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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에서 개체(entity) 간 관계(relation) 추출 문제에서 의존구문트리를 이용하여 자질을 
추출할 때 형용사구 내에 관계가 나타나는 경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일률적으로 의존
구문트리의 최소공동조상(LCA: Least Common Ancestor)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방법보다 형용사구가 나
타날 때는 형용사구의 술어를 대신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자질이 된다는 것을 제안하고 로지스틱 회귀분
석, SVM(linear), SVM(exponential kernel)을 이용한 실험들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트리커널
을 이용한 것과 같이 의존구문트리의 최소공동조상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관계추출 모델들의 성능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수행한 실험 과정을 통해 관계추출 데이터 셋에서 형용사구 내 관계를 포함하는 문
장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주제어: relation extraction, dependency parsing, adjective clause, tree kernel, least common ancestor

1. 서론

관계추출(Relation Extraction) 문제는 문장 내의 주

어진 개체 혹은 개념들(대개 각각 한 단어로 이뤄져 있

지만 연속된 여러 단어로 구성된 경우도 있음) 간의 의

미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주어진 관계 목록에서 가

장 잘 나타내는 것을 선택하는 분류의 문제로 볼 수 있

다. 관계추출 문제는 지난 10여년가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있는 중요한 문제로 이에 대한 다양한 기계학습 접근

방법은 [1]와 [2]에 요약되어 있다. 

근래에는 워드임베딩을 이용하여 명시적 자질

(feature) 추출 없이 신경망을 사용하는 기술이 많이 개

발되었으나 성능 향상에 대한 설명이 쉽지 않다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자질이 정보추출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장의 구문분석 결

과를 자질로 사용하는 패턴 분석 방법을 고려하였다.

의존 구문 분석(Dependency Parsing)은 주어진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의존 문법(Dependency Grammar)의 규

칙에 따라 위계적인 방향트리 형태로 배열하는 과정이

1)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의 SW중심대학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

음(2016-0-00018)

다. 이 때 각각의 부모-자식 간에는 그들의 문법적인 관

계에 따라 의존 타입(Dependency Type)이라 불리는 라벨

이 붙게 된다. 의존 문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Stanford Typed Dependencies([3])와 Universal 

Dependencies([4])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이

용하였다. Universal Dependencies는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또 그 언어

들 각각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계추출 알고리즘들, 특히 문장의 단어 패턴을 사용

하는 방법들 중에는 의존 구문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것

이 많다 ([5], [6], [7]). 그러나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대게 의존 타입을 무시하고 의존 구문 분석의 결과를 단

지 트리로서만 볼 뿐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존 

문법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방법이 관계추출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발견하여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우리는 의존 구문 분석을 기반으로 한 몇 가지 

관계 추출 알고리즘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존 트리를 

구성하는 두 개체들의 최소공동조상(공동조상이면서 자

식들 중에는 공동조상이 없는 유일한 노드, 이하 LCA 

(Least Common Ancestor))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유추해 

낼 수 있었다 (상세 내용은 다음 절에 설명). 

이것이 관계추출에 좋은 자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의존 문법에서 술어가 다뤄지는 방법을 보면 알 수 있

다. 의존 구문 트리 상에서 주어와 목적어는 대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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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술어를 중심으로 분기되며, 또한 어떤 문장 속에서 

두 개체 사이의 관계는 그것들을 주어와 목적어로 갖는 

술어에서 얻어낼 수 있을 경우가 많다. 따라서 두 개체

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그것들이 어디서부터 분기되었

는가를 추적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의존문법에서의 술어의 이러한 특징에서 예외를 

발견 하였는데, 이는 술어와 주어/목적어를 포함한 형용

사구가 사용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문장 “I love the girl you love.”의 의

존 구문 트리는 [그림 1]과 같이 만들어진다. 먼저 이 

트리를 바탕으로 ‘I’와 ‘girl’ 사이의 관계를 찾고 

싶다고 하자. 이 두 노드의 LCA인 첫 번째 ‘love’는 

‘I’와 ‘girl’을 각각 주어와 목적어로 가지는 술어

로서 관계를 찾기 위한 좋은 힌트가 된다.

