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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폭발적으로 늘어난 정보를 처리하는 여러 방법들 중에서 ‘텍스트 기반 지식발견(Text-based Knowledge Discovery)’은 주어진 텍
스트 전체에서 여러 종류의 유용한 패턴을 추출하는 기술로, 원시 데이터의 범위를 좁혀 사용자 연관 부분만을 추려내는 검색
과는 구별된다. 지식발견과 관련 선도적인 연구로는, 학회지 논문의 수동분석을 통한 Raynaud 병의 치료제 발견[1]에서부터 자동
화시스템[2], 개방발견법(Open Discovery Process)[3] 등이 제안되어왔다. 연관용어 개념 분석을 통한 지식발견과 함께 분석결과
시각화기법[4,5,6,7]도 제안되어 용어간 관계들에 대한 개념지도(Concept Map)형태를 이용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기도 했다. 지
식발견의 대상 중 대표적인 것이 문서에 사용된 용어간의 관계로서, 이를 추출하고 시각화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어 왔다.
기존 연구의 한계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문서를 용어의 집합으로 간주하기에,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내 용어간의 거리를 무시하는 한계
가 있었다. 즉, 문서에 같이 출현하는 단어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문서에 같이 발생(co-occurrence; 공발생)하는
빈도에 따라 관계의 강도를 결정하였지만, 문서 내 용어간의 거리는 고려되지 않았다. 즉, 문서에 같이 출현하는 모든 용어간
관계들의 강도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실제 문서에서의 용어간의 거리가 상호 관계에 갖는 의의를 생각하면 이것
이 얼마나 많은 정보의 손실을 가져오는지 알 수 있다 (특히, 길이가 길고 다양한 용어를 포함하는 문서의 경우). 기존연구
[4,5,7]에서 논문 초록과 같은 일정한 길이를 갖는 동질적인 문서 집합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한 것은 이와 같은 추출 방식의
한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공발생과 근접성을 고려하는 새로운 용어간 관계 추출법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서 내 근접 용어간의 관계에 좀 더 큰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용어간 근접성을 고려할 경우, 기존의
방법보다 용어 간 관계를 좀 더 정확히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우선 의미추출의 단위가 세분화되므로 다양한
길이 및 성격을 가지는 문서를 다룰 수 있다. 또한 같은 양의 문서에서 훨씬 풍부한 용어간 관계 정보를 끌어낼 수 있고, 반대
로 적은 양의 문서에서도 기존 방법과 같은 수준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용어간의 근접성을 고
려한 관계 추출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연구에서 우선 주목한 것은 의미 전달 단위로서 단락과 문장의 역할이었다. 즉, 글의
의미는 단락과 문장으로 분절되어 구조화되니, 문서에서 같은 단락의 공발생 단어 간의 관계는 단순히 문서에 함께 나오는 관
계보다 강할 것이며, 같은 문장의 공발생 단어 간의 관계는 단락내의 공발생보다 강할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어떤 단어 쌍의
개별 단어가 특정 의미 단위에서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될수록 그들 간의 관계는 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용어  와 가 함께 사용된 문서, 단락, 문장의 개수를 각각  ,  ,  라 하면 두 용어의 근접도 평가치
(Proximity Score)  =  ×    ×    ×  와 같이 정의된다. 는 각 문서, 단락, 문장내의 공발생에 대한 가중
치상수이다. 두 용어가 각각 따로 쓰인 문서, 단락, 문장의 수를  ,  ,  ,  ,  ,  라 하면 용어의 단독발생을 고려한 정규
화된 근접도 평가치(Normalized Proximity Score)    ×         ×         ×      
와 같이 정의되며, 은 용어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임의의 측정 지표를 나타낸다. 용어간 관계를 계산하는 여러 방법[8] 가운데
  × 
  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문서 내 용어간의 근접성에 대한 정보검색 분야 논문에서 검색 순위에 질의어 단어간 근접성(Query-term Proximity)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연구결과[9,10]가 있었는데, 이 방법 역시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문서에서 가까운 위치에 발견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적절한 결과일 확률이 높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 방식은 우리의 관심사인 용어간 관계 추출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각 문서에서 발견된 용어의 순서쌍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고, 모든 문서에 대해 평가치를 합산하는 방
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실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문서에서 발생한 용어 쌍을 인접한 것끼리 묶는 방법을 결정해야 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서로 겹치지 않으며 각 그룹의 길이(포함 단어 수)가 최소화되게 묶는 방법[11]을 적용하였다.

그룹화 된 용어 쌍의 관계 계산은, 모든 그룹에서 용어  와 를 포함한  개의 그룹  가 발견되고  번째 그룹의 길이가
 ,  혹은 가 그룹에 포함되지 않고 단독으로 발생한 횟수  ,  에 대해 두 용어의 단어 수준 근접도 평가치(Word-level
n

−1
Proximity Score) WPS AB = ∑ k =1 lk = Wk × (OA × OB ) 와 같이 단독 발생에 대한 가중치 상수  를 이용하여 표현 가능하며, 

값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구한 직접 관계 행렬에서 각 행간의 코사인 유사도 등을 구함으로써
이를 간접 관계로 확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구한 간접적 관계는 비슷한 용어들과 관계를 갖는 두 용어가 서로 높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직접적 관계의 경향을 비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직접적 관계에서의 수치적 차이가 상관 계수
계산을 통해 상쇄되므로, 자주 발생하는 용어간의 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직접적 관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다[12]. 본 연구에서는
근접성 평가치(  )와 단어 수준 근접성 평가치(  )에 대한 간접적 관계를 구하여 비교에 사용하였다.

1. comp.graphics
/c, d:

(a, b:
, a~d:

)

2. comp.graphics
, b, d:
)

(a, c:

실험 결과 및 결론
실험에서는 앞서 살펴본 평가 척도를 이용하여 comp.graphics 뉴스그룹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림 1 은 공발생만 고려한 추출법
과 공발생 및 근접성을 고려한 추출법(NPS)을 문서 100 개와 1,000 개를 대상으로 수행한 후 MDS를 적용한 결과이다. 기존 추출
법을 사용한 경우(a ,b) 용어의 군집이 개별 용어를 분간하기 힘든 몇 개의 그룹으로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용어간 근접성
을 고려한 추출법(c, d)에서는 개별 단어 간의 거리가 적절히 유지되었다. 즉, 추출법이 용어간의 관계를 훨씬 더 많은 단계로
촘촘히 표현하였다. 또한 각각 문서 100 개(a, c)와 1,000 개(b, d)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를 비교하면, 기존 추출법은 문서의 개수에
따라 확연한 성능 차이를 나타내는 반면 개선된 추출법은 적은 수의 문서에서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 2 는 근접성
평가치(PS)와 단어 수준 근접성 평가치(WPS)에 대해 직접적 관계(a, c)와 간접적 관계(b, d)를 비교한 것이다. 간접적 관계에서는
용어의 발생 횟수에 따른 편차가 해소되어 용어간 거리가 비교적 균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서에서의 근접성을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용어간 관계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뉴스그룹 텍스트 실험
결과, 기존 방법에 비해 제안된 방법은 개별 용어의 발생 빈도에 독립적이고 좀 더 세분화된 용어간의 관계를 추출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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