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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문서 안에 있는 문장들 중 비교 문장을 추출해낸다. 비교 문장이란 두 개 

이상의 객체, 혹은 한 객체의 시간차, 공간차 등에 따른 변화를 비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장을 말한다. 비교 문장을 구별해내는 작업은 많은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는데, 특히 객

체(사람, 상품 등)에 대한 평가 면에서 매우 직접적이고 확실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비교문장 추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교어휘를 이용한 추출 및 MEM(Maximum Entropy 

Model)을 적용하였으며, 뉴스기사(news article), 상품에 대한 고객리뷰(customer review) 

등의 문서를 대상으로 실험하여 재현율 88.40%, 정확률 88.68%의 결과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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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비교(Comparison)는 어떤 대상(사물, 사람, 제도 등)

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도 확실한 평가 방

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비교 문장의 추출은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는 그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의견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자회사의 신상품과 경쟁사의 유사상품에 대한 

비교자료는 매우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상품구매를 희망하는 고객 입장에서도 

해당 상품을 다른 상품과 비교해 놓은 정보는 구매 결

정 시 매우 적절한 도움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렇게 비교 문장은 마케팅, 상품평가, 전자상거

래, 호감도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331-D00553)”

외국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Liu[1]는 영어 문서에서의 비교 문장에 대해 연구하였

는데, 영어는 형태소 분석(Part-of-Speech Tagging) 단

계에서 이미 비교급과 최상급이 결정되며(JJR: 형용사 

비교급, JJS: 형용사 최상급, RBR:부사 비교급, RBS: 

부사 최상급. Brill's Tagger 참고), 또한 어절과 형태

소가 일대일대응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어와 구조

가 확연히 다른 한글 문서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2000년대 초중반 이후로 감정/의견 분류(Sentiment/ 

Opinion Classification)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데, 비교는 감정/의견 분류와 관련되어 있으면

서도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우선 감정/의견은 주관적

이지만 비교는 

“나는 A보다 B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 한다.”

와 같이 주관적인 비교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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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보다 길이가 두 배 더 길다.”

와 같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비교도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감정/의견은 각각의 객체에 대해 개

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비교는 둘 이상의 객체에 

대한 상대적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분명한  자

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에서 투표자는 

후보1도 마음에 들고 후보2도 마음에 들더라도 최종적

으로는 한 후보만 선택해야 하므로, 

“후보1은 훌륭하다.” 

“후보2도 훌륭하다.”

라는 감정/의견도 분명 중요하지만,

“둘 다 훌륭하지만, 후보1이 후보2보다 조금 더 적

합한 후보인 것 같다”

라는 비교 문장은 가장 확실한 선거예측을 위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교 문장은 매우 중요한 상대적 정

보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비교 문장을 추출하는 시스템

을 제안한다. 비교 문장은 활용 범위 및 가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비교 문장을 위한 자동 추출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아직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

는 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한글 비교 문장 식별을 위하여 1차적

으로 비교 문장임을 결정하는 특정 어휘들을 조사하여 

비교어휘집합을 결정하고, 그 집합에 들어있는 비교어

휘를 하나라도 포함한 문장들을 검색하여 비교 문장 후

보(Candidate)로 간주한다. 이들 후보 중 비교가 아닌 

문장을 제외하기 위해 2차적으로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방법을 이용하는데, 품사 시퀀스(sequence) 

생성 및  MEM(Maximum Entropy Modeling)을 적용한다. 

그리고 5-fold validation을 수행하여 연구의 성과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관

련 연구에 대해 기술하며, 3장에서는 비교 문장 유형 

분류 및 비교어휘집합 결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

는 품사 시퀀스 생성 및 MEM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5

장에서는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6장에서는 본 연

구의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을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비교 문장 식별은 컴퓨터 분야의 자연어 처리 부문과 

언어학 분야의 현대 한국어학 부문과 관련되어 있다.

[1]에서 영어 문서에서 비교 문장을 식별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비교급 및 최상급으로 형태소 분석된 어휘

(POS tags of JJR, JJS, RBR and RBS) 중심의 키워드검

색과 CSR(Class Sequential Rules) 및 NB(Naive 

Bayesian) Learning 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여 재현율 

0.81, 정확률 0.79의 결과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2]에

서는 정도성(Gradability)을 가진 비교 문장에서 마이

닝 기법을 통한 비교 관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

며, [3]에서는 CSR(Class Sequential Rules) 등의 

Sequential Patterns에 대해 연구하였다.

[4]에서 현대 한국어 비교 구문에 쓰이는 어휘를 검

토하여 어휘의 특성과 비교구문의 체계를 정립하였다.

[5]에서는 거의 동일한 기능으로 간주되던 ‘만큼’

조사와 ‘처럼’조사의 이질성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6]에서는 형용사 최상급 비교구문을 척도의 유형에 따

라 분류하고, 정도부사 ‘가장’이 사용된 형용사 최상

급 비교구문의 의미를 연구하였다.