그림 1. 형용사구 내 관계와 비형용사구

관계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시

 

 

반면 ‘girl’과 ‘you’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려고 

할 때는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 기계적으로 LCA를 

찾는 경우 두 노드의 LCA가 ‘girl’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girl’은 관계에 의해 엮일 개체이기 때문에 두 

번째 ‘love’가 관계를 찾기 위한 더 좋은 힌트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언급한 예외적인 경우, 즉 

형용사구(여기서 ‘you love’)가 관여될 때마다 나타나

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두고 ‘형용사구 

내 관계’라고 지칭하며, 형용사구 내 관계를 추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원래의 LCA 대신 술어에 해당하는 

노드(위 예시에서의 두 번째 ‘love’)를 사용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LCA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자질이 된다

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이는 LCA를 자질로서 이용하는 기존의 의존 구문 기반 

관계추출 방법들에서 LCA를 명시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암묵적으로 LCA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그 알고리즘

의 변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형용사구 내 관계를 

따로 고려해서 LCA 대신 형용사구의 술어가 이용되도록 

수정하면 성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2. 관련 연구

의존 구문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 추출 방법의 예

시로는 트리커널을 이용하는 방법([5]), 최소경로를 이

용하는 방법([6], [7]) 등이 있는데 본 연구와 관련이 

깊은 것은 첫 번째 방법이다. 트리 커널은 두 트리의 유

사도 척도인데, 몇 가지 변형이 있지만 그 중 [1]에서 

소개된 것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Ÿ 노드 , 에 대해 는 매칭함수의 값으로 0 

또는 1을 갖는다. 

Ÿ 노드 , 에 대해 는 유사도함수의 값으로 

양의 실수 값을 갖는다. 

Ÿ 트리 , 간의 커널  는 함수 ⋅⋅

사용하여     으로 정

의한다. 여기서 LCA는 관계를 추출하고 싶은 개체

들에 해당하는 노드들의 최소공동조상을 뜻한다. 

        i f  
  

      
  


 





여기서   ⋯와    ⋯는 각각  , 

의 자식들의 수열의 부분수열이며, 는 

maxindex-minindex+1 로 정의된다. 은 감쇠상

수(decay factor)이다. 

요컨대 LCA들의 매칭함수 값이 0이라면 커널 값도 0이 

되며, 그게 아니라면 두 LCA의 유사도 함수 값에 감쇠상

수가 최소 제곱만큼 붙은(위 식에서 ≥, 
≥ 이므로) 적절히 재귀적으로 계산된 항들을 

더한 것이 커널 값이 된다.   

[1]에 따르면 여기서 감쇠상수의 값을 0.1, 0.5, 0.9

로 시험했을 때 SVM을 이용한 방법에서 성능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중 0.1을 썼을 때 

LCA의 유사도 함수 값이 대부분의 경우 다른 모든 항들

을 합한 것보다 크다는 것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 확인했

다. 이는 LCA의 정보가 이 모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Open IE는 주어진 문장에서 가능한 개념 쌍들과 그 개

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문장 내의 표현으로 이

루어진 (head, relation, tail) 형태의 triple을 모두 

찾아내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Born in a small town, 

she took the midnight train going anywhere”([8]) 에

서는 (she, born_in, town)와 (she, took, midnight 

train)을 찾아낼 수 있다. [8]에서는 문장을 더 작은 

clause들로 나누는 방법을 기반으로 한 Open IE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 문장이 clause로 쪼개진 후에는 

‘Inter-Clause Open IE’와 ‘Intra-Clause Open IE’

를 시행해서 triple들을 탐색하게 된다. 앞 예시에서의 

첫 번째 triple은 전자에서, 두 번째 triple은 후자에서 

나온 경우이다. 우리의 관심 대상인 형용사구 내 관계 

추출은 이 ‘Inter-Clause IE’의 한 예시로 볼 수 있

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수행한 Open IE는 관계를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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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목록들 중의 하나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해

당하는 문장 내에서의 표현만을 골라내는 것이 목표이므

로 우리의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  

3. 제안 방법

  
 Universal Dependencies의 의존타입 중에는 

‘acl’(adjective clause)과 ‘acl:relcl’(adjective 

clause : relative clause)이 있는데 이것들은 형용사구

의 술부와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 사이에 나타나게 된다. 

