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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주제 련 연구들은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를 주제로 간주하는 등 문서에서 다루

는 주제에 한 정의가 모호하다. 한 문서를 구성하는 기본 단 인 문장의 주제가 문서 요약  정보 

추출 등의 연구 분야에 요하게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고려 없이 문서 체의 주제를 

추출하고 할당하는 연구가 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문장 단 의 주제 처리에 한 기본 연구로

서, 백과사  역에서 효과 인 심어주도패턴에 기반한 문장주제 할당 기법을 제안하 다. 두산동아 백

과사  인물분야 2,381문서를 상으로 성능을 분석해본 결과, 제안된 기법이 비교기 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 으며, 특히 제안된 네 가지 심어주도 패턴  술어를 기반으로 구성된 심어주도패턴 유형 4가 학

습집합에 하여 평균 98.96%, 실험집합에 하여 88.57%의 성능(F-score)으로 주제할당에 가장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 백과사  도메인, 심어 주도 패턴, 주제별 문장 분류, 문장 주제 할당

Abstract Since sentences are the basic propositional units of text, their themes would be 

helpful for various tasks that require knowledge about the semantic content of text. Despite the 

importance of determining the theme of a sentence, however,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problem of automatically assigning the theme to a sentence. Therefore, we propose a sentence 

theme allocation scheme based on the head-driven patterns of sentences in encyclopedia. In a 

serious of experiments using Dusan Dong-A encyclopedia, the proposed method outperformed the 

baseline of the theme allocation performance. The head-driven pattern 4, which is reconfigured 

based on the predicate, showed superior performance in the theme allocation with the average 

F-score of 98.96% for the training data, and 88.57% for the test data.

Key words : head driven pattern, sentence theme allocation, sentence classification

1. 서 론

정보화의 시 로 사회가 변함에 따라 사회, 경제 반

에 걸쳐 정보의 역할은 날로 증 되어 가고 있다. 한 

인터넷, 형 데이타베이스  지식 베이스의 출 과 같

은 정보의 폭발 인 양  증가로 존하는 수많은 정보 

시스템의 소장 정보를 가공, 보 하는데 있어서의 효율

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지식베이스  

백과사 은 정보추출  검색, 온톨로지 구축 등의 연구 

분야에 있어 유용한 지식베이스로 활용되고 있으므로[1, 

2], 백과사  도메인에서의 효율 인 지식베이스 리는 

보다 나은 성능의 정보 시스템 구 을 가능하게 할 것

이다.

이러한 지식베이스를 활용하는 부분의 시스템은 지

식베이스로부터 추출된 용어(term)들을 활용하여 정보를 

추출하는데, 해당 용어가 형태 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거

나 련 단어로 빈번히 출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정

보처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3]. 를 들어 질의응

답 시스템에 용된 아래의 TREC-9 질의 문을 살펴

보자. 아래 질의는 추출된 용어를 기반으로 정보를 처리

하 을 때 시스템이 마주치는 어려움을 묘사한다. 

∙질의: What is the name of the inventor of Silly 

Putty? (TREC-9 질의 8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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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Silly Putty was a war baby. A General 

Electric scientist in New Haven, Conn., stumbled 

upon its formula while trying to make synthetic 

rubber during World War II.(WSJ910222-0177 

에서)

질의 1에서 “Silly Putty를 발명한 사람”에 한 정답

은 “General Electric scientist”이다. 질의응답 시스템은 

질문의 용어  “inventor”와 정답 용어  “stumble 

upon”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처리해야한다. 

즉, “inventor”의 동사형이 “invent”이며 그것의 유의어 

 하나가 “stumble upon”으로 서로 유사한 의미의 용

어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사 인 카테고리 

수정 혹은 형태론 인 변형은 재 리 활용되는 자 

사 인 워드넷(WordNet)으로는 쉽게 처리하기 어렵다. 

만약 제 질의의 주제가 “발명, 연구”이며 정답 문장의 

주제 한 “발명, 연구, 발견”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질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답 후보를 좁힘으로써 보다 

효과 으로 정답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용어 단  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하여, 문서 혹은 단락의 주제  화제를 악하여 정

보처리를 수행하고자하는 근들이 국내외에서 등장하

다[3-9]. 그러나 이러한 주제 련 기존 연구들은 문

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즉 키워드(key word)를 암시

으로 주제로 설정하는 등 주제(theme)에 한 정의가 

모호하다. 한 체 문서를 구성하는 문장의 의미  내

용이 문서 요약  정보 추출 등에 요한 요소로서 활

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의 기본 구성 요소인 

문장의 의미  내용에 한 고려 없이 문서 체의 주

제를 추출  할당하는 연구가 부분이며[3-9], 문장 

단 로 주제를 추출  할당하는 방법에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문제

들을 완화하고 문장 단 의 주제 처리에 한 기본 연

구로서, 백과사  도메인에서 효과 인 심어주도패턴 

기반 문장주제 할당 기법을 제안하고 개발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2장에서 주제 

련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 제안된 심어주도패

턴 기반 주제 할당 시스템에 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

한 후,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을 4장에서 평가하고 분석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기존 연구 

2.1 주제에 한 연구 배경 

하나의 텍스트에 한 분석  연구는 텍스트를 구성

하는 기본 단 인 문장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분의 언어학자들은 주제에 한 연구를 문장에서 

출발하며 문단  문서로 그 범 를 확장하 다[10]. 주

제를 보는 은 크게 문장 차원의 과 담화 차원

의 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문장 차원의 주제 연

구는 화제-평언(topic-comment) 구조와 련하여 수행

되었으며, 이 경우 화제(topic)는 문장에서 술어가 서술

하고 있는 상을 나타내고 평언(comment)은 화제에 

한 설명내용을 가리킨다. 한 담화 차원의 에서

는 담화의 핵심  정보를 가리키는 심내용(main 

idea)과 련하여 주제 연구가 수행되었다[10].

