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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tree kernel을 이용 '단백질-단백질 작용‘ 내용 포함 문장의 추출 방법을 제시한다. Tree kernel은
convolution kernel의 하나로서, 이를 이용하여 파싱 트리( parsing tree)로 표현된 문장을 데이터로 하여 '단백질-단백질
작용’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그렇기 않은 문장으로부터 분류할 수 있다. 문장 전체를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보다
관련 영역을 서브트리(sub-tree)로 추출하여 사용한 것이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kernel 계산에 있어 파싱 트
리의 태그 내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단백질-단백질 작용’의 의미를 반영할 수 있도록 semantic하게 변환
한 효과 및 트리의 길이에 따른 영향도 실험해 보았다. 문제에 사용된 데이터의 양이 다소 적었지만, 데이터 표현 방식에
따라 파싱이나 패턴 기법을 이용한 기존의 방법과 비교해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 서

론

생물학적 기작 연구에 있어 단백질(단백질 생성 유전자 포함)간의 작
용에 관한 내용은 주목받는 정보이다. 그동안 BIND와 같은 ‘단백질-단
백질 작용’에 대한 내용을 저장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
스가 많이 생겨났지만 아직 많은 데이터가 관련 학술 문서상에 존재하
고 있다. 따라서 문서상에 자연 언어(natural language)로서 존재하는 '
단백질-단백질 작용‘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 이용하기 위해 다
양한 자연 언어 처리 기술(natural language processing technology)이
연구되었고 주로 파싱(parsing)기반의 방법[8]과 패턴 매칭(pattern
matching) 이용한 방법[6]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커널 기법(kernel method)은 고차원 특성 공간(feature space)으로의
매핑(mapping)과 특성 공간 내에서 두 데이터간의 내적 계산을 이용한
유사도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커널 기법은 데이터 분류(classification)
문제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방법으로
자연 언어 처리 분야에서도 BOW 커널(bag of word kernel)과 시퀀스
커널(sequence kernel) 등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4, 7]
본 논문에서는 convolution 커널의 일종인 트리 커널(tree kernel)[5]을
이용하여 두 개의 단백질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단백질-단백질
작용’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명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트
리 커널은 두 데이터간의 공통 서브트리(sub-tree) 개수에 근거하여 두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트리 형태로 표현된 데이터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기존에는 parsing의 정확도[5]나 문장 내에
서 predicate-argument 구조 파악 등 자연언어처리 분야의 일부 연구에
사용되었으나 다른 convolution kernel 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용
된 사례가 적은 편이다. 태깅(tagging)과 파싱(parsing)과정을 거쳐 문
장을 트리 형태로 재구성하고 트리 커널 및 대표적인 선형 분류기
(linear classifier) 모델의 하나인 SVM(support vector machine)를 이용
하여 학습과 분류 성능 평가를 하였다.
2절에서는 커널 함수를 설명하고 3절에서는 트리 커널을 이용한'단백
질-단백질 작용‘ 정보 추출에 대해 설명한다. 4절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예제 군의 특성, 파라미터 값 변형 및 태그 변형에 따른 실험 결과에 대
해 비교 분석한 한다. 5절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커널 함수(kernel function)
일반적으로 문제 공간에서의 입력 데이터는 특정 속성들의 벡터
(vector) 형태로서 표현되며, 이를 특정 가중치 벡터(weight vector) 및
임계값(threshold value)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선형분류기(linear
classifier) 모델[3]은 기계 학습에 있어 대표적인 분류 기법의 하나이다.
입력 데이터 공간(input space)상의 한 점으로 표현되는 입력 데이터를

다른 차원의 특성 공간상의 한 점으로 대응시키는 매핑(mapping) 함수
를 이용, 특성 공간상에서 선형 분리가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한
다. 특성 공간상에서 선형 분류기 알고리즘(linear learning algorithm)
을 적용 시, 특성 공간상에 표현된 두 데이터 간의 내적(inner product)
값을 계산해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외부적인 특성 공간 파악 없
이 내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커널 함수(kernel function)이며 커
널 함수와 선형 분류기 모델을 이용한 다양한 분류기법을 커널 기법이
라 한다.

