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 1. 1. 서론서론서론서론    

 

정보검색에서는 문장의 구성 요소인 단어의 가

중치에 차이를 두는 방법이 오랫동안 연구되고 이

용되어 왔다. 다음의 예와 같이 문장간의 관련도

를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질의 : 노무현-부시 정상 회담 진행 

문장 1 : 노무현 대통령 워싱턴 도착 이모저모 

문장 2 : 독-프 정상 회담 다음 주 파리에서 

 

실제의 의미로는 문장 1 이 질의와 유사한 사건

을 다루는 문장이지만, 단어의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공통으로 출현하는 단어의 개수를 세는 단

순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문장 2 가 문장 1 보다 

질의와 더 관련도가 높은 문장으로 판가름 된다. 

이 예에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노무현’과 같은 고유명사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보검색에서는 위의 예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단어에 일정하지 않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또는 중요한 단어와 중요하지 않은 단어를 

가려내는 방법이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TF-IDF를 이용한 가중치 부여 방법, 정보량이 

매우 낮은 단어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용어 

사용 전략, 고려 대상으로 사용할 단어를 선택하

는 각종 자질 선택(Feature Selection) 방법 등은 

모두 단어의 정보량에 차이가 있다는 가정을 가지

고 접근하는 방법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되었던 연구에서 밝혀졌던 

것처럼 단어에 따라 중요도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중

요도가 변화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은 시사성이 있는 신문기사 문서 집합에서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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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요            약약약약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은 문장의 의미를 표출하는 데에 있어서 모두 같은 크기의 중요도

를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보검색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단어에 부여할 서로 다른 가중

치를 구하는 다양한 전략을 연구해 왔다. 매우 일반적인 기능어들은 불용어로 분류하여 고

려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고, 개체명 추출기를 이용하여 고유명사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 

하거나, TF-IDF와 같이 단어가 문서 집합에 출현하는 양상과 빈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구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는 같은 단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중치를 가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날짜에 따라서, 어떤 날짜에는 중요한 단어이므로 높

은 가중치를 받지만, 다른 날짜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방

법은 모든 정보검색 작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전략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문서분류 작업에 제안 방법을 적용했을 때, 제안 방법을 적용하지 않

은 기본 시스템보다 분류 정확성이 더 향상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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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06년 6월 기사에 

나타난 ‘월드컵’과 2006년 12월에 나타난 ‘월

드컵’은 그 중요도가 매우 다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어가 기사에 

출현하는 빈도의 양상을 고려하여, 같은 단어의 

가중치를 날짜에 따라 다르게 구하였고, 그 가중

치를 이용하여 자동 문서 분류에 적용하는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이 전략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2. 2. 2. 2. 관련연구관련연구관련연구관련연구    

 

정보검색에서 단어와 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연구는 이전에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영어권에

서는 [1], [2], [3] 등에서 용어 가중치를 계산하

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국어권에서도 또한 [4], 

[5]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4]에서는 특히 복합명사의 가중치를 구하는데

있어서 복합명사의 재출현 양상과 복합명사의 역

할변화에 따른 가중치 부여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

며, [5]에서는 경험적 방법에 의해 용어 가중치

(term weight)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도가 높은 단어를 찾는 연구는 

주제어 추출 연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5]의 연구도 용어 가중치를 주제어 추출에 이

용하였다. [6]의 연구에서는 선형대수학의 주성분 

분석 모델을 이용한 주제어 추출 방법을 연구하였

다. 

 

주제어 추출 기법을 정보검색의 다양한 분야에 

이용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7]에서는 주제어를 이용하여 문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적용하였고, [8]에서는 주제어 추출 결

과를 문서 분류에 적용하였다. 

    

    

3333. . . . 가중치가중치가중치가중치    계산계산계산계산    방법방법방법방법 :  :  :  : 날짜에날짜에날짜에날짜에    따라따라따라따라    변화되는변화되는변화되는변화되는    

가중치가중치가중치가중치    

 

3333.1 .1 .1 .1 날짜에날짜에날짜에날짜에    따른따른따른따른    단어단어단어단어의의의의    중요도중요도중요도중요도    변화변화변화변화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논문에서는 같은 단

어라 할지라도 어느 시기에 출현하는지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첫 단계는 단어가 날짜에 

따라서 출현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그림 1>은 3개의 단어가 연합뉴스 2005년 기사

에서 출현한 빈도를 1일 단위로 측정한 그림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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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1> 단어단어단어단어의의의의 날짜에날짜에날짜에날짜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출현출현출현출현 빈도빈도빈도빈도 변화변화변화변화 

 

그림에서 ‘폭설’과 ‘김치’는 특정 날짜에 집중적

으로 출현빈도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폭설’이라는 단어는 특히 2005년 3월 하순의 

영동지역 폭설 시기와 연말의 호남지역 폭설 시기

에 기사에 출현하는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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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라는 단어는 9월 말에 중국산 김치 기생

충 파동이 이슈화 됨에 따라 기사에 자주 출현하

였다. 

