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학석사학위논문

랜덤 하이퍼그래프 학습 기반

문장 생성 및 복원

Sentence Generation and Completion by

Learning Random Hypergraph Models

200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부

박 찬 훈



- ii -



- i -

초 록

최근 대용량의 언어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분석하

고 다룰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중, 통계 기반 방법론들이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대용량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요약함

으로써 문제를 단순화하고 필요한 계산 자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를 확률로서 다루므로 예외적인 상황이나 특수

한 문장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단점이 있으며 n-gram의 n

과 같이 사전 정의된 값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모델의 유연함이 떨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학습된 하이퍼에지들로 데이터를 요약할 수 있는 랜덤 하이퍼그래프 모델

을 제안한다. 본 모델은 모델을 구성하는 하이퍼에지들을 확률적으로 학

습함으로써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추정하고, 하이퍼에지의 형태를 다양하

게 함으로써 모델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험으로서 미국

드라마 자막과 한글 신문 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각 언어 모델을 구성

하였으며, 모델을 통해 각각의 언어에서 성공적으로 문장을 생성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였다.

주제어: 랜덤 하이퍼그래프 모델, 언어 모델, 문장 생성

학 번: 2006-2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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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 목적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 많은 양의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교환되고

축적되었다. 축적된 정보는 지금까지의 기술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다. 단순히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응용분야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정보 중 사용자에게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것, 혹은 누락되거나 오

류가 있는 정보를 수정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

는 기술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1-3].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중 특히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언어데이터는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언어처리 시

스템 역시 인터넷 환경과 맞물려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변

화의 예로써, 기존에는 단순히 언어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자의 질의에

해당하는 답을 보여주는 것이 이러한 시스템의 역할이었다면 사용자 질

의 혹은 저장된 데이터에 대하여 내제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 오류를 교

정해 준다거나 불완전한 부분을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의 기능이 확장되고 있다 [4, 5]. 검색엔진의 단어 자동완성, 질의어

추천 등이 그러한 기능이 구현된 간단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이 문장 이상의 고차원적인 수준에서 구현되기 위

해서는 문장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언어시스템이 올바른

언어 모델을 갖추어야만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

는 것이다. 문장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시도들은 규칙에 의한 접근과

통계에 의한 접근 방법을 위주로 많이 연구되어 왔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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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규칙에 의한 접근은 예외적인 경우를 포함 구체적인 조건까지

규칙에 의해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규칙의 생성 및 유지에 많

은 비용이 들고 규칙을 관리해야만 하는 부담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통계적 접근은 단순하고 유지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대용량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저장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계

정보를 추출한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용량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최근의 컴퓨팅 환경에서는

통계적 기법이 데이터에 의존적이라 할지라도 최선의 접근이라 볼 수 있

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무한정에 가까우므로 통계적 기법이 습득 가능

한 확률이 실제 분포에 근사하기 때문이다 [8, 9].

본 연구에서는 랜덤 하이퍼그래프 모델을 사용하여 대용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언어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14, 18]. 하이퍼그래프 모델은 기존의 통계적 기법이 모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외규칙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확률 기반 학습 과정

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된 하이퍼에지를 이용하여 결정을 하는 특성이 있

다. 이는 단순히 문장의 의미를 분석, 평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하이퍼에지

를 기반으로 하여 문장을 생성하거나 변형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랜덤 하이퍼그래프 모델로 언어 모델을 구축하고

문장의 생성과 평가 실험을 통해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1.2 논문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랜덤 하이퍼

그래프 모델의 개요와 관련 연구들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언어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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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랜덤 하이퍼그래프 모델 구조를 제시하고 언어 모델로서의 특징과

모델의 평가를 위한 평가함수를 정의한다. 4장에서는 랜덤 하이퍼그래프

의 언어 모델에 문장 생성과 복원 평가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시하였

다.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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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랜덤 하이퍼그래프 모델

2.1 랜덤 하이퍼그래프 모델

하이퍼그래프는 한 쌍의 정점(vertices)들이 연결된 그래프의 에지

(edge)와는 달리, 두 개 이상 여러 개의 정점들이 에지를 구성하는 하이

퍼에지(hyperedge)로 구성된다 [10]. 따라서 에지가 정점 간의 연관성을

나타낸다고 할 때, 하이퍼그래프는 여러 개의 정점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그래프 구조로써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이퍼그래프 G는 정점의 집합

V 및 하이퍼에지의 집합 E로 표현되며, 한 하이퍼에지는 2개 이상의 정

점들을 연결하는 집합으로 표현된다. <그림 1>은 2～4개의 정점으로 이

루어진 하이퍼에지로 구성된 하이퍼그래프의 예이다.

<그림 1. 하이퍼그래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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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그림 1>에서 하나의 하이퍼에지를 구성하는 정점의 수를 하이

퍼그래프의 차수(Order, Cardinality)라고 한다.

따라서 하이퍼그래프는 학습데이터로부터 직접적으로 하이퍼에지를 생

성하여 데이터의 확률분포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data driven) 모

델로 설명할 수 있다. 학습데이터
NnD 1

)( }{x= 에 대해서 하이퍼그래프의

에너지는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1 1 1 2 1 2 1 2 3 1 2 3

1 1 2 1 2 3

1 2 1 2

1 2

( ) (1) ( ) (2) ( ) ( ) (3) ( ) ( ) ( )

, , ,

( ) ( ) ( ) ( )
,...