[7,8,9,10]에서는 감정/의견 분류에 대한 연구로서 

긍정 또는 부정 감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3. 비교 유형 분류 및 비교어휘 결정

3.1 비교의 정의 및 유형

[4]에서 비교(Comparison)란 둘 또는 그 이상의 비교

대상에 대해서 같음과 다름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러한 

관계는 상호간의 의존이나 대립의 양태를 통해서 규명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비교는 1차적으로 두 대상을 

견주어서 같음과 다름의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며, 비교되는 대상이 없으면 같

음과 다름의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1차적으로 동등과 차등의 판단이 끝나면 

동등과 차등의 정도성 유무에 따라 2차적인 판단을 하

게 되는데,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평가자에게는 

비교되는 대상에 대한 여러 정보가 필요하고, 또 비교

되는 대상이 두 개 이상 있어야 비교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4]의 비교 구문 유형 분류를 기초로 

하되 본 연구에 맞게 보다 더 확장하여 비교 문장을 8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표 1]과 같다.

[표 1] 유형별 비교 문장

 유 형 설    명

1 단순동등
비교되는 두 대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예: A와 B는 제조사가 같다

2 유사동등
두 대상이 완전히 같지 않고 비슷한 경우 

예:A와 B는 색상이 비슷하다

3 단순차등

다름의 정도성을 평가하지 않고 다만 다르

다는 판단만 하는 경우 

예: A와 B는 가격이 다르다

4 우열비교
정도성에 따라 우열이 나타나는 경우

예: A는 B보다 가격이 평균 천원 더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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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사비교
비교 주체의 속성들 간 비교

예: A는 정치인이라기보다 학자에 가깝다

6 최상급

비교대상들에 대해 비교 주체가 최상의 위

치인 경우

예: 우리 반에서 영희의 키가 가장 크다

7 기타
특정 비교어휘 없는 경우

예: A는 삼성제품이고 B는 LG제품이다

8

결론 

없는

경우

비교 내용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는 의문

문, 권유문 등의 경우

예: A가 B보다 더 나을까요?

   A가 B보다 나은지 논의해봅시다 

3.2 비교어휘집합 결정

비교 문장의 유형을 결정한 후 각 유형별로 비교 문

장에 쓰이는 특정 비교어휘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비교

어휘란 비교 문장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주는 구별자 역

할을 하는 모든 어휘를 총괄하는 의미로 쓰인다.

한국어는 비교급, 최상급 문법이 확실히 구별되어 존

재하는 영어와는 그 구조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비교 문장 후보 추출을 위해 비교어휘를 3가

지 군으로 분류하였는데, [표 2], [표 3], [표 4]와 같

다. 즉, [4]에서 국어의 비교격은 학자들에 의해 언급

이 되고 있지만, ‘처럼’, ‘보다’ 같은 조사의 개별

적인 의미를 연구하면서 비교격과 관련지어 설명을 하

고 있다.

[표 2] 비교어휘 1군

구분  비교어휘 1군 (CL1)

   예
 처럼, 보다 (이상 조사),

 가장, 더   (이상 부사) 등

특징

- 어휘 1개만으로도 비교문장임을 예상 가능

- 정확률이 매우 높음

  (재현율 64.33%, 정확률 98.33%)

개수 45개

[표 3] 비교어휘 2군

구분  비교어휘 2군 (CL2)

예

  

  사상(명사)+최대(명사), 

  (고유명사)+VS+(고유명사) 등

 특징

 - 어휘 1개만으로는 비교 의미 없으나 어휘 몇 

   개가 연속되면 비교 의미 가지는 경우.

 - 위의 예처럼 ‘사상 최대’라는 문구를 가진 경

   우 비교 문장일 가능성 높음 

 - 정확률이 높음 

   (재현율 14.07%, 정확률 93.41%)

 개수 25개

[표 4] 비교어휘 3군

구분 비교어휘 3군 (CL3)

예

 예1>“후보1은 신선함이 장점이고, 

       후보2는 경험이 많은 것이 장점이다.”

       ↓
      ~는 ~이고, ~는 ~이다

       ↓
  통용보조사 ~연결어미 ~통용보조사 ~종결어미

  ==> 이와 같은 특정 어휘 구조를 가진 경우 

  

 예2>‘같(형용사어간)’처럼 어휘 1개지만 정  

      확률이 매우 낮은 경우 3군에 포함시킴

 특징
- 정확률이 낮음 

  (재현율 17.57%, 정확률 29.40%)

 개수 107개

이와 같이 총 177개의 원소를 가진 비교어휘집합이 

결정되었으며, 위 3가지 비교어휘군에 의한 비교 문장 

후보 추출 결과 재현율이 95.96% (CL1: 64.33%, CL2: 

14.07%, CL3:17.57%) 에 달했다. 