문장 차원의 주제 연구는 화제(topic)와 주제(theme)

를 유사한 개념으로 악하는 연구가 기에 지배 이

었으나, 체 담화를 분석하는 텍스트  에서 주제

를 악하는 최근 연구의 경우 화제와 주제를 분리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텍스트 에서 주제연구는 담화의 

핵심  정보를 가리키는 심내용(main idea)과 련하

여 수행되었는데, 표 1은 Cunningham & Moore의 

심 내용 악을 한 요소의 부분과 그에 한 정의를 

제시한 것이다[10,11].

표 1 심내용 악을 한 요소들(Cunningham and 

Moore[1])

정  의

화제(topic)
의 체 내용을 포 해  수 있는 심 화제

로서 보통 구

주제(theme)
체 이 함의하고 설명하는 세상이나 삶에 

한 일반화

심내용 악을 한 요소들 , 화제는 주제 악의 

가장 기본 인 요소가 된다. 화제는 하나의 담화가 무엇

에 한 것인가를 표 하는 반면, “주제”는 텍스트가 무

엇에 한 것인가를 지시하는 화제뿐만 아니라 해당 화

제를 설명하는 내용 즉, 평언까지 포함한다. 한 표 1

의 “주제”의 정의에서 “일반화”는 상 어로의 치와 같

은 텍스트의 표  일반화뿐만 아니라 작가의 의도, 목

  평가를 고려한 내용의 일반화까지 포함한다. 즉, 

“주제”는 화제  화제를 설명하는 내용 그리고 그것에 

한 표   내용 일반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

다. 그러나 사실 달에 목 을 두고 있는 설명  텍스

트에서의 “주제”는 내용일반화가 불필요하고 표  측

면에서의 일반화만 수행된다[10]. 본 논문은 이러한 

Cunningham & Moore의 주제에 한 “일반화” 연구에 

기 하여 본 연구에 활용될 문장 주제의 개념을 정의하

고자 한다.

2.2 주제 단  근들

문서를 상으로 주제를 탐색하여 용하는 연구로는 

부분 문서에서 주제로 간주될 수 있는 용어  문장

을 추출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룬다. 문서로부터 주제를 

추출하여 용하는 연구로서, 박기림, 이시은 등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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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데, 박기림(2003)은 문서와 문서 사이의 주제 단

의 유사도를 이용하여 하이퍼링크의 가 치를 새롭게 

부여함으로써 검색 성능을 향상시켰다[7]. 이시은(2003)

은 의미 구역단 의 검색으로 여러 주제의 정보를 담고 

있는 웹 페이지에 한 검색 결과의 정확성을 높 으며

[8], 정태진(2001)은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주제단 로 

검색하는 역을 축소하여 특정 주제에 련된 정보만

을 찾아 으로써 보다 은 하이퍼링크를 방문하고도 

합한 문서를 검색하는 성능을 보 다[9].

이러한 주제 개념을 용한 기존 연구들은 문서에서 

활용하는 주제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한 

충분한 논의 없이 사용하고 있거나, 문서에 자주 등장하

는 용어를 주제로 설정하는 등 주제에 한 정의가 모

호하다. 한 문서로부터 주제로 간주될 수 있는 용어를 

추출하는 연구가 부분이며, 이러한 주제 추출 방법은 

기존의 용어 추출 방법론에서 발생하는 동의어  어휘 

의미 결정 문제 등에 있어 유사한 한계를 가진다. 이러

한 한계를 완화하는 방법 의 하나로 주제를 문서에 

할당하는 기법이 있는데[3-9], 문장의 의미  내용에 

합한 주제를 할당하는 방법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백과사  도메인에서 효과 인 문장 패턴에 

기반한 문장 주제 할당 기법을 제안하고 개발한다.

3. 심어주도패턴 기반 문장주제 할당

본 논문에서는 주제에 한 기존 연구들의 문제 들

을 완화하고 문장 단 의 주제 처리에 한 기본 연구

로서, 백과사  도메인에서 효과 인 심어주도패턴 기

반 문장 주제 할당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기법은 

다음의 단계  차에 의해 수행된다. 

∙본 논문에 활용될 “문장주제”의 개념 정의

∙“문장주제”의 개념에 따라 주제범주체계 구축

∙보다 효과 인 주제 할당을 한 네 가지 심어주도

패턴 제안 

∙제안된 문장 패턴에 기반하여 문장에 주제 할당

제안된 시스템의 체 인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제

안된 시스템은 먼  주제할당에 사용될 주제 개념  

주제범주체계를 설정하고, 구축된 주제범주체계  학습

데이타로부터 추출된 심어주도패턴을 활용하여 문장 

패턴 학습을 수행한다. 그런 후 문장주제할당 모듈에서 

입력 문장이 주어지면, 문장으로부터 심어주도패턴을 

추출한 후 학습지식을 활용하여 추출된 패턴에 주제를 

할당하고, 마지막으로 패턴에 할당된 주제를 각 문장의 

주제로 할당한다. 따라서 한 문장 내에 여러 개의 심

어주도패턴이 존재할 경우 해당 문장은 다(多)주제를 할

당받을 수 있다.