1 , ,...,

1 1( ; ) ...
2 6

1 ... ,
! k k

k

n n n n n n n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K
k n n n

i i i i i i
k i i i

E x W w x w x x w x x x

w x x x
k=

= - - - -

= -

å å å

å å
(1)

x는 학습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의 값을 의미하며, W는 하이퍼그래

프를 구성하는 하이퍼에지의 가중치를 의미한다. 하이퍼그래프가 표현하

는 데이터의 확률은 식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하이퍼그래프

모델에서는 하이퍼에지와 그에 대응하는 가중치들의 집합으로써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표현할 수 있다.

1 2 1 2

1 2

( ) ( )

( ) ( ) ( ) ( )
,...

1 , ,...,

1( | ) exp[ ( ; )]
( )
1 1exp[ ... ]
( ) ! k k

k

n n

K
k n n n

i i i i i i
k i i i

P x W E x W
Z W

w x x x
Z W k=

= -

                 = å å
(2)

Z(W)는 partition function으로 (3)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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å 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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ù
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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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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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xp)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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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ikiii

K

k iii

mmmk xxxw
kc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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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데이터에 대하여 구성 가능한 하이퍼그래프의 수는 데이터의

수와 데이터를 구성하는 특성(feature)의 수에 따라 매우 빠르게 증가한

다. 즉, 특성의 조합(combination)에 의하여 하이퍼에지가 구성되므로 총

n개의 특성을 가진 데이터에 대하여 k개의 정점을 가진 가능한 하이퍼에

지의 수는 ( , )2C n k 의 지수 형태로 증가한다. 따라서 데이터의 확률분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최적의 하이퍼그래프를 찾기 위해서는 지수배로 증가하

는 후보 하이퍼그래프를 모두 고려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최적의 그래프를 찾기 위해 문제 공간을 효

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랜덤 그래프 모델을 하이퍼그래프에 접목을 시킨 랜덤 하이퍼그래프 모델

을 제안하였다. 랜덤 그래프 모델은 일정한 확률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그

래프를 구성하는 에지 혹은 정점을 선택하여 그래프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서, 식 (4)는 binomial 랜덤 그래프 프로세스에서에 기반한 그래프의 구성

확률을 나타낸다 [11].

| ( )| ( , ) | ( )|( ) (1 )E G C n k E GP G p p -= - (4)

랜덤 하이퍼그래프에서 일정한 확률 프로세스에 의해 선택된 각각의

하이퍼에지들은 랜덤하게 선택된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갖는다. 학습 데

이터를 랜덤 하이퍼그래프로 구성하는 생성과 사용자 질의 혹은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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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부터 해당하는 하이퍼에지들을 인출하는 알고리즘은 각각 <표

1>과 <표 2>에서 요약하고 있다.

초기에 확률 프로세스에 의해 구성된 하이퍼그래프는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반영하고 있지만 이는 가능한 하이퍼그래프의 후보 중 확률에 의

해 선출한 하나의 가능한 예이다. 따라서 하이퍼그래프를 구성하는 하이

퍼에지들의 가중치에 대하여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한 별도의 학습과정이

필요하다.

0. 초기 하이퍼그래프 G0의 생성: 0, 0, ( , ,0)E W G xf f¬ ¬ ¬ .

E는 빈 하이퍼에지의 집합이며, 하이퍼에지의 가중치 집합 W도 0으로

5초기화된다.

1. 특성 x와 클래스 y로 구성된 학습데이터 ( , )x y DÎ 를 얻는다.

2. ( , )x y 로부터 하이퍼에지 iE 를 생성한다.

3. 생성한 iE 를 추가하여 하이퍼에지의 집합과 가중치를 갱신한다.

( ) ( ),t tE E E W W W¬ È ¬ + .

새로운 하이퍼그래프 Gt 생성 : ( , , )tG X E W .

4. 1번으로 돌아간다.

<표 1. 하이퍼그래프 생성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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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G를 학습된 하이퍼그래프라 할 때,

테스트 데이터의 하이퍼그래프 '( ', ', ') ( , ,0)G X E W f f= 를 생성한다.

1. 테스트 데이터 ( ', ')x y 를 얻는다.

2. ( ', ')x y 로부터 하이퍼에지
'
iE 와 그 가중치

'
iW 를 구한다.

3. '
'

'
'

i
iE E

X E
Î

=U 를 만족할 경우, 테스트 데이터의 하이퍼그래프에

새로운 하이퍼에지를 추가한다. '( ', ', ')G X E W ,

4. G와 G`의 두 하이퍼그래프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하이퍼에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하이퍼그래프
*G 를 생성한다.

* ' ( , , ) ( ', ', ')G G G X E W X E W= Ç = Ç .

5.
*G 를 사용하여 * ( ')

G
f x 를 계산, 값을 기반으로 'y 의 예측된

값인
*y 를 돌려준다. * ( ')

G
f x 는 특성 x'를 입력 받아 목적에 맞는

값으로 전환해주는 목적함수이다.

<표 2. 하이퍼그래프 인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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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랜덤 하이퍼그래프 모델의 적용

하이퍼그래프 모델은 학습 과정을 통해서 저장된 데이터의 확률 분포

를 더욱 정교하게 반영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10, 12]. 분류는 질의로 들어온 데이터와 유사한 하이퍼에지의 특성을 조

합, 하이퍼에지들의 클래스를 비교하여 데이터의 클래스로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때 하이퍼에지의 가중치가 데이터의 클래스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K-Nearest Neighbor 등의 예제기반 학습(Instance Based

Learning)과 유사한 형태로 동작하지만, 단순히 전체 데이터를 데이터베

이스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조각들을 저장함으로써 데

이터의 확률분포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류를 수행한다는 차이가 있

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데이터의 입력에도 매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하이퍼그래프 모델의 학습 과정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최적의

확률 분포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주어진 학습 데이터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1  =  {(x , )}K
i i iD y = (5)

1 2x   =  ( , ,..., ) {0,1}n
i i i inx x x Î (6)

    {0,1},iy Î (7)

특성 벡터 x와 클래스 레이블 y로 이루어진 K개의 학습 데이터 D에

대하여 하이퍼그래프의 학습은 joint probability P (X,Y)를 학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학습된 joint probability는 식 (8)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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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2
1

1( , )  ( , ,..., , )
| | =

» å
L

n
i n

i
P X Y f X X X Y

L (8)

여기서
( )

1 2( , ,..., , )n
i nf X X X Y 는 차수가 n인 하이퍼그래프의 i번째 하이퍼

에지를 의미하여, |L|은 하이퍼그래프를 구성하는 하이퍼에지의 수를 나타

낸다.

