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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텍스트 문장정렬을 한

개체격자 근법과 LSA 기반 근법의 활용연구

 김      삼†         김   홍   기          신   효   필‡

            서울 학교          서울 학교          서울 학교

         인지과학 동과정        치과 학            언어학과

  본 논문은 텍스트의 응집도 측정과 텍스트 자동생성 시스템을 한 기 기술  하나인 

문장정렬 과제에 한 연구로, 개체기반 (entity-based) 근의 한 유형인 개체격자 모형

(Entity-Grid model)과 벡터공간 모형에 기반한 LSA(Latent Semantic Analysis)를 모두 시도하고 

결과를 서로 비교하 다. 개체격자 모형에 한 기존 연구들에서 논의된 명사들의 통사역

(syntactic role) 정보가 한국어 텍스트 정렬과제에 미치는 향을 실험하고자 하 으며, 기존 

독일어권 응용연구 결과와는 달리 정 인 결과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의 격조사를 

활용하는 략을 취했으며, 이는 한국어의 격표지 정보가 한국어 텍스트의 응집성을 측정하

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는 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개체격자 모형을 통한 결과를 LSA 기

반 모형결과와 비교하여 양 모형의 장단 과 향후 개선 을 아울러 논의하 다.

주제어 : 문장정렬, 응집성, Entity-Grid model, Latent Semantic Analysis, S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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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 인 쓰기 과제에서 의 응집성을 지키는 것은 의 질을 평가함에 있

어서 요한 평가요소  하나이고, 때문에 자연어 처리에서 텍스트의 정합성 혹

은 응집성(coherence)을 측정하는 것은 흥미로운 과제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연

어 처리 분야의 일부 연구자들은 텍스트의 응집성을 평가하는 이론을 통해 높은 

수 의 자연어 텍스트 생성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다[1, 2]. 하지만 텍스트의 응집성

을 평가하거나 생성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들은 복잡한 규칙들로 이루어지고, 한정

된 주제에 해서만 용가능하며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에 한 확장가능성

(scalability)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 주요 문제로 지 되었다[3].

본 연구는 와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텍스트의 국소  응집성 측정을 

한 자동화된 문장정렬(sentence ordering) 과정에 을 맞춘다. 문장정렬 과제연

구는 여러 자연어 처리 시스템에 다양하게 도움을  수 있는데, 우선 첫째, 자연

어로 쓰인 문서의 국소  응집성(local coherence)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장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이므로 문장 사이의 의미  연 성을 구하는 것은 텍스트 문서의 

국소  응집도 측정과 직 으로 연 된다. 그리고 텍스트의 국소  응집성은 텍

스트의 체  응집성에 필수 인 요소이므로 텍스트 문서의 응집성 계산에 있어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자동으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텍스트 생성 시스템

(natural language generation system)에 본 연구의 방법은 생성된 문장의 의미  연결

성을 최 로 하여 문장순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수 있기에, 결과 으로 응집

성이 높은 문서생성을 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국소  응집성은  읽기 도  추론

을 하는 데 있어서 요한 요소이기에[4] 논술문과 같은 문서의 가독성(readability)

을 측정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 정렬 기술은 문서의 

자동요약(automatic summarization) 과제에도 쓰일 수 있다. 자동요약 시스템은 특정 

문서 내에서 가장 요하거나 핵심 인 정보를 담고 있는 단락이나 문장을 추출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본 연구의 기법은 문장 간의 응집성을 평가해  수 있으

므로 문장들  가장 높은 응집성을 갖는 문장들을 후보문장으로 추천할 수 있게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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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방법론은 말뭉치(corpus) 혹은 학습자료를 이용한 자동화된 근법에 

주제를 맞추는데 이것은 미리 정의된 지식체계나 수작업을 요하는 주석처리 과정

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장 이 있다. 그리고 문서의 응집성을 체 으로(globally) 

측정하는 시도를 취하지 않고 신 국소 인(locally) 근법을 취하는데, 이 근은 

앞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의 이행이 얼마나 의미 으로 연 이 있는지를 알아냄

으로써 문서의 반 인 응집성을 계산하려는 시도이다. 텍스트의 국소  응집성

에 한 주요 근으로 문장 내의 명사들 간의 이행 계를 포착하여 근하는 개

체기반 근(entity-based approach)과 벡터공간 모델링에 의존하는 LSA(latent semantic 

analysis)를 이용한 통 인 근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자료에 해서 

이 두 근법을 문장정렬 과제에 해 용하여 비교하고 장단 을 논의하는 자리

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비교할 두 근들  하나인 개체기반 근법은 LSA 근법과 마

찬가지로 오랫동안 연구되어온 이론으로서 심화 이론(centering theory)과 같이 

상 텍스트 문서를 개체기반  표상(entity-based representation)으로 사상하여 이를 활

용한다. 본 연구는 텍스트를 개체기반 표상으로 나타내는 모형들  가장 최근 모

형에 속하는 ‘개체격자 모형(Entity-Grid model)’을 사용하 으며[5], LSA를 활용한 모

형으로는 Foltz의 방법론을 이용하 다[6]. 본 연구의 실험은 인터넷 포탈업체가 제

공하는 특정 섹션의 뉴스기사 데이터에 해 행해졌으며, 그 수행은 서열화 과제

(ranking task)를 통해 검증되었다.

