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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베이지안 필터링은 측데이터와 연 된 확률을 이용하여 찰된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은

닉 변수를 설정하여 마코  연쇄를 따르는 은닉 변수의 값을 추정하는 모델로 칼만 필터나 티클 필터 

등의 방법이 표 이다. 본 논문에서는 담 형식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임의보행 확률과정을 따르는 시계

열 데이터로 간주하고, 이야기 흐름의 환이 마코  연쇄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여 베이지안 필터링 

기법을 이용한 화 분석 기법을 제시하 다. 제안한 방법론은 n-gram 언어모델과 베이지안 필터링 기법

을 결합하여 말뭉치로부터 n-gram 언어모델을 구축하여 이를 기 분포로 이용하고, 이를 티클로 이용

하여 이야기 흐름의 환을 측하게 된다. 일반 으로 언어 데이터는 그 특성상 베이지안 필터링 기법의 

폭넓은 용이 어려운데 본 논문에서 제시한 n-gram 언어모델과 베이지안 필터링 기법을 결합을 통해서 

언어처리에 있어서 베이지안 필터링 기법의 보다 넓은 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키워드: 베이지안 필터링, 티클 필터, 언어 모델, 유머 인식, 시계열 모델

Abstract Bayesian filtering is a general probabilistic approach for estimating an unknown prob-

ability density function recursively over time using incoming measurements and a mathematical 

process model. Kalman filter and particle filters are the typical applications of it. We propose the 

n-gram filtering method to detect the conversational humor in spontaneous dialogue. This spontaneous 

dialogue is regarded as a kind of time series data which follows random walk process. The proposed 

method detects the conversational humor using the n-gram particle filter. The proposal distribution of 

n-gram particle filtering is selected by the n-gram language model. We expect that n-gram filtering 

methods provide very efficient way to use the sequential and temporal information in language data 

such as dialogue, storytelling and so on.

Keywords: Bayesian filtering, particle filter, language model, humor detection, time series model

1. 서 론

오차가 존재하는 측 값으로부터 실제 값을 추정해

내기 해 사용되는 베이지안 필터링은 특정 조건을 만

족할 경우에 최 해를 보장하는 방법이지만, 언어처리의 

경우에는 n-gram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 데이터의 희소

성이 격히 증가하는 특성 때문에 베이지안 필터링 기

법의 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베이지안 필터링 기

법이 언어처리에 용될 경우에는 유니그램을 사용하는 

스팸 필터링[1]이나 단어 분리(Word Segmentation)[2] 

등에 주로 사용된다. 한 통계 인 언어처리 방식에서

는 데이터의 시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성된 말뭉

치를 이용하여 일 처리 방식으로 모델을 구축하기 때

문에 단순히 단어간의 선후 계만을 고려하게 되어 언

어 데이터의 요한 특성  하나인 시간 정보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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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힘들다는 단 이 있다.

언어 데이터에 들어 있는 시간 정보 활용의 요성은 

오늘날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부분의 기법들이 마

코  가정(Markov assumption)을 기반으로 하여 동작

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음성인식을 한 

표 인 모델인 은닉 마코  모델(HMM, hidden Markov 

model)은 연속된 음소가 발화될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

으로 동작하고, 최근 각 받고 있는 통계  언어모델은 

문장 내에서 연속된 단어가 나타날 확률을 이용하여 모

델을 구축한다. 다양한 스팸 필터링 기법 에서도 높은 

성능으로 많은 사람들의 심을 받고 있는 베이지안 스

팸 필터링[1] 방식에서는 기본 으로 스팸과 련된 단

어의 출  빈도를 이용하지만, 스팸 여부의 단을 해

서는 연속 으로 나타난 문서, 즉 수신된 이메일에 이러

한 단어들이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

한다는 에서 다른 기법들과 마찬가지로 시간 정보를 

이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 정보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언어 데이

터의 존재하는 다양한 수 의 시간 정보는 데이터의 특

성에 따라서 그 활용이 매우 어려워지는데 표 인 경

우가 문장 단 의 시간 정보이다. 즉, 2인 는 다자간

의 화에서 나타나는 문장간의 시간 계는 체 화

의 분석을 해서 매우 효율 인 정보임에 분명하나 일

반 인 통계  언어모델에서는 데이터의 희소성 문제로 

인해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본 논문에서

는 이를 해결하기 해서 n-gram 모델과 베이지안 필

터링 기법을 결합하여 언어 데이터의 시간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본 논문에서 이용하고 있는 티클 필터링 방법은 상

