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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문장 분석에 의하여 의미 관계를 생성하고 의미 네트워크에 의하여 유사한 의미 관계를 고려하는 의미

       중심의 웹 텍스트 검색 기법에 대하여 논의한다. 기존의 웹 텍스트 검색은 단어만을 혹은 의미 관계만을 고려한

       검색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장 분석에 의한 의미 관계의 생성과 의미 네트워크에 의한 유사한 의미 관계의 

       고려는 기존의 단어 중심 혹은 의미 관계 중심의 검색 한계를 넘어서 유사한 의미 관계를 고려한 좀 더 포괄적이고 

       계층적인 검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서  론

   많은 양과 종류의 문서가 웹에서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으

며 앞으로 이 추세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웹 문서의 

형태에는 일반 텍스트 형태, HTML 형태, 그리고 XML 형태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문서 중에서도 일반 텍스트 형태의 문서

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반 텍스트

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으

로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텍스트 

검색 기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2].

 참고문헌 [3]은 텍스트 형식의 웹 문서로부터 의미 관계

(semantic relation)를 찾아내어 검색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단순히 단어 모음(bag)만을 가지고 웹 문서를 검색하

는 것은 단어들 간의 의미 관계를 나타낼 수가 없어서 의미

적으로 중요한 검색이 불가능하며 때로는 의미적으로 잘 

못된 검색 결과를 제시할 수가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3]

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장의 의미 관

계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텍스트 문서에 대하여 

대명사 지시(reference) 문제 해결[4], 품사

(part-of-speech) 태깅(tagging)[5], 구문 분석[6]을 사

용하여 텍스트의 문장에서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구(noun 

phrase)와 동사구(verb phrase) 등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

으로 텍스트의 문장을 의미 관계로 변환하여 나타내었다. 

의미 관계에는 agent, theme, modifiedBy 세 가지를 정의

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에 용어(term) 분류체계(taxonomy)

를 구성한다. 이 시도의 목적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여 구

성된 의미 관계를 일반화시켜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패턴을 찾아서 효과적인 검색을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용어의 분류 체계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방법에는 문자

(symbol)를 이용한 방법과 통계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문자

를 이용한 방법의 단점은 모든 가능한 용어 관계를 추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계를 이용한 방법의 단점은 통계적인 

수치에 의해서만 용어 분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못할 수가 있어서 응용에 직접 사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방법이 실용성을 가

지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코퍼스(corpus)가 필요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WordNet[7]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기본적으

로 미리 분류된 용어로부터 WordNet 을 사용하여 응용 영역

에 적합한 용어 분류를 점진적으로 생성하여 전체 용어의 분

류 체계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용어간의 의미 

유사성을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 응용에 적합한 용어의 분류체계가 구성되

면, 이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장들의 

의미 관계를 구성한 다음에, 용어들 간의 일반적인 연합 관

계(generalized association)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여

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잉 일반화(overgeneralization) 

문제이다. 용어들 간의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조사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분류 체계의 상부 구조로 접근하게 되면 대

부분의 경우에 과잉 일반화 문제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즉, 구체적인 검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우 일반적 

검색이 이루어져서 적합하지 않은 검색 결과를  생성할 수

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에서 구체적인 검색 

결과만을 선택하여 과잉으로 일반화된 결과가 제시되지 않

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3]은 GP-Close (Close 

Generalized Pattern Mining) 라는 방법을 고안하여 이 문

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제안된 방법을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XML 문서에 적용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참고문헌 [8]에서도 유사한 연구를 하였다. 이 논문에서

는 직접적으로 현재의 Google 검색 결과와 자신들의 검색 

결과를 제시하여, 자신들 방법의 진보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8]에서는 Google에 

"Shanghai", "hotel", "Five star" 라는 세 개의 검색 단어를 

입력하였을 경우에, 단 하나의 검색 결과만이 상하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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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별 5개의 호텔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대만에 위치

한 "Far Eastern Plaza Hotel"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 호텔에 “Shanghai” 라는 이름을 가진 별 5개 

짜리의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

서 사람이 "Shanghai", "hotel", "Five star" 라고 입력하였

을 경우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상하이에 위치하는 별 5

개의 호텔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Google에서는 하나

의 결과만이 이러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나머지는 의미

적으로 관련이 거의 없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그 이유가 관계 상실(relation lost)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Shanghai, hotel, five star라

는 용어들 사이의 상식적인 의미 관계를 Google 이 파악하

지 못하고 오직 3개의 별개 용어로 파악하고 검색을 하였

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검색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상식적인 의미 관계의 설정이 중요한 문

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저자들은 Microsemantic Web 환

경을 구축하였다. 예를 들어, 참고문헌 [8]에서는 "travel" 이라

는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여기에 "city"와 

"AccommodationRating"에 대한 정의를 기록한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RDF

를 사용하여 Microsemantic Web 환경을 구축하여 - 즉, 용어

들 간의 의미 관계를 구축하여 -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한다.

