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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기술문헌분석 플랫폼 내에서의 

테스트베드의 위치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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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은 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등과 같은 다양한 과학기술문헌에 포함된 기술 지식을 효과적으로 추출하는데 필요한 기반 텍스

트 분석 엔진들의 성능 평가 및 개선을 위한 테스트베드 툴킷을 소개한다. 이 툴킷은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용어를 비롯한 인명, 지

명, 기관명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술개체인식엔진을 위한 테스트베드와 인식된 기술개체 간의 의미적 연관관계를 자동으로 추

출하는 기술개체 간 관계추출 테스트베드 로 구성되어 있다.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생산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학술정보에 대한 효율적, 효과적 접근은 현재 자연어 처리 

및 텍스트 마이닝 분야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대두되고 

있다[1, 2]. 문헌 분석이란 이러한 자연어 처리 및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바탕으로 문헌에서 중요한 요소를 추출하

고 구조화함으로써 내재된 기술 지식을 추출하는 과정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이전 연구에서 기술문헌을 구성하는 핵심 요

소, 즉 기술개체(technological entity)를 크게, 기술용어

(technical term), 인명(person), 지명(location), 그리고 

기관명(organization)으로 정의하고, 이들 간의 의미적 연

관 관계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3, 4]. 본 논문

에서는 위에서 개발된 엔진들의 성능을 평가하고 오류를 

개선시키기 위해 개발된 테스트베드 도구를 사용자 인터

페이스 관점에서 소개한다. 

Ⅱ. 기술문헌분석플랫폼 및 테스트베드 
개요

  본 논문에서 개발된 기술 문헌 분석 테스트베드 도구는 

크게 기술개체 자동인식 테스트베드와 기술개체간 관계추

출 테스트베드로 구분된다. 그림 1은 기술 문헌 분석 통합 

플랫폼(SINDI Platform1)) 내에서 이들 두 가지 테스트베

드의 위치와 역할을 도식화하고 있다. 

1) Scientific INtelligence DIscovery의 약자로서 기술 문헌 내에 

존재하는 기술개체와 그들 간의 의미 관계를 추출하는 핵심 기

능을 포괄하고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기술 문헌 분석 플랫폼은 다양한 기반 

사전과 추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문헌 내에 존재하는 기

술 개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SINDI-CORE와 추출된 기

술 개체 간의 의미적 연관 관계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관계 

추출 엔진인 SINDI-LINK로 구성된다. 또한, 이들 기반 

엔진의 성능평가 및 내부 기계학습 모듈들을 위한 학습 집

합을 구축하기 위한 컬렉션 구축 지원도구를 비롯하여, 위 

두 엔진이 최종적으로 생성하는 기술개체 트리플 집합을 

가시화하고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지원도구가 존재한다.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엔진들은 내부적으로 문장분리, 

구문분석, 용어추출, 구문패턴생성 등과 같은 여러 단계의 

텍스트 처리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모니터링하고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들 

엔진과 밀결합되어 구동되는 테스트베드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에서 점선 사각형 내부에 존재하는 

두 가지 테스트베드에 대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점에

서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Ⅲ. 기술문헌분석 테스트베드 

  본 장에서는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기술문헌분석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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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기술개체 인식 테스트베드 실행화면

▶▶ 그림 3. 기술개체간 관계추출 테스트베드 실행화면

스트베드에 대한 세부 기능을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 개발
한 테스트베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웹 기반으로 구현되기 힘
든 섬세하고 동적인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자바 어플리케
이션 기반의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로 개발되었다는 점과, 
단계별 처리 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는 점이다.

1. 기술개체인식 테스트베드

  SINDI-CORE의 기술개체인식 과정은 크게 (1)문장분
리, (2)언어분석(품사태깅, 구문분석 등), (3)기술개체후보 
추출, (4)사전기반 기술개체 인식, (5)통계기반 기술개체 
인식 등의 총 5가지로 구분된다. 이들 각 과정마다 임시 
출력 정보가 도출되며 테스트베드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출력하고 다양한 매개변수 조정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성능 
최적화와 동시에 오류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는 기술개체인식 테스트베드의 실행화면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엔진 수행 단계별로 도
출되는 중간 결과물을 제시함으로써 개발자 혹은 시스템 
관리자가 엔진의 수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림의 상부에는 엔진이 생성하는 입출력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하고, 하부에는 단계별 모듈 실행 결과가 입력 
문헌에 반영되는 과정을 가공하여 출력하고 있다. 그림의 
맨 우측에는 최종적으로 기술개체가 식별된 문헌을 동적
으로 표현하고 있다. 

2. 기술개체 간 관계추출 테스트베드

  그림 3은 기술개체 간 관계추출 테스트베드의 실행화면
을 보여준다. 특정 문장에 포함된 두 기술개체 간의 의미
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SINDI-LINK는 어휘적, 구문
적 패턴을 동시에 활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테스트베드에

서는 특정 문헌을 구성하는 개별 문장의 구문분석 결과를 
비롯하여 구문적 의존관계를 보다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시스템의 수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술문헌분석에 필요한 두 가지 핵심엔
진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개발하였다. 사용성 위주가 아닌 
기능성 중심으로 개발된 이 시스템들을 통해서 개발자 혹
은 시스템 관리자가 복잡한 언어처리 엔진 내부의 실행 과
정을 상세하게 관찰함으로써 성능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
련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최성필 “과학기술분야 시맨틱 전자 문헌의 반자동 구축에 
관한 기반 연구”, 한국언어정보학회 2010년 정기학술대
회, pp.25-34, 2010.

[2] Bunescu, R. C., Mooney, R. J., “A Shortest Path 
Dependency Kernel for Relation Extraction”, 
Proceedings of the Human Language Technology 
Conference and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Vancouver, B.C., 
pp.724-731, 2005

[3] 최윤수, 송사광, 전홍우, 정창후, 최성필, “과학기술문헌
분석을 위한 기계학습기반 범용 전문용어인식 시스템”, 
정보처리학회논문지, Vol.18, No.5, pp.329-338, 2011.

[4] 정창후, 전홍우, 최성필, 최윤수, 송사광, “술어-논항 
구조의 패턴 유사도를 결합한 혼합 커널 기반 관계추출”, 
한국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12, No.5, pp.73-85,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