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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주관식 문항 채점에서 채점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서는 답안에 들어있는 논지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답안에 들어

있는 문단을 구분하고 문단간의 관계를 도출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문서 분류에서도 문서의 주요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주요 문단을 찾아내는 작업을 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문단구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문단구분에 대해 영어권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다. 단어를 추출하고 추출한 단어를 벡터화한 후 

벡터간의 유사도를 이용하여 문단을 구분하는 연구

부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단어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은 단어와 단어간의 의존적 관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1]. 이를 개선하고자  기계학습을 이용

한 연구가 진행되어 규칙기반 방법들이 갖지 못하는 

강인한 시스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단어

간의 관계가 다른 요인들과 복합되어 신경망에 내장

되었기 때문에 구문규칙에 근거한 의존관계 등을 활

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Filippova[2]의 연구는 

언어정보를 기계학습에 도입하나 언어정보가 구문

구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간 문장거리, 문장

의 첫째 단어 등으로 분해된 정보를 속성화하여 학습

한 것으로 구문의미구조가 온전히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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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에서는 문장 내에서 경계를 결정짓는 연구

가 있었고 형태론적 특징을 근거로 문장을 구분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3,4,5]. 임희석[6]의 연구는 kNN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문장간의 경계를 결정짓고자 

하였으나 개념이나 구문적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형

태론적 정보만을 사용하였다. 이일주[7]의 연구는 문

장의 대표 단어들을 벡터로 구성하고 그 대표 단어를 

중심으로 문장을 클러스터링하여 문서를 요약하였

다. 최준호[8]의 연구는 전문 용어를 중심으로 대표 

문장을 찾아 핵심문장을 선별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들은 단어 중심의 기법을 사용하여 단어간의 구문의

미관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박사준[9]의 연구는 

의미 중심으로 문단을 구분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으

나 대상 언어가 영어여서 한국어에 적용할 수가 없

다. 이에 본 연구는 단어간의 구문의미 관계를 분석

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단의 경계를 결정하는 문단구

분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한국어 문장에 대해 구문의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인 구문의미 트리들의 유사성을 비

교하는 유사성 계산기를 활용하는 복합 문단구분 시

스템을 설계, 구현한다. 이 시스템은 단어간의 구문,

의미관계를 분석하는 구문의미 해석기, 구문의미 해

석의 결과인 구문의미 트리의 유사성을 계산하는 유

사도 계산기, 그리고 단어기반, 개념기반, 구문의미 

분석기반의 복합적인 문단경계 결정기로 구성된다.

본 논문의 2장에서 본 연구와 관련되는 관련 연구를 

기술하고, 3장은 단어기반, 개념기반, 구문의미 트리

기반의 복합 문단구분 시스템을 기술한다. 4장은 시

스템의 실험과 결과를 기술하고 5장은 결론과 논의 

사항을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문단구분과 관련된 연구로 크게 경계구분, 단어 

중심 문단구분, 기계학습 중심의 문단구분, 개념중심

의 문단구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 경계구분 연구

Yimin[10]은 문서의 비주얼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문단의 경계를 인식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언어 개념적 특성이 아닌 인덴테이션 등의 비주얼적

인 특성을 기반으로 구분을 시도하였다. 박의규[3]는 

연관된 단어들을 이용하여 문장 내에서 구간 분할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의존관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현영[4]은 한국어 구문분석에서 문장 내의 단문을 

구분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구문분석의 애매성을 해

소하였다. 박용욱[11]도 구문분석에서 의존규칙에 

근거한 구간분할을 이용하여 구문분석의 애매성을 

해소하였다. 박주희[12]는 한국어 복합명사의 개념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전과 언어적 정보를 이용

하였다. 이 연구들은 문장 내의 경계구분에 대해 다

룬 연구로 문단의 경계구분에 대한 것은 아니다.

