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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문트리의구조적정보는문장수준관계추출을수행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자질중하나다.기존관계추출연구는

구문 트리에서 최단 의존 경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계 추출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서 활용했다. 그러나 이런 트리

가지치기 기반의 정보 추출은 관계 추출에 필요한 어휘 정보를 소실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체 중심으로 구문 트리를 재구축하고 모든 노드의 정보를 관계 추출에 활용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TACRED에서 F1 점수 74.9 %, KLUE-RE 데이터셋에서 72.0%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문장 수준 관계 추출, 개체 중심 구문 트리

1. 서론

관계 추출은 문장이나 문서 같은 비정형 텍스트에 존재하는

개체들간의의미적관계를찾아내는것을목적으로한다.문장

수준 관계 추출은 한 문장과 문장에 존재하는 두 개체의 정보

가 주어지면 그 두 개체 사이의 관계를 분류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1].

그림 1. 문장 수준 관계 추출 예시

그림 1은문장수준관계추출에대한예시를보여준다.그림

1의 문장에는 ’이건희’과 ’이재용’라는 개체가 존재한다. 주어

진 문맥만 이해 할 수 있다면 두 개체 사이의 관계가 ’parents’

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문장 수준 관계 추출에 있어서 구

문 정보는 중요한 자질 중 하나로 여겨진다[2, 3, 4]. 의존 구문

트리에서 두 개체 사이의 최단 의존 경로(shortest dependency

path;SDP)나 최소 공통 부모(lowest common ancestor;LCA)

노드를 사용하면 문장의 노이즈를 제거하며 관계 추출에 필요

한정보를습득할수있다.그림 1의예시에서도두개체사이의

의존 최단거리는 (’이재용은’ −→ ’아들’ −→ ’이건희의’)이며 이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그림 2. 중요 문맥 정보 소실 예시

다. 그러나 최단 의존 거리처럼 트리를 가지치기(pruning)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 추출의 필요한 문맥 정보를 소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림 2는 구문 정보만을 사용했을 때 중요한

문맥 정보가 소실되는 경우의 예시를 보여준다. 그림 2의 ’자

신의 아들’이라는 문맥을 참조하면 ’샤를’과 ’로타르 2세’와의

관계가 ’parents’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존 구문 분석을 수

행하고의존최단경로의정보만을사용할경우오히려 ’자신의

아들’이라는 중요한 문맥 정보가 소실된다. 이 경우 의존 최단

경로의 사용이 관계 추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체 중심으로 구문 의존

트리를재설계하는방법을제안한다.개체중심구문트리를사

용하면 문맥 정보와 구문 정보를 모두 반영하며 효과적인 관계

추출을 수행 할 수 있다.

2. 관련 연구

기존 관계 추출 연구 중에는 구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5]는 구문 최단 경로를

통해 관계 추출에 불필요한 노이즈를 줄이고 필요한 정보만을

활용하려 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예시처럼 최단 경로만 사용

하면 관계 추출에 필요한 문맥 정보가 손실되는 문제가 발생한

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3]는 두 개체 사이의 최소 공통 부모를

중심으로가지치기를수행한서브트리를 GCN[6]을통해인코

딩하는 방법으로 관계 추출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가지치기 과정에서 필요한 문맥 정보가 손실될 수 있다. [4]는

구문 트리에 self-attention[7]을 적용한 soft-pruning 방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 Soft-pruning은 전체 구문 트리를 입력

받으면서 attention 가중치를 기반으로 중요 노드 사이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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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은 강해지고 그 외는 약해지도록 학습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구문 트리의 정보 반영을 전적으로 attention 기법

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요 구문 정보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대용량 말뭉치로 자가 지도 학습을 진행한 언어 모

델[8, 9, 10]들이자연어처리전분야에서뛰어난효과를보이며

관계 추출 연구에서도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을 활용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 [11]는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의 활용만으

로도 기존 관계 추출 모델들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으며 [12]

는 사전 학습 언어 모델에서 개체를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더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

학습 언어 모델에 기존 구문 정보 반영 방법을 적용하고 이를

제안방법인개체중심의존트리와비교하여제안방법이관계

추출에 구문 정보를 적용하는데 더 적합함을 보인다.

