이 진행된다Learning) .

삼항관계화3.1.2 (Triplization)

원격학습을 위한 학습데이터를 위해 각 프로퍼티 별로 와(P) S

의 레이블을 모두 포함하는 많은 수의 문장을 확보하게 된다O .

다음으로 문장속에서 와 를 논항으로 가지는 서술어를 선별S O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영어권에서는 의존구조분석,

에 기반하여 두 개체의 의존구조분석 나(Dependency Parsing) ,

무상의 경로 를 추적한다 여기서 두 개체를(Dependency Path) .

자식 노드로 가지는 부모 노드중에서 품사가 동사인 것을 프로

퍼티의 어휘적 표현으로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어의 의존.

구조분석은 대부분 지배소 후위 원칙에 의존하기 때문에[10],

두 개체의 의존구조분석 나무상의 경로 만으로 관련 어휘를 찾

아내는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패턴. , [ 1] ‘OPS ’

의 예시 문장에서 찾을 수 있는 개체들 그리고 그 사이의 관,

계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문장: 총융청은 조선의 수도를 방어하는 오군영에 속한다“ .”

방식1: 총융청<S: > 속한다<P: > 오군영<O: >

방식2: 오군영<S: > 방어하는<P: > 조선의 수도<O: >

방식 과 달리 방식 의 경우에는 그림 의 의존구조분‘ 1’ ‘ 2’ , [ 1]

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개체를 자식 노드로 가지는,

부모 노드를 프로퍼티의 어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위의 표

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방식 에서. , ‘ 2’

두 개체 조선의수도 와 오군영 의공통부모노드는 속한다‘ ’ ‘ ’ ‘ ’

로써 의미적으로는 이것을 두 개체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어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프로.

퍼티에 대한 어휘화 작업의 대상 범위을 넓히기 위해 문장을

형태로 단순화하는 과정인 삼항관계화를 수행하게 된S, P, O

다 이때 문장 구조 해석의 단순화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가. 5

지 패턴을 삼항관계화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각 패턴과 해당,

하는 간단한 예시 문장은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삼항관계화 패턴 및 의존구조분석 나무 예시[ 1]

위와 같은 삼항관계화가 가능하려면 지배소 후위 원칙에 기,

반한 의존 구문 분석 나무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고 본 논,

문에서는 이를 위해 를 고안하여 문장 해석Chunking Automata

의 가능성을 확대한다.

기본적으로 문장의 의존구조분석 나무 에서(Dependency Tree)

노드와 노드의 공통 부모 노드에서 구문 태그가 동사구S O

또는 지정사 인 것을 어휘 후보로 볼 수 있다 하지(VP) (VNP) .

만 그림 에서 방식 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의존구조분석, [ 1] ‘ 2’ ,

나무에 기반한 부가적인 규칙이 필요하다.

그림 예시[ 2] Chunking Autom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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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의 예를[ 2] Chunking Automata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두 개체의 관계로 판단할 수 있는 표현.

이 의존구조분석 나무상의 경로에 속해 있지 않을지라도 문장,

속에서 위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구조에 한하여 두 개체의

관계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그림 의 규칙을. [ 2]

일종의 블록처럼 사용하면 아래와 같은 관계 추출의 재현이,

가능하다.

패턴 내포문 해석 규칙OPS :

오군영S: 방어하는P: 조선의 수도O:

패턴 주어부의 관형격 조사 해석 규칙SPO :

레 미제라블S: 저자는P: 빅토르 위고O:

물론 앞서 소개한 가지 패턴 이외에 현실적으로 많은 패턴5

이 존재하고 한 문장에서 한가지 패턴 뿐 만이 아닌 여러 패,

턴이 복수로 적용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따라서 삼항관계화 적.

용 시 많은 모호성이 발생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삼항관계

분류기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필연적으로(Classifier) .

분류기 학습을 위한 양질의 학습데이터가 대량으로 필요하고

그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한 연구는 향후 과

제로 남긴다.

본 논문은 프로퍼티의 어휘화 작업을 위한 관련 후보의 빈도

확보를 위해 그 수집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

고 작업의 단순화를 위해 위에서 소개한 가지 패턴으로 범위, 5

를 한정한다.

