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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과관계 추출이란 어떠한 문장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원인과 결과의 위치
까지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인과관계 관련 연구는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말뭉치의 수 또한 적으며, 
기존의 말뭉치가 존재하더라도 인과관계의 특성상 새로운 도메인에 적용할 때마다 데이터를 다시 구축해
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 특화에 따른 데이터 구축비용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도메인에서 인과관계 모델을 잘 구축할 수 있는 통계 기반 모델을 이용한 인과관계 데이터 확장 
방법과 도메인에 특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언어자질과 인과관계에 특화된 자질을 심층 학습 기반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성능 향상을 보인다.

주제어: 인과관계 추출, 데이터 확장, 부트스트래핑, 배깅, 능동 학습 

1. 서론1)

인과관계(Causal Relation)란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실

들 사이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

며, 인과관계 추출(Causal Relation Extraction)은 어떠

한 문장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인과관계가 존재한

다면 원인과 결과의 위치까지 분석 하는 것을 말한다.

인과관계는 각 도메인에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의와 

지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에서는 도메인에 특

화된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다. [2]에서는 전자장비 고

장 진단 도메인에 특화된 전자 장비의 기능적 의미 관계

를 이용하여 전자 장비 고장에 관한 인과관계 연구를 진

행하였으며, [5]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태그를 적용한 응급 상황 도메인에 특

화된 인과관계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기존의 인과관

계 관련 연구들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과관계 관련

한 말뭉치들도 희소할 수밖에 없으며, 도메인별로 특화

된 인과관계를 새로 정의하고, 데이터를 새로 구축 해야

하며, 각 인과관계 도메인에 특화된 자질을 선택해야 하

기 때문에 자질 선택 및 데이터 구축에 드는 비용 및 시

간 등의 자원 소모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 특화에 따른 데이터 구

축비용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도메인에서 인과관

계 모델을 잘 구축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의 학습 데이터 

확장 방법과 도메인에 특화되지 않은 자질을 선택해 심

층 학습 기반 모델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

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7-0-00550, 기계학습

용 텍스트 데이터 레이블 자동생성 및 검증도구 개발)

첫 번째로, 소량의 레이블링된 인과관계 데이터로부터 

통계 기반 데이터 확장을 통해 대량의 학습 데이터 구축

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데이터 확

장을 위해서 통계 기반 기법에 능동 학습과 배깅, 부트

스트래핑을 적용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통계 기반 모델

인 CRF에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적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확장하고, 추가적으로 능동 학습과 배깅 기법을 통해 오

류 전파를 완화한다.

두 번째로, 도메인에 특화된 지식 없이 일반적인 방법

으로 추출 할 수 있는 자질을 선택하여 자질 선택 비용

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선택된 자질을 심층 학

습 기반 모델에 적용해 학습한다. 본 논문에서는 심층 

학습 기반 모델에서 단어 임베딩 및 음절 임베딩, 그리

고 품사 자질 벡터 총 3개의 일반적인 언어자질을 사용

하였고, 도메인에 특화 되지 않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형태소를 사전으로 추출하여 자질로 사용하였다.

평가를 위해 자동차 취급 설명서 도메인의 인과관계 

골든 스탠다드 데이터를 수동으로 구축하였고, 그 기반

으로 데이터를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통계

기반 데이터 확장 방법을 통해 골든 스탠다드 데이터를 

약 3배 확장 하였으며, 확장 이전 모델 대비 7.07%p 성

능 향상을 보였다. 또한, 심층 학습 모델에서도 골든 스

탠다드만 학습한 기본 모델 대비 데이터 확장 및 자질 

선택 이후 6.62%p 성능 향상을 보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 관련연구를 소개, 3장에서는 데

이터 분석과 데이터 확장 모델 및 방법을 소개하고, 4장

에서는 Bidirectional LSTM-CRF를 이용한 인과관계 추출 

모델을 설명 5장에서는 각 모델과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한 결과를 분석하고, 6장에서는 결론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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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2.1 인과관계 추출

이전 연구에서는 기존 말뭉치가 존재하더라도 도메인

에 특화된 연구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도메인에 맞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자질을 선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3]과 같이 기존에 