이 때, 학습을 마친 하이퍼그래프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의 joint

probability를 근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조건부 확률을 추정하는 것

이 가능하며, 분류문제의 경우 이 조건부 확률을 통해 특성 벡터 x가 주

어졌을 경우 식(9)에서와 같이 확률적으로 가장 합당한 클래스 y*를 추정

하는 것이 가능하다.

*

{0,1}
    arg max ( | x)

Î
=

Y
y P Y

{0,1}

( , x)   arg max .
(x)Î

=
Y

P Y
P (9)

한편 랜덤 하이퍼그래프에 대한 학습 과정을 진화학습의 관점에서 보

는 것이 가능하다. 즉, 각각의 하이퍼에지들이 가지고 있는 적합도는 가중

치로 표현되는데 특정 데이터의 패턴을 만족하는 하이퍼에지 가중치의 조

합이 데이터에 대하여 최적의 적합도를 가지도록 진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신경망이나 Decision Tree등의 방법과 비교했을 때 하이퍼그래

프의 가장 큰 장점은 고차원 데이터의 경우에도 학습된 하이퍼에지를 통

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실시간으

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관련된 하이퍼에지의 가중치를 조절함으로써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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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바로 새로운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모델의 구

조가 유연함으로 새로운 하이퍼에지를 반영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작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2.3 관련 연구: 분류를 위한 하이퍼그래프 학습

하이퍼그래프 기반 데이터 분류는 자연어 처리, 생물정보학, 이미지 처

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분류 정확도 면에서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10, 12-14]

대부분의 분류 문제에서 데이터의 적합도 평가는 입력 데이터와 일치

하는 하이퍼에지의 수로 가정한다. 이 경우, 학습 데이터 xi와 그 클래스

yi를 적용할 경우의 클래스 Y에 대한 해당 데이터의 적합도 c는 다음과

같이 평가 될 수 있다.

| |

i (x, )
1

( | x )  
j

L

j z Y
j

c Y c I =
=

= å

(x, )
1     if  (x, )

where  ,
0     otherwisej

j
z Y

z Y
I =

=ì üï ï
í ý
ï ïî þ (10)

여기서 cj는 하이퍼에지 zj의 가중치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단순히 해

당 하이퍼에지의 수로 볼 수 있다. 이 때 가중치 벡터 W에 대하여, 패턴

xi의 조건부 확률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i (x, )
1

( | x )
( | x )      

| | j

L
i

j z Y
j

c Y
P Y w I

M =
=

» = å
 

where  / | | .j jw c M=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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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Y에 대한 학습데이터 xi의 오류 ei는

*    ( | x ) ( | x ),i i ie P Y P Y= -          (12)

와 같이 주어지며,
*( | x ) {0,1}

ii y YP Y I == Î 는 xi의 클래스 Y에 대한 실제 확

률 값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체 학습 데이터 D에 대한 오류 함수는

21(w)    .
2 i

i D

E e
Î

= å
(13)

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은 이 오류 함수 E(w)를 최소화하도록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gradient descent 방식이 적용된다. 즉,

  ,j j jw w w¬ + D               

where      = ,j
j

Ew
w

h ¶
D -

¶            (14)

와 같이 가중치를 조절할 수 있으며, h 는 각 학습 시점에서의 학습률을

나타내는 변수로 가중치의 변화량을 결정한다. 위의 식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 )

* = ( ( | x ) ( | x )) .
ji Yj i i z

i D

w P Y P Y Ih
=

Î

D -å
        (15)

식 (15)는 stochastic gradient descent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개개의 학

습 데이터에 대하여 오류를 계산하여 W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도록 바

뀔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수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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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 = ( ( | x) ( | x))
j Yj zw P Y P Y Ih
=

D -         
 .jc» D  (16)

즉, 식 (16)으로부터 적합도가 입력 패턴과 일치하는 하이퍼에지의 수

로 결정되는 경우 하이퍼에지의 수를 일정한 값 Δcj만큼 변화시킴으로써

가중치를 갱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 절차는 진화적인

관점에서 하이퍼그래프를 하나의 해로 보고, 하이퍼에지들의 수를 매 세

대 조절함으로써 하이퍼그래프의 오류를 줄여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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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언어 처리를 위한 하이퍼그래프 구조

3.1 언어 모델로서의 랜덤 하이퍼그래프 모델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추정하는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조각을 하이퍼

에지로 포함하고 있는 하이퍼그래프 모델의 특성은 데이터의 분류 외에도

데이터와 데이터, 데이터와 데이터를 구성하는 특성에 기반한 분석을 가

능하게 한다. 즉, 특정 클래스 혹은 특정 데이터와 연관이 많은 특성들의

경우 하이퍼에지에 중복되어 나타나거나 동일한 하이퍼에지가 그래프 내

에 다수 존재하므로 하이퍼에지를 분석하면 클래스나 데이터 분석에 중요

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 문제를 하이퍼

그래프에 적용할 경우 문장과 문장,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와 문장, 단어와

단어 등의 관계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과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단순히 문장 또는 문서의 분류만이 아니라 대용량 데이

터를 활용하는 통계적 기계번역(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분야에

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통계적 기계번역을 위한 언어모델

(Language Model)은 확률분포를 이용해서 문자열에 확률을 부여하고 이

를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게 된다.