의존 구문 분석이 정확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서

론에서 설명한 ‘형용사구 내 관계’는 다음의 조건들

(이하 ‘조건1~3’)이 모두 만족 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선별해 낼 수 있다.  

Ÿ 조건1 : 관심의 대상인   
⋯

 과 

  
⋯

 두 개체(
⋯는 를 구성하는 

노드들이다.)의 LCA가 
⋯


⋯ 중 하나이

다. (그것을 라고 하고, 편의상 이것이 에 속해

있다고 하자.)

Ÿ 조건2 : 의 자식노드 중 의존타입이 ‘acl’ 또는 

‘acl:relcl’인 것이 있다. (이를 라고 하자.)  

Ÿ 조건3 : 의 자식노드 중 에 속해 있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e1=[‘you’], e2=[‘girl’]일 

때는 x=‘girl’, y=‘love’가 조건들을 만족시키지만 

e1=[‘I’], e2=[‘girl’]일 때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x,y)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안하는 방법의 핵심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변형된 방법을 쓰는 것으로, 원래의 LCA인  대신 를 

쓰는 것이다.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개요

실험의 가설은 독립적으로 관계를 예측해 내는 능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LCA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조건

1~3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그 형용사구의 술어()를 대신 

사용하는 것이 관계추출에 대한 더 좋은 자질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자질들에 대응하는 단

어 벡터만을 이용해서 자주 통용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들을 적용하여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기계학습 알고리즘

들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SVM(linear), 

SVM(exponential kernel)을 이용하였다. 또한 더 세밀한 

분석을 위해 가능한 학습 시나리오 3가지를 사용하였다.  

1)조건1~3을 만족하는 문장만을 통해 학습한 경우 

2)그 외의 문장만을 통해 학습한 경우

3)모든 문장을 통해 학습한 경우

또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가능한 평가 방법들을 사용하

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1)조건1~3을 만족하는 문장들로 평가하는 경우

2)그 외의 문장들로 평가하는 경우

의존 구문 분석은 Stanford CoreNLP 모듈의 Universal 

Dependencies를 이용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SVM(linear), SVM(exponential kernel)은 scikit-learn 

모듈의 기본 옵션들을 이용하였다. 단어 벡터로는 

GloVe([9])의 300차원짜리 벡터들을 이용하였다. GloVe

는 비지도 학습을 이용하는 단어 임베딩 모델 중 하나

로, [9]에 따르면 흔히 사용되는 또 다른 모델인 

word2vec([10])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4.2. 데이터셋
 

관계추출의 데이터셋으로 SemEval2010 Task8([11]) 을 

이용하였다. 학습데이터의 문장은 8000개이고 시험데이

터의 문장은 2717개이다. 아래와 같이 총 10개의 관계가 

있다. 

Other

Cause-Effect

Instrument-Agency

Product-Producer

Content-Container

Entity-Origin

Entity-Destination

Component-Whole

Member-Collection

Message-Topic

Other를 제외한 각 관계는 개체의 순서가 

Cause-Effect(e1,e2), Cause-Effect(e2,e1)와 같이 

(Cause-Effect(e1,e2)는 e1이 Cause, e2가 Effect인 경

우이고 Cause-Effect(e2,e1)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구

분되어 있어서, 총 19개의 라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본 실험에서는 개체의 순서를 구분하지 않은 10개의 

관계들만을 분류하는 문제를 고려하였다. LCA만으로 관

계에서 개체의 순서까지 구별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하기

는 힘들기 때문이다. 

4.3. 결과 

[그림 2], [그림 3], [그림 4]에 나타난 실험결과들에

서 각각의 문자는 다음을 나타낸다. 