3. 개체 중심 의존 트리를 활용한 관계 추출 모델

3.1 개체 중심 구문 트리

그림 3. 개체 중심 의존 트리 예시

구문 트리의 구조적 정보는 관계 추출 수행 시 중요한 자질

로 활용되지만 그림 2의 예시처럼 더 중요한 정보를 손실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존 구문 트리를

개체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3은 일반적

인 구문 트리를 개체 중심 구문 트리로 재구성한 결과를 나타

낸다. 개체 중심 의존 트리는 문장에 등장하는 개체를 트리의

root 노드로 간주하고 본래 의존 구문 트리의 정보를 기반으로

다른 노드와의 구문 관계 및 연결을 재구성하여 만들어진다.

개체 중심 의존 트리의 구문 관계는 본래의 의존 관계 대신 구

문 거리로 대체된다. 이 후 개체 중심 의존 트리를 GAT(graph

attention network)[13] 입력하여 개체 중심의 문맥 정보를 추

출한다. 구문 거리는 임의 초기화된 벡터로 임베딩을 수행하고

self-attention을 통해서 중요한 위치가 강조된 분포를 출력한

다. 개체와 구문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단어들은 관계

추출에 필요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구문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2 관계 추출 모델

그림 4는 개체 중심 의존 트리를 활용한 관계 추출 모델의

구조도를 나타낸다. 최근 대부분의 자연어 처리 연구에서는

transformer기반사전학습언어모델을사용해주어진문장이

나 문서에서 문맥적 표현을 추출한다. 제안 모델에서도 trans-

그림 4. 관계 추출 모델 구조도

former 기반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을 인코더로 사용해 문장 내

모든단어열 {w1, w2, ..., wn}의인코딩을진행한다.문장인코

딩 후에는 개체에 해당하는 단어 인코딩 벡터들의 평균 값으로

개체의 인코딩 벡터를 표현한다. 개체 인코딩 벡터를 계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ce =
1

l − k + 1

l∑
i=k

ci (1)

수식 1에서 ce는 개체 e의 인코딩 벡터를 의미하며 k, l는 각각

개체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나타낸다. ci는 i번째 단어 wi의

인코딩 벡터이다. 개체 인코딩 벡터 ce와 모든 단어의 인코딩

벡터 {c1, c2, ..., cn}는 개체 중심 의존 트리의 구조 정보와 함
께의존정보반영계층(dependency reflect layer)에입력된다.

관계 추출에 주어지는 개체는 subject, object 두 가지이므로

구문 트리도 subject 중심 트리, object 중심 트리 두 가지가

입력된다. 의존 정보 반영 계층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문

의존정보와문맥정보를습득한다.첫번째는개체의문장사이

의 구조적 정보 취합을 위한 GAT 계층이다. GAT에서는 트리

구조정보를바탕으로개체노드와연결된모든단어노드사이

의연관정보를 attention기법을통해계산하며수식은다음과

같다.

ge =
∑
i∈Ne

αei ci (2)

αei =
exp(sei )∑

j∈Ne
exp(sej)

(3)

sei =
ce ·Wα · ci√

d
(4)

수식 2에서 ge는 GAT를 통해 습득한 개체 노드와 이웃 노드

사이의연관정보가반영된값이다. GAT에서는개체인코딩과

단어 노드 사이의 bilinear attention을 통해 attention 점수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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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 연관도가 반영된 확률 분포 αe를 구한

다. Wα는 bilinear attention의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이며, d

는 attention score 정규화를 위한 값으로 개체 인코딩 벡터의

차원 크기를 의미한다. 개체 중심 의존 트리에서 개체 노드는

모든 단어 노드와 연결된 형태를 보이므로 관계 추출에 필요한

개체와 단어 사이의 문맥 정보를 학습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

두번째는개체와단어사이의의존구문적정보를습득을위한

의존 거리 반영 계층이다. 의존 거리 반영 계층은 개체와 단어

사이의 의존 거리를 사용하여 구문 정보를 습득하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u =
n∑
i=0

βici (5)

βi =
βsi × βoi∑n
j=0 β

s
j × βoj

(6)

βei =
exp(sei )∑n
j=0 exp(sej)

(7)

sei = σ(Wβz(e,i) + bβ) (8)