임희석[6]은 문장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kNN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는데 개념이나 구문특징

이 반영되지 않은 형태적 자질인 점, 마지막 음절,

길이 등을 사용하였다. 김주희[13]도 웹문서가 가지

는 잡음에 대해서 문장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음절 중심의 확률기반 기계학습을 적용하였다. 이충

희[5]도 기계학습의 모델을 사용하여 문장의 경계를 

인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도 구두점, 종결어미, 경

계 앞뒤 음절 등의 언어독립적인 자질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들은 형태론적 자질을 사용하여 문장의 경계

를 구분한 연구로 구문 의미적 속성을 활용해야 할 

문단 경계구분에는 맞지 않다.

2.2 단어중심 문단구분 연구

Kozima[1]는 문단을 구분하기 위해 LCP(Lexical

Cohesion Profile)를 정의하고 이들의 상관관계가 낮

은 부분을 문단의 경계로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LCP는 고정된 크기의 창에 나타나는 단어들의 출현

을 근거로 한 어휘 응집성을 정의한 것으로 단어들의 

동시출현 정보는 이용할 수 있으나 단어간의 구조적

인 관계 활용은 미흡하다. Kaufmann[14]은 일정한 

범위의 context를 대표하는 대표 단어를 정의하고 그 

대표단어로 벡터를 표현하여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

식으로 경계를 구분하였다. Tiedemann[15]은 질의

응답 영역에서 원하는 답변의 구절을 찾을 때 기본적

인 윈도우기반의 방법이 공기적 참조체인과 담화정

보를 활용한 의미적 방법보다 나음을 보였다. 주원균

[16]은 문서를 범주화하기 위하여 문단을 구분하고 

구분한 문단의 타입을 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

어 형태소 해석의 결과인 단어들을 기반으로 타일을 

정의하고 타일간의 유사도를 이용하여 병합하는 과

정을 거쳐 문단을 인식하였다. 이 연구들은 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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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한 연구들로 단어와 단어간의 구문 의미적 

관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2.3 기계학습 중심의 문단구분 연구

Filippova[2]는 독일어를 대상으로 기계학습을 이

용하여 문단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사용한 자질은 단

어간 문장 거리, 관계사 위치, 마침표, 문장의 첫째 

둘째 단어, 트리 깊이, 분기 수 등의 형태구문적 자질

을 반영하여 학습에 활용하였다. 트리 깊이, 분기 수,

문장의 첫째 둘째 단어 등은 구문구조의 속성을 부분

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형태적 특징만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나으나 구문구조의 속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부족한 점이 있다. Hashimoto[17]는 문단을 하

나의 벡터로 표현하고 문단간의 유사도 계산방법으

로 문단을 클러스터링하여 중심점을 찾고 중심점을 

토픽으로 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문서에

서 문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문서의 단어들을 입력으

로 신경망을 통해 문단 벡터를 얻는다. 이 연구도 단

어간의 관계에서 구문 의미적 구조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단어간에 존재하는 다른 요소들과 복합되어 

신경망에 반영되므로 부족한 점이 있다. Lai[18]는 

대화체 문서에서 토픽간의 공기 관계, 구문적 특징 

등에 기반한 어휘 정보와 순서 운율적 특징을 기반으

로 학습망을 통해 문단구분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도 

단어간의 구문 의미적 관계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 구문속성이 다른 요소와 함께 복합되어 구문 

의미적 관계 반영에는 부족하다. 또한 이 연구들은 

한국어가 아닌 언어에 관한 연구로 한국어에는 적합

하지 않다.

2.4 개념 중심의 문단구분 연구

Kaufmann[14]은 context를 대표하는 대표 단어

를 정의하고 그 대표단어로 문서를 표현하여 경계를 

구분하였다. 이 대표 단어는 context를 의미하는 것

이므로 일종의 개념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정확

한 개념을 나타낸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일주[7]도 

지지도와 신뢰도를 이용한 공기정보 분석을 통해 대

표어를 추출하고 대표어로 문장을 표현한 후 문장간

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문서를 요약하고자 하였다. 이 

때 사용한 대표어도 일종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개념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 박사준[9]은 

WordNet을 이용하여 문서를 의미중심으로 문단화

하고 문서의 대표 문단을 선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문서를 클러스터링하였다. 이 연구는 개념기반의 문

단 분할을 시도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영어

에 대한 연구이고 단어의 의미를 추출할 수는 있으나 

단어간의 구문의미 관계를 이용하지 못하였다.