그림 1 체 시스템 구조

3.1 백과사  문서의 특성

본 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백과사  문

서 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백과사 은 수

록된 용어들에 한 표제어  본문의 집합으로 구성되

어 있고, 본문의 내용은 해당 표제어를 설명하는 내용들

을 담고 있다. 즉, 백과사 에서 화제는 표제어로 고정

되어 있으며, 본문은 해당 화제를 설명하는 내용인 평언

들로 구성된다. 를 들어 “박정희”에 한 표제어  

본문 내용 의 일부분인 그림 2를 살펴보면, 본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상 즉 화제는 표제어 “박정희”로 고

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본문의 각 문장들은 화

제 “박정희”를 설명하는 내용인 “경북선산 출생”, “사범

학교를 졸업하고”와 같은 평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평언은 술어(predicate)  술어의 필수성분(argument)

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평언을 구성하는 술어  술어의 필수 성분들

의 분석을 통해 각 평언을 “출생, 교육, 역임” 등 몇 개

의 담화 범주로 일반화할 수 있다. 즉, “1937년 구사

범학교를 졸업하고”는 “ 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를 보

고 “교육”으로, “3년간 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는 

“교사로 근무하다가”를 보고 “역임”의 범주로 할당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문장 내 평언들이 가지는 이러한 일반

화된 담화 범주를 해당 문장의 주제라고 간주하며, 심

어주도패턴에 기 하여 문장에 주제를 효과 으로 할당

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그림 2 “박정희”에 한 백과사  표제어  본문

3.2 문장 주제

본 논문의 2.1 에서 설명하 듯이, Cunningh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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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re는 주제를 “ 체 이 함의하고 설명하는 세상이

나 삶에 한 일반화”라고 정의하 으며, 텍스트의 표면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의 일반화까지를 포함하는 용

어로 주장하 다. 따라서 주제는 화제  화제를 설명하

는 내용 그리고 그것에 한 표   내용 일반화까지

를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10].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백과사 과 같은 설명  

텍스트의 경우 “주제”는 내용 일반화가 불필요하고 표

 측면에서의 일반화만 수행된다. 한, 백과사 에

서 본문의 내용은 화제를 설명하는 평언들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백과사  본문에서 문장의 주제를 추정하는 

것은 화제를 설명하는 내용인 평언을 표  측면에서 

일반화시키는 과정으로 간주된다. 표  측면에서의 일

반화는 하 어들을 상 어로 체하거나 하나의 통일된 

동의어로 표 하는 것이다.

정의 1(문장 주제): 문장 주제는 화제를 설명하는 평

언의 일반화된 용어 T로 < α, γ, Δ, Φ>에 의해 생성된

다. 여기서 α는 화제를 설명하는 내용인 평언이고, γ는 

평언 α로부터 구성된 심어주도패턴이며, Δ는 평언의 

일반화를 하여 활용되는 주제범주체계이다. 한Φ: γ 

→T는 심어주도패턴 γ를 주제 T∈Δ로 응하는 주

제 응함수이다.

그림 3은 정의된 문장주제의 개념을 활용하여 입력문

장이 주어지면 주제가 할당되는 과정에 한 체 인 

흐름을 보여 다. 먼  입력문장 S가 주어지면, 문장으

로부터 평언 α가 추출되고 평언 α로부터 심어주도패

턴 γ이 구성된다. 심어주도패턴 γ은 효과 으로 주제

를 할당할 수 있도록 평언의 구조를 재구성한 것이다. 

구성된 심어주도패턴 γ을 입력으로 주제 응함수 Φ

는 문장에 합한 주제 T를 할당한다. 를 들어, 그림 

2에서 화제 “박정희”를 설명하는 내용  첫 번째 문장 

“경북선산 출생”이 입력문장 S로 주어지면 해당문장에

서 평언, <경북선산, 출생, null>이 추출된다. 추출된 평

언 α로부터 “경북선산=<출생, null>” 혹은 “출생=<경

북선산, null>”등의 심어주도패턴 γ으로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심어주도패턴 γ을 주제 응함수 Φ을 활용

하여 주제 T, “출생”으로 할당한다. 따라서 입력문장 

“경북선산 출생”은 “출생”의 주제를 할당받는다.

그림 3 문장주제 할당 기법

3.3 주제범주체계 구축

이  에서 문장 주제는 평언의 일반화와 련이 됨

을 시사하 으며, 본 에서는 이러한 평언의 일반화를 

하여 활용되는 주제범주체계를 설정하는 과정에 해

서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가 요한 개념  범주를 표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용어 빈도가 높은 단어를 상으로 주제범주체계를 설

정하 다.

평언 범주의 계층구조 설정 기 에 있어서는 François

의 연구  WordNet의 계층  개념 범주체계 연구를 

참고하 다[10,12-14]. François는 각 개인이 삶을 통해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동사의 의미  특성들

을 활용하여, “action, act, activity, event, process, 

state”의 여섯 가지  하나로 구별할 수 있다는 연구를 

보고하 다[13,14]. 동사의 의미  특성과 련된 문장에 

한 개념  분류 연구 외에도, 서술성 명사의 개념 분

류로서 불어의 경우 “상태, 행 , 사건”의 담화 역에

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이러한 은 모

든 명사들은 “action, event, state”등을 포함한 25가지 

최상  범주에서 발생한다는 워드넷[12]의 명사에 한 

최상  범주 구성과 복된다. 따라서 동사  명사들이 

발생하는 담화 역을 모두 포 하는 워드넷의 범주 구

성을 평언의 일반화를 한 범주 기 으로 활용한다.