3. 트리 커널(tree kernel) 기반의 '단백질-단백질 작용‘ 정보
추출
3.1 '단백질-단백질 작용‘ 정보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는 문장을 구분 단위로 하는 텍
스트 데이터이며 한 문장 내에서 '단백질-단백질 작용‘ 정보는 다양
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정형화된 법칙은 없으나 ‘bind'나 ’interact'
같은 단어를 통한 두 단백질 간의 직접적인 작용을 표현한 방식은
물론이고, 어느 한 단백질의 특정 작용이나 성질 혹은 부분 등이 대
응되는 다른 것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의 표현 방식 역시 생물학적인 지식에 근거한 판단을 통해 포함될
수 있다. 전자의 예로 “Further , we show that in a variety of
cellular contexts , SGK phosphorylates CREB . ” 와 같은 문장이 있
을 수 있고 , 후자의 예로는 “We show that overexpression of
hsTAF12 potentiates ATF7-induced transcriptional activation
through direct interaction with ATF7 .” 와 같은 문장이 있다.
3.2 트리 커널(tree kernel)
텍스트 데이터 분류 문제에 있어 커널 기법이 적용된 사례가 많이 있
다. 특정 단어의 출현 횟수를 속성 값으로 하는 벡터(vector) 형태로서
데이터를 표현하고 이러한 데이터의 내적 계산을 통해 커널함수를 구
현한 BOW(Bag of Word) 커널이 대표적이다. [4, 7 ]
한편, 단순히 단어의 분포 특성을 이용한 데이터의 표현은 텍스트의 구
조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텍스트 데이터의 구조적
인 정보를 이용하여 커널을 구현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텍스트 데이
터를 문자의 시퀀스(sequence)로 보고 두 데이터간의 공통의 서브시퀀
스(subsequence)를 속성으로 하여 그 횟수를 커널 함수 값으로 하는 시
퀀스 커널(sequence kernel)이 대표적이며, 구조 정보를 recursive하게
계산하는 이러한 특성의 커널들을convolution kernel이라 한다.
트리 커널(tree kernel) 역시 convolution kernel의 일종으로서 텍스트
데이터를 트리 구조로서 인식하는데 특히 부모 노드에서 파생된 자녀

노드에 대해 순서가 부여되는 구조로서 표현된다. 두 트리 데이터 간의
공통 서브트리(subtree)에 대해 전체 횟수를 합산한 것이 커널 함수 값
이 된다. 따라서 트리 커널은 두 트리 간의 구조적인 유사도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고차원 특성 매핑(feature mapping) 과정을 통해 내부적으로 하나의
트리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해당 트리를 구성하고 있는 서브트리의 벡
터(vector) 형태로 표현된다.

φ(Tree T) = (number of subtree of type 1, ... , number of subtree of
type n)
이를 이용하여 구현한 커널 함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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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 과 N 는 각각 트리 T 과 T 내부의 모든 가능한 노드
1
2
1
2
(node)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I (n)은 타입 i의 서브트리가 n을 루트
i
노드(root node)로 시작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값을 갖는
indicator function이다.
이며,
트리 T 내의 타입 i의 서브트리 개수는
φ(T)[i] = ∑ I i(n)
n∈N
타입 i의 서브트리를 갖는 트리 T 내의 모든 노드의 개수를 의미한다.
두 트리 데이터 간의 모든 가능한 서브 트리를 속성으로 한 내적 계산
은 다음과 같은 recursive한 방법을 통해 polytime 내에 계산 가능함
알려져 있다.

