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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단백질 간 상호작용 자동 식별을 위해서 구문 트리 커널을 확장한 시맨틱 구문 트리 커
널을 제안한다. 기존의 구문 트리 커널은 구문 트리의 단말 노드를 구성하는 개별 어휘에 대해서 단순하
게 외형적 비교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 의미적으로는 유사한 두 구문 트리의 커널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
아져서 단백질 간 상호작용 식별의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구문 
트리의 구문적 유사도(syntactic similarity)와 어휘 의미적 유사도(lexical semantic similarity)를 동시에 효
과적으로 계산하여 이를 결합하는 새로운 커널을 고안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시맨틱 구문 트리 커널을 활
용하여 단백질 간 상호작용 식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1. 서  론

  단백질 간 상호작용(Protein-Protein Interaction, PPI) 

자동 추출은 텍스트 내에 표현된 단서 어휘 및 구문 구

조 혹은 기타 부가 자질들을 활용하여 그 텍스트 내에 

출현한 다수의 단백질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이며, PPI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

는 식별(PPI Identification, PPII)과 PPI의 구체적인 상호

작용의 종류를 결정하는 분류(PPI Classification, PPIC)

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PPI 자동 추출 중에서도 PPI 식별에 관

해서 다루는데, PPI 식별을 위해서 구문 트리 커널을 확

장한 시맨틱 구문 트리 커널을 제안한다. 기존의 구문 

트리 커널은 구문 트리의 단말 노드를 구성하는 개별 어

휘에 대해서 단순하게 외형적 비교를 수행한다. 따라서 

실제 의미적으로는 유사한 두 구문 트리의 커널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PPI 자동 추출

의 전체적인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두 구문 트리의 구문적 유사도

(syntactic similarity)와 어휘 의미적 유사도(lexical 

semantic similarity)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계산하여 이를 

결합하는 새로운 커널을 고안하였다. 

2. 관련 연구

  PPI 자동 추출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기법들이 소개되

어왔다. Zhou and He (2008)은 최근까지 연구된 PPI 

추출 기법을 전산언어학 기반 기법, 규칙 기반 기법, 그

리고 기계학습 및 통계적 기법의 세 종류로 구분하여 설

명하고 있다[1]. 

  우선 전산언어학 기반 기법에서는 PPI를 표현할 수 있

는 대표적인 문장 구조를 분석하여 이를 문법으로 구성

한다. 이러한 요소 문법들은 상호작용 추출을 위한 특화

된 언어분석 시스템(품사 부착기, 기저구 인식기, 구문 

분석기 등)의 기반 문법으로 활용된다. PPI 자동 추출 

기술의 특성에서 볼 때, 문장에 대한 심층 분석은 필수

적이며 그 분석정도에 따라 shallow parsing 기반 기법

[2, 3]과 full parsing 기반 기법[4, 5]으로 나눌 수 있

다.

  두 번째로 규칙 기반 기법은 상호작용 표현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어휘적 패턴 집합을 수작업으로 정의하고 이

를 기반으로 문장에서 이들 패턴과 일치하는 부분을 찾

는다. 이 범주에 속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Blaschke et 

al. (1996)은 상호작용 단서 어휘집합을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휘적 규칙(lexical rules)을 고안하여 PPI에 

2010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7, No.1(C)



적용하였다. 그리고 문장 내에서 발견한 어휘적 규칙에 

대한 신뢰도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이를 추출된 PPI의 신

뢰도로 활용하였다[6].

  마지막으로 기계학습 및 통계적 기법은 가장 최근에 

도래한 기법으로서, 지도학습 혹은 반지도 학습 기반의 

기계학습 모델을 적용하여 미리 수작업으로 구성된 학습 

집합을 기반으로 관계 및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핵심 단

서인 자질 집합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이를 실제 시스템

에 적용한다. 확장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성

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7, 8, 9].

