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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서 집합 내의 개념 또는 의미 관계의 자동 분석은 보다 효율적인 정보 획득과 단어수준 이상의 개념 수
준에서의 문서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은닉변수모델을 이용하여 문서 집합으로부터 단어들
간의 의미관계를 자동적으로 추출하고 이를 통해 문서간 유사도 측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제
시한다. 은닉변수 모델로는 다중요인모델의 학습이 용이한 헬름홀츠 머신을 활용하며 이의 학습 결과에
기반하여, 문서간 비교를 위한 의미 커널(semantic kernel)을 구축한다. 2개의 문서 집합 MEDLINE과 CACM
데이터에 대한 검색 실험에서, 제안된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기본 VSM(Vector Space Model) 에 비해 20%
이상의 평균 정확도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

1. 서 론
인터넷의 발달과 이에 따른 정보량의 폭발적 증가로 온라인 텍
스트나 전자화된 문서의 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러한 데이터의 방대함이 곧바로 사용자들의 요구 정보 획득의
용이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정보 과부하
(information overload)를 발생시켜 다양한 주제에 관련된 문
서에 대한 검색과 조직화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
라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문
서 검색, 문서 분류, 문서 군집화 등의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
해 기계학습이나 통계적 알고리즘에 기반한 방법론이 많이 적
용되고 있다.
정보탐색 및 획득을 위한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사용자의
정보 요구에 대한 정보의 관련성(relevance)에 관한 것인데
[9], 이는 문서의 표현 방식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본 벡터공간모델(VSM)에서의 ‘bag-of-words' 방식은 간단
하면서도 어느 정도 좋은 성능을 내지만, 단어들 간의 의미관
계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1, 6], 이는 유
의어와 다의어에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
복하고자 하는 노력 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Latent Semantic
Analysis에 기반한 문서 인덱싱이며, 이 기법은 단어의 공기관
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서들을 의미 공간(semantic space)
으로 매핑하여 문서들 간의 의미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3, 7].
본 논문에서는 단어들간의 의미관계를 문서간 유사도 측정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은닉변수모델의 일종인 헬름홀츠
머신(Helmholtz machine)을 이용하여 텍스트 문서로부터 의미
적으로 유사하거나 적어도 동일 주제에 관련된 단어들의 집합
을 추출하고 이에 기반한 의미 커널(semantic kernel)을 구축
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정보 검색에서의 문서간 유사도
측정1) 실험을 통해 그 유용성을 확인한다.
2절에서는 의미 커널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며 3절에서는 헬
1) 정보검색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문을 하나의 짧은 문서
로 간주할 경우 이는 결국 두 문서간의 유사도 계산 문제로 생
각할 수 있다.

름홀츠머신과 이에 기반한 의미 커널 구축에 대해 설명한다. 4
절에서는 2개의 문서 집합에 대해 의미 커널을 이용한 문서 검
색 실험을 보이며, 5절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
다.

2. 의미 커널
정보검색을 위한 벡터공간 모델에서 두 문서 벡터

d1 와 d2 의

유사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1].

sim(d1, d2 ) = (P Td1 )T

(P Td2 ) = d1TPP Td2

(1)

행렬 P 는 기본 벡터 공간에서의 문서를 특정한 다른 자질공간
으로 매핑시키기 위한 변환행렬로서
내 어휘 개수이고 IM 은 M

P = IM (M 은 문서 집합

M 항등행렬)일 때는 원래 단어벡

터 공간에서의 두 문서간 유사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경우
에는 각 단어들에 의해 표현되는 축이 벡터공간상에서 직교를
이루게 되므로(orthogonal) 단어들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수 없
다는 점에서 종종 그 문제점이 지적되곤 한다[1, 3, 5, 7].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어간의 상관관계
에 대한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Wong[10]은 Generalized
VSM(GVSM)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문서집합 내에 나타나는 단어
들 간의 공기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N 개의 문서로 구성된
문서 집합

D 가 주어질 때, GVSM에서는 P = D 이다. 외부 지

식으로부터 이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시소러스 정보
를 이용한다. Siolas와 d'Alche-Buc[8]은 온라인 어휘 의미망
(semantic network)인 워드넷(WordNet)을 활용하여 단어들 간
의 의미적 유사성을 계산하고 이를 P 행렬로 사용하였다.
LSI(latent semantic indexing)[3] 기법에서는 단어-문서 행렬
D 에 대한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를 수행하고
(D

= USV T ) 상위 k 개의 left singular vector들을 이용하

여 문서간 유사도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simLSI (d1, d2 ) = (IkU Td1 )T

(IkU Td2 )