태공간이 연속 인 변수들의 베이즈 모델 추정을 해

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산 상태를 모델링하는 은닉 

마코  모델의 사용이 좀 더 합해 보일 수도 있다. 그

러나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화문에 존재하는 분

기 환의 악을 해서는 상 개념의 사용자 문맥

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해서는 일반 으로 

계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계 인 모델로

는 abstract hidden Markov model[3]이나 autoregres-

sion 모델에 은닉 변수를 추가하여 추론에 사용, 재생성 

성능을 높인 autoregressive hidden Markov Model[4]

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 인 모델들은 동일한 작업

을 수행하는 티클 필터보다 많은 매개변수와 학습시

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효

율 인 문제의 해결을 하여 티클 필터 기법을 이용

한 방법론을 사용하 다.

제안된 방법론은 기존의 n-gram 모델이 말뭉치 체

의 빈도수를 이용[5]함으로써 문장의 선후 계나 화에

서의 시간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화

문으로 구성된 말뭉치로부터 구축된 n-gram을 티클

로 이용함으로써 데이터에 존재하는 시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n-gram 

언어모델에서 처리할 수 없었던 텍스트 스트림의 감지

(Detection), 구분(Segmentation), 인식(Recognition) 등

의 다양한 분석 방법에 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n-gram 

티클을 이용한 베이지안 필터링 방법에 해서 설명

하고, 3장에서는 n-gram 티클을 이용하여 측과 가

치의 수정을 해 사용된 하이퍼그래  언어모델에 

해서 이야기한다. 이 후 4장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여

러 명의 출연자가 이야기하는 토크쇼 데이터에 용하

여 이야기 흐름에 변화가 있는 부분을 감지한 실험 결

과를 보인 후에 결론을 맺는다.

2. n-gram을 이용한 베이지안 필터링

베이지안 필터링은 마코  연쇄를 따르는 시스템의 

상태를 은닉변수로 가정하고 이로부터 측되는 측 

값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확률 도 함수를 재귀 (recursive)으로 추정하는 기법

이다[6]. 티클 필터는 베이즈 필터의 효율 인 근사방

법으로 특정 시간 t에서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가 치를 

가진 티클들을 이용하여 실제 값의 확률 도 함수를 

추정한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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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xt
(i)는 티클, wt

(i)는 티클의 가 치이고, δ

는 디락 델타(dirac delta) 함수이다.

티클 필터 알고리즘은 크게 기화, 샘 링, 가 치 

갱신 그리고 리샘 링(resampling)으로 나 어서 생각

할 수 있다. 샘 링은 이  시간에서의 티클로부터 새

로운 티클을 만들어 내는 단계로 아래의 식으로 정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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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는 칼만필터에서의 상태공간을 표 하는 식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식 (2)에서 f 가 선형함수이고, 

wt 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정확한 

분포의 추정이 가능하다. f 는 상태 이를 나타내는 알고 

있는 함수로 정의된다.

가 치 갱신은 측값을 이용하여 각 티클들의 가

치를 수정하는 단계로 측값을 잘 설명하는 티클

들은 가 치가 증가하고 실제값과 차이가 크다고 단

되는 티클들의 가 치를 감소시키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서 체 티클 집합의 분포가 변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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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샘 링은 이러한 가 치의 갱신 과정에서 일부 

티클의 가 치가 반복 으로 증가함으로써 티클 집합

의 분포가 일부 지 으로 수렴하는 퇴보(degeneracy) 

상을 방지하기 해서 실행된다.

제안한 방법론에서는 베이지안 필터의 posterior를 가

치 wt를 가지는 m개의 n-gram으로 이루어진 티클

의 집합 St 를 이용하여 표 한다.

           (5)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은 일반 인 티클 

필터의 경우와는 달리 티클과 측값 는 티클과 

실제값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를 들어 물체의 

치 추 을 하는 경우에 측값과 실제값은 물체의 

치를 나타내는 좌표값이 되고, 이 때 티클 필터에서 

사용하는 티클 한 실제 치를 추정하기 한 좌표

값으로 구성이 되게 된다. 그러나 제안한 방법론에서는 

추정을 해야 하는 값은 문장이고, 티클은 문장을 구성

하는 n-gram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게 된다. 즉, 베이지안 스팸 

필터링에서 문서의 특성을 추정하기 해서 연속 인 

문서들 간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가지고 분포를 계산하

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안한 방법론에서도 문장을 추정

하기 해서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n-gram을 이용

한다는 것이다.