3. 시맨틱 구문 트리 커널

  3.1 구문 트리 커널의 문제점

  합성곱 구문 트리 커널의 기본적인 개념은 구문 트리

를 요소 하부 트리로 분리하고 이들 하부 트리를 벡터 

공간의 개별 축(axis)으로 전사시킴으로써 M개의 하부 

트리에 대해서 M차원의 벡터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때 개별 구문 트리는 벡터공간의 특정 벡터로 전사된

다. 벡터 공간으로 전사된 구문 트리 집합 쌍은 그들 간

의 내적을 계산함으로써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 

내적 값이 바로 구문 트리 커널의 출력이다. 이러한 장

점에도 불구하고, 구문 트리 커널은 두 개의 구문 트리

를 비교함에 있어서 각 단말 노드를 구성하는 개별 어휘

에 대한 단순 비교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두 

구문 트리의 유사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

다. 비록 매우 단순한 예제이지만 그림 1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1 동일한 의미의 상이한 표현에 따른 구문 트리

커널의 한계점

  그림 1의 세 문장은 모두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

으며, PPI의 관점에서도 모두 "profilin"과 "muscle actin"

을 "PREVENT"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각 문장의 구문 

구조도 모두 동일하므로 개별 문장 쌍에 대한 커널 값

(유사도)은 매우 높게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

서 Moschitti (2006)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

한다면, 단말 노드를 구성하는 개별 어휘들에 대한 단순 

외형적 비교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수치보다 낮은 

커널 값을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위 그림에서 보듯이 

"inhibit", "suppress", "block" 등의 동사들과 

"elongation", "extension", "rate", "proportion"과 같은 

명사들에 대한 의미 분석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어휘들

에 대한 개념화(conceptualization)가 이루어지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높은 성능의 PPI 자

동 추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3.2 시맨틱 구문 트리 커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확장된 구문 트리 커널의 기본

적인 개념은 기존의 구문 트리 커널에서 강조되었던 두 

문장 간의 구문적 유사도뿐만 아니라, 개별 어휘들의 개

념화를 통해 얻어진 의미적 유사도를 추가적으로 활용하

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두 구문 트리의 구문적 유사성

과 의미적 유사성을 동시에 계산하여 이를 결합하는 시

맨틱 구문 트리 커널을 새롭게 고안하였다. 두 구문 트

리의 의미적 유사도 계산은 개별 구문 트리를 구성하는 

어휘들에 대해서 문맥 기반의 개념 정보를 생성하고 이

것들을 의미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수행된다. 문맥 기반 

어휘 개념은 구문 트리의 단말 노드를 구성하는 어휘들

에 대한 중의성 해소(Word Sense Disambiguation, 

WSD)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 워드넷(WordNet) 

기반의 어휘 중의성 해소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결론적

으로 두 문장의 유사도는 구문적 유사성과 어휘 의미적 

유사성을 동시에 측정하여 결합함으로써 계산된다. 따라

서 커널 함수는 식 1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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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 시맨틱 구문 트리 커널 계산식    

  식 1은 시맨틱 구문 트리 커널이 (1) 어휘 의미적 유

사도(lexical semantic similarity, simlex(T1,T2,α))와 (2) 

구문적 유사도(syntactic similarity, simsyn(T1,T2,λ,σ))를 

합산하여 커널 값을 계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어휘 의

미적 유사도는 구문 트리의 단말 노드만을 대상으로 계

산되며, 구문적 유사도 계산은 그 외의 노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휘 의미적 유사도

에 대한 세부적인 계산 방법은 식 2와 같다.

2010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7, No.1(C)



( ) ( )

( )

( ) ( )( )

( ) ( )( )

( )( ) ( )( )( )å å

å å

å å

å å

ÌÎ ÌÎ

ÌÎ ÌÎ

ÌÎ ÌÎ

ÌÎ ÌÎ

÷
÷

ø

ö

ç
ç

è

æ
=

÷
÷

ø

ö

ç
ç

è

æ
»

÷
÷

ø

ö

ç
ç

è

æ
»

÷
÷

ø

ö

ç
ç

è

æ
»

º

1
1111

2
2222

1
1111

2
2222

1
1111

2
2222

1
1111

2
2222

21

, ,
2211

, ,
2211

, ,
2211

, ,
2121

21

,,,,,                        

,,,,,                        

,,,,,                        

                           ,,,,                        

,,,,

w
TT

w
TT

w
TT

w
TT

w
TT

w
TT

w
TT

w
TT

WcWw WcWw

WcWw WcWw

WcWw WcWw

WcWw WcWw

TTlex

cwsynsetposcwsynsetposΙ

cwsynsetcwsynsetΙ

cwconceptcwconceptΙ

ccwwsim

WWsimTTsim

aa

aa

aa

a

aa

식 2 어휘 의미적 유사도 계산식

(식 2-1)

(식 2-2)

(식 2-3)

(식 2-4)

(식 2-5)

  