주제범주로 설정될 후보 용어를 선정하는 기 은 온

톨로지 구축 시 일반 으로 용되는 용어 빈도(Term 

frequency)에 기 한 기법을 활용하 다[2]. 즉, 상 도

메인에서 추출한 모든 명사  동사의 용어 빈도를 계

산한 후, 상  30%의 용어 빈도를 차지하는 명사  동

사를 주제범주체계 설정을 한 후보 용어로 선정하

다. 선택된 후보용어로 주제범주체계를 설정하는 과정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 상자로 둘러싸여진 용어들은 

주제범주체계를 해 추출된 후보용어들이며, 그 외의 

용어들은 최상  범주를 포함한 워드넷 용어이다. 먼  

추출된 용어들로부터 일반화된 용어를 찾기 하여 워

드넷을 참조하여 일반화 계를 가지는 용어들을 트리구

조로 연결한다. 일반화 계는 동의어, 상/하 어, 부분어 

계들이다. 그런 후, 구축된 트리구조를 워드넷의 각 

최상  용어와 연결한다. 를 들면, “사망, 죽, 살해, 안

치”로 구성된 트리구조는 워드넷 최상  용어  “사건”

용어와 연결된다. 본 논문은 구성된 계층 구조 , 워드

넷 최상  용어와 구성된 트리구조의 최상  용어를 주

제범주체계로 구성한다. 즉, 제 그림의 “사건, 사망, 

죽, 살해, 안치..”로 구성된 계층구조에서 워드넷 최상  

용어인 “사건”과 후보용어로 구성된 트리구조의 최상  

용어 “사망”을 주제체계를 구성하는 범주로 선정된다. 

제안된 기 에 의해 설정된 백과사  인물분야 주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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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제범주 체계 구축 과정

주체계 구성은 표 2와 같다. 주제범주체계는 분류 4

개, 분류 25개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총 29개 범주로 

나 어진다.

3.4 심어주도패턴

문장의 주제를 탐색하기 해서는 화제를 설명하는 

평언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림 2의 제 문서에

서 살펴보았듯이 백과사  문서의 본문은 화제를 설명

하는 평언들로 구성되며, 각 평언은 술어  술어가 필

요로 하는 필수성분들로 구성되어 매우 짧고 간결한 경

우가 부분이다. 한국어의 술어는 동사  서술성 명사

(predicative noun)로 나 는데[15], 서술성 명사란 “공

부하다”와 같은 술어에서 기능동사 “하다”가 수반하는 

용어 “공부”와 같은 명사를 지칭하는 표 이다.

표 2 인물 분야 주제범주 체계

분류 분류

추상(Abstraction) 이름/작풍/부정/ 계 

행 (Act)

참가/설립/조직/기록/발견/계승

연구/주장/수상/역임/교육/이동

죄/싸움/평가/거주

사건(Event) 발생/변화/사망/출생

개체(Entity) 작품

결국 백과사  본문의 경우 이러한 술어  술어 주

변 용어를 살펴보면 화제를 설명하는 내용인 평언을 쉽

게 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언으로부터 구성되는 

심어주도패턴에 기반하여 주제를 밝히고자 한다. 본 논

문에서는 평언을 동사, 서술성명사, 주변 명사  개체

명 리스트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 2(평언):  평언 α는 화제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동사, 서술성명사, 주변 명사(N)로 성된 리스트로 정의

된다. 

α  = <N, P_N , V>

여기에서, N은 일반명사  개체명(named entity)을, 

P_N은 서술성 명사(predicative noun), V는 기능동사를 

포함한 동사(verb)이다. 여기서, P_N은 기능동사 “하다, 

되다, 당하다”등의 경우 용되어 추출되는 서술성 명사

이고, N은 동사를 심으로 주변 1개 일반 명사  개

체명까지 동사의 논항으로 추출된다.

평언  N은 동사를 심으로 주변 1개까지 동사의 

논항으로 추출하 으나, “하다, 되다”와 같은 기능동사의 

경우 동사 바로 앞에 서술성 명사를 동반하여 해당 서

술성 명사가 문장의 술어로서 활용되는 상을 보이므

로, 기능동사 바로 앞에 서술성 명사를 포함하여 주변 1

개 명사  개체명까지 술어의 논항으로 추출한다. 즉, 

“ 향/nn+을 받/v+았+다”에서 일반 동사 “받”의 경우 

< 향, null, 받>으로 평언이 추출되며, 문“<LOC: 하

버드 학/nn>+에서 공부/nc+하/xsv+ 으며”의 경우, 기

능동사 “하”와 바로 앞의 서술성 명사 “공부”까지 포함

한 <LOC, 공부, 하>를 평언으로 추출한다.

추출된 평언의 주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본 논문은 주

제 할당을 하여 보다 효과 인 평언구성방식이 있다

고 간주한다. 를 들어 아래 그림 5는 제 평언 <형, 

확정, 되>를 이용하여 주제를 결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묘사한다. 그림 5의 (a)는 평언의 구성요소 에는 주제 

결정에 주도  역할을 하는 어휘가 없고, 모든 구성요소

가 주제결정에 있어 동일한 요도를 가지는 경우를 설

명한다. 따라서 제 평언은 재구성되지 않고 그 로 주

제 결정에 활용된다. 즉, 추출된 모든 평언 α가 가지는 

다양한 주제 “활동, 역임, 죄, 출생, 교육, 사망”에서 평

언의 구체 인 구성요소 “형, 확정, 되”를 각각 살펴보

고 “죄”의 주제로 평언을 할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죄”의 주제 결정을 해 활용되는 다양한 주제후보 

“활동, 역임”등은 각 평언별로 주제가 태깅된 학습집합

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5의 (b)는 (a)와는 달리, 제 평언 <형, 

확정, 되>의 구성요소 에서 평언의 주제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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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평언을 이용한 다양한 주제 결정 방식

으로 향을 미치는 어휘가 있다고 간주하고, 이러한 어

휘가 가지는 주제 범주가 바로 평언의 주제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평언은 이러한 주제 결정에 향을 미

치는 어휘를 심으로 재구성된다. 이 경우 평언의 주제

결정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어휘를 심어(Head)라 

하고, 이러한 심어의 주제를 결정하기 하여 활용되

는 추가 인 어휘 정보를 주변어(Neighbor)라 부른다. 