(2)

= d1TUkUkTd2

Cristianini[1]는 SVM과 같은 커널(kernel) 방법론에서의
커널 관점에서 이러한 문서 유사도 측정을 설명하고 있다. 임
의의 두 문서와 자질공간으로의 사상 φ 에 대해 커널 함수는

k (di, dj ) =< φ (di ), φ (dj ) > 로 정의되며 이는 커널을 선택
한다는 것은 묵시적으로 데이터(문서)가 표현된 자질 공간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서 유사도 측정에서의 변형행렬 P
는

결국

φ 를 정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
φ (d ) = P Td 로 주어진다. k (d1, d2 ) 에서 행렬 P 를 통해 단
어들간의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문서간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
을 때 이를 “의미 커널(semantic kernel)”이라 한다 [1].

3. 헬름홀츠 머신에 의한 의미 커널 구축
여기에서는 헬름홀츠머신에 의한 문서 데이터 분석과 이에 기
반한 의미 커널에서의 변환 행렬 P 의 정의와 문서간 유사도
계산에 대해 서술한다.
헬름홀츠 머신(Helmholtz machine)[2]은 다중요인모델 계층
적 생성 모델에서의 학습과 추론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근사화 방법 중의 하나로서, 뉴런 형태의 확률적 처리 단위로
구성된 다층 연결망으로 표현된다. 그림 1은 은닉층이 하나인
간단한 헬름홀츠 머신을 보인다. 실선은 은닉층으로부터의 생
성모델(generative model)을 위한 연결선을 나타내고, 점선은
입력층으로부터의 인식모델(recognition mdel)을 위한 연결선
을 나타낸다. Φ 와 θ 는 각각 생성모델과 인식모델의 매개변수
집합을 의미한다. 텍스트 문서에 대한 분석시, 각 입력노드는
하나의 단어에 해당하며, 각 은닉노드는 텍스트에서의 하나의
토픽 또는 잠재의미 자질(latent semantic feature)로서 이는
해당 노드로부터의 연결 가중치가 높은 단어들의 집합으로 정
의한다.

실제 잠재 의미들의 활성화를 결정한다. 각 잠재의미에 대한
샘플링결과와 입력 문서 벡터를 이용하여 생성모델의 매개변수
값을 갱신한다. Sleep 단계에서는 wake-단계와는 반대로, 앞서
수정된 생성모델의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가상의 잠재의미 조합
을 샘플링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나의 가상 문서데이터를 생
성해 낸다. 이렇게 결정된 값들을 이용하여 인식모델의 매개변
수 값을 갱신한다. 이러한 wake-단계와 sleep 단계를 모든 데
이터에 대해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모델의 매개변수를 추정
한다.
헬름홀츠머신 기반 문서 분석에서 최종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은닉노드에서 입력노드에 이르는, 즉 각 토픽이 단어들에 대해
가지는 가중치들의 집합이며, 이는 M K 행렬 R 로 표현할
수 있다. M 은 문서집합을 구성하는 어휘 개수, K 는 은닉공간
의 차원, 즉 설정된 토픽의 개수를 의미하며 R 의 각 열은 M
개의 어휘에 대한 가중치 집합으로 정의되는 하나의 잠재의미
자질이다. 보통 K ≪ M 이므로 이는 LSA와 같이 차원 감소의
효과가 있으며, 하나의 토픽 내 가중치가 높은 단어들은 의미
나 관련 주제면에서 연관도가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kHM (d 1, d 2 ) = < R Td 1, R Td 2 > 은 두 문서간의 유사도 계
산 시 단어들 간의 의미관계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변환행렬 P = R 인 의미 커널이 구축된다.

4. 실 험
문서 데이터 집합 2 개 (MEDLINE, CACM)에 대해 문서 검색 실
험을 하였으며, 두 문서 집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z MEDLINE: 미국 국립 의학도서관으로부터의 초록 1,03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의어 수는 30개이다.
z CACM: CACM 저널의 초록 3,20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의어
수는 51개이다.
불용어 제거와 스테밍(stemming) 과정을 거친 후, 각 문서
의 어휘 크기는 각각 7,014와 5,056이다. 각 질의어에 대해
문서와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본 벡터 공간에서의 코사
인 유사도 측정치와 은닉공간상에서의 유사도 측정치의 평균값
을 취하였다. 질의문 q 와 문서 d 간의 유사도 sim (q, d )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im (q, d ) =

1
1
(q Td + q TRR Td ) = q T (I + RR T )d
2
2

그림 2는 두 문서 집합에 대한 precision-recall 그래프를
보인다. 기본 벡터공간 모델에서의 코사인 유사도 측정치에 의
한 결과(word-space)를 기본성능으로 하고 의미 커널에서의 변
P 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generalized
환행렬
VSM(doc-index), k-means 알고리즘2), LSA, 헬름홀츠 머신(HM)

그림 1. 은닉층이 하나인 헬름홀츠 머신
헬름홀츠 머신은 다중요인모델의 학습에서 각 은닉변수 조합
적 상태 z = (z1, z2, , zK ) 에 대한 사후확률분포 P (z|dn ) 의
추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식 네트워크에 의한 다음과 같은
근사화 방법을 제공한다.