  참고문헌 [9]는 웹 정보 검색 시스템 19종류에 대한 종합 

개관을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검색 시스템을 기능, 사용

된 기술, 자동화의 수준 등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류하여 보

여주고 있다. 기능적인 관점의 분류에서는 manual, 

supervised, semi-supervised, unsupervised로 분류하여 설

명하고 있다. 기술적인 관점의 분류에서는 학습 방법이 사용

되지 않는 경우, 상향식(하향식) 학습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패턴/문자열 검색이 사용되는 경우로 분류하여 설명

하고 있다. 학습 방법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검색 토큰 단

위가 수동인 경우가 많았으며, 상향식(하향식) 학습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단어 단위가 많았으며, 조사 기법이 사용

되는 경우에는 태그 단위가 많았다. 자동화 수준의 분류에서

는 API 지원과 응용의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참고문헌 [10]에서는 사용자가 XML 문서에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이프를 정의하면 조사와 검색이 용이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제안한 데이터 타이프에 대한 상세한 설

명이 제시되어 있다. 참고문헌 [11]은 의미 네트워크와 코

퍼스 통계에 기반을 둔 문장의 유사성 측정에 관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두 개의 문장에 대한 유사성은 어휘 데이터

베이스의 정보(의미 네트워크)와 코퍼스로부터 계산된 통

계로부터 계산된다. 어휘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은 인간의 

상식을 모델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코퍼스 통계의 

사용은 다른 도메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의미 네트워크로는 WordNet[7]을 사용하고 코퍼스는 

Brown 코퍼스를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12]는 웹 테이블

로부터 의미 있는 헤드 정보를 추출하는 기법을 논의하고 

있다. HTML 문서에 있는 테이블의 종류를 조사하여 의미

를 가진 테이블을 분리하였다. 그리고 테이블로부터 의미

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데이터(feature)를 추출하여 집합을 

구성하였으며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판단 트리(decision 

tree)를 구성하여 의미 있는 head 요소를 HTML 문서로부

터 추출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본  론

2.1 연구 범위

    본 논문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의미 관계의 생성과 의미 

네트워크를 활용한 웹 텍스트 문서의 검색 기법에 관한 것

이다. 참고문헌 [3]에서도 구문 분석을 수행하여 의미 관

계를 구성하고, WordNet을 사용한 의미 네트워크를 구성

하여 용어 체계를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웹 텍스트 문서

를 검색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대명사 지시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였으며, 품사 부여와 구문 분석에서 몇 가지 중요

한 사항들을 언급하지 않았다. 

   우선 첫째로, 대명사는 하나의 명사를 지시할 수도 있지

만 구절을 지시할 수도 있다. 대명사의 지시 문제를 완전하

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장과 문단의 의미 관계를 먼저 알

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것은 의미를 먼저 파악하

고 나서 시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품

사 부여는 전자 사전에 수록된 내용을 기반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어에 하나 이상의 품사가 부여될 수도 

있다. 품사 부여의 단계에서 완전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경우도 많다. 품사 부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맥 정

보가 필요하며 때로는 의미 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따

라서 사전에 기록된 가능한 모든 품사를 단어에 부여하여

야 한다. 세 번째로, 대부분의 경우에 문장에 대한 구문 분

석도 하나 이상의 결과를 생성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도 

생성된 모든 구문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대명

사 지시 문제는 의미 분석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품사 부여와 구문 분석의 경우에도 하나 이상의 결

과가 생성되기 때문에 부가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경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명사 지시 결정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한

다. 그리고 품사 부여와 구문 분석의 다중성에 대한 문제만 

다루어서 보완하기로 한다. 품사 부여에서 단어의 품사가 여

러 개로 될 경우에는 모든 경우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리고 

구문 분석에서 여러 개의 구문 분석 결과가 생성될 경우에도 

모든 경우를 고려하기로 한다. 그리고 명사구와 동사구이외

에 복합 명사(compound noun)를 다루기로 한다. 