즉, (b)의 경우는 제 평언에서 평언의 주제 결정에 

으로 향을 미치는 심어가 술어성명사 “확정”이라

고 보고, 해당 심어가 가지는 “죄, 활동”과 같은 주제

범주 , 주변어 <형, 되>를 보고 심어 “확정”의 주

제를 “죄”로 결정하고 제 평언의 주제로도 “죄”를 할

당한다.

본 논문은 의 제 그림에서 설명한 주제 결정 방

식 , 평언의 주제를 결정하는데 결정 인 역할을 하는 

심어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심어 어휘를 고려

한 평언구성이 주제 결정에 있어 보다 효과 이라고 간

주한다. 따라서 추출된 평언을 심어를 고려하여 재구

성하는데, 이러한 평언구성방식을 다음 정의 3과 같이 

심어주도패턴이라 정의한다.

정의 3( 심어주도패턴): 심어주도패턴은 보다 효

과 인 주제 결정을 하여 평언 α로부터 심어를 고

려하여 재구성된 패턴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

로 구성될 수 있다.

( 심어주도패턴1) V = <N, P_N>

( 심어주도패턴2) N = <V, P_N>

( 심어주도패턴3) P_N = <N, P_N>

( 심어주도패턴4) P = < α1, α2> 

심어주도패턴4에서 술어 P는 평언에 술어성명사가 

존재하면 술어성명사가 P가 되고 그 지 않으면 동사가 

P가 된다. 한 α1, α2는 각각 평언에서 술어 P를 제외

한 구성소이다.

추출된 평언으로부터 심어주도패턴1로 재구성하는 

것은 평언의 구성요소  주제 결정에 으로 향을 

미치는 심어를 동사(V)로, 추가정보인 주변어를 주변 

명사(N)  술어성 명사(P_N)라고 간주하는 경우이다. 

심어주도패턴2와 3도 심어주도패턴1과 같은 방식으

로 설명될 수 있으며, 심어주도패턴4는 평언의 구성요

소  심어를 술어(P)로 주변어를 술어를 제외한 구

성요소( α
i
)라고 보고, 술어의 주제를 결정함으로써 평언

의 주제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표 3은 두 제 평언 <학교, 공부, 하>와 < 투, null, 

죽>을 정의된 네 가지 심어주도패턴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를 들어 표 3의 (1)은 평언에서 주제 

결정에 결정  역할을 하는 심어를 동사라고 간주하는 

심어주도패턴1을 나타낸다. 즉, 평언 <학교, 공부, 하>

에서 심어는 동사 “하”이고 “하”의 주제를 결정하기 

하여 추가 인 정보로 사용되는 주변어는 <학교, 공부

>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언으로부터 구성되는 제안된 네 

가지 심어주도패턴  문장에 주제를 할당하는 데 있

어 보다 효과 인 패턴을 실험을 통해 선택한다.

표 3 재구성된 심어주도패턴 제

심어주도패턴 Head = <Neighbor> 

(1) 심어주도패턴1
하 학교, 공부

죽 투, null

(2) 심어주도패턴2
학교 공부, 하

투 null, 죽

(3) 심어주도패턴3
공부 학교, 하

null 투, 죽

(4) 심어주도패턴4
공부 학교, 하

죽 투, null

3.5 주제 응함수

본 에서는 3.4 에서 제안된 각 심어주도패턴을 

해당 주제로 응하는 주제 응함수에 해 설명한다. 

주제 응함수는 평언으로부터 구성된 심어주도패턴을 

보다 일반화된 용어인 주제로 응하는 함수로서, 각 패

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함수로 나  수 있다. 

응 기법으로는 Naive Bayesian 알고리즘을 용한다.

문장 주제는 화제를 설명하는 평언의 일반화된 용어 

T로 < α, γ, Δ, Φ>에 의해 생성된다. 여기서 α는 화제

를 설명하는 내용인 평언이고, γ는 평언 α로부터 구성

된 심어주도패턴이며, Δ는 평언의 일반화를 하여 

활용되는 주제범주체계이다. 한 Φ: γ →T는 심어주

도패턴 γ를 주제 T∈Δ로 응하는 주제 응함수이다.

