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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식베이스는 두 개체 간의 관계로 구성된 삼항관계

(Triple), 즉 개체의 클래스와 관계의 스키마로 이루어져

있다. 지식베이스의 삼항관계가 텍스트의 어느 부분에 해

당하는지를 자동 정렬하여, 지도학습데이터를 얻어 텍스

트에서 기계학습을 하는 방식을 원격지도학습이라고 한

다. 이 때 원격지도로 자동정렬한 학습데이터 중에서 잘

못된 정렬을 제거하지 않으면 적절한 지도학습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 지식베이스의 삼항관계와 정렬된 문장에 

관계 라벨을 붙여(labeling) 지도학습데이터를 사용한다. 

원격지도학습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1]에서 

처음 소개 되었는데 이 방법은 빠르고 효율적이나 데이

터에 대한 신뢰는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지식베이

스에 있는 관계트리플 (샬럿_브론테, birthPlace, 영국)에 

해당하는 문장을 수집할 때 “샬럿_브론테는 1816년 영국
에서 태어났다.”의 문장과 “샬럿_브론테는 영국의 작가이

다.”와 같은 문장이 수집 될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는 “샬럿_브론테”의 출생지가 “영국”이라는 관계를 나타

내는 birthPlace를 내포하고 있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샬럿_브론테”가 “영국”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를 파악하

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데이터는 두 문장을 

birthPlace로 표기하기 때문에 모델 성능에 악영향을 미

치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선행 연

구들이 소개되었다. 최근에는 [2,3,4]에서 강화학습을 활

용한 방법이 소개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다중-인스턴스 

모델[5,6,7]의 한계점을 극복한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다중-인스턴스 모델의 경우 관계를 기준으로 문장을 모

은 Bag-of-Sentence 단위의 관계를 추출한다. 즉, Bag

에 들어있는 문장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관계를 찾게 된다. 때문에 이 모델은 문장 단위의 관계추

출을 진행할 수 없고, Bag내부의 대부분의 문장들이 잘못 

자동정렬되는 문제(Noisy Labeling Problem)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에서는 강화학

습 접근법을 문장단위의 관계추출기를 제안했는데 이는 

원격지도 학습데이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관계

추출 모델들[5,6,7]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2]에서 소개된 강화학습 기반의 모델

을 변형하여 한국어 데이터에 적용한 기법을 소개한다. 

[2]논문에서 [8]논문의 개체 임베딩(Entity Embedding)

을 입력 특징 벡터로 사용한 것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개체 임베딩을 쓰지 않고도 기존 관계추출모델보다 성능

이 향상됨을 보였다. 또한 원격지도학습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들 중에서 좋은 품질의 문장을 선택하는 문장선택

기(Instance Selector)가 문장을 선택할 때 [9]에서 제안

한 E-탐욕 알고리즘(E-greedy Algorithm)을 사용하여 

모델이 특정 데이터 셋에 과적합(Overfitting)되는 것을 

방지했다. 문장선택기가 원격지도 학습데이터 중 잘 분류

된 문장들을 선택하면 관계추출기(Relation Extractor)는 

선택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문장 단위의 관계추출기를 

학습하게 되어 성능이 향상하는 것을 보여준다. 

 

2. 관련 연구 

2.1 강화학습 

 원격지도학습데이터의 오류를 처리하는 강화학습기반 

관계추출 모델 

윤수지O, 남상하, 김은경, 최기선 

한국과학기술원 

{sooji5227, nam.sangha, kekeeo, kschoi}@kaist.ac.kr 

Relation Extraction Model for Noisy Data Handling on Distant Supervision 

Data based on Reinforcement Learning 

Sooji YoonO, Sangha Nam, Eun-kyung Kim, Key-Sun Choi 

KAIST 

 

요 약 

기계학습 기반인 관계추출 모델을 설계할 때 다량의 학습데이터를 빠르게 얻기 위해 원격지도학습 방식으

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잘못 분류되어 학습데이터로 사용되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에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강화학습 접근법을 사용해 해결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오 분류된 데이터로부터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찾는 문장선택기와 선택된 

문장들을 가지고 학습이 되어 관계를 추출하는 관계추출기로 구성된다. 문장선택기는 지도학습데이터 없

이 관계추출기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학습이 진행된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관계추출 모델보다 좋은 성

능을 보여주었고 결과적으로 원격지도학습데이터의 단점을 해결한 방법임을 보였다. 