련연구

개체기반 (entity-based) 근은 담화해석에 한 언어학과 인지과학의 오랜 이론

 모형에 기 한다. 이 이론의 기본  가정에 따르면 담화(discourse)의 응집성

은 담화개체들(discourse entities)이 나타나고 언 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7, 8, 

9]. 이 이론에 따르면 담화상의 어떤 시 의 특정 개체들은 다른 개체들보다 담화

상의 기여가 더 두드러진다(salient)고 보는데, 심화 이론(centering theory)은 개체기

반  근이론을 계산모형화하여 응집성 측정 같은 연구과제에 활용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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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12]. 심화 이론은 어떤 담화개체의 돋보임성(saliency)을, 그 개체가 발화

(utterance, 텍스트의 경우에 문장)상에서 용어( , 명사)를 통해 지시되었는지 

아닌지를 통해 보고자 한다. 이 이론의 핵심 인 가정에 따르면, 담화상에서 요

한 상, 즉 돋보이는 개체들(salient entities)은 명사와 같은 문법  장치를 통해 

자주 지시되며, 문장내 특정 치(주어 혹은 목 어의 치)에 출 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텍스트의 국소  응집성 측정문제에 해 심화 이론은 발화들에 한 

제약과 이  발화요소(즉, 명사들)와 다음 발화요소 간의 이규칙을 이용하여 모

형화하고 이 모형은 국소 으로 응집 인(locally coherent) 텍스트에서 단어들의 분

포는 규칙 인 패턴을 갖는다는 가정에 의존한다[10, 11, 12].

와 같은 근방식에 따라 국내에서 한국어 텍스트 문장정렬 과제를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 국내의 한 연구는 의 기술된 심화 이론에 기 하여 문

장정렬 과정을 연구하 고, 수작업으로 명사와 명사간의 지시 계가 처리된 51

개의 텍스트를 실험자료로 활용했다[13]. 그리고 그 결과로서 자들은 심화 기

반 문장순서의 네 가지 평가척도 에서 인 한 문장의 다음 에서 주제(topic)로 

언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개체의 수를 최 화하는 척도인 MAX.CPS를 한국어에 

유리한 척도로서 제시하 다. 심화 이론에 따르면 한 개의 발화는 Cf(forward 

looking center), Cb(backward-looking center), Cp(Preferred center)의 세 개의 심구조를 

가지며, MAX.CPS는 Preferred Center(즉, center of the preferred)를 최 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 이는 부연하자면 재 문장과 이  문장의 가장 두드러진 명사가 같으

면 그 문장 은 국소 으로 응집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이러한 문장 을 최 화

하는 방식의 문장정렬을 선호하는 략이다.

 연구의[13] 경우와 같이 심화 이론에 기 한 통 인 개체기반 근법은 

미리 정교하게 주석된 언어자료를 필요로 하지만, Barzilay와 Lapata는 보다 자동화

된 처리를 해서 'Entity-Grid model'을 제안한다[5]. 이 모형은 텍스트에 등장하는 

개체들(명사들)의 문법  역할과 지시 계(coreference relation), 출 빈도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한 문서를 개체 자질간의 이행확률 벡터로 요약한다. 학습용 말뭉치로부

터 얻은 이행확률 벡터들은 SVMrank알고리즘2)을 통해 분류기(classifier)를 학습시키게 

1) 심화 이론(Centering theory)에서 심(centering)이란, 담화구조의 국소차원(local level)에 

한 주의 (attentional) 상태 요소를 가리킨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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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 분류기는 새로운 문서자료에 용되어 해당 문서의 응집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모형 역시 국소  응집성을 통해 문서의 체

 응집성에 근하는 방법론을 따르며, 본 연구에서 개체기반 근법의 산모형

으로 활용되었다. 기존 개체기반 모형과는 다르게 [5]의 모형은 수작업을 통해 처

리되지 않은 입력자료를 자동화된 구문분석기(parser)를 이용하여 처리했음에도 두 

개의 문서집합에 해 각각 87%, 90%에 이르는 높은 정확도를 얻었다. 비교 실험

의 하나로 선택한 Latent Semantic Analysis(LSA)를 통해서는 81%의 결과를 얻었다. 

실험 코퍼스로 이용한 두 문서그룹은 각각 AP 통신의 지진 련 기사와 국립수송

안 국(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의 항공사고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졌는

데, 항공사고 문서는 문장구조가 단순하고 지시 명사 사용이 어 상 으로 높

은 수행을 보 다.