(주제 응함수1) Φ1: V=<N, P_N> → T (N, V, P_N

∈ α  이고 T ∈Δ)

(주제 응함수2) Φ2: N=<V, P_N> → T (N, V, P_N

∈ α  이고 T ∈Δ)

(주제 응함수3) Φ3: P_N=<N, V> → T (N, V, P_N

∈ α  이고 T ∈ Δ)

(주제 응함수4) Φ4: P = < α1, α2> → T (P, α1, α2 

∈ α  이고 주제 T ∈ Δ)

학습  분류 기법으로 용되는 Naive Bayesian 알

고리즘에서 주제 응함수의 동작과정을 심어주도패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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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평언 α의 

각 구성소, N, P_N, V에 한 값이 각각 주어지면, 해

당 평언은 α  = <vk, nk, pnk>로 표 될 수 있다. 주제

응함수1은 평언 α의 주제를 결정하는 것을 동사 vk의 

주제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간주하고, 동사 vk의 주제는 

주변어 <nk, pnk>를 활용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평언 

<vk, nk, pnk>은 심어주도패턴1 vk=<nk, pnk>로 재

구성된다. 주제 응함수1에서 평언 α의 주제를 결정하

는 과정은 동사 vk의 주제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다음 

수식 (1)과 같다.

T =argmax T i∈ΔP(T i|v k)

=argmax T i∈Δ

P(n k,pn k|T)P(T)

P(n k,pn k)

=argmax T i∈ΔP(n k,pn k |T i)P(T i)

       (1)

평언 α의 범주 T는, vk의 주제가 Ti일 확률 P(Ti)와 

vk의 주제가 Ti일 때 용어 nek, p_nnk가 각각 발생할 

확률 P(nk, pnk|Ti)을 구하여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주

제를 평언의 주제(T)로 결정한다. 이러한 수식유도과정

은 평언을 주제로 할당하는 다양한 주제 응함수2～함

수4에 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유도될 수 있다.

4. 성능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문장에서 추출한 심어

주도패턴에 주제를 할당한 후 해당 문장에 주제를 할당

하는 시스템으로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은 심어주도패

턴을 해당 주제로 정확히 분류하는 성능에 의존한다. 따

라서 본 장에서는 추출된 심어주도패턴에 한 주제 

할당 성능을 실험  평가한다.

시스템 성능 평가를 해 도입되는 척도는 수식 (2)～ 

수식 (4)와 같이 정확율(Precision)과 재 율(Recall), 그

리고 F-score이다. 정확율(P)은 시스템에 의해 추출된 

정답에 한 실제 정답의 비율이고 재 율(R)은 실제 

정답에 한 시스템에 의해 추출된 정답의 비율이다.

‘ ’가 정답 ‘아니오’가 정답

‘ ’로 추출 a b 

‘아니오’로 추출 c d

P=a/(a+c)                 (2)

R= a/(a+b)                  (3)

F- score=
2PR
P+R

              (4)

사용된 실험 문서는 두산동아 백과사  인물 분야 

2,381 문서로 시 별로는 고 , 세, , 직업별로는 

정치, 과학, 의학, 군사 등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인

물분야 2,381 문서를 단문 분할, 형태소 분석, 개체명 태

깅  정답 유형 태깅한 후, 9,987개의 평언을 추출하여 

각 심어주도패턴별 학습  분류 성능 검증을 한 

실험 집합으로 구성하 다. 형태소 분석의 경우 약 97%

의 정확도를 보이고, 개체명 태깅은 약 F-Score 70%의 

성능을 보인다.

4.1 비교기 (Baseline)

문장의 주제 할당에 한 기존 연구  비교 상으로 

활용 가능한 시스템이 거의 없으므로, 본 은 본 논문

에서 사용하고자하는 비교기 에 하여 먼  설명한다. 

본 논문은 3.4  그림 5에서, 추출한 평언을 주제로 

응하는 다양한 방법 , 평언을 심어주도패턴으로 재

구성하지 않고 그 로 학습  분류에 활용하는 (a)기법

이 평언을 심어주도패턴으로 재구성하여 주제 할당을 

수행하는 제안된 기법의 효과  성능에 한 비교 상

이 될 수 있다고 간주하 다. 따라서 평언을 그 로 문

장 주제 학습  할당에 용하는 기법의 성능을 기  

성능으로 활용한다.

비교 상 기법의 주제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 수

식 (5)와 같다. 평언 α의 각 구성요소에 한 값이 각각 

a1, a2, a3로 주어지면, 해당 평언은 α=<a1, a2, a3>로 

표 될 수 있다. 따라서 평언 α의 주제 T는 평언 α가 

주제 Ti일 확률 P(Ti)와 주제 Ti에서 각 구성요소 aj가 

발생할 확률 P(aj|Ti)을 구하여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주제를 평언의 주제(T)로 결정한다. 

T =argmax T i∈ΔP(T i|α)

=argmax T i∈ΔP(α 1,α 2,α 3|T i)P(T i)
         (5)

비교 상 기법은 인물문서로부터 추출된 9,987개 평언

을 심어주도패턴으로 재구성하지 않고, 5차 교차검증

(5-fold cross validation)을 수행한 후 F-score 마이크

로 평균(micro average)을 계산하 다. 교차 검증에 사

용된 학습  실험 집합은 각각 학습 집합 8,110개, 실

험집합 1,996개의 평언으로 구성되어있다. 학습 집합에 

하여 학습을 수행한 후 주제 할당을 한 결과 F-score 

평균 41.9%의 성능을 보 으며, 학습 집합으로 학습을 

수행한 후 실험집합에 하여 주제 할당을 한 결과 

F-score 평균 37.4%의 성능을 보 다.

4.2 심어주도패턴에 기반한 주제 할당

본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네 가지 심어주도패턴

에 한 학습  주제 할당 성능을 기  성능과 비교 

설명한다. 각 심어주도패턴에 한 학습  분류 성능

은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6은 각 패턴에 하여 

5차 교차검증(5-fold cross validation)을 수행한 후 

F-score를 마이크로 평균(micro average)한 결과이다. 