그림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시기에 갑

자기 출현 빈도가 증가하는 단어는 그 시기의 이

슈를 반영하는 단어일 확률이 매우 높고, 이러한 

단어들은 다른 단어들 보다 더 높은 중요도를 가

지게 된다. 

반면 ‘논의’ 라는 단어는 비록 자주 출현하는 단

어이지만,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특정 시기에 중요도가 증가하는 단어로 볼 수

가 없다. 

본 연구는 ‘폭설’, ‘김치’와 같은 단어에 그 중요

도가 증가하는 시기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3333.2 .2 .2 .2 특정특정특정특정    날짜날짜날짜날짜, , , , 특정특정특정특정    단어단어단어단어의의의의    가중치가중치가중치가중치    

특정 날짜에 특정 단어의 가중치를 계산하는 식

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첫째, 그 날짜에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다면 높

은 가중치를 준다. 

둘째, 단어가 모든 시기에 걸쳐 골고루 출현하고 

있다면 즉, 출현하는 날이 많다면 가중치를 낮춘

다. 

이 두 가지 고려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가중치 

계산식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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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w(d, y) : y 년도, d 날짜의 w 단어의 가중

치 

Countw(d) : d 날짜에 w 단어의 출현 문서 수 

Countw(y) : y년도에 w 단어가 출현한 날짜 수 

 

위 수식은 tf-idf 가중치 계산식을 참고하여 만

들어졌으며, 수식의 오른쪽 텀은 Log 함수를 스무

딩(smoothing)에 이용하였다. 

 

<그림 2> 는 <그림 1> 에 나타낸 각 단어를 수

식 (1) 을 통해서 날짜별 가중치를 구한 그래프 이

다. 

‘폭설’, ‘김치’ 와 ‘논의’의 가중치를 비교해 보면

<그림 1> 에서 그 출현 빈도수가 비슷하거나 낮은 

경우에도 <그림 2> 에서 ‘폭설’, ‘김치’의 가중치가 

‘논의’의 가중치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 은 2005년 12월 8일을 예로 들어, 각 단어

의 출현 빈도와 가중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에

서도 ‘폭설’과 ‘김치’가 출현빈도는 낮지만 가

중치는 ‘의논’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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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1 61 91 121 151 181 211 241 271 301 331 361

    
    

김치

1

6

11

16

21

26

1 30 59 88 117 146 175 204 233 262 291 320 349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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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 31 61 91 121 151 181 211 241 271 301 331 361

    

<그림그림그림그림 2> 단어단어단어단어의의의의 날짜에날짜에날짜에날짜에 따른따른따른따른 가중치가중치가중치가중치 변화변화변화변화 

 

단어 
2005년 12월 8일 

출현 문서수 

2005년 

출현 날짜수 
가중치 

폭설 9 106 5.83 

김치 6 250 1.99 

논의 79 364 1.09 

<표표표표 1> 2005년년년년 12월월월월 8일일일일 출현빈도와출현빈도와출현빈도와출현빈도와 가중치가중치가중치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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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 . . 문서문서문서문서    분류분류분류분류    실험실험실험실험    

 

단어의 가중치를 계산하는 일은 정보검색 분야

에서 기본이 되는 작업이므로 정보검색 전 영역에 

걸쳐 두루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영역 중에서도 문서 분류 작업에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실험하였다. 

 

4444.1 .1 .1 .1 연합뉴스연합뉴스연합뉴스연합뉴스    문서집합문서집합문서집합문서집합    

제안한 방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꾸준하게 

문서가 생성되고, 중요 단어가 시기에 따라 급변

하는 신문기사 영역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따라서, 연합뉴스에서 생산된 2005년 국문 글기사 

집합을 문서 분류 실험에 이용하였다. 연합뉴스 

기사는 기사 작성시 마다 기자가 분류 카테고리를 

1개 이상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서, 문서 분류 실

험을 위해서 매우 좋은 문서 집합이다. 분류 카테

고리는 내용, 지역, 속성에 따른 분류 기준이 있

는데, 본 실험에서는 내용 카테고리만 사용하였다. 

또한 카테고리는 대, 중, 소 분류로 계층화 되어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중분류 카테고리 73개를 

사용하였다. 

 

4444.2 .2 .2 .2 가중치가중치가중치가중치    계산을계산을계산을계산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준비준비준비준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단어의 날짜별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어가 날짜별로 출현

하는 횟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험에서는 다

음의 순서로 단어의 추출과 가중치 계산을 실행하

였다. 

 

1111단계단계단계단계 : : : : 2005년 모든 글기사의 제목과 본문에 대

해 형태소 분석을 실행하고, 명사 단어를 모두 

추출한다. 

2222단계단계단계단계 : : : : 추출된 단어의 날짜별 출현빈도와 2005

년 한해 동안 출현한 날짜의 수를 카운팅하여 

기록해 놓는다. 

3333단계단계단계단계 : : : : 특정 날짜, 특정 단어의 가중치를 2단

계에서 기록해 놓은 두 가지 정보를 수식 (1) 

에 대입하여 구했다. 이 과정은 모든 단어에 대

해 미리 계산해 놓을 수도 있고, 문서분류 실행

단계에 계산할 수도 있다. 