강원석[19]의 연구는 구문의미 트리의 유사성을 

계산할 수 있는 구문의미 트리 비교기를 구현하여 

주관식 문제 채점의 질을 높였다. 이 연구에서 더 나

은 채점을 위해서는 문단을 구분하고 문단간의 구성 

관계를 이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고자 구문의미 분석을 이용하여 문단간의 경

계를 구분하는 문단구분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고자 

한다.

3. 구문의미분석을 활용한 복합 문단구분 시스템

3.1 시스템 개요

문단구분 시스템의 구조는 Fig. 1과 같다. 전체 시

스템은 경계 제어기, 형태소 해석기, 구문의미 분석

기, 의미속성 추출기, 단어기반 유사도계산기, 개념

기반 유사도계산기, 구문의미 트리 유사도 계산기,

구문의미 트리 리스트 유사도 계산기, 복합 유사도 

계산기, 문단경계 결정기로 구성된다.

경계 제어기는 Fig. 2와 같이 대상 문서에서 문단

의 경계가 될 지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크기의 윈도우 

만큼을 잘라 두 세그먼트로 만들어준다. 시스템은 두 

세그먼트를 대상으로 세그먼트간의 분리도를 계산

하여 경계 지점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형태소 해석기와 의미속성 추출기, 구문의미 분석

기는 문단의 경계후보의 두 세그먼트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다.

형태소 해석기는 [20]에서 활용한 시스템을 이용

하였으며 구문의미 분석기는 [19]의 연구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형태소 해석과 구문의미 분석기의 수행 

예는 Table 1과 같다.

형태소 해석기의 결과의 nq, ncn, jcs, xsn, jca,

pvg, ep, ef, sf 등은 형태소의 태그이고 구문의미 분

석의 결과에 있는 FINEN, SUBJ, TARG_FOR은 구

문구조의 태그이다. 구문의미 분석기는 구문의미 분

석에 필요한 제한 조건 등의 검사를 위해 단어에 대

한 의미속성을 추출하는 의미속성 추출기를 사용한

다. 또한 의미속성 추출기는 개념기반 유사도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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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필요한 문단의 개념속성들을 추출한다. 이 

추출기는 단어에 대해 그 의미와 상위의미를 추출하

는 것으로 [21]의 시소러스 사전을 이용하였다. 의미

속성 추출기의 수행 예는 Table 2와 같다.

단어기반 유사도 계산기는 형태소 해석의 결과에

서 추출된 단어를 벡터로 변환하고 벡터간의 유사도

를 계산한다. 유사성의 계산식은 코사인 계수를 이용

한 것으로 식 (1)과 같다.

  





  



 
 ×



  



 



  



 × 

(1)

A, B는 세그먼트1의 단어 리스트, 세그먼트2의 단

어 리스트의 벡터이다. Ai는 세그먼트1의 i번째 단어

이고 w(Ai)는 그 단어에 대한 가중치이다. 추출 단어

를 벡터로 변환할 때 가중치 값은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한다. 빈도수 tf(Ai)는 대상 문서에 단어 Ai가 몇 

번 출현되었는지의 빈도수이고 역문헌 빈도수 idf

(Ai)는 코퍼스 문서에서 단어 Ai가 나타난 문서수의 

역수이다.

     ×   (2)

Fig. 1. Overview of the Boundary Decision System.