 

주제어: Relation Extraction, Distant Supervision, Reinforcement Learning, Noisy Labeling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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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이란 마르코프 의사 

결정 과정(Markov Decision Process)문제를 푸는 알고리

즘이다. 마르코프 의사 결정 과정은 현재 상태(State)에

서 다음 상태를 결정 하는 마르코프 과정(Markov Process)

에 행동(Action)개념과 보상(Reward)개념이 추가 된 것

이다. 그림 1은 마르코프 의사 결정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행동(𝑎)은 마르코프 상태에서 다음 상태(𝑠)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선택된 상태에 따라 보상(𝑟)

을 얻게 된다.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정

책 함수(Policy Function, 𝑃) 에 따라 결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은 보상 함수(Reward Function, 𝑟)을 통해 받게 

되는데, 이는 각 수식 1, 2와 같다. 

 

𝝅(𝒂│𝒔) = ℙ[𝑨𝒕 = 𝒂|𝑺𝒕 = 𝒔]     (수식 1) 

𝑹𝒔
𝒂 = 𝔼[𝑹𝒕+𝟏|𝑺𝒕 = 𝒔, 𝑨𝒕 = 𝒂]     (수식 2) 

𝑆𝑡는 현재 상태, 𝐴𝑡는 결정할 행동이다. 수식 2의 보상함

수에 따르면, 보상을 계산할 때 현재 단계의 보상 뿐 아

니라 현재 상태에 따라 변경된 환경에 의해 받을 수 있

는 다음 보상의 값도 고려한다. 따라서 강화학습의 목적

은 행동에 따라 얻는 보상들(𝑟)의 누적 합이 가장 큰 정

책 함수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마르코프 의사 결정 과

정이 실제 강화학습에 적용된 것은 [10]에서 제안했다. 

강화학습에서는 그림 2과 같이 행동을 결정하는 주체인 

에이전트(Agent)가 있고, 에이전트가 결정한 행동들은 

환경을 구성하며 그에 따라 다음 상태와 보상을 얻는 구

조가 된다. 

최근에는 관계추출 문제를 강화학습에 적용하여 해결

하려는 시도[2,3,4]들이 발표되었다. [3]은 관계를 기준

으로 Bag-of-Sentence를 구성하여 Bag 단위의 관계추출 

모델을 제안했고, [2,4]에서는 원격지도학습데이터의 오

류 문제를 해결하면서 문장 단위의 관계추출 모델을 제

안했다. 원격지도학습데이터의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2]는 좋은 문장을 찾는데 집중하는 방법을, [4]

는 오류 데이터를 찾는데 집중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본 

논문에서는 [2]에서 제안한 모델을 변형하여 한국어 데

이터에 적용한 방법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원격지도 학

습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좋은 품질의 문장을 

선택하는 문장선택기와 문장 단위로 관계를 추출하는 관

계추출기로 구성된다. 문장선택기는 강화학습을 기반으

로 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주석데이터 없이도 학습이 가

능하다. 즉, 문장선택기가 일련의 문장을 선택하면 관계

추출기로부터 “보상(Reward)”의 형식으로 피드백을 받

게 된다. 문장선택기는 이 보상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방

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관계추출기의 성능

도 함께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2.2 CNN 관계추출 모델 
본 논문에서는 관계추출 모델로 [11]에서 제안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기법을 활용 했다. 

[11]에서는 단어 임베딩값(Word Embedding)으로 표현된 

문장 벡터와 개체의 정보를 나타내는 개체 위치 임베딩

(Position Embedding)값을 입력으로 사용 했다. 개체 위

치는 문장에서 두 개체와 각 단어들의 상대적 거리를 나

타내는데 본 논문에서는 [11]에서 제공하는 학습된 위치 

임베딩 벡터를 사용했다. 이러한 입력 임베딩 벡터를 사

용함으로써 다른 기계학습 기반인 관계추출 모델 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3. 방법론 

3.1 개요 
본 논문에서는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하여 원격지도학

습데이터의 오류를 처리하는 관계추출기를 제안한다. 그

림 3은 전체 모델의 구조도 이다. 이 모델은 2가지의 모

듈로 구성이 되는데 강화학습에서 행동의 주체가 되는 

에이전트(Agent)인 문장선택기와 에이전트에 따라 환경

이 설정 되며 보상(Reward)을 전달하는 관계추출기 이다. 

