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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SNS, 블로그 등의 발달로 인하여 텍스트 데이터는 매 

순간 막대한 양이 생성된다. 막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

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연어처리 연구는 지속해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그중 공간과 관련된 정보는 내비게이션, 

로봇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간에 특화된 정보는 공간 정보라 하며, 공간 정보는 

7개(place, path, spatialEntity, motion, 

motionSignal, spatialSignal, measure)의 공간 개체와 

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4개(qsLink, oLink, 

moveLink, mLink)의 관계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어 

공간 정보는 2016년 및 2017년 가이드라인과 Wikitravle

의 1654문장에 공간 정보를 주석한 말뭉치가 배포되었다

[1, 2]. 배포된 말뭉치를 활용하여, 공간 개체 및 공간 

관계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3-5].

기존 공간 관계를 추출하는 모델 중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은 심층학습 모델로 공간 관계 속성을 추출한 후 규

칙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모델이다[5]. 하지만 기존의 모

델은 관계 속성 추출 후 적합한 개체와의 관계 형성이 

불명확한 점과 한 개체가 다중 관계에 속할 때 관계 형

성이 불확실한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모델에서 추출할 수 없는 공간 관

계를 추출하기 위하여 개체명간의 관계 추출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 방법(tabular method)을 공간 관계 추

출에 적용하며, 공간 정보의 특성에 맞추어 변형한 모델

을 제안 및 이론상 최대 성능을 측정한다. 

2. 베이스라인 모델의 한계

[5]의 연구는 기존 한국어 공간 관계 추출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기에, 본 논문의 베이스라인 모델로써 

제안 모델과 비교를 한다.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공간 관

계 추출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베이스라인 공간 관계 정보 추출 모델[5]

베이스라인 모델은 주석된 공간 정보를 입력으로 하여 

4가지 관계마다 독립적인 Stacked Bi-LSTM-CRF Ensemble 

신경망을 사용하여 공간 관계를 추출한 후 규칙을 통해

서 <trajector/mover, landmark/goal, trigger>의 트리

플로 공간 관계를 형성한다. 

베이스라인 모델의 추출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 3가

지의 성능 저하 원인이 있다.

 

(1) 관계별 독립 신경망

공간 관계 속성은 시퀀스 라벨링(sequence labeling)

으로써, 하나의 공간 개체에 하나의 공간 관계 속성을 

결정한다. 하지만 공간 개체는 여러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에, 하나의 공간 속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이스라인 모델은 관계마

다 독립적인 신경망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여러 관계에 

참여하는 공간 개체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지만 4개의 

신경망의 많은 공간과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간 

관계 속성 모델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2) 복합 관계 속성

베이스라인 모델은 공간 관계 종류마다 독립적으로 신

경망을 사용하여 여러 관계에 참여하는 공간 개체에 대

하여 해결하였지만, 동일 공간 관계 종류에서 관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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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역할로서 참여하는 공간 개체는 구분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traLand라는 태그를 생성하여 trajector와 

landmark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traLand를 사용하지 않는 moveLink를 제외한 공간 관계

별 traLand 추출 성능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공간 관계 별 traLand 개수 및 성능(단위 %)

traLand는 두 속성을 의미하는 개체이기에, 추출 난이

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속성 태그보다 출현 빈도가 

낮아 성능이 좋지 못하다. 특히 oLink는 traLand의 빈도

가 희박하여, 낮은 성능을 기록하였다.

(3) 공간 관계 형성 규칙의 불완전

기존 모델에서 공간 관계 속성 추출 결과는 trigger가 

2개 이상일 경우, 관계 속성들이 어떤 trigger와 관계를 

형성하는지 구별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

존 구문 분석을 사용한 규칙을 설정하였다. 규칙으로 추

출하지 못하는 예시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공간 관계 형성 규칙 오류 예시

qsLink는 문장 내 trigger가 2개 이상일 시 trajector
와 landmark는 의존 구문 분석으로 가장 가까운 trigger
와 관계를 형성한다. 그림 2의 문장에는 “포함한”과 

“의”2개의 trigger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의존 

구문상 “의”가 제일 가까워 <일부, 백두산맥, 포함한>

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3. 표 방식의 공간 관계 추출

자연어 처리에서 관계 추출에 대한 연구는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과 개체명 간의 관계를 추출하는 연

구가 있다[6]. 개체명의 관계를 추출하는 모델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개체명 인식 및 관계 추출 모델[6]