그림 6의 결과로부터 제안된 네 가지 심어주도패턴 

 술어를 평언의 심어로 간주한 심어주도패턴4의 

성능이 다른 심어주도패턴1-3의 성능에 비해 월등히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심어주도패턴4는 학습 집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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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학습을 수행한 후 주제 할당을 한 결과 98.86%

의 성능을 보 으며, 학습 집합으로 학습을 수행한 후 

실험집합에 하여 주제 할당을 한 결과 88.57%의 성능

을 보 다. 

그림 6 각 문장 패턴의 학습  분류 성능(그림texture

수정)

표 4는 기  성능에 한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 향상 

정도를 제시한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심어를 심

으로 심어주도패턴으로 재구성한 제안된 기법이 평언

을 그 로 주제 분류에 용한 기  성능보다 모든 제

안된 심어주도패턴에서 향상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심어주도패턴4는 기 성능보다 학습 집합

에서 약 136%, 실험 집합에서 약 137% 향상된 성능을 

보 다. 일련의 심어주도패턴에 한 실험으로부터 제

안된 기법이 기 성능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제안된 기법의 심어주도패턴들  술어

가 가지는 주제 역을 심으로 주제를 할당하는 패턴

4가 월등히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4 기 성능에 한 제안된 기법의 성능향상(F-score)

학습 집합 실험 집합

비교기  0.4192  0.3743

심어주도패턴1 0.5875 (+40.12%) 0.5375 (+43.60%)

심어주도패턴2 0.9491 (+126.36%) 0.3802 (+1.58%)

심어주도패턴3 0.8511 (+102.98%) 0.7634 (+103.95%)

심어주도패턴4 0.9886 (+135.77%) 0.8857 (+136.61%)

4.3 주제할당에 한 오류 분석

본 은 교차 검증에 사용된 다섯 개의 학습  실험 

집합  하나의 집합을 상으로 비교기  기법  각 

심어주도패턴에 의한 주제 할당 오류를 분석하 다. 

각 기법에 하여 주제 할당 오류를 분석한 결과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원인에 의해 오류가 발생함을 찰할 

수 있었다. 주제 할당 오류에 한 첫 번째 원인으로는 

특정 주제가 편 되어 할당됨으로써 주제를 잘 못 할당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원인

으로는 같은 학습집합으로 학습하더라도 실험을 한 

학습 데이타양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기법의 경우, 학

습 데이타 부족에 의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찰

되었다. 마지막으로 심어가 가지는 주제 후보가 다양

할수록 주제 할당에서 보다 정확한 주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류를 발생시키는 각 원인에 하여 보다 자세히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  특정 주제가 패턴에 편 되어 

할당됨으로써 발생한 오류는 비교기  기법  심어

주도패턴1, 3에서 부분 찰되었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기  기법의 경우 실험집합의 1,976개 평언

에 주제를 할당한 결과 약 52.8%인 1043개의 평언에서 

할당 오류를 보 으며, 그  39.4%인 778개의 평언이 

“활동”으로 할당되어 발생한 오류이었다. 동사를 심어

로 간주하는 패턴1과 술어성명사를 심어로 간주하는 

패턴3 한 한 주제로 편 되어 주제가 할당되는 상

을 보 다. 이러한 상은 학습집합을 비교기  기법  

심어주도패턴1, 3으로 재구성하여 학습에 용하 을 

때 학습집합이 특정 주제에 편 되어 구성되기 때문으

로 추측된다. 표 5의 결과로부터, 특정주제가 패턴에 편

되어 할당됨으로써 비교기   심어주도패턴1, 3이 

심어주도패턴4 보다 표 4에서 낮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5 특정주제 할당 오류(실험집합)

할당오류 특정주제할당

비교기 0.5282 0.3941 (활동)

심어주도패턴1 0.4161 0.3692 (활동,역임)

심어주도패턴3 0.1913 0.1213 (이동)

실험을 한 학습집합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주제 할

당 오류는 일반명사를 심어로 간주하는 심어주도패

턴2의 경우 주로 찰되었다. 즉, 일반 으로 동사나 서

술성 명사에 비해 일반 명사가 다양하게 발생하므로, 일

반명사를 심어로 간주하는 패턴2는 동사나 서술성명

사를 심어로 간주하는 패턴1에 비해 각 명사 당 활용

할 수 있는 학습 집합이 부족한 것이다. 한 학습에 사

용되지 않은 다양한 일반명사가 출 하는 것도 성능

하의 한 요인이 되었다. 실제 패턴2로 구성된 실험집합

에 주제를 할당한 결과 60.9%의 주제할당 오류가 있었

으며 그  27%는 학습에 수행되지 않은 명사가 출 하

여 주제 할당에 실패하 다.

주제 할당 오류에 한 마지막 원인으로 심어가 가

지는 주제 후보가 다양할수록 보다 정확한 주제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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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 

문장의 주제를 결정하는 기법은 그림 5에서 이미 설명

하 듯이 심어가 가지는 다양한 주제후보  하나의 

정답 주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각 심어에 한 주제

후보 개수가 정답 추출에 향을  수 있다. 표 6은 각 

평언 혹은 각 심어에 한 평균 주제후보 개수  주

제후보로부터의 주제 추출 정확율을 제시한다. 주제 추

출 정확율은 시스템에 의해 추출된 주제후보 개수에 

한 정답 주제 개수의 비율로, 각 심어 당 추출된 주제

후보 개수가 낮고 정답 주제를 보다 정확히 추출할수록 

좋은 성능을 보인다. 즉, 비교기  기법의 경우 각 평언 

당 평균 주제후보 개수는 29개이며, 추출된 주제후보로

부터 정답 주제가 추출될 정확율은 1.6%로 매우 낮다. 