문장선택기는 관계트리플을 기준으로 모인 Bag-of-

Sentence의 문장들 중에서 정책 함수에 따라 학습으로 

쓰일 문장을 선택한다. 본 논문에서의 Bag은 다중-인스

턴스 모델에서 사용한 Bag과 달리 문장선택기의 학습 단

위이다. 문장선택기의 행동(Action)에 따른 보상은 관계

추출기로부터 나오는데, 이는 관계추출기의 해당 Bag의 

관계에 대한 신뢰 점수로 결정된다. 이 때 보상은 문장

선택기가 Bag에 대한 문장을 모두 선택 한 다음에 받는 

지연 보상(Delayed Reward)정책을 따른다. 문장선택기가 

모든 학습데이터에 대해서 행동을 완료하면 관계추출기

는 선택된 문장들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며 문장단위의 

관계추출을 진행한다. 이러한 문장선택기와 관계추출기

의 결합학습으로 인해 문장선택기는 관계추출기로부터 

높은 보상을 받도록 학습되고, 관계추출기는 정제된 문

장을 통해 성능이 향상된다. 

그림 1 마르코프 의사 결정 과정 

그림 2 강화학습 기본 구조 

- 56 -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강화학습에 들어가기 앞서, 각 모델에 대해 선행 학습

(Pre-training)을 진행한다. 우선 전체 문장에 대해 관

계추출기를 학습하고 각 관계와 문장에 대해 신뢰 점수

와 CNN 문장 임베딩(Sentence Embedding) 값을 구한다. 

그 다음 문장선택기는 CNN 문장 임베딩을 입력으로 하여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를 학습시킨다. 이때 필요

한 보상은 미리 학습된 CNN의 신뢰 점수(Confidence 

Score)를 이용하여 구한다. 문장선택기를 선행 학습 할 

때는 CNN을 학습하지 않는다. 문장선택기와 CNN이 함께 

결합학습하는 것은 3.4 부분에서 다룬다. 

 

3.2 문장선택기 
문장선택기는 강화학습의 에이전트를 담당하며 입력 

문장들에 대해서 좋은 문장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행동

을 취한다. 문장선택기의 입력은 𝑆(𝑥𝑖)로 정의하는데 이

는 강화학습에서의 상태(State)를 의미한다. 즉, 𝑖번째 

문장(𝑥𝑖)에 대한 상태는 𝑠𝑖 = 𝐹(𝑥𝑖)가 된다. 𝐹(𝑥𝑖)는 [2]에

서와 같이 현재 문장의 CNN 문장 임베딩 값과 이전 상태

에서 선택된 문장들의 평균 벡터값을 연결(concatenate)

한 것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2]에서 입

력 특징 벡터로써 transE모델[9]로 학습한 개체 임베딩 

값을 사용한 것과 달리 개체 임베딩값을 추가하지 않은 

상태를 입력으로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는 [2]에서 사용한 정책함수와 행동의 정

의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문장선택기의 행동은 𝑎𝑖 ∈ {0,1}

로 정의된다. 즉, 𝑖번째의 문장이 선택되면 𝑎𝑖 = 1이고 

그렇지 않으면 𝑎𝑖 = 0이 된다. 이러한 행동들은 정책 함

수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는 정책 함수를 파라미터화

(Parameterize) 해서 학습을 통해 결정하는 정책 경사값

(Policy Gradient) 강화학습 방법을 사용하므로 정책 함

수에 로지스틱 함수(Logistic Function)를 적용하여 학습 

가능한 함수가 되도록 한다. 

 

𝝅𝜽(𝒂𝒊, 𝒔𝒊) = 𝑷𝜽(𝒂𝒊|𝒔𝒊)  (수식 3) 

= 𝒂𝒊𝝈(𝑾 ∗ 𝑭(𝒔𝒊) + 𝒃) + (𝟏 − 𝒂𝒊)(𝟏 − 𝝈(𝑾 ∗ 𝑭(𝒔𝒊) + 𝒃)) 

수식 3에서 θ = {W, b}이고 𝜎는 시그모이드 함수(Sigmoid 

Function)을 의미한다. 