존재하는 질의응답 도메인에 특화된 인과관계 관련 언어

쌍이나 단서구문과 같은 자질 추출을 위해 데이터를 재

구축 하여 자질을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2]의 

경우 전자 장비 고장 말뭉치를 이용하여 말뭉치와 관련

된 시소러스 정보를 활용한 인과관계 연구가 진행 되었

다. 이후에 [1,5] 두 연구에서는 환자 퇴원 요약지, 응

급 상황 말뭉치를 사용하여 말뭉치에서 나타내는 특징을 

이용해 기계 학습 기법인 CRF와 SVM, 그리고 규칙 기반

에 적용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의 

말뭉치들은 도메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마다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도메인에 특화된 자

질을 선택하고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자질과 데이터 구

축에서 비용 및 시간 등 자원 소모가 크다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선 데이터 확장과 도메인에 특화

되지 않은 자질 사용을 통한 해결 방법을 제안한다.

2.2 데이터 확장

현재 인과관계 관련 연구의 수는 회소하며, 인과관계 

관련 말뭉치도 부족하다. 따라서, 인과관계 데이터 확장

과 관련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주로 데이터 확장을 위해 

[14]의 부트스트래핑 기법이 많이 이용 되었으며, 최근

에 [6,7]와 같이 개체명 인식에서 대용량 말뭉치 구축 

방법으로 준지도 학습을 이용한 개체명인식 연구가 진행

되었다. [8]의 경우 부트스트래핑 기법만 이용하기에는 

데이터 구축 시 오류의 전파가 크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배깅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

만 학습 데이터가 확장 되더라도 자질이 중요한 통계 기

반 모델을 사용함에 따라 일반적인 언어자질로는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선 심층 학습 기

반 모델에 확장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언어자

질과 인과관계에 특화된 자질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2.3 심층 학습 기반 모델

최근 인과관계 추출에서는 LSTM (Long Short Term 

Memory)을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해 

[4]에서와 같이 LSTM은 문장 전체를 자질로써 사용하기 

때문에 인과관계 추출에 있어서 문장의 각 시퀀스 정보

를 반영해주는 LSTM은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심층 학습 기반의 경우 충분한 양의 학습 데

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높은 성능을 기대하기 어

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계 기반 모델인 CRF에 능동학

습을 적용한 배깅 기반의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이용한 

모델로 인과관계 말뭉치를 확장하고, 확장된 인과관계 

말뭉치를 도메인에 특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언어자질과 

인과관계에 특화된 자질을 사용한 심층 학습 기반 모델

인 Bidirectional LSTM-CRF에 적용하여 성능 향상을 보

인다.

3.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확장

3.1 데이터 분석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매뉴얼 가이드 데이터에서 분석

을 통해 인과관계를 정의하고,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말뭉치에서 인과관계를 분석했을 때 매뉴얼 가이

드의 특성상 원인과 결과의 위치는 항상 원인이 결과 이

전에 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원인과 결과의 관

계는 항상 1:1 관계로 다수의 원인이나 다수의 결과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 인과

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순차적으로 등장하기에 순차 레이

블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인과

관계 추출을 위한 데이터 레이블링 방식을 정의하자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인과관계 레이블링 예시

형태소 단위를 기준으로 ‘B’, ‘I’, ‘O’ 방식을 이용해 

레이블을 단다. 원인이 출현할 때는 원인이 처음 등장한 

형태소에 ‘B-C’ 레이블을 달고, 그 이후에는 원인 시퀀스

가 끝날 때까지 ‘I-C’ 레이블을 달아준다. 결과도 원인과 

마찬가지로 결과가 처음 등장한 형태소에 ‘B-E’ 레이블을 

달아주고 결과 시퀀스가 끝날 때까지 ‘I-E’ 레이블을 달

아준다. 그 이외의 원인 및 결과가 아닌 경우는 ‘O’ 레이

블을 다는 형식으로 데이터 레이블링을 한다.