가장 일반적인 언어모델의 구축 방법인 smoothed n-gram 모델 [15]

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서 자연언어 처리에 통계 모델로서 가장 오랫동

안 사용되어 왔다. n-gram은 앞에 나타난 n개의 단어만이 뒤에 나타날

단어의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Markov assumption을 사용하며, 실용적

인 측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 왔다.

그러나 n-gram 모델의 문제점은 가정이 비약적인 것뿐만 아니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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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비효율적으로 쓴다는 데 있다. n-gram 모델에서는 n의 범위를

벗어나는 단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단지 위치 정보만을 활용

하므로, 학습 데이터의 특성이 모두 반영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두 구절 "I met him at"과 "I met him yesterday at"은 전치사 "at"

을 중심으로 하여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n-gram 모델에서는 전혀

다른 정보로 전달된다. 이런 문제는 한국어나 일본어와 같은 경우에 존재

하는 다양한 조사 조합과 어순 문제 등으로 인해 문제의 복잡도가 더욱

심해지면서 심화된다. 예를 들어, 다음의 두 문장 "나는 학교에 간다."와 "

학교에 나는 간다."는 의미적으로 동일한 문장임에도 n-gram 모델에서는

전혀 다른 문장으로 분석된다.

하이퍼그래프 모델에서는 n-gram과 마찬가지로 연속된 단어들을 조합

하여 사용함과 동시에 비연속적인 단어 조합을 사용하거나 다양한 차수의

하이퍼에지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단순히 특정

단어 조합의 확률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문장의 확률까

지도 같이 학습하게 되므로 문장 인식을 위한 데이터의 저장 및 인출뿐

아니라, 일부 단어나 글자 등이 누락된 불완전한 문장을 기반으로 완성된

문장을 추론하는 것 또한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하이퍼그래프 모델은 데이터 기반 모델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증가할 경우 필요한 계산자원의 양이 매우 빠

르게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Trie 나 B+ 트리 등으로 하이퍼에지를

구성함으로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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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언어 데이터 기반 하이퍼그래프의 구축

본 연구에서 하이퍼그래프 구조의 언어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D는

다음과 같이 K개의 문장 x의 집합(corpus)으로 주어진다.

1  =  {x }K
i iD = (17)

1 2x   =  ( , ,..., )i i i inx x x (18)

식(18)에서 하나의 문장 xi를 구성하는 특성, 즉 단어의 수는 2～n까지 다

양한 값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분류를 위한 하이퍼그래프 모델과는 달리 하이퍼에지가 별도의

클래스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단지 데이터의 특성(feature)들로만 이루어

진다. 따라서 차수가 m인 하이퍼에지 E i는

1 2  =  ( , ,..., )i i i imE x x x (19)

와 같이 표현된다. 하나의 문장으로부터 생성 가능한 하이퍼에지의 수는

표본추출 수(Sampling count) S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K개의 데

이터로부터 생성 가능한 하이퍼에지의 수는 총 KS개이다. 각각의 하이퍼

에지들은 S번의 추출 동안 각각의 문장에서 임의의 위치로부터 m개의 연

속된 단어나 불연속한 m개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구성된다.

하이퍼그래프의 생성단계에서 동일한 하이퍼에지들은 각각의 에지에

부여된 카운트(Count) Ci를 증가시킴으로써 반영된다. Ci값이 높을수록

동일한 하이퍼에지가 하이퍼그래프 생성 중에 추출되었음을 의미하므로

해당 하이퍼에지가 전체 문장 집합에서 자주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이

값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하이퍼에지들의 확률 값을 추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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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그림 2>는 문장 집합을 하이퍼그래프로 구성한 예이다.

<그림 2. 언어모델로서의 하이퍼그래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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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언어 모델 학습을 위한 평가함수의 적용

데이터의 joint probability를 학습하는 하이퍼그래프 모델에서는 학습

과정 중에 데이터의 분포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문장들 간의 확률까지 같이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문서 분류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1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joint

probability를 구하기 위한 별도의 클래스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 즉, 데

이터의 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의 클래스가 별

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 모델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

기 위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하이퍼그래프 모델의 적합도 평가를 위한

별도의 평가함수(Scoring function) S(X)를 정의하였다.

따라서 분류 문제에서는 학습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분류 오류를 최소

화하도록 하이퍼에지의 가중치를 조절하는 것이 학습의 목표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에 대하여 평가함수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이퍼에지

의 가중치를 조절하는 것이 학습의 목표이다. 즉,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동일한 학습데이터에 대하여 평가함수의 평가 값이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

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에 사용된 평가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1
( )1( ) ( | )

( )

K
ii

L X
S X P X H

L X K
==

å
(20)

L(X)는 문장 X를 구성하는 단어의 길이를 의미하며, K는 학습데이터의

수를 의미한다. P (X| H)는 하이퍼그래프 H와 문장 X의 조건부 확률로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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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는 i번째 하이퍼에지의 가중치를 나타낸다. 이 조건부 확률을 통해

평가함수는 제시된 문장과 하이퍼그래프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

능하다. 하지만 단순히 하이퍼에지의 유무만을 중심으로 평가를 할 경우

긴 문장일수록 포함되는 하이퍼에지가 많아 높은 점수를 얻게 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식(20)에서 학습할 문장의 단어수와 학습 데이터 전체의 평균

단어수를 이용해 정규화가 가능토록 하는 수식을 추가하였다.