Ÿ : 학습 데이터의 문장들 중 조건1~3을 만족하는 

것들의 집합 

Ÿ ′: 시험 데이터의 문장들 중 조건1~3을 만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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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의 집합 

Ÿ : 학습 데이터의 문장들 중 조건1~3을 만족하지 

않는 것들의 집합 

Ÿ  ′: 학습 데이터의 문장들 중 조건1~3을 만족하지 

않는 것들의 집합 

Ÿ   ∪′∪∪ ′→R d : 주어진 문장의 LCA에 해

당하는 단어벡터

Ÿ   ∪∪′∪ ′→ : 주어진 문장이 조건1~3

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새로 

찾은 단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LCA에 해당하는 

단어벡터

(즉  ∪ ′ ∪ ′ 이지만 ∪′≠∪′이다.) 

[그림 2]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서 학습 방법과 평

가 방법의 가능한 모든 쌍에 대해 기존의 자질과 새로

운 자질을 평가한 결과 비교

 

[그림 3] SVM(linear) 을 이용해서 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의 가능한 모든 쌍에 대해 기존의 자질과 새로운

자질을 평가한 결과 비교

[그림 4] SVM(exponential kernel) 을 이용해서 학습 방

법과 평가 방법의 가능한 모든 쌍에 대해 기존의 자질

과 새로운 자질을 평가한 결과 비교

실험 결과 자명하게 같은 정확도가 나오는 경우

(B-B’)를 제외하고는 모든 알고리즘과 모든 학습데이

터, 평가데이터 쌍에서 새로운 자질을 이용했을 때 정확

도가 조금씩은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형용사구 관

계 추출(B’)에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형용사구 

내 관계 추출(A’)에서는 모든 알고리즘과 모든 학습 시

나리오(A, B, A&B)에서 차이가 뚜렷하였다. 비형용사구 

관계 추출의 경우에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그 경우의 

처리를 다르게 하지는 않으므로 이해할만한 결과이다. 

여기서 차이가 0이 아닌 이유는 형용사구 내 관계(A)에

서 뽑은 자질들이 비형용사구에서 뽑은 자질들과 더 호

환되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관찰할 수 있는 점은 형용사구 내 관계 추출(A’)

이 비형용사구 관계 추출(B’)에 비해 형용사구 내 관계

(A)만을 이용해 학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능이 낮았

으며 새로운 방법을 썼을 때는 그 정도가 덜했다는 것이

다. 이는 A, A’ 각각이 학습 데이터/시험 데이터에서 

약 10%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즉 데이터의 

불균형 때문으로 보이며, 형용사구 내 관계 추출과 비형

용사구 관계 추출이 상이한 성질을 가지며 새로운 방법

이 그 차이를 줄여 더 일관적인 자질을 만들어 냄을 보

여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형용사구 내 관계추출의 경우에 원래의 

LCA 대신 형용사구의 술어를 쓰는 것이 비형용사구 문장

에서의 LCA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질로서 더 적

합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일반

적으로 의존 구문 기반 관계 추출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형용사구 내 관계의 경우를 따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을 시사한다. 또한 앞 절의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한 내

용과 같이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만들 때 형용사 내 관

계를 추출해야 하는 경우가 전체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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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연구

 이번 연구에서는 LCA를 수정하는 것이 더 좋은 자질

이 된다는 것만을 확인했을 뿐 그 관찰에 따른 더 나은 

관계추출 모델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기존의 여러 모델

들에 대해 이 점에서 착안한 변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인데 그것이 가능한 경우와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정리

한다.

Ÿ 가능하지 않은 경우: 트리를 무방향 그래프

(undirected graph)로 보는 경우(예를 들어 대칭인 

인접행렬(adjacency matrix)을 이용하는 경우), 방향

-불변인 특징들을 이용하는 경우(예를 들어 개체들 

간의 최소경로)

Ÿ 가능한 경우: 트리 커널을 이용하는 경우, 최소공동

조상 자체를 자질로 이용하는 경우, 방향을 고려한 

인접행렬을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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