프로퍼티 어휘화 과정3.1.3 (Lexicalzation)

삼항관계화의 결과로써 각 프로퍼티 별로 수집된 많은 수의,

문장속에서 서술어 표현의 후보군을 다음의 자질값을 기준으로

선별하게 된다.

식 프로퍼티 어휘화 작업 신뢰값[ 1] Weighted Score:

A : Availability

FS : Frequency Score

유사 개념 공유 기반JS : Jaccard Similarity (CoreNet )

ES : Word Embedding Similarity (Cosine Similarity)

임의의 프로퍼티 에 대해 관련 어휘 서술어 를 수집할i , j( )

수 있는 학습 문장이 얼마나 있는지 관련 어휘 가 얼마나(A), j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지 후보 가능성이 높은 어휘 와 의(FS), p

미적으로 혹은 쓰임새가 유사한 다른 후보 가 있는지j (JS, ES)

를 고려하여 프로퍼티에 대한 어휘화 작업 이(Lexicalization)

이루어 진다 이때 가중 점수 의 특정 임계값 이상을. (WS) (0.07)

기준으로 한 평가 결과는 정밀도 를 보여준(Precision) 51.99%

다.

본 논문에서는 뒤이어 설명할 에서 사용하는 프로퍼SENT2RDF

티 어휘화 작업의 초기 데이터로 위의 결과를 이용한다 이후.

는 문장으로부터 를 생성하면서 관계 추출에 필요SENT2RDF RDF

한 주석데이터를 부수적으로 생성하게 되는데 이 주석데이터,

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프로퍼티 어휘화의 성능을 높이게 된다.

3.2 SENT2RDF(Sentence to RDF)

는 비구조적 정보 인 자SENT2RDF (Unstructured Information)

연어 텍스트 즉 문장으로부터 기계가 처리하기 용이한 구조적,

정보 인 를 추출하는데 그 목적이(Structured Information) RDF

있다 이를 위해 문장에서 개체를 탐지하고 두 개체의 관계를. ,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한 삼항관계,

화를 적용하여 문장속에서 형태의 단순화 과정을 거치S, P, O

고 이에 각각 개체연결 과 술어연결, (Entity Linking)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를 생성하게(Predicate Linking) RDF

된다 그림[ 3].

그림 개념도[ 3] SENT2RDF

개체연결3.2.1 (Entity Linking)

개체연결은 주어진 텍스트에서 개체를 탐지하여 적절한 지식

베이스의 리소스 즉 를 부여하는 작업을 말한다 현재 한, URI .

국어 텍스트에 대한 개체연결은 텍스트 상의 표면형의 길이,

태그 등과 관련한 자질과 에 기POS Semantic Relation Degree

반한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다 즉 텍스트가 입력으로 주[11]. ,

어졌을 때 텍스트에 나타난 개체의 가장 적절한 의 리, DBpedia

소스를 부여하게 되고 앞서 수행한 삼항관계화 결과인 와, S O

와 관련 짓게 된다.

그림 한국어 개체연결의 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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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어연결3.2.2 (Predicate Linking)

술어연결은 두 개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어휘적 표현과 관련

성이 높은 지식베이스의 프로퍼티를 찾아낸다.

그림 개체연결 및 술어연결[ 5]

그림 에서는 문장으로부터 가 추출되는 과정을 직관적[ 5] RDF

으로 알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장 속에서 두 개체인 스. , ‘

티브 잡스 와 리드 대학교 를 논항으로 가진 서술어 입학하였’ ‘ ’ ‘

다 와 관련성이 높은 지식베이스 프로퍼티를 연결하는 것이 술’

어연결의 역할이 된다 이때 문장의 서술어와 해당하는 논항의.

조사 또는 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술어연결의 모호성을 줄NER

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관계 추출. ,

과정에서 적합성 검증의 유용성을 입증하고 작업의 단순화를

위해 서술어의 논항 구조와 관련된 자질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서술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휘 자체에 대한 원

격학습을 통해 프로퍼티 어휘화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술어연결을 시도하였다 술어연결은 앞서 설명한 프.

로퍼티 어휘화 작업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결국 관,

계 추출의 성과에 크게 의존한다.

