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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은 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등과 같은 다양한 과학 기술 문헌에 포함된 기술 지식을 효과 으로 

추출하는데 필요한 텍스트 분석 엔진들의 효과 인 모니터링  성능 최 화를 한 테스트베드 도구를 

소개한다. 이 도구는 과학 기술 분야의 문 용어를 비롯한 인명, 지명, 기 명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술 개체 인식 엔진을 한 테스트베드와 인식된 기술 개체 간의 의미  연  계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개체 간 계 추출 테스트베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활용함으로써 사용자  개발자들은 기술 문헌 

분석 엔진의 실행 모니터링은 물론 오류 분석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중심어 :∣문헌분석∣테스트베드∣자연어처리∣텍스트마이닝∣기술지식∣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 test-bed toolkit for evaluating and enhancing text analysis engines 

which extract technological knowledge from articles, patents, reports and so forth. The toolkit 

consists of two test-beds for technical entity recognition and relation extraction engines, which 

are capable of identifying technical entities and predicting semantic relation types between the 

entities. With using the introduced toolkits, users and developers can efficiently perform the 

execution monitoring and error analysis of the technical text analysis engines.

■ keyword :∣Text Analysis∣Test Bed∣Natural Language Processing∣Text Mining∣Technology Intelligence∣
 

    

I. 서 론 

 세계 으로 속하게 생산되고 있는 과학기술분

야 학술정보에 한 효과  근은 재 자연어 처리 

 텍스트 마이닝 분야의 가장 요한 과제로서 두되

고 있다[1][2]. 다양한 정의나 이 있을 수 있으나, 

자연어 처리  텍스트 마이닝의 가장 요한 목  

의 하나는 인간이 언어를 이용하여 텍스트로 표 한 학

술 정보를 기반으로 이를 기계 이고 자동화된 공정을 

통해서 요한 핵심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조직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에서는 학술 문헌에 한 심층 분석에 한 기본

인 개념을 확립하 다. 다시 말해서, 독자가 특정 학

술 문헌을 읽어 나갈 때, 그 문헌에 나타나는 핵심 용어

와 그 용어 간의 계를 우선 으로 악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 인 기술

을 학술 문헌 분석이라고 정의하 다. 한 이와 같은 

학술 문헌 분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문용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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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체들을 문헌에서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

개체 지동인식 엔진과, 인식된 기술 개체간의 계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술개체 간 계추출 엔진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1]. 아래 표는 에서 기술한 

학술 문헌에 출 하는 기술 개체(technology entity)의 

종류를 나열하 다.

표 1. 기술 개체 종류 및 설명

기술개체유형 설명

인명 과학기술 연구 종사자, 기술 사업화 종사자, 정책 결정권
자 등

지명 국가, 도시, 물리적 위치 등
기관명 대학교, 연구센터, 연구소, 국가기관 등
기술용어 전문용어, 분야용어 등
시간표현 날짜, 연도, 시간 표현 등

[표 1]에서 기술한 개체 유형을 추출하고 이들 간의 

의미  연  계를 식별함으로써 최종 으로 도출되

는 지식은 기술개체가 주어(subject)  목 어(object)

가 되고 그 가운데에 계(relation, predicate)가 연결되

어 있는 시맨틱 트리 (semantic triple) 형태로 표 된다.

이러한 시맨틱 트리 을 생성하기 해 필요한 언어 

분석 엔진들은 일반 으로 그 복잡성으로 인해서 분석 

진행 과정에 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 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한 체계 인 분석 

한 힘든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학술 문헌 분석을 해서 개발된 기술 

개체 인식 엔진[3]과 기술 개체 간 계 추출 엔진[4]의 

실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 오류를 개선시키기 

한 목 으로 개발된 테스트베드 도구를 사용자 인터페

이스 에서 소개한다.

II. 기술문헌분석 플랫폼 및 테스트베드 개요

본 논문에서 개발된 기술 문헌 분석 테스트베드 도구

는 크게 기술개체 자동인식 테스트베드와 기술개체간 

계추출 테스트베드로 구분된다. [그림 1]은 기술 문헌 

분석 통합 랫폼(SINDI Platform)[5] 내에서 이들 두 

가지 테스트베드의 치와 역할을 도식화하고 있다.