제안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티클의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나 어 생각할 수 있다. 먼  말뭉

치의 확률 분포를 사 분포(prior distribution)으로 이

용하여 티클 집합 St 를 기화 한다. 이 때 St 는 말

뭉치에 들어 있는 문장에서 균등(uniform)하게 추출된 

n-gram 들로 구성된다. 이 기화 과정은 티클 필터

에서 수행하는 티클의 기화라는 의미와 함께 베이

지안 필터링의 성능에 크게 향을 미치는 사 분포를 

이미 존재하는 말뭉치를 통해서 학습함으로써 한 

말뭉치의 선택에 따라서 티클 필터 자체의 성능을 높

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 티클 집합과 매 시간 간격마다 입력으로 들어오

는 문장에서 측되는 n-gram들을 이용하여 측

(prediction)과 가 치의 수정(update)이 반복되게 된다. 

시간 t일 때의 티클의 분포에 한 측은 시간 t - 1일 

때의 티클의 분포 St - 1와 시간 t - 1에서의 입력 문장

에서 측되는 n-gram을 이용하여 수행되는데 이때 

요한 은 티클 필터에서 발생하는 퇴보(degeneracy) 

상을 피하기 해서 연속된 단어로 구성된 n-gram만

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 에지로 구성된 비연속

인 단어로 구성된 n-gram을 함께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 사용된 하이퍼그래 를 이용한 언어모델은 3

장에서 설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 치의 수정은 티클 필터에서의 요

도 샘 링(importance sampling)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

하는데, 목  분포 p(x)의 추정치(estimation)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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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Zk 는 시간 t에서의 측변수의 분포, δ는 디

락 델타(dirac delta) 함수이고, 이 때 샘  x
i
0:k 가 분포 

q(x0:k|Zk) 로부터 샘 링되었다면 wk
i 는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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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분포 q(x0:k|Zk) 를 분해(factorize)하면 다음

의 식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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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은닉변수가 마코  연쇄를 따르기 때문에 다음

과 같이 가 치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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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의 분산(variance)를 최소화하기 해서 q(x)를 다

음과 같이 선택하면,

         ),|(),|( 1:01:0 kkkkkk ZxxpZxxq −− =  (10)

가 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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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제안한 방법론의 개요가 설명되어 있다. 티

클 필터 방법론에서는 한 기분포의 사용이 최종 

성능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결정하기 하

여 3장에서 설명할 하이퍼그래  언어모델을 이용하여 

말뭉치로부터 학습된 언어모델을 이용한다. 이러한 과정

이 1. 기화에서 설명되고 있다. 티클 집합의 기화 

이후에 2장에서 설명한 n-gram 티클 필터 방법론을 

이용하여 단계 2-4을 반복해서 수행하며 학습이 진행된

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목 함수의 추정에서는 하

이퍼그래  언어모델[9]을 이용하여 목 분포가 계산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4. 추정에서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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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n-gram 필터링 방법론

Table 1 n-gram Filtering Method

3. 하이퍼그래  언어모델

통계  언어모델에서 단어 wi 가 문장 에 나타날 확

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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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확률분포는 말뭉치에 한 최  우도 추정(maxi-

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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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언어모델에서 리 사용되는 n-gram 모델은 

단순한 구조로 인하여 용량 말뭉치에 해서도 쉽고 

효율 으로 언어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인 해 있는 단어들의 조각으로 모델을 구성하

기 때문에 데이터가 단편화되어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유용한 정보들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 해 있는 단

어들 간의 계만을 모델링 한다는 단 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하여 하이퍼그래  모델에서는 말뭉치에 존

재하는 단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하이퍼 에지와 이의 

출 빈도를 표 하는 가 치로 확률분포를 표 [9]하게 

되는데 이때 하이퍼그래  모델의 에 지는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11]. 

 (15)

는 말뭉치 내에 존재하는 단어들의 조합

으로 구성된 하이퍼 에지를 의미하고 W 는 하이퍼 에지

의 가 치를 의미한다. 즉, n-gram 방식의 언어모델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의 출 빈도를 가 치의 형태로 표 하

여 이를 이용하여 하이퍼그래  모델을 표 하는 것이다.