원격지도 접근 방식의 개선3.3

는 그림 의 개념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문SENT2RDF [ 3]

장으로부터 를 생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이다 사실 이러한RDF .

작업은 텍스트의 기계적 이해를 위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만큼 각 부분의 성능이 극대화 되어야만 양질의 추출RDF

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고안한 는 텍스트로부터. SENT2RDF ,

를 추출하여 지식베이스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RDF

많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도 관계. SENT2RDF

추출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성능(Relation Extraction)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를 통한 정제된 학습데이터 생성3.3.1 SENT2RDF

기존의 원격지도에 기반한 관계 추출 방식은 그림 에서[ 6]

볼 수 있듯이 와 와 의 레이블을 모두DBpeida RDF(S, P, O) , S O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수집 한 뒤 이것을 씨앗데이Wikipedia ,

터 초기 원격지도 학습데이터 로 삼아 의 어휘적 표현을 학습( ) P

한다 현재 많은 연구들이 학습데이터로부터 관계 추출을 위한.

자질 개선을 통해 성능을 높이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림 정제된 학습데이터를 통한 관계 추출[ 6]

본 논문에서는 발상을 조금 다르게 하여 프레임워SENT2RDF

크와 관계 추출 시스템의 상호 작용을 통해 좀 더 정제된 학,

습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통해 원격학습을,

하는 전략을 세웠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회차에는 초기 원. ,

격지도 학습데이터를 통해 관계 추출을 수행한 뒤 이를 통해,

획득한 프로퍼티 어휘화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를 진SENT2RDF

행한다 이때 생성된 는 많은 노이즈를 수반하게 되는데 적. RDF

합성 검증 즉 에 실제로 존재하는 를, DBpedia RDF True

로 간주하고 그 출저 문장과 함께 정제된 학습데이터Positive ,

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한 관계 추출은 표 을 통해 확. [ 1]

인할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프로퍼티 어휘화 결과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특히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 수집할 수 있

는 의 개수가 중요한데 직관적으로 술어연결 과True Positive ,

정에서 문장 내 서술어로써 역할을 하는 어휘적 표현과 매칭되

는 프로퍼티를 식 의 값 기준으로 상위 몇 개 까지 사용[ 1] WS

하느냐에 따라 로 생성할 수 있는 의 개수와 품질SENT2RDF RDF

이 결정된다.

그림 추이 변화[ 7] SENT2RDF True Positive

초기 원격지도 학습데이터 술어연결 기준( , Top N )

관계 추출 시스템의 적합성 검증3.3.2

는 문장으로부터 를 생성하고 그 출처 문장을 기SENT2RDF RDF

록한다 이때 문장으로부터 적절한 가 생성되었는가 혹은. , R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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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 문장이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RDF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문장 의 적합성 검증이 가능하다. , <RDF- >

면 관계 추출을 위한 양질의 주석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적합성의 판단을 위해.

를 활용하였다 즉 문장으로부터 생성된 가DBpedia . , RDF

에 존재하면 적합 존재하지 않으면 부적합DBpedia (Relevant),

로 판단하고 이것이 곧 관계 추출을 위해 사용하(Irrelevant) ,

는 와 관련 텍스트 문장 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한다RDF ( ) .

그림 의 결과는 것은 문장 내에서 서술어로써 역할을 하[ 7]

는 임의의 어휘와 매칭 가능한 프로퍼티 후보의 가중 점수(WS)

임계치를 낮춘다면 를 통해 더 많은SENT2RDF True Positive

와 그 출처 문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문에RDF .

서는 과정에서 술어연결 상위 개를 사용하여 생성SENT2RDF 80

한 와 그 출처 문장을 관계 추출의 학습데이True Positive RDF

터로 활용하여 프로퍼티 어휘화 작업을 실시한다 식 는 여. [ 2]

기서 산출한 가중 점수 에 기존의 초기 학습데이터로부터(WS)

산출한 가중 점수 를 합산하여 통해 최종 점수를 결정하게(WS)

된다.

식 을 반영한[ 2] Relevance Feedback Weighted Score

실험 결과5.

표 은 관계 추출 시스템을 이용한 프로퍼티 어휘화 작업[ 1]

의 결과 임의의 프로퍼티와 관련 지을 수 있는 어휘 목록 에( )

대해 명의 평가자가 적절성을 판단하여 다수의 의견을 기준으3

로 평가한 결과이다.