[2]에서 정책 함수의 점수(Score) 𝜎(𝑊 ∗ 𝐹(𝑠𝑖) + 𝑏)가 

0.5이상이 되면 문장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 여기서는 E-

탐욕 알고리즘[9]를 취한다. 즉, 0에서 1사이의 난수를 

뽑아 E값보다 작으면 무작위로 행동을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책 함수에 따른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학습 

단계초반에는 E값을 1에 가까운 수를 주어 대부분의 문

장을 무작위로 선택하도록 하고, 학습 단계 후반으로 갈

수록 E값을 줄여서 정책 함수에 따라 문장 선택을 하도

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계추출기가 학습 초반에 일

부 데이터에 과적합(Overfitting) 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림 3의 보상 함수는 [2]에서 사용한 보상함수와 동

일하다. 이는 수식 4와 같이 정의된다. 

 

𝐫(𝒔𝒊|𝐁) = {
𝟎                   𝒊 < |𝑩| + 𝟏

𝟏

|𝑩|̂
∑ 𝒑(𝒓𝒆𝒍𝒂𝒕𝒊𝒐𝒏|𝒙𝒋)𝒙𝒋∈�̂�  𝒊 = |𝑩| + 𝟏

 (수식 4) 

 

�̂� 은 Bag에서 선택된 문장들의 집합을 의미하고 

𝑝(𝑟𝑒𝑙𝑎𝑡𝑖𝑜𝑛|𝑥𝑗)는 관계추출기에서 계산된 𝑗번째의 문장 𝑥𝑗

의 관계 𝑟𝑒𝑙𝑎𝑡𝑖𝑜𝑛에 대한 신뢰 점수를 의미한다. 보상은 

Bag에 있는 문장에 대한 결정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만 

받을 수 있는 지연보상 정책을 따르므로 그 전 상태에 

대해서는 0값을 갖게 된다. 모든 문장에 대한 결정이 완

료되면 보상은 문장의 해당 𝑟𝑒𝑙𝑎𝑡𝑖𝑜𝑛에 대한 신뢰점수의 

합으로 구해진다. 즉, 문장선택기는 문장의 관계에 대한 

신뢰점수가 큰 문장을 선택하도록 학습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 함수를 학습하는 정책 경사값

(Policy Gradient) 강화학습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2]에서 사용한 방식과 동일하게 [12]에서 제안한 정책 

경사값 이론(Policy Gradient Theorem)에 따라 아래의 수

식 5와 같이 정의했다. 

 

𝛉 ← 𝛉 + 𝛂 ∑ 𝒗𝒊𝛁𝜽 𝐥𝐨𝐠 𝝅𝜽(𝒔𝒊, 𝒂𝒊)
|𝑩|
𝒊=𝟏     (수식 5) 

 

𝑣𝑖는 가치 함수(Value Function)에서 도출되는 가치를 의

미하며 이것은 해당 Bag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즉 

𝑣𝑖 = 𝑉(𝑠𝑖|𝐵) = 𝑟(𝑠|𝐵|+1|𝐵)으로 구할 수 있다. 

 

3.3 관계추출기 

본 논문에서 관계추출기로 [11]에서 소개한 CNN 기반

의 관계추출 모델을 사용 했다. 워드 임베딩과 위치 임

그림 3 모델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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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딩으로 표현된 입력 벡터는 컨볼루션 층(Convolution 

Layer)과 풀링 층(Pooling Layer)를 통해 정보가 집약화 

된다. 이 집약화된 정보는 인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에서 관계를 예측하도록 학습하는데 사용된다. 

학습데이터의 문장을 벡터화 하기 위해 스킵 그램

(Skip-gram)방식으로 미리 학습된 단어 임베딩을 사용했

다. 단어 임베딩을 학습하기 위해 사용한 말뭉치는 위키

피디아 2017년 6월 버전의 문서(약 400만 문장)를 트위

터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13]를 사용해 품사 분석한 것

이다.  