수식 5의 u는 subject, object 개체 사이의 의존 구문 정보가 반

영된벡터이다.각개체와단어사이의의존정보점수는수식 8

과 같이 구해진다. Wβ는 의존 정보 학습을 위한 파라미터이며

bβ는 편향 값을 의미한다. z(e,i)는 개체와 i번째 단어 사이의 구

문 거리를 임베딩한 벡터이며 σ는 활성 함수를 나타낸다. 수식

7에 의해 각 개체의 관점에서 구문적으로 중요한 단어의 확률

분포가 구해지면 수식 6을 통해 두 개체의 확률 분포를 융합하

고 이를 통해 두 개체 사이의 구문 정보를 습득한다. 의존 정보

반영 계층 이후에 개체 인코딩, GAT 계층 결과 값, 의존 거리

반영 계층 결과 값을 통해 최종 개체 인코딩 벡터를 계산한다.

he = σ(We[c
e; ge;u] + be) (9)

최종개체인코딩벡터 he는 ce, ge, u를모두연결(concatenate)

하고 FNN(feed-forward neural network)을 통해 인코딩한다.

We와 be는 각각 FNN의 학습 파라미터들이다. 각 개체의 인

코딩 벡터는 bilinear 연산을 통해 두 개체의 의미적 관계를

예측하는데 사용되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r(s,o) = hs ·Wr · ho (10)

수식 10에서Wr은관계학습을위한 bilinear학습파라미터다.

4. 실험

4.1 데이터셋

제안모델의평가를위해영어문장수준관계추출말뭉치인

TACRED[14]와 한국어 말뭉치인 KLUE-RE[19]를 사용해 모

델학습및평가를진행했다. TACRED는 TAC KBP challenge

표 1. TACRED를 사용한 기존 연구들과의 성능 비교

Models P R F1

PA-LSTM[14] 69.4 64.8 67.0

ERINE+[15] 70.0 66.1 68.0

GCN[3] 71.3 65.4 68.2

AGGCN[4] 71.8 66.6 69.0

SpanBERT-

large[16]

70.8 70.9 70.8

RC-KnowBERT-

W[17]

71.6 71.4 71.5

BERT-MTB+[12] - - 71.5

LUKE+[18] 70.4 75.1 72.7

proposed model 74.3 75.6 74.9

표 2. GCN과 제안 모델 비교 실험

Model F1

no-dependency tree 71.5

GCN(full tree) 72.3

GCN(SDP) 72.5

proposed model 73.2

표 3. KLUE-RE 데이터셋을 사용한 실험 결과

Model F1

KLUE-RoBERTa base 66.7

KLUE-RoBERTa large 69.6

proposed model

(KLUE-RoBERTa large)
72.0

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 검수하여 구축한 지도학

습 관계 추출 데이터이다. 관계없음을 나타내는 no relation 라

벨을 포함해 총 42 종류의 관계 타입이 존재한다. 개체 타입

은 인명이나 지명을 포함해 총 16종류가 존재한다. 학습, 개발

및 평가 데이터가 나눠져 있으며 각각 75,050 문장, 25,764 문

장, 18,660 문장을 포함한다. 전체 데이터 중 78.7%가 negative

sample로써 존재한다. TACRED는 의존 구문 트리가 함께 제

공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 개체 중심 의존 트리를 구축했다.

KLUE-RE는한국어자연어이해벤치마크데이터셋인 KLUE

의 관계 추출 말뭉치이다. KLUE-RE 역시 관계없음을 포함해

30개의 관계 타입이 존재하며 개체 타입은 6종류이다. 학습

및 개발 데이터는 각각 32,470 문장, 7,765 문장으로 구성된

다. KLUE-RE에는 의존 구문 분석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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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KLUE-RE 데이터셋 오류 분석

예시 정답 예측

그 외에도 붉은 머리로 디즈니 ’인어공주’ 주인공 ’에리얼’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유나는 금발로 돌아왔다.

title alternate

name

지난 2일 정상수 씨는 유튜브에 랩을 녹음한 결과물을 올렸다. product no relation

게임의 진행에 따라 레이 외에 두 명의 캐릭터로 플레이할 수 있는데, 한 명은

레이의 조수이자 1편의 주인공인 히나사키 미쿠이며, 또 한 명은 유우의 친구인

아마쿠라 케이이다.

title colleagues

때문에 자체 개발한 의존 구문 분석 모델1을 사용해 분석을

수행했다.