2.2 복합 명사 처리 방법

   복합 명사는 명사가 여러 개 연속하여 앞의 명사가 뒤의 

명사를 수식하여 다른 의미의 명사가 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복합 명사의 경우는 사전에 수록하고 하나의 기호

(symbol)를 부여하고 명사 품사를 부여한다. 다음에 문장

을 처리할 때에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원래의 복합 명사 대

신에 부여된 기호를 사용하면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구문 분석의 복잡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서 복합 명

사 자체로 인하여 여러 개의 구문 분석 결과가 생성되는 것

을 막을 수가 있으며, 또한 의미 관계를 구성할 때도 복잡

성을 감소시켜서 여러 개의 의미 관계 구조가 생성되는 것

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색을 수행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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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원래의 복합 명사를 사용하여서 최

대한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3 구문 분석

   구문 분석은 참고 문헌 [6]의 파서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구문 분석의 결과가 여러 개 생성되

면 모든 결과에 대하여 의미 관계를 생성한다. 따라서 검색

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문장에 있는 복합 명사들과 생성

된 여러 개의 구문 분석 결과가 될 수 있다. 참고 문헌 [3]

과 [8]에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

다. 이들 참고 문헌들은 품사 부여와 구문 분석의 결과가 

오직 하나만 나온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나 사실 실험을 해보면 일반적인 문장의 경우에

도 2~3개 정도는 보통이고 그 이상 여러 개의 품사 부여와 

구문 분석 결과가 생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하나의 문

장에 대한 의미 관계도 여러 개를 구성할 수가 있다. 그러

나 생성된 여러 개의 의미 관계에 의미 네트워크를 활용하

여 확률 값을 계산하여 부여하고 값이 높은 의미 관계부터 

검색 대상으로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2.4 의미 관계 구성

   의미 관계는 일반적으로 그래프 구조로 나타난다. 그래

프의 노드(node)는 단어를 나타내고 에지(edge)는 의미 관

계를 나타낸다. 다음과 같은 영어 문법이 있다고 가정한다. 

       Sentence -> Noun_phrase + Verb_phrase

         Noun_phrase -> Noun
         Noun_phrase -> Article + Adjective + Noun
         Noun_phrase -> Article + Noun_compound
         Verb_phrase -> Verb
         Verb_phrase -> Verb + Noun_phrase
         Verb_phrase -> Verb + adverb
         Verb_phrase -> be + Verb
         Prep_phrase -> Prep + Noun_phrase
         Prep_phrase -> Prep + Noun_compound

그러면 아래 문장 1과 2에 대하여 구문 분석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문장 1: Korea defeated Spain in World Cup final.

 문장 2: Korea was defeated by Spain in World Cup final.

문장 1에 대한 구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Sentence -> Noun_phrase + Verb_phrase

         Noun_phrase -> Noun
         Noun -> Korea
         Verb_phrase -> Verb + Noun_phrase
         Verb -> defeat
         Noun_phrase -> Noun
         Noun -> Spain
         Prep_phrase -> Prep + Noun_compound
         Prep -> in
         Noun_compound -> World Cup final

그리고 의미 관계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defeat(subject(Korea), object(Spain))

         modifier(in(World Cup final))

문장 2에 대한 의미 관계는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defeat(subject(Spain), object(Korea))

         modifier(in(World Cup final))

즉,  웹 조사와 검색은 구문 분석 결과로 생성되는 이러한 

의미 관계를 기반으로 수행될 수 있다.

2.5 의미 네트워크 구성

   의미 네트워크는 기존의 WordNet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WordNet에 문장을 구문 분석하여 추출한 단어들, 예를 들

면, defeat, Korea, Spain, World Cup final 등을 더하고 이 

단어들과 관련된 단어들을 WordNet에서 선택하여 각 문장

마다 의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다. 따라서 문장에 대

하여 의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미 관계

를 구성하면 검색에 매우 유리한 대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다. 예를 들어, defeat과 관련이 있는 attack, win, 

smash, beat, overwhelm 등의 용어를 검색 대상의 용어로 

간주할 수 있으며, Korea외에도 South Korea와 North 

Korea 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World Cup 이외에

도 Asian Game 등의 용어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참고문헌 [11]에서 논의한 어휘 데이터베이스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6 검색 대상

   검색은 의미 관계를 기반으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defeat(subject(Korea),object(Spain)), defeat(subject

(Korea), _), 혹은, defeat(subject(Korea), object(object(

Spain)) +modifier(in(World Cup final)), defeat(subject(K

orea),object(Spain))+modifier(in(_)) 등이 검색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다. 위에서 _는 변수를 나타낸다. 