학습절차는 평가함수를 적합도의 기준으로 하여 진화적 관점에서 이루

어진다. 즉, 하이퍼그래프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하여 적합도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하이퍼에지들의 가중치를 진화시키는 것이다.

가중치를 갱신하는 방법으로서는 문장의 적합도를 상승시키는데 기여

한 하이퍼에지는 가중치를 상승시키도록 하는 한편 그렇지 않은 하이퍼에

지의 경우 그대로 둠으로써 상대적으로 가중치의 비중이 작아지도록 하였

다. <표 3>에 해당 내용이 반영된 하이퍼그래프 학습 알고리즘을 정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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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하이퍼그래프 G를 초기화한다.

각 하이퍼에지 E i에 대하여 각각의 가중치 wi=Ci로 초기화한다.

Ci는 사전 정의된 임의의 상수 값이다.

1. 학습데이터 X를 얻는다.

2. X에 대하여 S(X)를 계산한다.

3. S(X)가 기준 값 T를 넘지 못하면 가중치를 갱신한다.

X에 포함된 모든 하이퍼에지 E i에 대하여

i iw w w¬ + D

4. 학습데이터가 남아 있으면 1번으로 돌아간다.

5. 종료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1～4를 반복하며, 기준값 T에 대하여

( ( ))*T Average S X N= 로 갱신한다. N은 사전 정의된 값이다.

<표 3. 언어 모델을 위한 하이퍼그래프의 학습 알고리즘>

위 알고리즘에서 특정 하이퍼에지의 가중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다른

하이퍼에지들의 영향이 필요 이상으로 줄어들 할 수 있으므로 기준 값 T

를 두어 특정 하이퍼에지의 가중치 증가가 급격히 빨라지는 것을 방지하

였다. 하지만 적합도 평균의 N배를 기준 값으로 적용함으로써 전체 하이

퍼에지의 가중치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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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관련 연구: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는 언어모델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는 언어모델에서 단어 W가 나타날 확률은 아래

의 수식으로 표현 될 수 있다.

1 2

1 2 1 3 1 2 1 2 1

1 1
1

( ) ( , ,..., )
( ) ( | ) ( | , )... ( | , ,..., )

( | ,..., )

n

n n
n

i i
i

P X P x x x
P x P x x P x x x P x x x x

P x x x

-

-
=

=

=

= Õ
(21)

그러나 특정 문장에서 i번째 단어 xi가 나타날 확률을 구하기 위해 x1에

서 xi-1까지 i-1개의 단어 열이 나타날 확률을 구하는 것은 많은 양의 계

산 자원을 요구한다. 따라서 단어의 확률은 이전 단어에 의존적이라는

Markov assumption에 의해 i번째 단어가 나타날 확률을 구하기 위해 이

전의 i-1개의 단어에 대한 확률을 전부 구하지 않고 이전의 n-1개의 단어

만을 보는 n-gram 모델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15]. 즉 아래와 같은 수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1, 2,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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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

Õ
(22)

여기서 n=1인 경우를 bigram, n=2인 경우를 trigram이라고 한다.

이때의 확률분포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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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Maximum Likelihood를 이용한 추정에서는

관측이 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확률값 0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이

러한 문제는 n-gram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linear

interpolation, good-Turing discounting, Witten-Bell discounting, Katz's

back-off model 등의 다양한 smoothing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 [16, 17].

(n-1) Markov model로 근사 될 수 있는 n-gram의 장점은 대규모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학습이 쉽고 효율적일 뿐 아니라, trigram 정도의 사

용만으로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 간의 의존성은 나타낼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

은 n의 크기를 증가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지만, n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산에 필요한 자원이 증가하는 문제 이외에도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크기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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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험 및 결과

4.1 문장 생성 실험

랜덤 하이퍼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언어모델의 적용사례로서 불완전한

문장을 완성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랜덤 하이퍼그래프를 구성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로서 약 29만 문장으로 구성된 영어드라마의 자막을 사용하였

으며,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지 않은 별

도의 700문장을 무작위로 선택, 임의로 문장의 특정 단어를 삭제 하였다.

삭제된 단어 수는 1∼4개로 다양하게 하였다.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수가 2～4인 하이퍼그래프를 생성하였다. 하

이퍼에지는 연속된 단어로 이루어졌으며, 단어를 순서대로 입력받아서 생

성 가능한 모든 하이퍼에지를 생성하였다. 문장 생성을 위하여 단어가 생

략된 테스트 데이터를 하이퍼그래프와 비교하였다.

<그림 3. 하이퍼그래프 기반 문장 생성 실험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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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예를 들어 실험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문장으로부터 차수

만큼의 하이퍼에지들을 생성하여 하이퍼그래프를 초기화한다. 하이퍼그래

프와 ‘?’를 포함하고 있는 테스트 데이터의 비교는 ‘?’를 중심으로 일치하

는 하이퍼에지 모두에 대하여 ‘?’ 위치에 존재하는 단어를 선별한 후 가장

많은 하이퍼에지에 존재하는 단어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실험 결과 중 몇 개의 예를 <표 4>에 정리하였다.