  는 구문 트리 T를 구성하는 단어 집합이며, 
 는 

이 중에서  주변의 문맥 단어 집합이다. 식 2-1에서의 

와 의 유사도 계산식 sim은 식 2-2

와 같이 문장 구성 단어 w와 주변 문맥 정보 c를 이용

한 유사도 계산식 sim(w1,w2,c1,c2,α)으로 대체된다. 단

어 간 유사도를 수치화하여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우

므로, 식 2-3에서는 개별 단어를 개념화함으로써 두 단

어의 유사도 계산을 단순화하였다. concept 함수는 w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들을 주변 문맥 단어 집합 c를 이

용하여 정확한 하나의 의미로 식별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식 2-3에서 I(A,B)는 A와 B가 동일하면 1을 반환하

고 아니면 0을 반환하는데, 결론적으로 식 2-3은 두 문

장을 교차 비교하면서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 쌍

의 개수를 계산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 단어의 의미 

식별을 그 단어에 대한 워드넷에서의 synset 집합 중에

서 주변 문맥 단어들과 가장 일치하는 synset을 식별하

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식 2-4에서는 concept 함

수가 워드넷에서의 가장 유사한 synset을 반환하는 

synset 함수로 대체된다. 마지막으로 워드넷에서 특정 

synset은 전체 파일 내에서의 위치 정보로 식별될 수 있

으므로 이들의 위치 정보를 반환하는 pos 함수를 도입

하여 실질적인 비교 작업을 수행하였다. 모든 식에 포함

된 추상화 수준 지정 인자 α는 개별 어휘의 의미적 개념

들의 추상화 수준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한편, 두 문장에 대한 구문적 유사도를 나타내는 

simsyn(T1,T2,λ,σ)은 Moschitti (2006)가 제안한 것과 동

일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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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 구문적 유사도 계산식

   는 구문 트리 의 전체 노드 집합이고,  는 

의 모든 단말 노드 집합을 나타낸다. 그리고 

은 Moschitti (2006)가 제안한 특정 노드 n1

과 n2를 최상위 노드로 가지는 트리의 공통 하부 트리 

개수 계산 알고리즘으로서, λ는 트리 커널 소멸 인자이

고 σ는 트리 커널 계산 방법 지정 인자이다. 식 3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10, 11]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식 2와 식 3에 의거하여, 시맨틱 구문 트리 커널은 최종

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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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 시맨틱 구문 트리 커널 계산식 구체화  

  식 4는 시맨틱 구문 트리 커널의 세부적인 계산 방법

을 나타낸다. 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변의 첫째 항은 

어휘 의미적 유사도를, 둘째 항은 구문적 유사도를 나타

내며, 최종 커널 값은 이 두 유사도를 더한 값이다.

4. 실험 및 분석

  4.1 실험 대상 말뭉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맨틱 구문 트리 커널의 객관적

인 성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사용된 다양한 말뭉치 기반의 단백질 간 상호 작용 식별

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통상적으로 “Five PPI 

Corpora”[12]라고 불리는 이 말뭉치 집합은 

AImed[13], BioInfer[14], HPRD50[15], IEPA[16], 그

리고 LLL[17]을 단일화된 XML 형식으로 변환해 놓은 

컬렉션으로서, 단백질 간 상호작용 식별 기법의 평가 컬

렉션으로 활용되고 있다.

  4.2 성능 측정 기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성능 측정 기준은 거시평균 기반 

F-점수(macro-averaged F-score)와 미시평균 기반 F-

점수(micro-averaged F-score)이다. 우선 거시평균 기

반 방법은 m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정확도와 

재현율이 합산된 F-점수를 계산하고 이를 m으로 나눈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에 반해 미시평균 기반 방

법은 전체 검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옳게 분류된 데이터

와 그르게 분류된 데이터를 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F-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거시평균 기반 방법은 학습 

모델의 모든 클래스에 대한 분류 능력을 전체적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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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학습 집합의 클래스별 분

포가 고르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측정 결과

를 가져온다. 미시평균 기반 방법은 학습 모델의 특정 

클래스에 대한 분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학습 집합의 클

래스별 분포가 차이가 나는 경우나 학습 모델의 특정 클

래스 예측 성능이 낮게 나타날 경우에는 두 평가 방법의 

수치가 상당히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

  4.3 단백질 간 상호작용 식별 실험

  본 논문에서 수행한 실험은 총 세 가지의 매개변수가 

필요하며, 이 값의 지정 방법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매개

변수
설명 (details) 범위 (range) 