관계추출기의 입력으로는 단어 임베딩을 통해 벡터화

된 문장과 두 개체와 각 단어 간의 위치 임베딩 벡터를 

연결한 것을 사용했다. 이렇게 형성된 입력 벡터는 가중

치 매트릭스가 3개인 컨볼루션 층을 통과 하고 풀링층에

서 최대 풀링(Max Pooling)방식으로 연산 된다. 이렇게 

연산된 CNN임베딩 벡터는 문장선택기의 입력으로도 사용

된다. 최종적으로 관계추출기는 인공 신경망에서 CNN임

베딩 벡터를 사용해 관계를 예측하도록 학습된다. 학습

에 사용된 하이퍼 파라미터나 모델의 구조는 [14]에서 

CNN 관계추출 모델을 한국어에 적용한 것과 동일하게 구

현했다. 

 

3.4 결합학습 
문장선택기와 관계추출기는 결합학습을 통해 함께 학

습된다.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는 문장선택기와 에이전

트가 수행한 역할에 대한 가치를 계산하는 관계추출기를 

함께 학습하기 위해 [15]에서 제안한 몬테카를로 정책 

경사 알고리즘(Monte-Carlo Policy Gradient Algorithm)

을 적용했다. 즉, 정책 함수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 Bag

에서 큰 보상을 얻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 보상

을 계산하는 관계추출기는 자신이 예측한 관계와 실제 

관계가 동일하도록 학습이 진행된다. 

두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 [16]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해 각 네트워크를 목적 네트워크(Target 

Network)와 학습 네트워크(Train Network)로 나누었다. 

이는 [2]에서 제안한 결합학습 방식을 본 논문의 데이터

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목적 네트워크는 강화학습을 통

해 결과적으로 얻을 네트워크(즉, 문장추출기의 정책 네

트워크와 관계추출기)가 된다. 문장선택기에서 문장을 

선택 할 때는 목적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선택된 문장들

에 대한 보상은 관계추출기의 목적 네트워크를 통해 계

산된다. 이렇게 구해진 보상은 문장선택기의 학습 네트

네트워크 학습할 때 사용하고, 관계추출기의 학습 네트

워크는 문장선택기의 목적 네트워크를 통해 결정된 문장

들로 학습데이터로 사용한다. 모든 학습데이터에 대해 

한 단계의 학습이 끝나면 학습 네트워크들의 가중치 값

은 목적 네트워크로 전파된다. 즉, 에이전트가 행동을 

취하는 도중에 네트워크가 학습되어 바뀌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 [2]에서 서서히 네트워크들의 가중치 값을 바

꾸어 나가는 것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학습 네트워크의 

값을 모두 목적 네트워크에 복사했는데, 이는 학습데이

터의 양이 적을 때 네트워크의 변화로 인한 효과를 극단

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 실험 

4.1 실험 데이터 
실험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14]에서 사용한 데이터와 

동일하게 한국어 위키피디아 2017년 7월 1일 버전의 말

뭉치와 K-Box를 지식베이스로 사용한 것이다. 이 데이터

는 451개의 관계를 기준으로 358,464개의 Labeled Data가 

있지만 다중 분류기(Multi-class Classifier)모델의 원활

한 학습을 위해 각 관계별로 수집된 문장의 개수가 4000

개 이상인 관계 30개를 기준으로 각 관계 당 약 3000문

장을 샘플링 하였다. 30개의 관계는 표 1과 같다. 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본 연구팀에서 만든 데이

터로 원격지도학습데이터 약 8만 문장을 학부생을 고용

하여 검증 받은 정답 데이터(Gold Data)이다. 이 중 학

습데이터에서 사용한 관계트리플이 등장한 문장만을 사

용 했다. 학습데이터와 평가데이터에 대한 통계는 표 2

와 같다. 

 

표 1 관계 목록 

address language predecessor 

administrativeDistrict largestCity region 

birthPlace location residence 

capital nationality routeEnd 

city occupation routeStart 

commander operator seringRailwayLine 

country owner spouse 

deathPlace part successor 

headquarter party team 

isPartOf position type 

 

표 2 학습 및 정답 평가데이터 통계 

 학습데이터 정답 평가데이터 

문장 수 108,000 25,977 

Bag 수 45,803 6,961 

 

표 2에서 Bag은 데이터상에서 나타나는 두 개체와 하나

의 관계를 포함하는 관계트리플을 의미한다. 