불완전한 문장 완성된 문장

I ? lie to you I gonna lie to you

I had ? really great weekend I had a really great weekend

now i don't know what ? do now i don't know what to do

you are ? doctors you are not doctors

we sure have a ? of gifts we sure have a lot of gifts

? ? didn't work and I didn't work

in typical ? York ? in typical new york city

? appreciate it if you'd call ? by her

name

really appreciate it if you'd call me by her

name

? was my ? house it was my fault house

It's ? the ? of the Sphinx it's in the one of the sphinx

? don't need to actually know anything

to ? out what's wrong

i don't need to actually know anything to

figure out what's wrong

? is your ? this is your problem

? gonna ? upstairs ? ? a shower I'm gonna go upstairs and take a shower

? have ? visit the ? room I have to visit the ladies' room

Why ? you ? come ? down ? Why are you go come on down here

We ? ? a lot ? gifts We don't have a lot of gifts

? ? ? decision to make a decision

? still ? believe ? did this I still can't believe you did this

? think ? I ? met ? somewhere before I think but I am met him somewhere

before

? appreciate it if ? call her by ? ? I appreciate it if you call her by the way

What ? ? ?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I'm standing ? the ? ? ? cafeteria I'm standing in the one of the cafeteria

? ? a dream about ? in Copenhagen I had a dream about you in Copenhagen

<표 4. 문장 완성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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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특히 전치사, 관사 혹은 숙어를 완성하는 경

우 비교적 잘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짧은 문장

이나 문법적으로 정형화된 구조가 누락됐을 경우 비교적 좋은 문장을 생

성하는 것이 가능함을 유추할 수 있다. 또, 문법적, 의미적으로 완전한 문

장도 있지만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으나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나 문법적

인 오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문장 등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 결과를 정량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매

우 어렵게 하는 원인이며,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결과 측정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지금과 같은 실험 방식에서는 테스트 데이터와 일치하는 하이퍼

에지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테스트 데이터에 대하여 학습데이터

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나 조합이 나오면 하이퍼그래프는 올바르게 동작하

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환경에서 어느 정도까지 처리가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하이퍼그래프의 차수와 삭제된 단어 수, 학습된 문장 수를

기준으로 700문장 중 완성에 성공한 문장 수를 <표 5>에 정리하였다.

차수 ?의 수
학습된 문장의 수

40K 80K 120K 160K 200K 240K 280K 290K

2

1 691 697 698 699 699 699 699 699

2 515 522 527 528 530 531 532 532

3 295 302 309 309 309 309 309 309

4 174 175 176 178 178 178 178 178

3

1 565 608 617 628 632 634 636 637

2 619 642 654 658 661 663 666 667

3 528 553 565 567 569 571 577 577

4 460 481 488 489 489 489 490 490

4

1 405 462 500 516 536 546 550 550

2 545 580 594 601 605 608 612 612

3 570 595 608 614 621 626 633 633

4 550 577 589 592 596 600 602 602

<표 5. 학습 문장 수에 따른 문장 생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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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표 5>의 결과는 완성 여부를 고려한 것이며, 완성된 문장의 품질

은 고려하지 않았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낮은 차수와 삭제된 단어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적어도 비교적 많은 수의 문

장을 완성할 수 있다. 하지만 차수가 높아지고 삭제된 단어의 수가 차수

와 같거나 큰 경우 학습 문장이 증가하여도 문장 완성의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따라서 삭제된 단어의 수에 따라 그보다 높은 차수의 하이퍼그

래프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많은 문장을 완성하는 것에 유리함을 알 수

있으며, 학습에 사용되는 문장이 많아질수록 보다 많은 문장을 완성할 수

있으므로 좋은 품질의 문장 집합을 추가로 수집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

4.2 문장 평가 실험

4.2.1 평가 함수 기반 적합도 학습

문장 생성 실험의 경우 생성 결과를 직접 확인하면서 평가하는 방법

외에는 결과를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문장 생성 실험

에 이어 랜덤 하이퍼그래프 모델을 기반으로 문장의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 문장 평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적합도 평가는 3장에서 소개되었던

평가함수를 계산하여 이루어졌으며, 하이퍼그래프를 구축하기 위한 실험

은 영어와 한글에 대하여 각각 수행되었다.

우선, 영어 문장에 대한 실험 설정은 다음과 같다. 학습데이터는 문장

생성 실험에 사용하였던 영어 드라마 데이터 중 10만 문장을 무작위로 추

출하였다. 하이퍼그래프의 차수는 3～4로 구성되었으며, 표본 추출 수는



- 27 -

200으로 하였다. 즉 하나의 학습 문장에서 무작위 위치를 시작점으로 하

여 차수만큼의 연속된 단어 조합을 200번 추출하여 하이퍼에지로 구성하

였다. 따라서 하이퍼그래프를 구성하는 전체 하이퍼에지의 수는 2000만개

이다.

<그림 4, 5>에서 학습에 따른 적합도(Score)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각

각 기준 값 T를 결정하는 N값이 5와 8로 설정되어 사용되었다. 실험 결

과에서 볼 수 있듯이 평가함수를 목적함수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학습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하이퍼그래프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

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N값에 따라 학습속도에 차이

가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적절한 N값의 선택이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4. 학습의 진행에 따른 적합도 평균의 변화 (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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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학습의 진행에 따른 적합도 평균의 변화 (N=8)>

한글 문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한글의 경

우 IT/경제 신문 뉴스를 모아 그 중 10만 문장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다만, 한글의 경우에는 한글에 대한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장을 단순히 어절 별로 분리한 데이터와 조사

를 제외하고 어근만을 사용한 데이터로 분리하여 각각 실험하였다. 그 외

의 조건은 영어실험과 동일하다.

<그림 6>에는 한국어를 어절단위로 분리하여 사용한 실험결과가, <그

림 7>에는 한국어를 어근단위로 분리하여 사용한 실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두 실험 모두 영어문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이 진행되어 감에 따

라서 평가 함수를 목적함수로 하여 성능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한편, 어근단위로 분리하여 실험한 <그림 7>의 경우에는 적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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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반해서 어절단위로 분리하여 실험한

<그림 6>의 경우에는 성능 향상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영어문장에

대해서 실험한 <그림 4, 5>의 경우에 비해서 그 향상 폭이 매우 작다는

것이다.