설정

개수

λ 구문트리커널 소멸인자 0.1 ~ 1.0 (단위: 0.1) 10 
C SVM 정규화 매개변수 1.0 ~ 7.0 (단위: 1.0) 7 

α 

시맨틱 구문트리 커널

에서의 어휘 개념에 대

한 추상화 수준 지정 

인자 (generalization 
level) 

0 node concept 그대로 사용 

4 

1 현재 node concept의 부모를 사용 

2
현재 node concept의 조부모를 사

용 

N 기존 구문 트리 커널

총 시스템 수 280

표 1 실험 대상 시스템 설정 방법 및 개수

  구문 트리 커널 소멸인자는 최소 0.1에서 최대 1.0까

지 0.1 단위로 10개를 지정하였다. 그리고 SVM의 정규

화 인자는 1.0에서 7.0까지 7가지로 한정하였다. 마지막

으로 어휘 개념 추상화 수준 지정 인자는 총 4가지로 설

정하였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매개변수를 모두 적용하

면 총 280가지의 설정이 도출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설

정 집합 각각에 대해서 10겹 교차평가를 수행하여 성능

을 측정하였다.

Collection Tree
Kernels

Abstraction
Level (α)

DF 
(λ)

Regularization
Factor (C) mi-F1 Precision Recall ma-F1

AImed SPTK 1 0.5 7.0 89.33 84.86 77.45 80.99

BioInfer SPTK 0 0.5 5.0 89.00 87.22 84.81 86.00

IEPA PTK - 0.4 7.0 79.17 78.51 78.30 78.41

HPRD50 SPTK/PTK 0/1/2 0.7 6.0 85.22 84.74 83.41 84.07

LLL SPTK 1 0.4 4.0 88.48 88.64 88.47 88.55

표 2 각 말뭉치별 최고 성능을 나타내는 설정 값 및

성능 세부 정보

  표 2는 총 280개의 시스템 중에서 최고 성능을 보이

는 설정 및 상세 성능 수치를 5개의 말뭉치별로 보여준

다. 총 5개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IEPA를 제

외하고 시맨틱 구문 트리 커널(SPTK)이 기존의 일반 구

문 트리 커널(PTK)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

다. HPRD50은 일반 구문 트리 커널과 시맨틱 구문 트

리 커널의 성능이 동일하였다. IEPA를 제외하고는 거시

평균 기반 F-점수 기준으로 대부분 80.0 이상을 나타내

고 있다.

Collections PTK
SPTK SPTK

(total)
Coverage 

rateα = 0 α = 1 α = 2

AImed 7 4 5 4 13 65%
BioInfer 3 7 5 5 17 85%

IEPA 12 4 3 1 8 40%
HPRD50 6 4 4 6 14 70%

LLL 4 5 5 6 16 80%

표 3 ma-F1 기준 상위 20개 시스템에서의 설정 분포

  표 3은 거시평균 기반 F-점수 기준으로 α 값을 다양

하게 변화시키면서 실험한 결과 중에서 상위 20등까지의 

시스템을 선정하여 구문 트리 커널과 시맨틱 구문 트리 

커널의 분포를 분석한 자료이다. IEPA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에서 대부분 시맨틱 구문 트리 커널의 출현 횟수가 

많았으며, BioInfer 말뭉치에 대해서는 20개의 시스템 중

에서 총 17개가 시맨틱 구문 트리 커널이었다. 따라서 

시맨틱 구문 트리 커널 기반 기법이 전반적으로 높은 성

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두 문장의 구문적 유사도에만 관심을 

두었던 기존의 구문 트리 커널을 확장하여 어휘 의미적 

유사도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시맨틱 구문 트리 커널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시맨틱 구문 트리 커

널을 활용하여 단백질 간 상호작용 식별 성능을 향상시

킬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향후 연구로 문맥기반 어휘 중의성 해소 시스템의 성

능 향상이 시급하다. 특정 문장 내의 특정 어휘에 대한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문맥 정보의 중요도는 매우 높

다. 따라서 보다 심층적인 언어 분석을 통해서 대상 문

맥을 확대시킴으로써 정확한 어휘 개념 추출이 이루어져

야 한다. 이를 위해서 추가적인 언어 자원이나 언어 분

석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존 커널과 

본 논문의 시맨틱 구문 트리 커널을 결합한 혼합 커널

(composite kernel) 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8]에

서 제안한 의존 그래프 커널 등과 같은 기존 커널과의 

밀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커널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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