‘Entity-Grid’ 모형은 어가 아닌 독일어에도 Filippova와 Strube에 의해 응용되어 

연구되었으나[14], 75%의 정확도를 보이는 선에서 그쳤으며 Barzilay와 Lapata의 연

구와는 달리 명사들의 통사  역할에 한 정보(주어, 목 어, 그 외)가 실험결과의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분류기의 성능을 떨어트리는 것으

로 나타났다(75%에서 72%로). Filippova와 Strube는 이에 해 실험에 사용한 말뭉치

의 크기 차이에서 온 효과일 것을 암시했으나[14], 이것이 실험  상황과는 다른 

언어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효과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Latent Semantic Analysis(LSA)를 이용한 국소  응집성 연구는 텍스트 간의 의미  

연 성 측정에서 인간의 직 과 매우 유사한 수행을 보여주는 LSA를 문장과 문장

에 해 용한다[6]. 이 방법의 핵심 인 아이디어는 한 문서의 앞 문장과 후속 

문장들 간의 의미  연 성의 평균이 그 텍스트의 응집성을 반 한다고 보는 것이

고, 때문에 국소  응집성을 통해 문서의 체 응집성에 근하려는 방법의 연장

선상에 있으므로 [5]와 함께 본 연구의 비교모형으로 채택되었다.3)

2) SVM(Support Vector Machine)은 분류알고리즘의 일종으로 자연어 처리를 비롯한 범 한 

분야에 리 이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SVM 알고리즘은 그것의 한 유형으로 

SVM을 효율 으로 정렬과제에 이용하기 한 것이다[22].

3) 기존연구에서는 은닉-마르코  모형 기반의 Content 모형 역시 비교모형으로 이용되었으

나, 이 모형은 텍스트 도메인에 의한 정보를 앞서 요구하며 텍스트 도메인 효과는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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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텍스트의 개체격자 표상(Entity-Grid representation)

개체격자 모형에서 각 텍스트는 개체격자로 사상된다. 이 격자는 2차원의 배열

형태를 취하는데 한 차원은 각 문장들을 가리키고 다른 한 차원은 어휘들을 가리

킨다. 그리고 이 테이블의 각 셀에는 해당 어휘가 해당 문장에서 갖는 통사  역

할이 표시되는데, 이 역할은 주어(subject), 목 어(object) 혹은 그 외(others)  하나

이다. 그림 1은 텍스트를 개체격자 형태로 표상하기 한 문을 보여 다. 그림 1

의 텍스트는 문장으로 분해되어 분석의 기본단 를 이루는데, 이는 심화 이론의 

발화(utterance) 단 에 해당한다. 개체격자 표상법은 단어의 문법  역할(syntactic 

role)에 한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각 문장은 제시된 것처럼 형태소 분석기를 통

해 미리 처리되었다.

1 사람/NNG+의/JKG 소변/NNG+이/JKS 물고기/NNG+를 죽이/VV+다/EF+./SF

2

소변/NNG+이/JKS 물고기/NNG+에/JKB 직 /MAG 미치/VV+지는/EC 않/VX+지만/EC 

일련/NNG+의/JKG 환경/NNG 변화/NNG+를/JKO 일으키/VV+어/EC 결국/MAG 물고

기/NNG+를/JKO 질식/NNG+시키/XSV+ㄴ다는/ETM 것/NNB+이/VCP+다/EF+./SF

3

이/NP+에/JKB 하/VV+아/EC 문가/NNG+들/XSN+은/JX "/SS+충분히/MAG 그

/VA+ㄹ/ETM 수/NNB 있/VA+다/EF+"/SS+는/JX 답변/NNG+을/JKO 제기/NNG+하

/XSV+고/EC 나서/VV+었/EP+다/EF+./SF

4
소변/NNG+의/JKG 성분/NNG+이/JKS 부 양화/NNG+를/JKO 일으키/VV+었/EP+다

/EF+./SF

그림 1. 개체격자 표상을 해 형태소 분석된 텍스트 문

그림 1과 같은 텍스트로부터 개체격자 표상을 구성하기 해서는 단어-문장 행

렬을 구축해야 하므로 텍스트로부터 단어 벡터를 추출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어는 

어와 달리 보통 한 단어가 공백을 통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두 명사가 공백을 

두고도 함께 복합명사를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유명사

구의 심사가 아니므로 비교모형 후보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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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P) 혹은 일반명사(NNG)가 서로 연속해서 쓰이는 경우에 이를 한 단어로 취

하 다.4)

개체기반 근은 선행사와 명사 사이의 지시 계, 단어의 문법정보(syntactic 

role)를 활용하므로 엄 하게는 텍스트 문장에 한 용어 해소(anaphora resolution)

와 구문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재 한국어 텍스트에 해 공개된 범용 

용어 해소도구를 찾기 힘든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응용되지 못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활용가능한 한국어 구문분석기를 찾을 수 없었으나 본 연구는 한국어

에서 풍부하게 드러나는 격(case) 표지를 활용하여 이 문제를 우회하고자 하 다.