Table 1. Example of morphological and syntactic-semantic analysis.

item Content

sentence 박교사가 학생들에게 말하였다.

morphological analysis 박/nq+교사/ncn+가/jcs, 학생/ncn+들/xsn+에게/jca, 말하/pvg+었/ep+다/ef+./sf

syntactic-semantic analysis ( FINEN 말하 ( SUBJ 교사 ) ( TARG_FOR 학생  ) )

Fig. 2. Boundary Candidate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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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기반 유사도 계산기는 두 세그먼트의 단어들

에 대해 개념(의미 속성)들을 구한 후 개념리스트간

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단어기반 유사도 계산

기와 같이 코사인 계수를 이용한다. CA, CB는 두 문

단에 들어있는 단어들의 의미 속성들을 추출한 개념 

리스트의 벡터이다.

  





  



 
 ×



  



 



  



 × 

(3)

3.2 구문의미 분석을 활용한 복합 문단구분 

구문의미 트리 유사도 계산기는 단어간의 의존관

계를 표현한 구문의미 트리간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19]의 도구를 사용한다. 이 도구는 구문의미 

트리 간의 유사성을 비교하기 위해 식 (4)로 정의된다.

   ×

     ×  


  ∈∩

× 

× × 

(4)

ST(T1, T2)는 구문의미 트리 T1과 T2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함수이다. ST(T1, T2)는 루트의 유사성과 

서브트리의 유사성의 합으로 구성된다. 두 요소에 대

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 시스템의 성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루트노드의 가중치는 로 표현하

고 서브트리의 가중치는 로 표현하였다.

SL(r(T1), r(T2))는 T1의 루트와 T2의 루트의 어휘 

의미 유사성을 계산하는 함수로 식 (5)와 같이 정의

된다[19].

    

 ∩
(5)

이 함수는 다이스 계수를 이용하여 정의하였다.

sem(a)는 단어 a의 의미 속성을 추출하여 얻은 의미 

속성 집합을 나타내고 |sem(a)|는 의미 속성 집합의 

원소수를 나타낸다.

서브트리의 유사성은 격이 같은 서브트리의 유사

성의 합으로 정의된다. 식(4)의 Σ가 그 합을 표현하

고 Σ 표기의 조건에 있는 교집합은 격이 같은 서브트

리를 의미한다. 즉, (T1i, T2j)∈ T1∩T2는 T1 트리의 

i번째 서브트리가 T2 트리의 j번째 서브트리와 격이 

같음을 나타낸다. 이때 격이 같은 트리는 양 구문 트

리에 모두 있으므로 2로 곱하여 가중한 후 정규화를 

위해 전체 서브트리 수 n으로 나눈다. 최종적으로 계

산된 값에 서브트리 유사성 가중치 를 곱한다.

  ∩ ×       (6)

n의 계산에 사용한 |T| 기호는 트리 T의 서브트리 

수를 의미한다. n은 비교할 두 구문의미 트리에서 전

체 서브트리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격이 같은 공통 

서브트리 수의 2배에 T1에만 있는 서브트리 수와 T2
에만 있는 서브트리 수를 더한 값이다.

  


 (7)

가중치 는 서브트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중

치가 증가하나 한계 값까지만 증가하도록 설계하였

다. k는 감마값을 결정짓는 감마계수 상수이다[19].

구문의미 분석기는 문장에 대한 구문의미 트리들

을 생성해낸다. 문단에는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

므로 여러 개의 구문의미 트리들이 들어있다. 두 문

단 TA, TB에 대한 구문의미 트리들을 정의하면 다

음과 같다.

        

        

구문의미 트리 유사도 계산기는 한 쌍의 구문의미 

트리를 비교한다. 그러나 문단은 하나의 구문의미 트

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구문의미 트리

로 구성되므로 문단의 유사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구문의미 트리 리스트 유사도 계산기를 사용해야 한

다. 구문의미트리 리스트 유사도 계산식 tsim은 식 

(8)과 같이 정의된다[19].

    


  



   
  





(8)

Table 2. Example of semantic feature extraction.

item content

교사 animal animate-feature animate-thing domain education event feature human ...