이외에도 의미 네트워크로부터 형성된 유사한 의미 관계도 

검색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생성된 유사한 의미 

관계에는 적절하게 계산된 확률 값을 부여하여 검색의 우

선 순위와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검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7 일반화 조절 기능

   검색의 일반화는 용어 관계를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명사 Korea와 Spain 그리고 복합 명사 World Cup final 에 

대하여 수행될 수 있다. 명사 Korea와 Spain에 대하여는 

국가이름 범주를 부여하여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defeat(subject(Korea), object(Spain))과 관련된 문서들이 

검색될 것이다. 그리고 Korea와 Spain 이외에 다른 국가에 

해당되는 경우의 defeat(Country1, Country2)에 해당되는 

문서가 출력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너무 일반적인 경

우가 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가령 

Korea의 경우에 아시아 국가라는 중간 범주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고, Spain의 경우에 유럽 국가라는 범주를 설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간 범주를 설정하고 범주의 범위

를 넘어설 때마다 용어와 범주 거리를 계산하고 이 값이 일

정 이상의 값을 나타내면 조사나 검색을 중지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일정 범주 밖으로 일반화되는 경우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용어 분류 체계를 나타내는 의미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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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에서 에지를 지나갈 때마다 거리를 계산하여 중요한 의

미가 있는 범주 밖으로의 용어 의미 일반화를 제어할 수 있

을 것이다. 앞 절의 예에서 설명한 동사 defeat과 관련이 

있는 attack, beat, smash, overwhelm 등의 용어에 대하

여서도 이와 같은 일반화 관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의미 관계의 유사성을 계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8 새로운 논의 사항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3][8]에서 고려하지 않은 품사 

부여와 구문 분석의 다중성을 고려하여 생성된 모든 문장 분

석 결과를 대상으로 검색을 할 것을 논의하였다. 다중성을 

고려할 경우 검색 경우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

나 이것은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

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미 네트워크를 사용하

여 의미적으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용어를 찾아서 추가

적으로 의미 관계를 구성하여 검색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유사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사성 비

교 수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3]은 코사인 측정법

(cosine similarity measure)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WordNet에 기반을 둔 의미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에 그 구조를 인간의 의식에 비추어서 체계적인 순서로 구조

화화여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인터

넷에서 접근 가능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의미 네트워크를 구

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의미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에

는 확률 방법론[2][13][14][15]를 활용하여 구성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확률 값은 의미 네트워크 상에서 적절한 추

론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과잉 일반화 혹은 부적절한 추론과 

같은 오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분야 예를 들어 철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 

문학, 과학, 의학, 공학 등 각 분야에서 작성된 문서들에 대하

여 용어 분류 체계와 의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되며, 그 결과들을 모두 통합하면 위에서 언급한 모든 

분야의 문서에 대하여 의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시도는 WordNet 이론 체계의 완성을 가져올 수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전산 언어학과 전산 심리학의 단단

한 기반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참고문헌

[16]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대부분 의식적인 언

어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므로, 감각(sense)을 나타내는 

부분과 묘사(description)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한 언어의 이

해, 저장, 그리고 생성을 처리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

간의 마음은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9 시스템 구조

  다음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 구성 요소이다.

     . 사전

      . 품사 태깅 모듈

      . 구문 분석 모듈

      . 의미 관계 생성 모듈

      . WordNet

      . 의미 네트워크 모듈

      . 조사(마이닝) 모듈

      . 검색 모듈

      . 조사와 검색 과정 조절 모듈

      . 사용자 인터페이스

다음은 시스템 구조에 대한 그림이다.

              일반 사전            

                  도메인 사전

                  WordNet

                  의미 네트워크    

                  품사 태깅      

웹텍스트      구문 분석  

                  의미 관계 생성      용어 분류 계층구조

                                            조사와 검색 모듈

                                            조사와 검색 과정 조절 모듈

                                            조사와 검색 결과

그러나 이 방법의 한 가지 문제점은 모든 텍스트 문서에 대하여 

품사 분석과 구문 분석을 실시하기 때문에 분석을 실시하지 않

는 방법보다 수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 [3][8]에서 고려하지 구문 분석

을 고려하여 좀 더 적절한 검색 결과가 출력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품사 부여와 구문 분석의 다중성을 고려하였으

며, 의미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검색이 좀 더 포괄적이고 계층적으

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의 연구로는 논문에서 

논의하고 제안된 아이디어와 시스템에 대한 구현과 실험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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