3.2 통계기반 데이터 확장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통계 기반 기법을 이용한 데

이터 확장 모델의 전체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데이

터 확장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적용하고, 오류 전

파의 완화를 위해 능동 학습과 배깅을 적용하여 데이터

를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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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능동 학습을 적용한 배깅 기반의 부트스트래핑 

모델

3.2.1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데이터 확장 방법

본 논문에서는 소량의 학습 데이터와 대용량의 언레이

블 데이터를 부트스트래핑 기법에 적용하여 대용량의 학

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소량의 학습 데이터를 기본 CRF 모델에 학습 시킨

다. 그리고 언레이블 데이터에서 일부 문장들을 비복원 

추출한다. 학습된 기본 CRF 모델을 이용하여 추출한 언

레이블 데이터에 예측 결과를 레이블로 부착한다. 이렇

게 생성된 데이터 중에서 신뢰도가 높은 문장과 예측 레

이블을 선별하여, 학습 말뭉치에 추가한 후 모델을 다시 

학습시킨다. 이 때, 신뢰도가 높은 문장을 선별하기 위

해 능동 학습과 배깅 기법을 적용하였다.

3.2.2 배깅 기법을 적용한 부트스트래핑 오류 전파 완화

부트스트래핑의 경우 새로운 패턴을 CRF 모델에 제공

해 주지만, 잘못된 데이터까지 학습 데이터에 추가될 수 

있어 학습이 반복될수록 오류 전파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깅 기법을 추

가하여 오류 전파를 완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부트스

트래핑 방법의 과정에서 생성된 S1_Labeled Data 중 CRF

가 계산한 예측 정답열의 확률이 일정 이상인 데이터들 

중에서 비복원 추출을 하여 5개의 작은 데이터를 생성한

다(Boot Sample 1~5) 그리고 생성된 각각의 말뭉치와 초

기 학습 데이터를 합한 5개의 데이터로 5개의 독립적인 

CRF를 학습시키고, 5개의 CRF를 사용해 비복원 추출한 

언레이블 데이터에 레이블을 부착한다.

3.2.3 능동 학습법

본 논문에서는 기계가 자동으로 말뭉치를 구축해주지

만, 신뢰하기에 모호한 문장의 경우 배깅 기법을 적용한

다 해도 완전히 오류의 전파를 완화하기는 힘들다. 따라

서, 모호한 신뢰도를 가지는 문장의 경우 사람이 직접 

수정을 하여 오류 전파를 최대한 완화하고자 한다. 배깅 

및 부트스트래핑 과정 후에 5개의 CRF 모델에 의해 레이

블이 부착된 데이터들 중에서 문장의 각 형태소에 부착

된 정답 태그 평균 주변 확률 값이 모든 형태소에서 일

정 기준 이상인 문장들을 선별한다. 그리고 선별된 문장

들 중에서 확률값이 0.9이상인 문장들은 기존의 학습 데

이터에 추가해주고 스코어가 0.7에서 0.9사이인 문장들

은 사람이 직접 보고 판단하여 수정을 거쳐 기존의 학습 

데이터에 추가해 주는 능동 학습 방법을 적용한다. 능동 

학습법 과정까지 끝나게 되면 제안한 방법을 반복해 대

용량 말뭉치를 구축한다.

4. 심층 학습 기반 인과관계 추출

4.1 Bidirectional LSTM-CRF

매뉴얼 가이드 도메인의 인과관계 특성상 원인과 결과

가 순차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순차 

레이블링에서 효과적인 Bidirectional LSTM-CRF 모델을 

인과관계 추출을 위해 사용한다. 아래 [그림 3]에서처럼 

입력으로는 예시 문장인 “운전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고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와 같이 문장 전체를 입력으로 

사용하며, 각 시퀀스의 forward, backward의 출력 값을 

합쳐서 최종적으로 각 형태소에 해당하는 정답 레이블을 

도출한다.

그림 3. Bidirectional LSTM-CRF 모델

4.2 일반적인 언어자질

4.2.1 형태소 단위 단어 임베딩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Bidirectional LSTM-CRF 모

델에서 사용되는 언어자질을 인과관계 추출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우선 각 시퀀스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효과적인 단어 임베딩을 만들기 위해 9GB가량의 뉴스데

이터와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합쳐서 만든 학습 말뭉치를 

사용하고, 학습 말뭉치의 전체 공기 정보를 잘 반영하는 

GloVe[10] 모델에 적용하여 ‘형태소/품사‘ 형태의 단어 

임베딩을 만들어 적용하였다.