이는 한글을 구성하는 어미나 조사 등 영어보다 다양한 품사로 인해

문제공간이 커지는 것과 한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가 영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어근 단위 실험의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임에도 영어 실험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고려

한다면 전처리가 매우 중요한 절차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어절단위 한글데이터의 학습 진행에 따른 적합도 평균의 변화 (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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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어근 단위 한글데이터의 학습 진행에 따른 적합도 평균의 변화 (N=8)>

4.2.2 문장 쌍의 적합도 평가

앞선 결과를 통해 학습된 하이퍼그래프가 학습 데이터의 적합도를 향

상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학습된 하이퍼그래프를 이용해 별도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하여 적합도를

평가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테스트 데이터는 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의 테스

트 데이터는 학습에 포함된 문장과 그 문장에 의도적으로 오류 혹은 수정

을 가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실험 역시 영문과 한글에 대하여 각

각 진행되었다. <표 6>에 영문 10쌍의 테스트 데이터를 나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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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10문장 수정을 가한 10문장

I'm going to be taking a few pictures of

him

I'm going to be taking a few record of

him

You're going to the Valley with this guy You're going to the Valley with this car

I need to be able to find you I want to be able to find you

I was hoping to contact the owner I was hoping to eat the owner

you leave without letting me know where

you are

you leave without leaving me know

what you are

All communications will be monitored All meetings will be monitor

Let me tell you how the game is played Let me tell me how the child is played

Sounded like she was in trouble Sounded lovely she was in trouble

I invited them to the victory party I invited them to the garden party

I think there's someone who knows

where the girls were

I think there's someone who knows

where the boys were

<표 6. 10개의 영문 테스트 데이터>

<그림 8>은 이 데이터에 대해 하이퍼그래프의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변하는 적합도 평균을 도시하고 있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적합도는

수정을 가한 문장의 경우가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원래 문장보다 작게 나

왔지만, 유사한 형태로 같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험

결과에서 정의된 평가 함수가 학습데이터에 있는 문장뿐만 아니라 수정이

가해진 유사한 문장에 대해서도 잘 동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

습데이터의 양이 충분히 증가한다면 언어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문장에 대

해서도 평가를 내리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이퍼그래프 모

델은 일괄처리 방식 외에 새로운 데이터의 평가 후에 바로 데이터를 학습

에 반영할 수 있는 동적인 환경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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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새로운 문장 데이터의 도입이 매우 용이하다.

<그림 8. 영문 데이터의 학습 진행에 따른 적합도 변화 곡선(N=5)>

한편, 본 실험의 목적은 각 문장 쌍의 적합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원래의 문장과 수정된 문장 사이의 평가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때

문에 문장 쌍 수준에서 적합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목적으로 문장 쌍들의 적합도의 차이를 구해보았고, <그림 9>에 이

들 10개 문장 쌍의 적합도 차이를 도시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수정된 문

장이 기존 문장보다 학습이 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기존 문장이 더 올바른 문장이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예

를 들어, 7번째 문장의 경우 ‘Let me tell me’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문장의 경우에는 적합도 학습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번째 문장에서 나타나는 ‘need to be able’ 나

‘want to be able’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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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want to be able’이 원래 학습된 문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학습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적합

한 문장의 경우에는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림 9. 영문 10쌍의 적합도 학습량의 차이>

위의 실험의 결과를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되는 문장 쌍의 수를 100개로 증가시켜서 수행해 보았다.

사용한 문장 쌍 중 몇 개를 <표 7>에 정리하였으며, 그림 <10, 11>에 결

과를 정리하였다.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하여서도 <그림 8, 9>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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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문장 수정된 문장

You know he's no friend to the agency You know he's no galaxy to the agency

you're finally learning how to play the

game

you're finally learning how to cookies

the game

I found this number in my daughter's

calendar

I found this number in my daughter's

grandma

because that's how you think things are

done

because that's how you large things are

done

I'll be back as soon as I can I'll be back as makeup as I can

I'll get you that list within the hour I'll objective you that list within the hour

I read the text of your statement I read the text of your probability

This whole thing was planned to make

our country safer

This fiction thing was planned to make

our sony safer

And they weren't even able to prevent

an attack on themselves

And they weren't even able to kill an

attack on themselves

I'll be working out of there from now on I'll be middle out of there from now on

But I understood that he'd been

exonerated of that charge

But I disappointment that he'd been

exonerated of that clip

why don't we just try telling him the

truth

why don't we fed try telling him the

truth

Every bank has procedures to allow

access during an emergency

Every bank has meant to allow access

during an emergency

I can't talk to you about it right now I can't preview to you about it right now

This was done with the public's best

interest in mind

This was done with the till best interest

in mind

<표 7. 영문 테스트 데이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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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00쌍의 영문 데이터의 학습 진행에 따른 적합도 변화 곡선(N=5)>

<그림 11. 영문 100쌍의 적합도 학습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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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문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적합도 평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8>

에 테스트로 사용한 한글 문장 쌍의 예를 제시하였다.

원래의 문장 수정된 문장

소비가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는 양상이 갈

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소비가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는 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도매업은 기계장비 및 관련 용품, 음식료품

및 담배 등이 호조를 보였다

도매업은 기계장비 및 관련 용품, 음식료품

및 담배 등이 호조를 있다

다만 서민 경기를 반영하는 음식, 숙박업은

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다만 서민 경기를 반사하는 음식, 숙박업은

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현대자동차가 체코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한다 현대자동차가 체코에 음식 공장을 건설한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죽어난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산다

재산세 인상에 대한 서울 강남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재산세 인상에 대한 서울 강남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떨어졌다.