Q(z|dn ) = ∏ K
k = 1Q(zk|dn )

(3)

Q(zk|dn ) 은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를 통해 계산된다.
헬름홀츠 머신에서의 생성모델과 인식모델의 매개변수 추정
을 위해 온라인 학습 알고리즘인 wake-sleep 알고리즘[2, 5]을
이용한다. 단어 벡터로 표현된 하나의 문서 벡터가 주어지면,
wake-단계에서는 인식 모델을 이용하여 각 잠재의미(토픽)들이
활성화될 확률을 구하고 이 확률에 따른 샘플링(1/0)을 통하여

그림 2. MEDLINE과 CACM 문서 집합에 대한 문서 검색
성능.

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k-means 알고리즘, LSA,
헬름홀츠 머신의 경우에는 은닉 공간 차원 K (k-means 알고리
즘의 경우 클러스터의 수)를 K = 16, 32, 48, 64, 80, 96으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그 중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경우를 선택
하였다. 결과를 보면, MEDLINE 데이터에 대해서는 generalized
VSM, k-means, LSA, 다중요인모델 모두 기본 VSM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CACM 데이터에 대해서는
LSA와 다중요인모델은 성능 향상이 있었지만, generalized VSM
과 k-means 알고리즘에 기반한 의미 커널은 오히려 기본 VSM에
비해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단순한 단어 공기 정보 이용이 문서간 유사도 측정에서
반드시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은 두 문서 집합
에 대한 각 방법들의 11-point 평균 정확도 면에서의 성능을
요약한다.
MEDLINE

CACM

word-index

52.7%

16.9%

doc-index

59.8%

15.2%

60.9±1.11%

13.3± 0.54%

62.3%
65.3±0.77%

17.4%
21.2± 0.64%

k-means
LSA
HM

표 1. 두 문서 집합에 대한 11-point 평균정확도.
k-means와 HM의 경우에는 학습 초기 값에 따라 학습결
과가 달라지므로 10번 시행 후 평균 성능과 표준편차를
표시함.
그림 3은 은닉변수모델의 차원 수에 따른 11-point 평균 정
확도 값을 보인다. 헬름홀츠 머신 기반의 의미 커널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기부터(K = 16 ) 눈에 띌만한 정확도 향상을 보이
고 이후 차원 수에 따라 성능 차의 변화가 적은데 반해, LSA의
경우 초기에는 별 성능 향상이 없다가 K= 80 일 때 최고 성능
을 보이며 그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비록
MEDLINE 문서 집합에 국한된 경우긴 하지만, 헬름홀츠 머신에
의한 방식이 훨씬 작은 차원만으로 LSA에 의한 최고 성능보다
도 약간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MEDLINE 문서 집합에 대한 문서 검색에서 은
닉 공간 차원에 따른 성능 측정. 16, 32, 48, 64,
80, 96 차원에 대한 11-point 평균정확도를 보인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의미적으로 관련 있거나 적어도 동일 주제와 관
2) [4]에서 제시된 spherical k-means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련된 단어 집합을 헬름홀츠 머신 학습에 의해 텍스트 문서로부
터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해서 의미 커널을 구축하고 이를 이
용하여 문서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2개의 문
서 집합에 대한 실험에서, 기본 벡터공간모델에서의 단순 코사
인 유사도에 의한 방법에 비해 단어들의 의미 관계 정보를 활
용한 방법이 문서 검색 성능 면에서 더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헬름홀츠 머신에 기반한 의미 커널 구축 방식이
generalized VSM이나 k-means 방식에 비해 평균 정확도 면에서
우수하였으며, 특히 LSA 기법과 비교할 때 은닉공간의 차원이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에도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다.
향후 보다 대규모 문서 데이터에 대한 실험 및 성능 평가와
더불어, 추출된 단어 집합들(잠재의미 자질) 간의 의미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문서 유사도 측정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
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Support vector machine(SVM)
과 같은 커널 분류기를 이용한 문서 분류에서 제안된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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