그림 1. 기술문헌분석 플랫폼 내에서의 테스트베드의 위치 
및 역할

[그림 1]에서 보듯이 기술 문헌 분석 랫폼은 다양

한 기반 사 과 추출 알고리즘을 용하여 문헌 내에 

존재하는 기술 개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SINDI-CORE[3]와 추출된 기술 개체 간의 의미  연  

계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계 추출 엔진인 

SINDI-LINK[4]로 구성된다. 한, 이들 기반 엔진의 

성능평가  내부 기계학습 모듈들을 한 학습 집합을 

구축하기 한 컬 션 구축 지원 도구를 비롯하여,  

두 엔진이 최종 으로 생성하는 기술개체 트리  집합

을 가시화하고 통합 리하기 한 통합지원도구가 존

재한다.

1. 기술개체인식 엔진 (SINDI-CORE)
본 논문에서 기반하고 있는 기술개체인식 엔진의 가

장 큰 특징은 우선 문헌 분석 실행 과정이 단계별로 모

듈화되어 있다는 이다. 문장 분석에서부터 최종 인 

개체인식까지의 세부 인 과정이 완벽하게 독립 으로 

구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용량 문헌에 한 모듈

별 분산, 병렬 처리가 용이하다. 부가 으로 기술 개체 

인식의 범 를 단순 명사구에서 확장하여 구 ( 치사

구 등)까지도 식별이 가능하다. 한 1차 으로 인식된 

기술개체 후보의 객 성을 평가하기 해서 웹 통계 정

보를 활용한다. 결론 으로, 사  기반 단순 용어 인식

에서부터 웹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신규 용어 인식, 

개체명(인명, 지명, 기 명) 인식 기능이 체 으로 결

합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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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술개체인식 테스트베드 실행 화면 (1)

그림 3. 기술개체인식 테스트베드 실행화면 (2)

2. 기술개체 간 관계 추출 엔진 (SINDI-LINK)
재 개발된 계 추출 엔진의 추출 가능 계 종류

는 IS-A, PART-OF, COORDINATING 등을 비롯하여 

총 29 종이다. 계 추출 기법은 지도 학습 기법

(supervised learning)과 패턴 규칙 기법(pattern  

rule-based method)이 결합된 형태이다. 패턴 규칙 기

법을 해서 문장 내에서 계를 표 하는 술어-논항 

패턴, 1,160 종을 수집하여 이를 용하고 있으며, 지도 

학습 기법을 해서는 구문 트리 커 (parse tree 

kernel)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에서 설명한 두 가지 엔진들은 내부 으로 문장 분

리, 구문 분석, 용어 추출, 구문 패턴 생성 등과 같은 여

러 단계의 텍스트 처리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 처

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모니터링하고 수정하기 

해서는 이들 엔진과 결합되어 구동되는 테스트베

드가 필수 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에서 선 사

각형 내부에 존재하는 두 가지 테스트베드에 해서 사

용자 인터페이스 에서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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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술개체 간 관계추출 테스트베드 실행화면 (1)

그림 5. 기술개체 간 관계추출 테스트베드 실행화면 (2)

III. 기술문헌분석 테스트베드

본 장에서는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기술문헌분석 

테스트베드에 한 세부 기능을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테스트베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웹 기반으로 구

되기 힘든 섬세하고 동 인 인터페이스를 하여 자바 

어 리 이션 기반의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로 개발되

었다는 과, 단계별 처리 과정을 한 에 살펴볼 수 있

도록 구성되었다는 이다.

1. 기술개체인식 테스트베드 
 SINDI-CORE의 기술개체인식 과정은 크게 (1)문장 

분리, (2)언어 분석(품사 태깅, 기 구 인식 등), (3)기술

개체후보(개체명, 기술용어) 인식, (4)사 기반 기술개

체 인식, (5)통계기반 기술개체 인식 등의 총 5단계 구

분된다. 이들 각 과정마다 임시 출력 정보가 도출되며 

테스트베드는 이들을 효과 으로 출력하고 다양한 매

개변수 조정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성능 최 화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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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INDI 플랫폼 통합 아키텍처

에 오류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와 

[그림 3]은 에서 기술한 기술개체 인식 과정을 세부

으로 출력하는 기술개체인식 테스트베드의 실행화면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엔진 수행 

단계별로 도출되는 간 결과물을 제시함으로써 개발

자 혹은 시스템 리자가 엔진의 수행 상황을 효과 으

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림의 상부에는 엔진이 생성

하는 입출력 데이터를 그 로 출력하고, 하부에는 단계

별 모듈 실행 결과가 입력 문헌에 반 되는 과정을 가

공하여 출력하고 있다. 그림의 맨 우측에는 최종 으로 

기술개체가 식별된 문헌을 동 으로 표 하고 있다.