학생 animal animate-thing domain education human physical-thing society thing 학생

말하 event intellectual-behavior utterance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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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TAi, TB)은 TB의 구문의미 트리들 가운데 구

문의미 트리 TAi와 가장 유사한 트리를 찾아 그 유사

도 값을 계산한다. 가장 유사한 것은 최대값이 될 것

이다. 반대로 cal(TBj, TA)는 TA의 구문의미 트리

들 가운데 TBj와 가장 유사한 트리를 찾아 그 유사도 

값을 돌려준다. 각 값들을 합한 후 전체 구문의미 트

리의 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취한다. 이 방법으로 문

단간의 구문의미 트리들의 유사성을 계산할 수 있다.

문단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문서를 세그먼트 

단위로 구분한다. 이때 세그먼트 간의 유사도 계산을 

위해 단어기반 유사도 값과 개념기반 유사도 값, 구

문의미 트리기반 유사도 값의 복합 계산으로 유사도 

계산을 한다. 그 계산식은 식 (9)와 같다.

 

× ×  × 

(9)

복합 유사도는 각 요소에 가중치를 곱하여 평균을 

취한 값으로 정하였다. 각 가중치를 달리하여 여러 가

지의 시스템으로 구성한 후 각 시스템을 실험하였다.

문단경계 결정기는 대상 문서의 문단 경계를 결정

해주는 것으로 경계제어기와 맞물려 돌아간다. 경계 

제어기는 대상 문서에 대해 경계후보 지점을 기준으

로 앞 세그먼트와 뒤 세그먼트로 찾아낸다. 세그먼트

는 일정한 크기의 윈도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세

그먼트는 형태소 해석과 구문의미 분석을 통해 단어

리스트와 개념리스트, 구문의미 트리 리스트로 변환

된 후 복합유사도 계산기를 통해 두 세그먼트간의 

유사도를 내어놓는다. 다른 경계 후보에 대해서도 두 

세그먼트를 찾고 찾은 두 세그먼트간의 유사도를 계

산하여 각 경계후보에 대한 앞 세그먼트와 뒤 세그먼

트의 분리도들이 계산된다.

문단경계 결정기는 계산된 분리도들에 근거하여 

편차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경계로 결정한다.

그 계산식은 식 (10)과 같다. 이 식은 한 경계를 기준

으로 현재의 분리도 값이 분리도들의 평균값보다 크

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찾는 것으로 표준편차로 나누

어 정규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식의 한계값 θ를 

정하여 실험하였다.



    


∈

  
∈

 

  (10)

BDi는 경계 i를 의미하는 것이고 sep(BDi)는 경계 

i를 기준으로 나누어진 정해진 크기의 앞 세그먼트와 

뒤 세그먼트간의 분리도를 의미한다. 분리도는 복합 

유사도 계산값의 역수(1-유사도)로 정의된다. 편차

가 크게 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분리도들의 평균

을 구해야 한다. BWb와 BWf가 분리도 값들의 평균

을 계산하기 위한 범위를 의미한다. BWb는 경계 앞 

부분의 범위이고 BWf는 뒤 부분의 범위이다. |BWb|

와 |BWf|는 범위에 포함되는 분리도들의 개수를 말

한다. std(BWb, BWf)는 편차를 정규화하기 위한 표

준편차이다.

4.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단구분 시스템의 실험을 위

해 35개의 영역(건축, 경영, 경제, 교육 등)에서 1400

개의 문장을 뉴스기사와 백과사전에서 발췌하였다.

영역을 선정할 때 전문용어가 출현하는 자연과학 영

역은 배제하였다. 이는 일반의 영역에서 본 시스템의 

효과를 보기 위함이다. 문단은 총 151개의 문단이고 

한 문단은 평균적으로 9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한 문장은 평균적으로 27개의 어절로 구성되

었다.

시스템의 성능은 정확률과 재현율에 가중치를 균

등하게 배분한 F1-measure를 사용하여 검사하였다.

그 식은 다음과 같다.