한국어에서 명사는 후속하는 격표지에 의해 그 어휘의 통사  역할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일반 으로 ‘이/가’는 주어역할을 하는 명사 뒤에 붙으며, ‘은/는’은 

주제(topic)를 가리키는 격표지로 흔히 사용된다. 그리고 ‘을/를’은 목 어인 명사 

뒤에 주로 붙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국어 화자의 일반 언어지식을 활용하여 

‘이/가’ 표지를 가진 명사는 주어 역할을, ‘은/는’의 경우에는 주제어 역할을, ‘을/

를’ 표지를 가진 어휘는 목 어 역할을 갖는다고 보았다. 표 1은 그림 1의 문을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개체격자로 변형한 결과를 보여 다.5)

사람 소변 물고기 일련
환경

변화
질식 문가 답변 제기 성분

부

양화

S1 etc subj obj x x x x x x x x

S2 x subj obj etc obj etc x x x x x

S3 x x x x x x topic obj etc x x

S4 x etc x x x x x x x subj obj

표 1. 텍스트의 개체격자 표상 제. 각 셀의 입력값은 해당 열의 명사가 각 문장에서 갖는 문법  

역할을 가리킨다: subj(주어), topic(주제어), obj(목 어), etc(그 외), x(없음).

4) 따라서 “세계/NNG+평화/NNG는 멀었다.” 혹은 “런던/NNP+탑/NNG”과 같이, 두 일반명

사 혹은 고유명사가 연속한 경우에는 이를 한 단어로 취 하 다(‘세계평화’, ‘런던탑’).

5) 주격표지와 주제격 표지의 구분은 주지하다시피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며 의미 으로 

주어역할을 하는 명사에 해서도 주제격 표지는 곧잘 쓰인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조건

을 주격/주제격 표지 구분조건과 병합조건으로 비교하여 각 결과를 따로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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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행은 그림 1의 문장들을 순차 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총 네 개이며, 각 

열은 텍스트에 등장한 명사들을 가리킨다. 이 표는 개체기반  근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과 으로 집약해서 보여주는데, 개체들이 n번째 문장에서 n+1번째 

문장으로 이행시 그들의 통사  자질변화를 잘 시각화한다. 심화 이론을 이용한 

근에서는 규칙들을 이용해 담화개체들의 국소  이행과정에 제약을 부여하는 방

법을 쓰는 것에 반해, 개체격자 모형은 개체자질간의 이행확률을 계산하여 문서

체를 국소  이행패턴의 분포로써 요약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따라서 자질집합 

{subject, topic, object, etc, x}의 원소들 사이의 이행확률(transition probability) 분포가 

하나의 문서에 해 주어지게 된다. 를 들어, 표 1의 subj에서 subj로 이어지는 

연쇄는 한 경우만 존재하므로(문장 1에서 문장 2로) 이 텍스트의 subj-subj 이행확률

은 0.03(1/33)이 된다. 반면에 x-x 이행패턴은 부 13개이므로 이것을 이항 이행연

쇄 체 가능 개수인 33((문장개수-1)×단어수)으로 나 면 0.39가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자질과 자질간의 이행확률을 한 문서에 해 구성할 수 있기 때문

에, 한 문서로부터 총 25개 길이의 벡터가 추출될 수 있다( 부 5개의 자질이 있으

므로, 이항연쇄가 가능한 경우의 수는 52이므로 25개). 그리고 [5]의 통사역 랭킹방

식을 따라 만일 한 개체가 같은 문장에서 다른 문법  역할을 갖고 두 번 이상 출

하면 다음과 같은 순 법칙에 따라 개체의 문법  역할을 결정한다(주어 > 주

제어 > 목 어 > 그 외).

개체격자 표상의 자질벡터 추출

심화 이론과 같은 개체기반  근은 한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이행시 개

체들에 한 담화 의 이동에 제약을 부여하므로 강하게 응집된 텍스트에서 담

화 이 맞춰진 명사들은(salient entities) 문서내 발화들(문장들)에서 요한 문법  

역할을 가지고 자주 출 하게 된다. 이는 개체격자 표상에서 쉽게 찰되는데 표 

1의 단어 ‘소변’은 다른 단어들에 비해 잦은 빈도(3회)와 요한 역할(두 번을 주어

로서)을 띠고 여러 문장들에 걸쳐 등장한다. [5]는 개체기반  근의 일반 인 가

정, 즉 응집성이 강한 텍스트의 개체들의 분포는 그 지 않은 텍스트에 비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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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가정에 따라 특정 요 어휘는 이행패턴이 주어 혹은 목 어의 연쇄로서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가정한다(표 1의 ‘소변’과 ‘물고기’의 경우처럼).

와 같은 방식으로 얻은 이행확률들의 벡터는 각 문서에 해 하나씩 추출될 

수 있으며 이 벡터는 모두 고정된 크기를 갖고 있다. Barzilay와 Lapata는 이 벡터들

이 학습 알고리즘에 이용하기 합한 형태라는 것을 지 하고, SVM(Support Vector 

Machine) 알고리즘 사용을 제안한다.[5] 본 연구도 이와 같은 방법론에 의해 수행되

었으며 자연어 생성 연구 방법론의 생성후-서열화(generate-and-rank) 패러다임에 따

라 학습자료의 문장들을 무작 로 뒤섞은 무작  자료(random permutations)와 함께 

학습시킨 이후에 분류시스템의 성능을 테스트 자료에 해 검증하 다.