그림 3에서 보면 대각선(1~8)은 BILOU(Begin, Inside, 

Last, Outside, Unit) 태그로 구분된 개체명을 의미하

며, 그 외는 각 행과 열의 관계를 추출한다. 10번의 

ORG-AFF는 2번(Associated Press)에 소속한 3번(writer)

을 의미하며 26번의 PHYS는 5번(McDowell)이 8번(Kuwait 

City)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개체명의 관계는 개체명 두 개의 관계를 추출하기에, 

트리플 추출로 표현된 공간 관계 추출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 그리하여 제안 모델은 공간 관계 트리플을 

<trajector/mover, trigger>, <landmark/goal, trigger>

로 나눈 후 다시 트리플로 복원한다. 제안 모델의 구성

은 다음과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제안 공간 관계 추출 모델

그림 4에서 표현하는 제안 모델은 그림 3과 마찬가지

로 대각선(1~8)은 공간 개체를 의미하며, 그 외는 각 행

과 열에 해당하는 두 개체 간의 관계를 추출한다. 제안 

모델은 각 trigger에 해당하는 공간 개체

(spatialSignal, motion, measure)를 기준으로 행과 열

의 모든 <trajector/mover, landmark/goal, trigger> 조
합을 추출한다. 

 또한 공간 관계의 종류는 trigger로써 사용하는 공간 

개체의 종류로 결정되며, qsLink와 oLink는 

spatialSignal, moveLink는 motion, mLink는 measure를 

trigger로써 가진다. 또한 qsLink와 oLink를 구별하기 

위하여 sptialSignal의 semantic_type 속성을 사용하여 

spatialSignal_QS와 spatialSignal_O로 구별한다.

그리하여 그림 4 문장에서 공간 관계는 measure인 2번

공간 관계 개수 F1 Score
qsLink 146 57.3
oLink 32 26.5
mLink 212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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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은 trigger로써 17번(고려대역)과 28번(안암역)을  

trajector로, 9번(고려대)은 landmark로  공간 관계를 

형성한다. 이 정보를 트리플 관계로 복원하면, mLink 

<고려대역, 고려대, 근처>, mLink <안암역, 고려대, 근

처>의 관계가 형성된다.

4. 상한 성능 비교 실험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제안모델이 얼마나 공간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하였다. 사용한 말뭉치는 한국어 

공간 정보 주석 말뭉치 v2.0에서 오류를 수정한 말뭉치

이며 각 공간 개체 및 관계에 대한 통계는 다음 표 2와 

같다[3].

표 2. 공간 정보 주석 말뭉치 통계

각 모델의 상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베이스라인 

모델은 공간 관계 정보가 완벽하게 추출되었다는 가정 

하에 규칙으로 관계를 형성하여 성능을 측정하였으며, 

제안 모델은 공간 관계를 테이블로 변환 후 테이블을 다

시 공간 관계로 복원하여 성능을 측정하였다. 측정한 성

능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제안 모델과 베이스라인 모델 상한 성능 비교

표 3를 보면 제안 모델은 moveLink를 제외한 모든 공

간 관계에 대하여 완벽하게 추출할 수 있다. 베이스라인 

모델의 성능향상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제안 모델의 복수 관계 표현 

그림 5는 그림 2의 문장과 같은 문장을 제안 모델을 

이용하여 공간 관계를 추출예시이며, 베이스라인 모델에

서 추출되지 않는 qsLink <일부, 백두산맥, 포함하>를 

추출하였다. 제안 모델은 학습을 통하여 각 trigger에 

대하여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 개체가 결정하기에, 베이

스라인 모델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 개체를 찾는 규

칙보다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림 6. 제안 모델의 traLand 표현 

그림 6의 문장은 qsLink <세람섬, 인도네시아, 의>와 

qsLink <나울루족, 세람섬, 에> 두 가지 qsLink를 가지

고 있으며, “세람섬”은 trajector와 landmark로써 관

계를 추출하기에 베이스라인 모델에서는 traLand로 추출

하였다. 하지만 제안 모델은 “세람섬”의 공간 관계 속

성은 분리되어 추출하기에 traLand 태그가 더 이상 필요

하지 않다. 다만 mLink에서 단일 개체를 의미하는 관계

에서는 traLand가 단일 개체를 의미하는 태그로써 추출

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공간 관계 추출 성능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공간 정보 추출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모델의 상향성능

에 대하여 베이스라인 모델과 비교하여 우수함을 보였

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 모델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연구되고 있는 심층학습을 제안 모델에 

적용하여 공간 정보 자동 추출 성능을 베이스라인 모델

을 사용하여 추출한 것보다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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