2. 기술개체 간 관계추출 테스트베드
[그림 4]와 [그림 5]는 기술개체 간 계추출 테스트

베드의 실행화면을 보여 다. 계추출의 단계는 크게 

(1) 처리 단계, (2)구문분석 단계, (3)술어-논항 구조

(Predicat-Argument Structure, PAS) 변환 단계, (4)

계추출 단계로 나  수 있다. 계 추출 기법에 한 세

부 인 사항은 [4]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특정 문장에 포함된 두 기술개체 간의 의미  계를 

악하기 해서 SINDI-LINK는 어휘 , 구문  패턴

을 동시에 활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테스트베드에서는 

특정 문헌을 구성하는 개별 문장의 구문분석 결과를 비

롯하여 구문  의존 계를 보다 상세하게 제시함으로

써 시스템의 수행 상황을 면 하게 살펴볼 수 있다. [그

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력 문헌은 이미 기술 개체

가 식별 완료된 문서이다. 이들 문서에 한 구문 분석 

결과가 세 번째 단계에서 출력되는데, 구문 트리의 출

력 효율성을 극 화하기 해서 단순 트리 형태로 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구성 단어에 한 품사 정보

를 첩 구조(nested structure)로 표 하고 있다. 를 

들어, [그림 5]의 좌측에 표 된 구문 분석 결과에서 

“the occurrence of"는 정 사(DT) "the"와 명사(NN) 

"occurrence", 그리고 치사(IN) "of"로 구성되어 하나

의 명사구(NP)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정보

를 테스트 베드의 화면에서 쉽게 악할 수 있다.

3. 테스트베드와 SINDI 엔진 간의 상호 연동
[그림 6]은 SINDI 엔진의 체 인 아키텍처를 보여

주고 있다. 입력 문헌에 해서 사   통계 기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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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추출이 완료되면, 특정 문장에 존재하는 두 기술

개체 간의 계를 표 하는 구문을 술어-논항 구조 형

태로 추출한다. 추출된 계 구문 패턴을 기반으로 미

리 구축된 계 패턴 사 에서 검색하여 가장 유사한 

패턴을 찾은 후 이 패턴이 나타내는 계 유형을 최종 

의미  계로 정하여 출력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를 해서 본 시스템은  다양한 공통 모듈들을 활용

하고 있고 테스트베드는 이들 공통 모듈에 한 입출력

뿐만 아니라 시   통계 기반 개체 식별 모듈은 물론 

술어-논항 기반 계 패턴 매칭  계 추출 모듈과도 

연동하고 있다. 이를 해서는 개별 엔진들의 모듈화가 

요한데, SINDI 랫폼은 각 요소 모듈들이 모두 개별

으로 실행될 수 있을 정도로 캡슐화(encapsulation)

가 잘 되어 있다. 모든 입출력은 XML 형태의 자체 

로토콜[6]을 수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확장이 가능한 

유연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술 문헌 분석에 필요한 두 가지 핵

심 엔진인 기술개체 인식엔진과 계 추출 엔진을 한 

테스트베드를 개발하 다. 이로써 엔진 고유의 복잡성

으로 인해서 지식 추출의 세부 진행 과정을 악하지 

못하 던 한계 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한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분석되는 과정에서 기술

인 한계 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분석 오류(언어처

리오류, 개체인식오류, 계추출오류 등)에 한 악 

 분석을 통해서 체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한 기

반을 마련할 수 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우선 개발자  시스템 리자

를 한 다양한 부가 기능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에는 언어자원 리, 반복 학습 기능, 계 패턴 

리 기능 등이 있다. 부가 으로 단계별로 출력되는 정

보의 복잡성이 2차원 평면에 그 로 투 되어 사용자 

근성을 낮게 하는 한계 을 극복하기 해서 3D 기

반의 상세 정보 라우징 기능을 추가 으로 개발할 필

요가 있다. 추가 으로 [7]에서 개발된 분산환경 기반의 

지식처리 랫폼과 연동하여 텍스트 분석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발되는 체 

학술 지식 추출  리 랫폼의 활용성을 높이기 

해서 모바일 기기 기반의 시스템을 추가 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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