 

4.2 실험 결과 
강화학습으로 원격지도학습데이터 상의 오류를 처리한 

모델(CNN-RL)과 기존의 CNN기반의 관계추출 모델을 동일

한 정답 평가데이터를 사용해 평가했다.  

강화학습의 경우 E-탐욕 알고리즘[9]을 사용해 행동을 

결정 했는데 이때의 E 값은 수식 6과 같다. 

 

𝐄 =
𝟏

𝒆

𝒂
+𝟏

                 (수식 6) 

수식 6에서 𝑒는 강화학습의 에피소드(episode, 학습 단

계)를 의미한다. 즉, 𝑎값에 따라 학습 단계에서 행동을 

결정 할 때 얼마나 많은 비율로 랜덤하게 행동을 취할지

가 결정된다. 𝑎값이 클수록 더 많은 비율로 랜덤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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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𝑎값을 각각 5와 15로 

두어 실험을 진행 했다. 또한 강화학습으로 선택된 문장

들이 무작위로 선택된 문장들 보다 정말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기존 CNN모델에서 무작

위로 15,000문장씩 선택해 학습을 진행했다.(CNN-Random) 

실험 결과는 표 3과 같고 평가 지표는 macro-정확도

(Precision), 재현율(Recall), F1-점수를 사용했다.  

표 3에서 실험 결과를 보면 기존의 CNN 기반 관계추출 

모델 보다 강화학습을 적용한 모델이 모든 측면에서 높

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E-탐욕 알고

리즘을 사용 한 경우를 비교 해 보면, E-탐욕 알고리즘

을 쓰지 않았을 때는 기존의 CNN모델보다 성능이 비슷하

거나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습 단계 초기에 일

정 비율로 랜덤하게 행동을 취해줘야 모델이 과적합 되

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 함수에 의해 결정된 문장들이 무작위로 선택된 

문장들 보다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 또한 표 3의 

CNN-Random의 결과를 보고 확인 할 수 있다. 학습이 반

복되면서 기존의 CNN모델 보다 성능이 향상되긴 하지만 

강화학습으로 학습된 문장선택기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 3 실험 결과 

 정확도 재현율 F1-점수 

CNN 0.4196 0.487 0.42 

CNN-RL1 0.4219 0.4863 0.4188 

CNN-RL2(𝑎=5) 0.48 0.5329 0.4639 

CNN-RL3(𝑎=15) 0.4718 0.5242 0.4621 

CNN-Random 0.4598 0.4997 0.4471 

 

그림 4는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문장선택기가 선택한 

문장 수에 대한 그래프 이고, 그림 5는 선택된 문장들에 

대한 보상과 총 문장에 대한 평균 보상값을 나타내고 있

다. 문장을 많이 선택할수록 선택한 문장에 대한 신뢰 

점수가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학습이 진행될수록 문장선

택기가 일정한 수의 문장을 선택함에도 불구 하고 점차 

높은 보상을 얻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이 

두 그래프를 통해 문장선택기는 정책 함수를 최대 보상

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적화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원격지도 학습데이터상에서 발생하는 

오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강화학습 기반의 관계추

출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학습데이터에서 높은 품질

(high-quality)의 문장을 선택하는 문장선택기와 선택된 

문장들로부터 문장 단위의 관계추출을 진행하는 관계추

출기로 이루어져 있다. 문장선택기는 정책 경사값

(Policy Gradient)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고, 관

계추출기는 CNN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다. 문장선택기는 

지도학습데이터 없이 관계추출기로부터 받는 피드백을 

통해 학습된다. 결과적으로 두 모델의 결합학습을 통해 

기존의 CNN 기반의 관계추출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

주었다. 

강화학습에서 선행 학습을 하는 것은 성능에 매우 많

은 영향을 끼친다. 다양한 선행 학습 전략을 세워 모델

의 성능 향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관계추출기로 CNN기반의 모델을 사용 했

는데 이 외에도 LSTM이나 Attention 을 기반으로 한 모

델들을 사용해 성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연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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