정확률 시스템결과문단경계의수
옳은문단경계의수

(11)

재현율 정답문단경계의수
시스템결과문단경계의수

(12)

 
××

(13)

정확률과 재현율을 계산하기 위해 시스템은 식 

(10)을 기준으로 문단 경계를 판단한다. 현재의 경계

후보에 대해 분리도 평균과의 편차가 한계값 이상이 

되면 문단 경계이다. 정확률의 경우 본 시스템이 문

단 경계로 인식한 결과 가운데 옳게 문단경계로 판단

한 것이 얼마인지를 나타낸 식이고 재현율은 옳은 

문단경계 가운데 몇 개가 시스템의 문단경계 결과에 

들어있는지를 나타낸 식이다. 예를 들면 실험 데이

터에서 옳은 문단 경계가 151개이고 시스템이 문단 

경계로 제시한 것이 140이고 그 중 100개가 옳은 문

단경계이면 정확률은 100/140이고 재현율은 1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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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복합 문단구분 시스템의 성능

을 검사하기 위해 먼저 단어 기반의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복합 문단구

분 시스템이 어떠한 인자를 가질 때 최적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하였다. 시스템에 고려할 인자

는 세그먼트 크기, 분리도 평균 대상 범위, 분리도 

편차 한계값이다. 세그먼트의 크기는 식 (9)의 A, B

의 크기를 의미하고, 분리도 평균 대상 범위는 식 

(10)의 BWb, BWf를 의미하고, 분리도 편차 한계값

은 식 (10)의 를 의미한다.

- 실험1 : 제안한 복합 문단구분 시스템의 실험

- 실험2 : 세그먼트의 크기 별 실험

- 실험3 : 분리도 평균의 대상범위 별 실험

- 실험4 : 분리도 평균과의 편차 한계값 별 실험

4.1 제안한 복합 문단구분 시스템의 실험

본 시스템은 단어기반의 문단구분, 개념기반의 문

단구분, 구문의미분석 기반의 문단구분 시스템을 구

성하고 이를 복합한 복합문단구분 시스템을 제안하

였다. 이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식 (9)의 

가중치 ,  , 를 달리하여 실험하였다. Table 3의 

시스템열의 Word는 단어기반 문단구분 시스템을 의

미하고 Concept는 개념기반, Tree는 구문의미 분석 

기반 문단구분 시스템을 의미한다. 복합(Hybrid) 시

스템은 그 가중치 값별로 다르게 구축되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사용한 세그먼트의 크기는 3 문장으로 

지정하였고 분리도의 평균의 대상범위는 앞뒤 2개씩 

모두 4개의 분리도들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리도 

편차 한계값은 0.7로 하였다.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Fig. 3이다. 실

험 결과 구문의미 분석 결과만을 이용한 실험은 단어

기반 시스템이나 개념기반 시스템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복합한 시스템, 복합5(0.8234)의 

경우 단어기반(0.7915)이나 개념기반 시스템(0.7394)

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복합 시스템이 단어기

반 시스템보다 나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 검증

을 해 본 결과 p-value가 0.03406으로 0.05보다 작으

므로 95% 신뢰수준으로 복합 시스템이 단어기반 시

스템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시스템의 실험 결과가 정확률에는 각 기반 

시스템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재현율에는 구문의미 

분석기반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재현율이 부족

하다는 것은 문단을 문단으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

이다. 실패의 경우를 분석해 보니, 다른 문단이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가 있었다. 그리고 문단의 길이가 짧아 세그먼트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세그먼트의 길

Table 3. Experiment result of the hybrid paragraph boundary detection systems.

System α β γ Precision Recall F1-measure

Word 10 0 0 0.8019 0.7815 0.7915

Concept 0 10 0 0.7811 0.7020 0.7394

Tree 0 0 10 0.7425 0.5430 0.6273

Hybrid 1 6 1 3 0.8147 0.8079 0.8113

Hybrid 2 6 2 2 0.8155 0.8146 0.8150

Hybrid 3 6 3 1 0.8162 0.8146 0.8154

Hybrid 4 7 2 1 0.8112 0.8344 0.8226

Hybrid 5 8 1 1 0.8126 0.8344 0.8234

Hybrid 6 9 0.5 0.5 0.8090 0.8079 0.8085

Fig. 3. Experiment result of hybri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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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좀 더 작게 하면 되나 전체적 문단의 길이를 