LSA에 기반한 텍스트 응집성 측정

LSA(Latent Semantic Analysis)는 큰 규모의 말뭉치의 어휘들에 한 통계  계산에 

의해 단어들 간의 맥락  사용의미를 분석해 다[15]. 이 분석은 어휘들이 사용되

는 맥락  양상을 정량 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주고 문서간의 의미  

거리를 측정하는데 매우 효과 인 모형이라는 것이 기존의 연구들에 의해 알려졌

다[15, 16]. 이 모형은 여러 형태의 변이들이 있지만 일반 으로 벡터공간 모형에 

기 하여 텍스트를 표상하고, 로그함수를 이용해 가 치를 부여하며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를 통해 데이터 노이즈를 이고, 최종 으로 문서 벡터끼리의 

거리를 계산하여 의미  유사도를 추출하는 방식을 가리킨다[17].

[6]은 문서의 문장과 문장간의 의미  유사도를 순차 으로 구하고 합산한 결과

의 평균을 문서 응집도를 계산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제안하 는데, 이는 앞서 기

술한 개체기반  근법과 마찬가지로 이  문장과 이후 문장과의 응집성을 이용

하여 문서의 체 응집성에 근하는 방법이므로 비교하기 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요한 차이 은 개체격자 모형은 문서를 어휘 자질간의 이행패턴

의 분포로서 요약하여 개별어휘의 정보에는 무 심한 것에 반해 LSA를 이용한 방

법은 어휘들이 구체 으로 사용되는 정보(lexical information)에 주로 의존한다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도 [6]과 [5]와 같이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여 문장 간의 코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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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를 구하여 국소  응집도를 측정하려 시도했으며 이는 공식 (1)과 같다. 각 

문장은 동일한 길이의 단어벡터로서 표 되었으며 벡터의 값들은 특정 단어 x가 

문장 Si에서 출 한 빈도값에 tf-idf 변환을 용한 값이 이용되었다.

           Sim  cos            (1)

             










 








 



 

           ∙
∙

공식 (2)는 공식 (1)을 통해 얻은 선행문장과 후속문장에 한 코사인 유사도의 

단순 평균을 구하는 것으로 LSA 기반 문서 응집도 측정은 이 공식을 통해 이루어

진다.

           




cos
          (2)

실  험

데이터

학습 데이터

포털업체 네이버(news.naver.com)의 뉴스사이트 사회 부문의 ‘환경’ 섹션에서 100

개의 뉴스기사들을 수집하 다. 뉴스기사는 다양한 언론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배제하 고, 기사당 평균 문장 수는 13.2개 다. 21세기 세

종계획에서 공개한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기사를 분석 하 으며6),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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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마다 무작 로 재배열한 20개의 무작 -배열 기사들을 생성하 다. 데이터 수

집은 수집기간 내(2012년 6월~7월)에 시간 순으로 제시된 기사들을 텍스트 일로 

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험 데이터

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다른 신문기사 50개를 수집하 다. 기사당 평균 문장 

수는 14.3개 으며, 학습용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각 기사당 20개의 무작 -배열 문

서를 생성하 다.

말뭉치 자료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 자료에서 사 에 정교하게 형태소 분석된 279개의 문

서자료를 활용하 다. 이 말뭉치는 생활, 환경,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포

하며 보도기사, 사설, 시사잡지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되었다.

방법

실험과제는 다음과 같다. 실험데이터인 50개의 신문기사와 각각 생성된 20개의 

무작 -배열 문서 에 해, 원래의 신문기사를 무작 -배열 문서보다 높은 응집

도를 가진 문서로서 올바르게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모형 모두 총 1000개의 

{본래 문서, 무작 -배열문서} 에서 원래 문서를 립항(무작 -배열 문서)보다 

응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제목표가 된다. 이리한 실험방법은 본래 

사람에 의해 작성된 문서의 응집도는 그 문서의 문장들이 무작  순서로 배열된 

문서의 응집도보다 높다는 가정 에서 설계되며 본 연구에서 참고한 기존연구들

의 실험방법과 동일하다[5, 14]. 유의할 은 개체격자 근법과 LSA 기반 근법

은 모두 와 같은 실험과제를 공유하지만 같은 학습데이터를 공유하지는 않는다

는 것이다. LSA 기반 근법은 그 특성상 의미 공간 구축을 한 학습 데이터를 

별도로 필요로 하는데, 먼  큰 규모의 말뭉치 자료로부터 추출된 단어-문서 행렬

6) http://www.sejo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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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LSA가 사용하는 학습데이터는 개체격자 모형이 취하는 

학습자료와 다르다. 하지만 두 근의 실험목표는 모두 기술된 바와 같이 동일하

다.