표 적합성 검증으로 정제된 학습데이터를 통한 프로퍼티 어휘화 가중 점수[ 1]

반영 비율(𝛼 및 그에 따른 프로퍼티 어휘화 작업 정밀도 값 이상인) (WS 0.7

프로퍼티 어휘 간 적절성 검토 결과- )

# of property 임계값 이상으로 어휘화가 가능했던 프로퍼티의 개수:

# of Candidate 임의의 프로퍼티에 매칭된 어휘 개수:

# of Lexicalization 적절하다고 판단된 어휘 개수:

프로퍼티 어휘화 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학습데이터는 원격지

도 접근법에 따라 의 와 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RDF S O

기반으로 하는데 이때 를 통해 검증된, DBpedia True Positive

와 그 출처 문장을 선별한다면 이것은 곧 두 개체의 관계RDF ,

를 추출할 수 있는 문장에 대한 적합성 검증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의 결과는 이렇게 선별된 문장으로 프. [ 1] ,

로퍼티 어휘화 작업의 점수를 기존의 프로퍼티 어휘화 작업의,

점수와 가중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 결과로써 각각의 가중,

치에 따른 최종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𝛼 즉 적합성이= 1.0,

검증된 문장만을 학습하여 프로퍼티 어휘화를 수행하였을 때,

정밀도는 약 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자연어 텍68.77% ,

스트상에 나타난 서술어 어휘 와 관련지을 수 있는 프로퍼티의( )

총 개수는 개에 불과하다 하지만292 , 𝛼 즉 적합성을= 0.0,

검증 하지 않은 문장 초기 학습데이터 만을 사용했을 때 프( )

로퍼티 어휘화가 가능한 프로퍼티는 총 개로 정밀도는405 ,

로 떨어지지만 관계 추출의 재현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51.99%

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식 의 가중치. [ 2] 𝛼, 𝛽

전반적

인 실험 결과는 와 관계 추출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통SENT2RDF

한 적합성 검증이 프로퍼티 어휘화 결과의 정밀도를 향상 시켰

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집계 결과[ 8] SENT2RDF True Positive

반영 기준(Relevance Feedback , Predicate Linking Top 10 )

그림 은 앞서 설명한 적합성 검증을 반영한 상태에서 술[ 8] ,

어연결 상위 개를 기준으로 를 수행하였을 때의10 SENT2RDF

개수를 집계한 결과를 나타낸다 술어연결True Positive RDF .

상위 개 기준 적합성 검증을 통한 프로퍼티 어휘화 가중 점10 ,

수의 반영 비율이 일 때1.0 (𝛼 = 1.0 의 개수) True Positive

가 술어연결 상위 개를 기준으로 하여 적합성 검증을 고려, 20

하지 않았을 때(𝛼 = 0.0 의 개수와 거의 비슷) True Postitive

한 수준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적합성 검증을 통해.

더 좋은 학습데이터를 주입하였을 때 임의의 프로퍼티에 모아,

진 어휘 후보 상위 개 의 품질 정밀도 이 향상되었고 이 결( 10 ) ( ) ,

과를 바탕으로 한 결과 역시 더 많은 수의SENT2RDF True

를 생성해 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Positive RDF .

결 론6.

원격지도 접근법은 와 를 모두 포함한 다수의 문장을 수집S O

하여 그로 부터 에 해당하는 어휘를 학습한다 본 연구는 기,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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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접근법을 개선하기 위해 학습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데

집중하였다 먼저 초기 학습데이터로부터 획득한 프로퍼티 어.

휘화를 통해 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합성을 검SENT2RDF

증하여 학습데이터를 보다 정제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계 추출,

의 성능을 높일 수 있었다 정제된 학습데이터는 문장과 그 문.

장으로부터 생성할 수 있는 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RDF

공한다 향후 연구는 이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Deep Neural

를 구성하여 문장을 형태로 단순화 할 수 있Networks , S, P, O

는 삼항관계화을 더욱 고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것은 또한 의 성능을 더욱 높일 것이며 결국은 관계SENT2RDF

추출의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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