그러나 심어주도패턴4의 경우 각 심어 당 평균 주

제 후보 개수는 약 1.5개이며 추출된 주제후보로부터 정

답 주제가 추출될 정확율은 84.15%로 다른 패턴들에 비

해 매우 높다. 표 6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심어

주도패턴4가 은 수의 주제후보로부터 보다 정확히 주

제를 추출함으로써 표 4의 주제할당에서 높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6 평균 주제후보 개수  주제 추출 정확율

평균개수 주제추출 정확율

비교기  29/ α 0.0163

심어주도패턴1 14.83/V 0.3316

심어주도패턴2 3.45/N 0.1177

심어주도패턴3 13.34/P_N 0.4614

심어주도패턴4 1.47/P 0.8415

비교기  기법  각 심어주도패턴에 한 일련의 

오류 분석을 통하여, 같은 평언 집합으로부터 심어주

도패턴을 재구성할 경우 패턴4가 보다 은 수의 주제

후보를 비교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으며, 각 주제 범

주에 한 학습 집합을 균등하게 분포시킴으로서 비교

기  기법  다른 패턴에 비해 보다 나은 성능을 보이

는 것으로 추측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백과사 을 도메인으로 하는 시스템에

서 성능 향상에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심어주도

패턴에 기반한 문장주제 할당 기법을 제안하 고, 문장

에 주제를 할당할 수 있는 네 가지 형태의 심어주도

패턴을 제안하 다. 백과사  인물분야 2381 문서에서 

추출된 9,987 평언을 상으로 각 심어주도패턴의 성

능을 분석한 결과, 제안된 패턴  술어 기반의 심어

주도패턴4가 학습 집합에 있어 98.96%  실험집합에 

있어 88.57%로 가장 효과 인 주제할당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제안된 문장주제 할당 기법은 정보검색이

나 질의-응답 시스템뿐 아니라, 요약, 담화분석 등 자연

어처리시스템의 성능향상에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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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N P_N V 정답 할당 번호 N P_N V 정답 할당

1 LOCATION null 머물 거주 거주 36 함수 고안 하 연구 연구

2 재능 물려 받 계승 null 37 문화 연구 하 연구 연구

3 통 이어 받 계승 계승 38 연구 모두 하 연구 연구

4 PERSON null 사귀 계 계 39 복사 찰 하 연구 연구

5 인연 null 맺 계 이동 40 연구 null 하 연구 연구

6 와일드 교유 하 계 계 41 所 null 들어가 이동 이동

7 로댕 련 되 계 계 42 이후 귀국 하 이동 이동

8 명 지도 하 교육 교육 43 이름 null 붙 이름 null

9 문학 공부 하 교육 교육 44 본명 null 따르 이름 이름

10 경제학과 졸업 하 교육 교육 45 별명 null 얻 이름 이름

11 왜성 발견 하 발견 발견 46 책 발간 되 작품 작품

12 석굴 발견 하 발견 발견 47 명곡 편곡 하 작품 작품

13 準位 null 알아내 발견 발견 48 작품 각색 하 작품 작품

14 사건 발생 하 발생 발생 49 가요 작곡 하 작품 작품

15 반란 null 일어나 발생 발생 50 기법 사용 하 작풍 활동

16 산업 명 시작 되 발생 발생 51 미학 null 담 작풍 작풍

17 운동 null 일어나 발생 발생 52 건설 묘사 하 작풍 작풍

18 건강 회복 되 변화 null 53 학 형성 하 조직 조직

19 마르크스주의 향 하 변화 변화 54 집단 조직 하 조직 조직

20 민 변화 시키 변화 변화 55 기구 조직 하 조직 조직

21 LOCATION null 죽 사망 사망 56 부상 체포 되 죄 죄

22 南昌 null 죽 사망 사망 57 형 선고 받 죄 죄

23 도 병사 하 사망 사망 58 분원 복역 하 죄 죄

24 리 요 하 사망 사망 59 차례 투옥 되 죄 죄

25 연구소 설립 하 설립 설립 60 명 참가 하 참가 참가

25 야학 설치 하 설립 null 61 투 참가 하 참가 참가

27 군단 설치 되 설립 설립 62 회 출석 하 참가 참가

28 반란 토벌 하 싸움 싸움 63 운동 참여 하 참가 참가

29 이집트 원정 하 싸움 싸움 64 타운 출생 하 출생 출생

30 국 패 하 싸움 싸움 65 경상북도 null 태어나 출생 출생

31 장 취임 하 역임 역임 66 역할 인정 받 평가 평가

32 단장 선임 되 역임 역임 67 존경 null 받 평가 평가

33 총 임명 되 역임 역임 68 간사 활약 하 활동 활동

34 상 수상 하 수상 수상 69 감독 데뷔 하 활동 활동

35 회 입상 하 수상 수상 70 재건 null 힘쓰 활동 활동

사진이

문서에

포함안되어옴

[14] Kékenbosch, C. and Bromberg, M., "Metacategories 

and sentence classification," Journal of pragmatics, 

Vol. 35, pp. 1-22, 2003.

[15] 이성헌, “ 자사 구축을 한 언어기술의 한 방법: 

상부류”, 언어학, 제30권, pp. 185-206, 2001.

부  록

아래 표는 70여개의 평언으로부터 구성된 심어주도

패턴4에 하여 수동으로 할당한 정답주제와 제안된 시

스템에 의해 할당된 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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