이 중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와 미성 1, 2

차 아파트 등의 3000여 가구는 재산세를 과

다하게 인상했다는 이유로 납부 거부 의사

를 밝힌 상태다

이 중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와 미성 1, 2

차 아파트 등의 3000여 가구는 재산세를 과

다하게 유지했다는 이유로 납부 치료 의사

를 밝힌 상태다

금융환경이 바뀐 만큼 2년 전 노사정 합의

서에 반드시 얽매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환경이 바뀐 만큼 2년 전 노사정 합의

서에 꼭 얽매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신혼부부가 최상위 계층, 그 다음은 싱글

여성, 큰 자녀 가정 순이다

신혼부부가 최상위 계단, 그 다음은 싱글

여성, 큰 자녀 가정 순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편법

상속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편법

상속이라고 결론을 제기했다

소매업은 컴퓨터 및 광학정밀기기, 무점포

소매, 종합 소매 등의 실적이 좋았다

소매업은 컴퓨터 및 광학정밀기기, 무점포

도매, 종합 도매 등의 실적이 좋았다

신차 효과로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었다 신차 효과로 자동차 판매가 크게 줄었다.

증시 활황으로 금융, 보험업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증시 활황으로 금융, 보험업이 두 마리 증

가율을 기록했다

판매가 끝났지만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

은 상품도 은행마다 100여 개가 넘는다

판매가 끝났지만 아직 만기가 돌아온 않은

상품도 은행마다 100여 개가 넘는다

특히 푸조의 디젤 기술과 푸른색 로고를 소

재로 한 의상은 '기술과 세련미'라는 주제

를 잘 소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푸조의 디젤 기술과 푸른색 로고를 주

제로 한 의상은 '기술과 세련미'라는 주제

를 잘 식사했다는 평을 받았다

<표 8. 한글 테스트 데이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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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13>을 통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12. 100쌍의 한글 데이터의 학습 진행에 따른 적합도 변화 곡선(N=5)>

<그림 13. 한글 100쌍의 적합도 학습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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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영문 실험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원래 문장과

수정된 문장 간의 적합도 학습량이 영문에 비해 적게 차이나는 현상을 보

였다. 이는 영문에 비해 한글의 문제공간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전체 데

이터에 등장하는 단어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영문과 동일한 양의 학습을 진행하여도 정작 학습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적고 학습된 데이터와 테스트에 사용된 데이터간의 단어 차이로 인해 유

사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글 데이터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에 사용되는 문장의 수를 더욱 증가시켜서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가능토록 하고, 문장의 전처리 과정

에서 최대한 구조를 간단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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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언어 모델로서의 랜덤 하이퍼그래프 모델을 제시하였다.

하이퍼그래프 모델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를 정점으로 하여 차수만큼의

연속 혹은 불연속 단어들로 하이퍼에지를 구성한다. 하이퍼에지들은 학습

중 가중치를 조절,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를 학습하게 되며, 하

이퍼그래프는 학습데이터의 정보를 요약하여 유지한다. 랜덤 하이퍼그래

프 모델은 하이퍼에지의 생성여부를 확률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하므로 방

대한 문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하이퍼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생성된 언어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별도의 평가함수를

정의하였으며, 하이퍼그래프 모델의 학습은 평가함수를 기준으로 학습 데

이터들에 대한 적합도를 높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실제 생성된 언어 모델을 문장 생성 실험에 적용해 보았다. 단어가 생

략된 문장에 대하여 제안된 모델은 의미와 문법적으로 완성된 문장과 두

가지 중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문장을 효율적으로 생성하였다. 하지만

문장의 올바른 생성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평가 방법의 부재로 이를 정

량화하여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서 정의한 평가함수를 기반으로 문장과 수정된 문장 쌍에 대

하여 적합도를 평가하는 실험이 진행되었다. 하이퍼그래프 모델은 평가

함수로 측정되는 적합도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학습되는 것을 학습 곡선

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문장 쌍에 대한 적합도 평가에서도 수정된 문장에

대하여 낮은 적합도를 부여함으로써 적합도 평가가 가능함을 보였다.

남아 있는 연구 과제로써, 데이터의 복잡도가 높아져 문제공간이 비약

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하이퍼그래프 구조를 효율적으로 학습시키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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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즉, 데이터의 특성이 많아질수록 생성된 하이퍼그래프와 새로운

데이터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며 학습의 효과를 보기가 어렵

기 때문에 하이퍼그래프의 구조와 하이퍼에지의 형태를 개선함으로써 이

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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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the explosive spread of the Internet, the massive data has

been accumulated and became easy to access. So we need new

methods to analyze and deal with the data. The necessity of such

methods is highlighted in the domain of language data which is the

most widely and frequently used in the Internet.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the statistical

approaches have shown relatively good performance. In these

approaches, the problem is simplified and the needs of computational

resources is much reduced because the data is kept after being

summarized statistically in the model. However, they have limitations

that they don't operate correctly given exceptional cases because they

just use the probability. Also, such as 'n' in n-gram model, they

analyze the data based on predefine assumptions and it makes the

model less flexible.

In this paper, we propose a random hypergraph model. The model

can deal with the massive data effectively and summarize the data in

hyperedges which build the hypergraph. The model approximates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 data by probabilistically learning the

hyperedge and can be flexible by using various hyperedges. And the

score function is defined to estimate the fitness of sentences in model.

In experiments, we build a language model based on the random

hypergraph model using English and Korean sentences. And the model

is applied to completion and estimation experiments.

Keywords: Random hypergraph model, Language model, Sentence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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