LSA 기반 모형 실험방법

세종 말뭉치 데이터로부터 명사와 동사에 해당하는 총 153,861개 단어를 추출하

고 이들 단어들을 행으로 하고 279개의 문서를 열로 배열하여 153,861×279 크기

의 단어-문서 행렬을 구성하 다. 이 행렬의 각 셀에는 해당 단어가 해당 문서열

에서 출 한 빈도값을 로그함수를 통해 변환한 값이 입력되었는데 이는 Salton의 

형 인 가 치부여 방식을 따른 것이다(tf-idf weighting)[18, 19].

그리고 보다 효율 인 분석을 해 일반 으로 응용되는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를 이용하여 행렬자료의 차원을 축소하 고 이 벡터공간에 실험 텍스

트 자료의 문장들을 벡터로 사상하여 이들 벡터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앞에서 기술

한 공식에 의해 구하 다.7) 그리고 주어진 행렬구조의 길이가 크기 때문에 보다 

효율 인 연산을 해서, 유사도를 구할 때마다 벡터공간을 재구축하지 않고 이미 

구축된 벡터공간에 새로운 입력벡터를 끼워넣는 방식인 ‘Folding-in’ 기법을 사용하

다[20, 21]. 차원감소(dimension reduction)는 효과 인 LSA에서 요한 부분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는 경험 인 주제에 가까운 문제로서 기존연구에서는 100개

의 차원으로 축소하여 분석하 다[5, 6].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50, 100, 그리고 150

개의 차원으로 축소하여 분석 후 각각 그 결과를 찰하 다.

개체격자 기반 모형 실험방법

실험방법의 차는 크게 학습 차와 실험 차로 이루어진다. 우선 학습데이터로

서 수집된 100개의 신문기사와 각 신문기사에 해 생성된 20개의 무작 -배열 문

서들을 합친, 총 2000개의 텍스트 에 해 개체격자 표상을 구축하고 이로부터 

3과 4에서 기술된 방식을 통해 자질벡터 을 추출한다. 이 2000개의 자질벡터 

7) SVD와 벡터공간 재구축을 해서 Python 기반 수치해석 모듈인 Scipy 패키지에서 제공하

는 선형 수 함수를 이용하 다.(http:/bj/docs.scipy.org/doc/scipy/reference/generated/scipy.sparse. 

linalg.sv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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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 <Vo, Vp>의 형태를 가지는데 Vo는 원래 문서로부터 추출된 자질벡터이고 

Vp는 그 문서의 무작 -배열에 의해 생성된 문서로부터 추출된 벡터를 가리킨다.

이 벡터 들은 SVM 기반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 분류기를 학습시키는데, 

이 학습과정은 입력된 벡터 (pairwise vectors)에서 무작 -배열문서 벡터가 그 지 

않은 문서벡터에 해 상 로 정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최 화된 서열화 함수

(ranking function)를 제공하는 모수 벡터(parameter vector)를 찾는 과정이다[5]. 본 실

험에서 이 학습과정은 공개된 패키지인 SVMrank를 통해 구 되었다[22].

 학습과정을 통해 학습된 자동 분류기는 실험데이터인 50개의 신문기사×20개

의 무작 -배열문서에서 추출된 1000개의 벡터 을 분류하도록 하 다. 찰하고

자 한 실험 요소는 두 가지로, 격표지를 이용하여 부여한 문법  역할정보가 개체

격자 기반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지, 그리고 그 에서도 주격 표지와 주제

격 표지의 구별이 의미를 갖는지를 보는 것이었다.

실험의 성공 인 수행을 평가하기 한 지표로는 [5]와 [14]에서 사용한 것과 마

찬가지로 실험데이터로 주어진 1000개의 벡터  에서 정확하게 무작 -배열 문

서의 벡터를 하 로 정한 개수의 비(ratio)를 정확도로 해석하고 이용하 다. 이 

지표의 기 율은 50%이고 공식은 (3)과 같다.

              Accuracy = 


  (3)

결  과

실험을 통해 찰하고자 하는 첫 번째 요소는 언어  요소의 기여도이다. 본 연

구의 개체격자 모형은 주어와 주제격 조사를 모두 활용할 경우에 25개의 자질을 

갖는 자질벡터가 생성되지만, 주어와 주제격 조사를 같은 자질로 통합할 경우에는 

부 16개 자질의 자질벡터가 만들어진다(subj-subj, subj-obj, subj-etc, subj-x, obj-subj, 

obj-obj, obj-etc, obj-x, etc-subj, etc-obj, etc-etc, etc-x, x-subj, x-obj, x-etc, x-x). 그리고 가

장 단순하게 문법  역할에 한 정보를 무시하고 해당 어휘가 문장에 있음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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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으로 처리하면 단지 네 개 길이의 자질벡터가 만들어진다. 즉, {‘etc-etc’, 

‘etc-x’, ‘x-etc’, ‘x-x’}의 네 가지 이행패턴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게 다른 길이

의 자질벡터 모형간의 비교는 한국어의 격표지 정보가 제공하는 통사역이 실험과

제 수행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찰할 수 있도록 도와 다. 이 결과는 표 2에 제

시되어 있는데 에서 기술된 25-자질벡터(5개 통사역), 16-자질벡터(4개 통사역) 그

리고 4-자질벡터(단순모형)의 결과를 각각 보여 다. 5개의 통사역을 사용한 모형

의 정확도가 가장 높았으며, 4개의 통사역을 사용한 모형의 수행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들 간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본 연구에서는 [5]를 따라 

Sign test 통계검증을 사용하 다).