3.4 전체 process
먼저 학습에 필요한 문장을 biomedical abstracts로부터 추출하여
그림1. parsing tree 예
내용에 따라 '단백질-단백질 작용‘ 정보를 담고 있는 문장은 양
(positive), 그렇지 않은 문장은 음(negative)의 label을 붙여
supervised learning 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구성한다.
다음으로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태거
(tagger)와 파서(parser)인 Brill's tagger 및 Collins Parser를 적용,
학습 예제에 대한 파싱 트리를 얻는다.
트리 커널 계산을 위해 앞서 구성한, 파싱 트리로 표현된 학습 예제
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 순수한 문장을 파싱 트리로서 적용할 수
도 있고, 이와 같은 순수한 문장의 파싱 트리 내에 존재하는‘단백질
-단백질 작용’ 관련 부분을 별도로 추출하여 서브트리로서 구성하
고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태거 및 파서 프로그
램에서 제공하는 문법적인 POS(part-of-speech) 태거 대신 단백질
에 대한 태그를 "PTN"으로 바꾸거나, 작용 관련 단어의 태그에 “-I"
라는 표식을 첨가하여 POS 태그와 구분하는 과정을 적용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추가 과정은 이를 적용하지 않은 과정의 결과와 비교
를 위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트리 커널 Matrix값을 적용하여 대표적인 선형
분류기 학습 머신(linear classifier learning machine)인
SVM(Support Vector Machine [3])에 의해 학습과 함께 분류기로서
의 성능을 평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SVM을 구현한 대표적
인 프로그램인 LibSVM을 이용, 학습과 성능 평가를 하였다. [2]

1) 만약 n ,n 두 노드 간에 자녀 노드가 서로 다른 형태인 경우,
1
2
ΝmComSubt(n 1, n 2) =0

2) 그렇지 않고 두 노드 간의 자녀가 동일한 형태이고(순서까지 포함)
두 노드가 leaves(POS tag)인 경우,
ΝmComSubt(n 1, n 2) = λ

3) 그 외의 모든 경우에 대해,
ΝmComSubt(n 1, n 2 ) = ∏ j (1+ΝmComSubtr ( n

여기서,

1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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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i

λ ( 0 < λ ≤ 1 ) 는 트리 조각(tree fragment)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길
이에 따라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파라미터로서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1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그림 2. 전체 process

3.3 텍스트 데이터의 파싱 트리표현

4. 실 험

파싱 트리(parsing tree)는 트리 형태로서 텍스트 데이터의 내용
및 구조적인 정보를 함께 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다음
은 "protein1 binds to protein2"와 같은 예문을 파싱 트리로서 구현

4.1 데이터
실험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생물학분야의 대표적인 온라인
서비스인 PubMed를 사용하였다. PubMed로부터 ‘단백질/유전자
작용’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들의 abstract를 추출, 우선 단백
질/유전자를 최소 두 개 이상 포함하고 있는 문장만 따로 분류하였
다. 이들 가운데 세 개 이상 단백질/유전자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
은 배제하거나 상호작용과 관련이 없는 일부 단백질/유전자는
‘protein'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두 개만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학습 예제로서 선택하였다. 이는 이번 논문에서는 문
장 내에 존재하는 두 개의 단백질/유전자에 대해 상호작용 정보를
담고 있는지 여부를 판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러한 방법은 실제 여러 단백질/유전자 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도 문장 내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한 쌍에 대해 적용함으로써 해당
문장 내에 상호작용 관련 정보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할 것
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총 473개의 positive 예제와 259개의

한 예이다.

negative 예제를 생성하였다.
(+)259:(-)259
4.2. 실험 결과

Tag 변환

λ

acc.

prec.

0.2
0.5
1

(%)
83.78
84.17
75.48

(%) (%) (%)
(%)
(%)
85.03 82.28 85.66 87.58 90.91
84.57 82.43 88.25 89.27 92.76
81.81 64.17 74.32 71.85 99.14

4.2.1 길이 및 빈도수가 유사한 문장 이용 실험 결과
positive 예제 군과 negative 예제 군을 모두 사용할 경우 각 경우마
다 문장 개수 차이가 크고, 또한 문장 길이의 분포 특성이 다를 것으
로 보고 먼저 이들 가운데 일부 데이터를 선별하여 학습에 사용하
였다. 분포 특성을 조사하여 문장 길이와 문장의 개수가 반대 예제
군 에서도 비슷하게 대응하는 문장들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선별한
결과 각각 98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positive 예제군 및 negative 예
제 군을 새롭게 구성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태그변환에서 단백질에 대한 태그를 태깅과 파싱 결과로 붙여진
POS 태그, “NN" 대신 "PTN"이라고 변형한 경우는 N, 그렇지 않은
경우는 Y로 표기하였다. 분류 성능은 LibSVM에서 학습하고
10-fold validation을 거쳐 얻은 결과를 각 5번씩 반복 수행한 결과
의 평균으로서 다음과 같다.
(+)98:(-)98
Tag 변환

N
Y

λ
0.2
0.5
1
0.2
0.5
1

(+)98:(-)98

sub-tree(+)
acc. prec. rec.

acc.