 

4444.3 .3 .3 .3 문서문서문서문서    분류기분류기분류기분류기    

자동 문서 분류에는 사용 가능한 기계학습 알고

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Naïve 

Bayes 문서 분류 알고리즘 위에 제안하는 가중치 

부여 방법을 적용하여 성능이 향상되는지 실험하

였다. 기본적인 Naïve Bayes Classifier 위에 제안

한 가중치 부여 방법을 적용한 변형된 수식은 다

음과 같다. 

)2()|(),()(maxa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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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wpdyweightcCpC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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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출력 카테고리 

c : 선택 가능한 카테고리(73개중 1개) 

wi : 문서를 구성하는 i 번째 단어 

weighti(y, d) : 수식 (1) 에 의해 계산된 y 년도, 

d 날짜의 i 번째 단어의 가중치 

 

 

4444.4 .4 .4 .4 자질자질자질자질    선택선택선택선택    

Yiming Yang은 [9]에서 여러 가지 자질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실험을 한 결과 카이 제곱 

통계량과 정보 획득량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비교적 구현이 쉽고 고빈도 단어에 친화적인 카이 

제곱 통계량을 사용하여 카이제곱 통계량이 상위인  

명사를 자질로 사용하였다. 자질 선택에서 배제된 

형태소는 분류과정에서 완전히 배제 하였다. 

 

4444....5555    실실실실험험험험    집합집합집합집합    

학습 집합과 테스트 집합의 모집합은 연합뉴스

의 2005년 국문 글기사 집합이고, 전체 219,078개

의 문서를 무작위로 20%는 테스트 집합으로, 80%는 

훈련집합으로 분류하여 학습과 테스트를 실행하였

다. 

 

5555. . . . 실험실험실험실험    결과결과결과결과    

 

5555.1 .1 .1 .1 결과결과결과결과    

실험에서는 모든 단어에 대해 균등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기본 시스템으로 하고, 제안한 

가중치 계산 방법을 사용한 시스템을 제안 시스템

으로 실험하였다. 또한, 각각에 대해 자질 선택을 

상위 5,000개, 10,000개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

다.  

진행한 실험의 결과는 <표 2> 와 같다. 

구분 
학습 

문서 

테스트

문서 

5000 

자질 

10000 

자질 

기본 

시스템 
70.20% 69.00% 

제안 

시스템 

175263건 43815건 

71.09% 70.13% 

<표표표표 2> 실험결과실험결과실험결과실험결과    

실험 결과 사용된 자질의 개수와 상관없이 제안 

시스템이 기본 시스템 보다 더 높은 정확률을 기

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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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3 .3 .3 .3 결과결과결과결과    검토검토검토검토    

진행한 실험에서 제안한 방법이 성능을 향상시

킨 두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2005년 1월 1일자 기사 

제목 : “지진, 해일 참사 이모저모" 

본문 : 영국, 새해 맞이 행사서 구호기금 모금

… 캐나다, 미국 주도 해일 구호연합 참여… 

 

기본 시스템에서는 위 기사가 영국, 캐나다, 미

국 등 나라 이름들이 출현하는 데에 영향을 받아

‘외교’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오류를 일으켰다. 

하지만, 제안 시스템에서는 ‘지진’, ‘해일’ 이

라는 단어들이 1월 1일 즈음에 집중적으로 발생함

에 따라서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었고, ‘자연재

해’라는 카테고리로 옳게 분류가 되었다. 

 

2005년 3월 30일자 기사 

제목 : “유엔 다르푸르 제재 결의안 통과” 

본문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9일 수단 다르

푸르 지역에서… 

 

위 기사 역시 ‘다르푸르’라는 문장 내 핵심적

인 키워드에 높은 가중치가 할당됨에 따라서 분류

결과가 개선된 예이다. 기본 시스템에서는 ‘유

엔’, ‘안전보장이사회’등의 단어들에 의해 ‘외

교’카테고리로 잘못 분류되었으나, 제안 시스템

에서는 ‘다르푸르’라는 단어에 높은 가중치가 

부유됨에 따라 ‘국제’카테고리로 옳게 분류되었

다. 

 

위의 두 가지 전형적인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한 방법은 문서의 주제어에 높은 가중치를 부

여함으로써 정보검색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666. . . . 결론결론결론결론    및및및및    향후향후향후향후    과제과제과제과제    

 

본 연구에서는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출현하는 

날짜에 따라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고, 그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기사의 

자동 문서 분류 실험에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여 

성능의 향상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 과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Naïve Bayes 문서 분류방

법만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지만, SVM 이나, KNN 

알고리즘 등 더 많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제안 방법이 범용적으로 유용한 방법인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문서 분류 분야에서만 실

험을 진행하였지만, 더 많은 정보 검색 작업에 제

안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벤

트 추적, 이슈 추적 등의 작업은 본 연구의 특성

과 매우 잘 부합하는 성격의 작업이라고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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