모형 정확도

5-통사역 70.2

4-통사역  69.1*

단순모형 69.5

LSA-기반 모형 73.3

표 2. 테스트 자료에서 얻은 실험조건별 정확도

표 3은 한 LSA 기반 모형의 결과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LSA 실험모형 

에서 가장 높은 결과값을 사용한 것이다(150개 축소차원을 사용한 모형). 정확도 

에 표시된 별표(‘*’)는 그 정확도를 가장 높은 결과값인 LSA-기반모형의 정확도

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했음을 보여 다(p < 0.05). 결과 으

로  표에서 4-통사역을 이용한 개체격자 모형은 LSA-기반모형에 비해 유의미하

게 낮은 수행을 보여주었다. 단순 개체격자 모형의 정확도 결과는 LSA-기반모형의 

결과에 비교해 통계  유의미성 테스트를 통과하지는 못했으나 거의 유의미한 차

이를 보여주었다(p =0.053). 하지만 5개 통사역을 사용한 모형과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 =0.53).

이 결과를 요약하면, LSA-기반 근의 모형은 일부 개체격자 모형(4-통사역, 단

순모형)의 수행보다 높은 수행을 유의미하게 보여주었으나 5개 통사역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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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해서는 상 으로 그 지 못했다. 이는 LSA-기반 근 모형과 5개-통사

역을 활용한 개체격자 모형이 통계 으로 차이를 찰할 수 없는 수 의 수행을 

보 다는 것을 의미한다. 5-통사역 모형와 4-통사역 모형, 단순모형 결과 간의 직

 통계  차이는 별도로  다른 Sign test를 통해 찰하 지만 통계 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LSA에 기반한 모형들 간의 차이는 SVD의 차원축소 과정에서 선택한 차원들의 

개수에 의해 결정되는데(원형 데이터의 차원크기는 279) 각각 150개, 100개, 50개의 

LSA-기반모형들이 실험되었고 이들의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에 제시된 것처럼 축소된 차원의 수가 150일 때, 가장 높은 수행을 보여

주었으며(정확도는 73.3%), 이 차원수가 50일 때는 68.9%, 차원수가 100인 조건에

서는 71.5%의 정확도를 각각 기록했다. 차원수 150인 조건의 정확도와 차원수 50

인 조건 간의 정확도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했다(p < 0.05),

하지만 차원수가 150인 조건과 차원수 100인 조건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

았다(p =0.089). 이 결과는 LSA-기반 모형 사용시 최 화된 SVD 사용은 수행결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림 2. LSA의 축소차원 개수에 따른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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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언어  측면에서, 한국어의 격표지 정보가 텍스트 응집도 측정에 

미치는 정도를 개체격자 모형을 통해 찰하기를 기 하 다. 그 결과 주제격 격

표지와 주격 표지를 모두 활용한 5개 통사역 모형의 수행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차이는 다른 모형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미할 만큼 크지 않았다. 

그러나 [5]의 선행연구에서도 이 통사  요소의 통계  유의미성은 두 종류의 실

험데이터 세트  하나에서만 찰되었고(p. 16), 독일어에 해 같은 실험을 진행

한 [14]는 오히려 시스템의 수행결과가 떨어진다는 보고를 하 다. 하지만 본 연구

의 실험에서는 표 2에서 드러나듯이 오히려 5개-통사역 모형의 수행이 가장 높았

고, 오직 5개 통사역을 사용한 모형만이 LSA-기반 모형과의 비교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다 정교한 통

사역 분석을 개체격자 모형에 용할 경우,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가리킨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오직 격표지에 의존하여 어휘의 통사역을 분석했기 때문

에 보다 정교한 구문분석 시스템에 비해서 정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과 4개 통

사역을 활용한 개체격자 모형도 통사역이 없는 단순모형에 비교하여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69.1 vs. 69.5)을 고려하면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 보이며 후속 연

구가 필요하다.