4.2.2 Bidirectional LSTM과 음절 임베딩을 이용한 단어 

임베딩

본 논문에서는 [그림 4]에서와 같이 각 단어를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하여 Bidirectional LSTM을 이용하여 음

절 단위 Bidirectional LSTM의 forward와 backward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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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계층의 상태를 결합하여 단어 임베딩으로 사용하였

다.

      

  그림 4. Bidirectional LSTM을 이용한 음절 임베딩

Bidirectional LSTM의 입력에 사용하는 음절 임베딩 

벡터는 위에서 설명한 형태소 단위 단어 임베딩을 만들 

때와 같이 뉴스 데이터와 위키피디아, 세종 말뭉치 데이

터를 합친 9GB 가량의 말뭉치를 학습 말뭉치로 사용하여 

GloVe 모델에 적용해 음절 임베딩 벡터를 만들었다.

4.2.3 품사 자질 벡터

품사 정보를 반영해주는 품사 자질 벡터를 위해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원-핫 인코딩(One-Hot Encoding) 방법

을 사용하여 벡터로 표현한다. 예를 들면 현재 품사가 

NNG일 때 [표 1]과 같은 방식을 취한다. [표 1]에서 보

는 것과 같이 해당하는 품사일 때 해당 품사는 ‘1’ 나머

지 품사의 경우 모두 ‘0’으로 하는 방식으로 벡터를 만들

어 사용한다.

표 1. 품사가 NNG일 때 One-Hot Vector

4.3 인과관계 특성을 반영한 단서 단어 사전 자질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에 특화된 자질을 사용하지 않고 

인과관계에 특화된 자질 사용을 제안한다. 단서 단어 사

전 자질 벡터란 [그림 5]와 같이 인과관계에서 원인과 

결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원인과 결과 사이

에 위치한 단어들을 이용해 사전을 만들고 입력 형태소

와 사전에 존재하는 형태소가 매칭이 되면 ‘1’ 그렇지 않

으면 ‘0’으로 하여 1차원 벡터로 표현한 인과관계에 특화

된 자질 벡터이다. 

그림 5. 단서 단어 예시

5. 실험

5.1 실험 데이터 및 평가 방법

5.1.1 실험 데이터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실험 데이터는 자동차 매뉴얼 가

이드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말뭉치로 사용하였다. 데이터

의 양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데이터의 양

Data 어절 수

Golden(Train) 20,000

Golden(Test) 3,000

Unlabeled 420,000

골든 스탠다드 데이터의 양은 총 약 23,000 어절이고, 

이 중 학습 데이터는 약 20,000 어절 평가 데이터는 약 

3,000 어절을 사용한다. 레이블이 달리지 않은 데이터는 

약 420,000 어절을 사용하였다.

5.1.2 평가 방법

평가는 형태소 단위가 아니라 문장 단위로 평가하였으

며, 한 문장 내부에 존재하는 원인과 결과가 모두 맞는 

경우 정답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F1-measure 방법

을 사용하였으며 아래와 같다.

Pr  시스템이인식한인과관계문장수
시스템이정답으로인식한인과관계문장수

 총정답인과관계문장수
시스템이정답으로인식한인과관계문장수

  


5.2 데이터 확장 및 심층 학습 모델 실험

5.2.1 CRF에 능동 학습법을 적용한 배깅 기반 부트스트

래핑 데이터 확장 실험

본 실험에서는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이용한 데이터 확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65 -

장이 CRF의 성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실험을 통해 보

이고, 배깅 기법과 능동 학습 방법을 적용해 오류 전파

를 완화하여 질 좋은 데이터를 추출하여 추가적인 성능 

향상 효과가 있음을 보인다. [표 3]에서 보이는 것과 같

이 기본 CRF 모델에 통계기반의 데이터 확장 기법을 단

계적으로 적용하여 확장된 데이터를 기존 학습 데이터에 

추가 하였을 때 성능이 향상됨을 볼 수 있다.