4.2 실험 환경

제안모델에서문장을인코딩하기위해사용한사전학습언

어 모델은 RoBERTa-large 모델이다. RoBERTa-large 모델의

학습 파라미터 수는 총 110M이며 모델로부터 1,024차원의 단

어 인코딩 벡터를 얻을 수 있다. 개체 중심 의존 트리를 제작할

때, 구문 거리의 최대값은 6으로 설정했다. 이를 넘는 구문 거

리를 가질 경우 ‘inf’라는 special label을 할당했다. 구문 거리

임베딩 사이즈는 256을 사용했다. 모델의 모든 계층에 0.2의

dropout을 적용했으며 학습률은 0.0005를 사용했다. 학습 파

라미터 최적화는 AdamW optimizer[20]를 사용했다. 모델의

성능 평가 지표는 F1 점수를 사용했다.

4.3 실험 결과

본논문에서제안한개체중심의구문트리재구성방법의효

과를확인하기위해 TACRED을사용한기존연구들과비교를

진행했다. 표 1은 TACRED를 사용한 실험 결과를 보인다. 결

과적으로개체중심의존트리를사용한제안모델이기존관계

추출 연구들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특히 같은 규모의 언어

모델을 사용한 SpanBERT-large나 LUKE와 비교할 때도 높은

성능향상(최소 2.2%)을보인다.사전학습언어모델을사용했

음에도개체사이의구문정보가관계추출에큰효과를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 기호가 있는 연구들은 모두 외부 지식이나

추가학습데이터를사용한연구들이다.제안모델은추가데이

터없이도높은성능을보인다.또한제안모델처럼구문정보를

활용한 연구인 GCN, AGGCN과 비교했을 때도 제안 모델이

높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GCN, AGGCN과 달리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기

존 구문 정보 활용 방법과의 비교를 위해 GCN을 재구현하여

같은 언어 모델을 기준으로 성능 비교를 진행했다.

표 2는 GCN과 제안 모델과의 성능 비교를 나타낸다. 공정

1KLUE 의존 구문 분석 데이터셋 기준 UAS 95%, LAS 92% 성능

한 비교를 위해 GCN과 제안 모델 모두 RoBERTa-base 모델

을 사용해 비교를 진행했다. no-dependency tree는 구문 정보

가 없는 RoBERTa-base 모델의 기본적인 관계 추출 성능이

며 GCN(full tree)는 GCN에 전체 구문 트리를 입력한 경우,

GCN(SDP)는 두 개체의 최단 의존 경로만 입력한 경우의 성

능이다. 실험 결과, 개체 중심 의존 트리를 사용한 제안 모델이

같은 언어 모델을 사용한 GCN과 비교해도 더 높은 성능을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은한국어관계추출데이터셋인 KLUE-RE를사용한실

험결과이다. KLUE-RoBERTa base, large모델은언어모델의

CLS벡터를사용해문장수준관계추출을진행했다.실험결과

한국어 관계 추출에서도 제안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ACRED에서의 실험과 비교했을 때

제안 모델의 성능 향상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인 분석

을 위해 KLUE-RE 말뭉치에 대한 제안 모델의 오류 분석을

수행했다.

4.4 오류 분석

표 4는 KLUE-RE말뭉치에서제안모델이보인오답들을분

석한예시를보여준다.분석은오답문장중 100개문장을임의

추출하여진행했으며그결과약절반정도인 49개문장에서잘

못태깅되거나모호한경우가존재했다.첫번째예시의경우는

관계 타입이 모호한 경우다. 모델이 예측한 정갑은 ’alternate

name’으로오답을예측했지만문장을보면틀렸다고보기어렵

다고판단된다.두번째예시는개체가모호한경우이다.문맥을

보면 ’유튜브’는 생산물 보다는 플랫폼으로 보는 것이 맞지만

정답으로 ’product’가 태깅되어 있다. 이는 개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잘못 태깅 된 경우로 보인다. 마지막 예시의 경우 관계 태

깅 자체가 잘못된 경우이다. 문맥을 보면 ’주인공’에 해당하는

개체는 ’히나사키 미쿠’임에도 불구하고 ’레이’의 ’title’이라고

태깅되어 있다. 오류 분석 결과 위 예시 같은 데이터의 모호

성이나 오류가 해결된다면 제안 모델이 더 높은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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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문장 수준 관계 추출에 효과적으로 구문 정보

를반영하기위한개체중심의의존트리를설계하고이를처리

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제안 모델은 어휘 정보의

손실 없이도 구문 정보를 반영하여 기존 관계 추출 연구들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한국어 관계 추출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 문장 수준 관계 추출 모델을

확장하여 문서 수준에서도 작동 가능한 개체 중심 의존 트리를

설계하고 적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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