실험결과, LSA-기반 모형은 가장 높은 수행을 보 지만(73.3%) 이는 차원축소를 

150으로 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차원축소가 50인 조건, 100인 조건들과 개체격자 

모형과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이들 사이의 통계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5]

의 실험에서도 LSA-기반모형과 개체격자 모형간의 차이는 용어해소 모듈을 사용

하지 않을 경우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행을 보 다는 을 보면, 이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 이라고 볼 수 있다. 한 [5]의 연구에서 개체격자 근의 가

장 단순화된 모형과 LSA-기반 모형은 각각 81.4%와 81%의 정확도를 기록하여 본 

연구의 단순화 모형의 결과에 비해 약 10%정도 높았지만, 같은 LSA-기반 분석을 

사용한 본 연구의 결과의 정확도가 70% 정도 다는 을 볼 때 이러한 결과차이

가 실험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실험데이터의 차이에서 오는 것임을 간 으로 확

인해 다. 본 연구의 실험데이터가 여러 신문사의 동일주제에 한 기사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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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5]의 데이터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제공되어 데이터 내 차이가 상 으로 

을 것이라는 도 고려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의 개체격자 모형은 선행사와 명사와의 지시 계 정보를 사용하 고, 

이들 지시 계 정보들은 시스템의 수행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14]. 하지

만 본 실험에서 이 요소는 응용가능하지 않았고 한 연구의 심 상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실험과정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 용어 해소과정은 어휘자질 간의 

이행패턴의 정확도를 증가시키길 것이기에 개체격자 모형의 장 을 실용  측면에

서 리기 해서는 향후 도입되어야 한다. 한국어는 명사의 사용이 어에서처

럼 자주 나타나지 않지만, 그에 해당하는 용어는 종종 등장하므로( , 김교수, 김

박사 등) 이에 한 연구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개체격자 기반모형과 LSA-기반 모형은 본 연구에서 유사한 정도의 수행을 보

지만 개체격자 모형은 향후 용어 해소와 함께 보다 향상된 통사역 분석시, 수행

의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LSA에서 SVD를 

실시할 때, 가장 정한 차원수를 결정하는 것은 경험 인 문제로서 연구자의 주

의가 필요하다. 한 LSA에 기반한 문장정렬 방법은 문서가 포함하는 문장수 크기

에 비례하는 행렬연산을 요구하므로 계산 인 측면에서 비용이 크며, 사 에 구축

된 큰 규모의 말뭉치가 필요하다는 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반면 계산비용의 측

면에서 개체격자 모형은 상 으로 장 을 지니는데, 학습데이터의 학습 후에는 

오직 문서단 의 국소 인 정보만을 요구하므로 큰 규모의 행렬구조 연산을 필요

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모형이 한국어 문장정렬에 응용하기에 

한 모형인가는 연구자의 단과 주의가 요구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한국어 텍스트에 한 문장정렬 과제에 개체격자 모형을 

용하는 것이 LSA를 사용한 고 인 근방법에 비해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을 보 다. 한 어권에 한해 텍스트의 국소  응집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유

용하다고 알려진 어휘들의 통사  역할 정보가 한국어에 해서도 마찬가지로 유

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 다. 이는 향후 정교한 통사역 분석의 활용시 개체격

자 모형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을 뜻하며, 개체격자 모형을 보다 발 시

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 아울러 LSA 기반 근법의 경우 양질의 말뭉치

와 방 한 계산량이 허용가능하다면 언어학  요소에 한 고민 없이 문장정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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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을 재확인하 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연구로부터 문서 

자동요약이나 작문평가, 텍스트 자동생성 등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한 한국어의 특성을 이용한 텍스트 응집도 측정이론의 발 이 필

요할 것이다.

개체격자 모형은 심화 이론의 기본원리와 가정들을 받아들이면서도 규칙기반 

시스템이 아닌,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후-평가를 수행하는 개체기반  기

계학습 시스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어 텍스트에 해서

는 최 로 개체격자 모형을 응용하여 문장정렬 과제를 수행하 고 이 결과를 통

인 LSA-기반 모형과 비교하 다는 데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의 LSA-기반 

방법과 개체격자 모형이 유사한 수 의 성능을 가진다는 것을 보 지만, 어떤 방

법이 일 으로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지를 찰하지는 못하 다. 따라서 후속연

구를 통해 보다 정확한 구문분석과 용어 해소의 용이 얼마나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실험 으로 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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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Entity-Grid and LSA models

on Korean sentence ordering

 Youngsam Kim1)         Hong-Gee Kim2)         Hyopil Shin3)

        1)
Cognitive Science Program, Seoul National University

        2)Biomedical Knowledge Engineering Labora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3)Department of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the task of sentence ordering, this paper attempts to utilize the Entity-Grid model, 

a type of entity-based modeling approach, as well as Latent Semantic analysis, which is 

based on vector space modeling, The task is well known as one of the fundamental tools 

used to measure text coherence and to enhance text generation process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ntity-Grid model, we attempt to use the syntactic roles of the 

nouns in the Korean text for the ordering task, and measure its impact on the result, 

since its contribution has been discussed in previous research. Contrary to the case of 

German, it shows a positive result. In order to obtain the information on the syntactic 

roles, we use a strategy of using Korean case-markers for the nouns. As a result, it is 

revealed that the cues can be helpful to measure text coherence. In addition, we compare 

the results with the ones of the LSA-based model, discuss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models, and options for future studies.

Key words : sentence ordering, coherence, Entity-Grid model, Latent Semantic Analysis, S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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