(%)
82.12
84.59
71.63
78.06
84.59
74.08

(%)
77.55
83.05
67.04
78.57
82.35
63.57

(%)
83.81
80.53
75.31
78.64
85.43
72.19

(%)
85.99
90.57
86.53
79.39
79.32
82.03

full-tree
prec. rec.
(%)
86.96
83.3
62.04
82.28
85.12
61.74

(%)
79.59
78.68
100
70.78
79.23
86.95

표 1. 길이 및 빈도수가 유사한 문장 이용 실험 결과
문장 전문을 그대로 트리로 구현한 것보다는 서브트리를 구성한 것
이 전반적으로 계산 복잡도 뿐 만 아니라 보다 더 관심 정보를 구체
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성능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고 accuracy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트리의 구조를 전부 반영하여 비교하는 경우인 λ=1 인 경우에 대
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단백질 태그를 "PTN"으로 변형한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 이는 ‘단백질-단백질 작용‘ 내
용을 담고 있는 문장 구조와 비슷하면서도 단백질에 대해 다른 화
학물질이나 약품 등이 작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negative
예제가 많이 있을 경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negative 예제
군에 그러한 예제가 많이 있지 않았거나 sub-tree를 구현하는 과정
에서 그러한 구조가 선택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목할 점은 λ값의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인데, 전반적으로 범위
내의 너무 작거나 큰 값보다는 중간 정도 값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론적으로 λ값은 사이즈가 큰 트리를
down-weight 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문제 및 예제 군의 특성에 따
라 적절한 값의 선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간 정도 값에서 가
장 좋은 결과가 나온 점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2.2 동일한 크기의 예제 군 및 전체 예제 군에 대한 학습결과
positive 예제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negative 예제 군 크
기에 맞춰 positive 예제 군 내에서 임으로 259 개의 positive 예제
를 추출하여 negative 예제 군과 함께 실험하였다. 또한 예제 군의
크기에 상관없이 생성된 예제 모두를 사용한 실험도 진행하였다.
문장 전문을 사용한 full-tree가 아닌 sub-tree에 대하여 “PTN" 태
그 변환을 적용하여 앞서와 마찬가지로 10-fold cross validation하
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Y

rec.

(+)473:(-)259
acc.

prec.

rec.

표 2. 동일한 크기의 예제 군 및 전체 예제 군에 대한 학습결과
두 경우 모두, 98개의 예제로 구성된 예제 군을 사용한 이전의 결
과에 비해 accuracy 면에서 전반적으로 성능 향상이 발견되었다. 예
제 군 분석 결과 두 경우 모두 positive 예제 군에 비해 negative 예
제 군에서 길이가 긴 예제가 좀 더 많이 발견되는 등 전반적으로 예
제 군 특성의 차이가 있었던데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또한 예상했
던 바와 같이 positive 예제가 negative 예제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더
많이 사용된 두 번째 경우 positive 예제에 보다 편향된 학습으로 인
해 recall rate가 전반적으로 9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
로 보인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onvolution kernel의 하나인 트리 커널을 이용한 커널
기반의 '단백질-단백질 작용‘ 내용 포함 문장의 추출 방법을 제시하였
다. 최근 패턴 매칭 방법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문장 구조적인 면에서 경향성 존재할 것을 예상, 파싱 트리 구조로서 문
장을 표현하였고 트리 커널과 SVM을 이용하여 만족할 만한 분류 성능
을 얻어낼 수 있었다. 관련 있는 내용 영역의 선택여부와 태그 및 문장
길이에 따른 성능의 변화가 관측되었으며, 단백질 이름에 대한 태그뿐
만 아니라 작용과 관련된 단어의 태그에 특수한 표식을 다는 등
semantic한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태그를 변환한 효과나 길이가 긴 트
리에 불이익을 주는 λ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1]가
추후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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