고려해야 하므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다루는 다른 문단의 경우도 구문의미 분석 

이외의 방법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다룬 것과 

같이 토픽 등의 언어적 정보를 구문의미 분석과 함께 

활용하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4.2 세그먼트의 크기 별 실험

시스템에서 경계를 기준으로 앞 부분의 세그먼트

와 뒤 부분의 세그먼트로 구분하고 이들의 유사도를 

이용하여 분리도를 계산하게 된다. 이때  세그먼트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최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하였다. 그 실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의 시스템 이름에 붙은 2, 3, 4는 세그먼트 

크기를 의미한다. 실험에 사용하는 시스템의 다른 선

택요소는 동일한 값으로 실험하였다. 복합 시스템의 

선택요소인 ,  ,  값은 8, 1, 1로 정하였고 분리도의 

평균의 대상 범위는 세그먼트 크기-1로 정하였으며 

분리도 편차 한계값은 0.7로 하였다. 실험 결과, 단어

기반과 개념기반과 달리 구문의미 분석기반 시스템

의 경우 세그먼트 크기를 늘려갈수록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렇지만 단어기반, 개념기반의 복합시스템

이므로 전체를 고려한다면 세그먼트 크기가 3일 경

우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실험 시스

템 가운데 성능이 가장 좋은 것도 복합시스템3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실험 데이타가 더 다양할수

록 변할 소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문장

의 평균 길이는 27어절로 비교적 길다. 만약 좀 더 

짧은 문장으로 실험할 경우 세그먼트의 크기는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3 분리도 평균의 대상범위 별 실험

본 시스템의 문단경계 결정기는 먼저 문단 경계가 

되는 지점에 대해 앞 뒤 세그먼트의 분리도를 계산한

다. 그리고 각 경계 지점의 분리도 값이 급격히 변하

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식 (10)에서 분리

도의 평균과 편차를 계산한다. 이때 분리도들의 평균

을 구하기 위한 대상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

이 좋은지를 실험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의 시스템 이름에 붙은 1, 2, 3은 분리도의 

평균의 대상범위의 크기를 뜻한다. 3의 경우 현재의 

분리도 값 이외에 앞뒤 3개씩 모두 6개의 분리도들의 

평균을 계산함을 의미한다. 실험에 사용하는 시스템

의 다른 선택요소는 동일한 값으로 실험하였다. 복합 

시스템의 ,  ,  값은 8, 1, 1로 정하였고 세그먼트 

크기는 3으로 실험하였으며 분리도 편차 한계값은 

0.7로 하였다. 실험 결과, 단어시스템, 개념시스템, 트

리시스템, 복합시스템 모두 분리도 평균의 대상을 앞

뒤 2개씩 모두 4개로 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 세그먼

트 크기를 4로 하였을 경우도 검사한 결과, 분리도 

평균의 범위를 세그먼트 크기-1로 하는 것이 좋음을 

알 수 있었다.

4.4 분리도 평균과의 편차 한계값 별 실험

본 시스템의 문단경계 결정기는 식 (10)에서와 같

이 현 경계 후보의 분리도가 평균 분리도보다 한계값 

Table 4. Experiment result of the systems per segment 

size.

System Precision Recall F1-measure

Word2 0.7697 0.7748 0.7722

Word3 0.8019 0.7815 0.7915

Word4 0.8016 0.7947 0.7981

Concept2 0.7103 0.6755 0.6925

Concept3 0.7811 0.7020 0.7394

Concept4 0.7822 0.6623 0.7173

Tree2 0.6881 0.4901 0.5724

Tree3 0.7425 0.5430 0.6273

Tree4 0.7622 0.5430 0.6342

Hybrid2 0.7446 0.7881 0.7657

Hybrid3 0.8126 0.8344 0.8234

Hybrid4 0.8123 0.7881 0.8000

Fig. 4. Experiment result of the systems per segmen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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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클 때 문단 경계로 판단한다. 이 때 한계값()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의 시스템 이름에 붙은 3, 5, 7, 9는 한계값