이 게 만들어진 하이퍼그래  모델에서 문장 s(n)이 

나타날 확률은 다음과 같이 깁스 분포에 의해서 주어지

게 되고,

        (16)

이 때, 분할함수(partition function) Z(W)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7)

이 게 정의된 하이퍼그래  언어모델에서는 문장을 

k개의 단어를 가진 벡터로 간주하여, 이를 이용하여 문

장간의 계를 이용한 스토리모델을 구축하 다. 문서 

D와 문장 S가 주어졌을 때 문서 D가 나타날 확률은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18)

이때, 식 (18)은 n-gram 모델에서와 마찬가지로 확률의 

연쇄법칙을 용하고 마코  가정(Markov Assump-

tion)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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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래리 킹 라이  쇼 본

Fig. 1 Larry King Live Show Script

이때 식 (19)의 계산을 해서는 서로 다른 문장에 존

재하는 단어들간의 확률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제가 

있고, 이로 인해서 기존의 n-gram 방식의 모델에서는 

이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하이퍼그래  

모델에서는 서로 다른 문장에 존재하는 단어들간의 확

률도 하이퍼에지를 통해서 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하

이퍼그래  언어모델의 경우에는 식 (19)의 계산이 가능

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함으로써 n-gram으로 구

성된 티클 필터로부터 목  분포를 계산하는 것이 가

능하게 된다.

4.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론은 기존의 통계  언어모델과는 달리 

언어 데이터에 존재하는 시간 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확인하기 해서 한명의 사회자와 한명 이상의 

손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 는 CNN의 Larry King 

Live show 본을 말뭉치로 이용하여 화에 한 방

청객의 반응을 측하는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에 사

용된 말뭉치는 총1,000개의 본에서 수집된 77,447개의 문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뭉치 내에는 총 77,447

개의 문장방청객이 웃음을 터트린 1,123개의 문장과 그

지 않은 76,324개의 문장이 화가 진행된 순서 로 

장되어 있다[표 2].

화문을 분석해서 웃음이 나올만한 부분을 찾고자

표 2 토크쇼 말뭉치

Table 2 Larry King Live Corpus

Title Documents
Humorous

Sentences

Nonhumorous

sentences

Larry King Live 1,000 1,123 76,324

하는 다양한 시도 에서 Mihalcea 등은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n-gram과 비유, 속어 등의 속성만을 이

용하여 웃긴 문장과 그 지 않은 문장을 분류하려는 시

도를 하 고[12], Purandare 등은 음성의 높낮이나 음성 

신호의 길이 등의 음향학  속성들을 어휘 정보  화자 

정보와 결합하여 분류하려는 시도를 하 다[13]. Burfoot 

등은 n-gram과 비속어, 머릿  등의 어휘 정보를 이용

하여 시트콤 즈의 에피소드 여섯개를 데이터로 사

용하여 8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여주었다[14].

이러한 연구들은 60% 반부터 80% 후반까지의 다

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공통 인  하나는 세가

지 방법이 모두 웃긴 문장과 그 지 않은 문장의 수가 

비슷하게 균형잡힌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이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인 화문에서 

웃긴 문장과 그 지 않은 문장의 수가 비슷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사실이다. 그림 1에서 보여지는 실험에 

사용된 실제 본의 경우에도 웃음이 나오는 문장은 

체 문장에서 일부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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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 분류 문제에서는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쳐

져 있을 경우에 학습에 어려움이 생기고 개의 경우에 

정확도(precision)나 재 율(recall)에 문제가 생기기 때

문에 이를 해결하기 한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즉, 한쪽으로 크게 치우쳐져 있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무

조건 치우쳐져 있는 쪽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 정답일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정확도

가 올라가면서 재 율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화를 

듣고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문장간의 계에서 나

오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데이터에 존재하는 

시간 정보를 무시한 채로 웃긴 문장과 그 지 않은 문장

으로 데이터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순차

인 화의 과정을 고려할 수 있다면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서 순서를 제외함으로써 문제 자체를 보

다 어렵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설명하는 모델을 정의하 다.

제안한 방법론은 시간 t에서 n-gram으로 정의되는 

찰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에 한 은닉 변수 Xt 에서 

생성되며, 실험의 목 은 동일한 분 기의 화를 나타

내는 은닉 변수 θ를 추정하는 것이 목 이다. 이 때 은

닉 변수 Xt 는 찰 데이터 Zt 를 생성해 내는 문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그림 2].