표 3. CRF 모델별 데이터 추가에 의한 실험 결과

Model F1

CRF(Golden) 68.60%

CRF+Bootstrapping 71.32%

CRF+Bootstrapping+Bagging 75.82%

CRF+Bootstrapping+Bagging+Active 75.67%

실험 결과로는 부트스트래핑만 적용하여 추출한 머신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보다 배깅에 부트스트래핑을 적용

하여 머신 데이터를 추출 하였을 때 큰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어 배깅을 통한 오류 전파의 완화가 확실히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 확장 실험을 통해 확장된 데이터

의 양은 다음 [표 4]와 같으며, 사람이 직접 구축한 골

든 스탠다드 학습 데이터 대비 약 3배 많은 학습 데이터

를 단기간 내에 손쉽게 구축하였다.

표 4. 확장된 데이터의 양

Data 어절 수

Golden(Train) 20,000

Machine 23,111

Active 35,841

5.2.3 Bidirectional LSTM-CRF 단어 임베딩 자질만을 이

용한 데이터별 실험

본 실험에선 심층 학습 기법 모델 특성상 데이터가 증

가할수록 성능이 향상됨을 볼 수 있는 실험이다. 본 실

험에선 데이터의 변화에 따른 성능 차이를 보기 위해 자

질은 단어 임베딩만을 사용하기로 한다. 

표 5. 단어 임베딩만을 이용한 데이터별 실험 결과

Model F1

Golden(Baseline) 73.80%

Golden+Machine 77.42%

Golden+Active 77.17%

Golden+Machine+Active 78.55%

위의 [표 4]와 같이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향상

됨을 볼 수 있다. 골든 스탠다드 데이터만 썼을 때 보다 

골든 스탠다드 데이터에 확장된 데이터를 추가 하였을 

때 모두 성능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모든 데

이터를 사용하였을 때, 골든 스탠다드 데이터만 사용했

을 때보다 4.75%p로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의 결과로 심층 학습 기반에서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성능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표 3]에서 액티브 데이터가 추가 되었을 때 성능

이 낮아지던 통계 기반 모델과는 달리 심층 학습 기반 

모델에서는 성능이 향상됨을 보여 능동 학습 방법이 데

이터 구축에서 오류 완화의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다.

5.2.3 언어자질 및 단서 단어 사전 자질 추가 실험

본 실험에서는 생성된 모든 데이터를 기본으로 학습하

고, 도메인에 특화되지 않은 여러 일반적인 언어자질과 

인과관계에 특화된 단서 단어 사전 자질을 적용한 실험

을 진행하였다.

표 6. 언어자질 및 단서 단어 사전 자질 추가 실험 결과  

  

자질 F1

언어

Word(Baseline) 78.55%

Word+POS 79.06%

Word+POS+Syllable 79.89%

인과관계 Word+POS+Syllable+ClueDic 80.42%

본 실험의 결과로 단어 임베딩만을 자질로 쓴 모델에 

자질이 추가 될수록 성능이 향상됨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것처럼 도메인에 특화된 자질

이 아닌 일반적인 언어자질을 사용하고, 인과관계에 특

화된 자질만을 사용함으로써 충분히 모델의 성능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소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 기반에 

능동 학습 및 배깅을 적용한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해 자

동으로 대용량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CRF만 사용했

을 때보다 능동 학습과 배깅을 적용한 부트스트래핑 기

법을 모델에 추가 하였을 때 7.07%p 성능 향상을 얻음으

로써 자동으로 구축한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에 추가 되

었을 때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고, 자동으로 구축한 대

용량의 학습 데이터를 심층 학습 기반 모델에 적용하였

을 때 기본 CRF 대비 9.95%p의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으

며, 능동 학습 및 배깅을 적용한 부트스트래핑 모델 보

다는 2.88%p의 성능 향상을 얻음으로써 대용량으로 구축

한 말뭉치를 심층 학습 기반에 적용 하였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층 학습 기반 모델의 

자질 실험에선 도메인에 특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언어자

질을 추가 할수록 성능이 향상됨을 보이며, 인과관계에 

특화된 자질인 단서 단어들을 사전으로 구축하여 자질로 

적용했을 때 80.42%의 최고 성능을 보임으로써 도메인에 

특화된 자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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