을 의미하는 것으로 0.3, 0.5, 0.7, 0.9를 나타낸다. 실

험에 사용하는 시스템의 다른 선택요소는 동일한 값

으로 실험하였다. 복합 시스템의 ,  ,  값은 8, 1,

1로 정하였고 세그먼트 크기는 3이고 분리도 평균의 

대상 범위는 2로 하였다. Fig. 6은 Table 6을 그래프

로 그린 것이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계값이 

0.7일 때 가장 좋은 F1-measure값(0.8234)을 가져온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실험에서 복합 시스템의 

선택요소인 ,  ,  값은 8, 1, 1로, 세그먼트의 크기는 

3으로, 분리도 평균을 계산하기 위한 범위는 세그먼

트-1로, 분리도 평균과의 편차 한계값은 0.7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반영하지 못하였던 

구문의미분석을 활용하는 문단구분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구문의미 분석기와 결과인 

구문의미 트리의 유사성을 계산하는 구문의미 트리 

유사도 계산기를 구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 문

Table 5. Experiment result of the systems per range of 

separation average.

System Precision Recall F1-measure

Word1 0.7926 0.7219 0.7556

Word2 0.8019 0.7815 0.7915

Word3 0.6924 0.2848 0.4036

Concept1 0.7489 0.6689 0.7066

Concept2 0.7811 0.7020 0.7394

Concept3 0.6874 0.2053 0.3162

Tree1 0.7182 0.4768 0.5731

Tres2 0.7425 0.5430 0.6273

Tres3 0.6946 0.2517 0.3695

Hybrid1 0.7618 0.7682 0.7650

Hybrid2 0.8126 0.8344 0.8234

Hybrid3 0.7074 0.2384 0.3566

Fig. 5. Experiment result of the systems per range of 

separation average.

Table 6. Experiment result of the systems per deviation 

threshold about separation average.

System Precision Recall F1-measure

Word3 0.6967 0.9073 0.7882

Word5 0.7575 0.8275 0.7910

Word7 0.8019 0.7815 0.7915

Word9 0.8441 0.7351 0.7858

Concept3 0.7003 0.8146 0.7531

Concept5 0.7425 0.7483 0.7454

Concept7 0.7811 0.7020 0.7394

Concept9 0.8126 0.6755 0.7377

Tree3 0.6609 0.6954 0.6777

Tree5 0.7074 0.6291 0.6660

Tree7 0.7425 0.5430 0.6273

Tree9 0.7861 0.4503 0.5726

Hybrid3 0.6924 0.9139 0.7879

Hybrid5 0.7611 0.8808 0.8166

Hybrid7 0.8126 0.8344 0.8234

Hybrid9 0.8519 0.7682 0.8079

Fig. 6. Experiment result of the systems per deviation 

threshold about separation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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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실험 결과 본 연구의 

구문의미 분석을 활용한 복합 문단구분 시스템이 단

어기반, 개념기반의 시스템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

옴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단의 경계후보를 기준으

로 분리도를 계산할 때 세그먼트의 크기를 3 문장으

로 할 때 가장 성능이 좋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분리도가 급격히 변하는 부분이 경계임을 판단하기 

위해 분리도의 평균을 구해야 하는데 분리도의 평균

을 구하는 범위의 크기를 세그먼트 크기-1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음을 알 수 있었고 분리도 평균과의 편

차 한계값은 0.7로 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더 좋은 문단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구문의미 분석과 함께 토픽 등의 언어적 문단구분 

실마리를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구문의미 분석기, 의미속

성 추출기, 구문의미 트리 리스트 유사도 계산기는 

주관식 채점 영역과 자연어 처리 영역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서 분류의 영역과 문

서표절의 영역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문단구분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토픽 등의 

문단구분을 위한 언어적 실마리 정보의 연구가 필요

하고 이를 구문의미 분석과 함께 반영하는 시스템의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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