제안한 방법론의 효과를 보여주기 해서 말뭉치에 존

재하는 시간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유니그램(unigram)

의 빈도수 만을 이용하여 나이  베이즈 분류기(naïve 

Bayes classifier), 써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 결정 트리(decision tree) 알고리즘을 

용하여 데이터를 분류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실험결과 세가지 알고리즘 모두 95% 이상의 매우 높

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나 상했던 바와 같이 재 율이 

모두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마찬

가지로 낮은 재 율을 통해서 세가지 방법 모두 분류기

로서의 성능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하고 부분의 데이

그림 2 베이지안 필터링을 이용한 화 분 기 감지

Fig. 2 Humor Detection using Bayesian Filtering Method

표 3 치우친 데이터를 사용한 실험 결과

Table 3 Experimental Results with Imbalanced Data

Naïve Bayes SVM Decision Tree

Accuracy 95.82 95.32 97.42

Recall 2.01 2.38 0.92

터를 한쪽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에 사용된 세가지 기법들이 일반 인 경우에 있어

서 체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방법들임에도 불구하

고 균형이 심하게 맞지 않는 실험 데이터의 특성상 이

를 처리하기 한 별도의 방법 없이는 학습 자체가 불

가능한 것으로 단된다.

제안된 방법론에서는 데이터 내의 시간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해서 의 세가지 방법

과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다. 정확한 비교를 해서는 동

일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첫번째 실험 결과에

서 보여지듯이 나이  베이즈 분류기와 SVM, 그리고 결

정 트리의 경우에는 균형이 맞지 않는 데이터에 해서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힘들기 때문에 수집된 말뭉치를 이

용하여 인공 으로 만든 균형 잡힌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

험을 진행하 다. 제안한 방법론에 해서는 균형이 맞지 

않는 데이터에 해서도 시간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해서 수집

된 체 말뭉치를 모두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나이  베이즈 분류기와 SVM, 그리고 결정 트리의 학

습을 하여 이  실험과 마찬가지로 유니그램의 빈도수 

만을 이용하 고, 데이터는 1,123개의 웃긴 문장을 그

로 복사하여 총 5,615개의 웃긴 문장을 만들고 76,324개

의 안 웃긴 문장 에서 랜덤하게 5,615개의 데이터를 선

택하여 총 11,230개의 데이터로 구성된 균형잡힌 말뭉치

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다른 속성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유니그램의 빈도수

만을 사용하 기 때문에 성능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

지만, 유머 인식과 련된 련 연구들에서 사용했던 다

양한 속성들이 없이도 균형잡힌 데이터에서는 일정 부

분 분류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제안한 방법론

에서는 균형잡힌 데이터가 아닌 체 말뭉치를 모두 사

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가지 방법들보다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

표 4 제안 방법과의 성능 비교

Table 4 Comparison with Naïve Bayes, SVM and Decision 

Tree

n-gram

Filtering

Naïve

Bayes
SVM

Decision

Tree

Accuracy 79.87 72.19 72.30 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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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부터 우리는 언어데이터의 처리에 있어서 시간 정

보 활용의 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제안한 방법

론의 유용성 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결론  토의

본 논문에서는 n-gram을 이용한 베이지안 필터링 기

법을 통하여 언어 데이터에 들어 있는 시간 정보를 활

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 많은 언어데이터들이 

시간과 연 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시간 인 분석을 필

요로 하지만 기존의 통계  언어모델이 시간 정보를 무

시한 용량의 말뭉치만을 이용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제안된 방법론은 시간 정보의 활용을 

한 언어 데이터의 분석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러한 결과는 순차 인 화로 구성된 말뭉치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다.

한 n-gram 기반의 생성 모델(generative model)로

서의 언어모델의 특성을 이용한 n-gram 필터링 기법은 

데이터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언어처리 분야에의 용이 

많지 않았던 베이지안 필터링 기법을 n-gram 모델과 결

합함으로써 언어처리 분야에의 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고 생각된다. 실험에서도 보여졌듯이 베이지언 필터링 기

법의 용을 통한 시간정보의 활용은 기존의 언어데이터 

처리에서 시간 정보를 무시함으로써 발생하던 어려움들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수 있을 것으로 기 가 되고, 시간 

정보와 함께 언어 데이터의 다양한 속성들을 결합함으로

써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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