4. 기계 학습 기법을 이용한 비교 문장 추출

재현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정확률을 일정 수치 이

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해 본 연구에서는 비교어휘 3

군(이하 CL3로 표시)에 대하여 기계 학습 기법을 적용

한다. 비교어휘 1군(이하 CL1으로 표시)과 비교어휘 2

군(이하 CL2로 표시)은 정확률이 각각 98.33%, 93.41%

로, 어휘에 의한 추출만으로도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으

므로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CL3에 의해 추출된 비교 문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MEM

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2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1) CL3에 의해 추출된 문장들에 대해 비교어휘를 중심

으로 연속된 품사시퀀스를 생성한 후 그 시퀀스를 자

질(feature)로 이용

2) 위에서 만들어진 자질들을 MEM(Maximum Entropy 

Modeling)의 자질로 사용해서 최종 비교문장을 추출

4.1 자질 생성

비교어휘집합에 있는 각 비교어휘별로 정확률을 측정

해 보았을 때 CL1의‘보다’조사처럼 정확률이 거의 

99%에 가까운 경우도 있지만, CL3의 ‘같’이라는 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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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어간처럼 정확률이 낮은 경우도 있었다. ‘같’경우 

동등비교에도 쓰이지만 “내일 비가 올 것 같다”처럼 

추측 문장에도 많이 쓰이는 등 여러 종류의 문장에 쓰

이기 때문에 ‘같’을 포함한다고 해서 비교 문장이라

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CL3에 의해 추출된 비교 문장 후보들 중 비교 

아닌 문장을 제외시키기 위하여 비교어휘를 포함하는 

문장들을 대상으로 반경(radius) 3 이내의 모든 연속된 

품사 시퀀스를 구성하였다. 

예문1> “이 세탁기와 냉장고는 제조사가 같아요.” 

예문2>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라는 두 문장을 예로 들었을 때, 둘 다‘같’이라는 형

용사 어간을 포함하므로 CL3에 의한 검색 시에 위 두 

문장은 비교 문장으로 식별되어 추출되게 되는데, 예문

1은 비교 문장이며 예문2는 비교 문장이 아니므로, 두 

문장의 특징을 분석하여 실제 비교 문장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징 분석, 즉 자질 생성을 위하여 비교어휘인 

‘같’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 즉 윈도우사이즈 7 이

내의 연속된 모든 품사 시퀀스를 생성하는데, 비교어휘 

자체는 어휘와 품사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비교 

문장에서 생성된 시퀀스인지, 비교 아닌 문장에서 생성

된 시퀀스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각 시퀀스마다 클래스

(비교 클래스 y1, 비교 아닌 클래스 y2)를 지정하였다.

     X --> y   ( X는 각 품사시퀀스, y는 클래스 )

위 예문에 대한 자질 예를 보면, 예문1의 자질은 

                 <같/pa> --> y1

                         ...

       <jxt ncn jcs 같/pa ep ef sf> --> y1 

위와 같으며, 예문2의 자질은 아래와 같다. 

    <같/pa> --> y2

                        ...

       <jcs pv etm nbn 같/pa ef sf> --> y2    

 주) jxt 통용보조사,  ncn 비서술성명사,  jcs 주격조사,

      pa 형용사어간,  ep 선어말어미,    ef 종결어미,  

      sf 마침기호,     pv 동사어간,     etm 관형사형어미,  

      nbn 비단위성의존명사

윈도우사이즈 5 및 9로도 테스트해보았으나 사이즈 5

는 성능이 낮게 나왔고, 사이즈 9는 사이즈 7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므로, 윈도우사이즈 7을 실험에서 사용한

다.

4.2 Maximum Entropy Modeling 적용

Maximum Entropy에 대한 개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

어왔지만, 현대에 와서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실제 확

률 모델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Maximum Entropy 모

델의 2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알고 있는 사실은 모두 적용 한다

2)  1번을 만족하는 많은 확률모델들 중 가장 균일

    (uniform)하게 분포된 모델을 찾아낸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본 연구에서는 비교 문장

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클래스)을 y라 하고, 어떤 y가 

나타날지에 영향을 주는 문맥 정보를 x라 하면 x에 따

라서 어떤 y가 나올지가 결정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확률모델 p(y|x)를 구

하는 것이며, 원하는 결과 y와, y가 나타날 수 있는 문

맥정보 x를 매개변수로 갖는 이진 함수 f(x,y)를 자질

(feature, 혹은 자질함수)이라 한다.

위의 1번 원리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란 곧 트레

이닝 데이터에서 얻은 모든 사실을 의미하며, 이것이 

곧 확률분포의 제약조건(constraint)으로 작용한다. 이

러한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많은 확률모델 중 가장 균일

한 모델, 즉, 가장 엔트로피가 높은 모델을 찾는 것이 

MEM 즉 Maximum Entropy Modeling이다.

MEM을 나타내는 식은 (1~4)와 같다.

          

       

      

          - H(p)는 엔트로피

          - x는 문맥정보 (품사시퀀스)

          - y는 클래스    
         

         

                      

          - fi(x,y)는 자질 함수

          - λ는 자질함수의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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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λ(x)는 정규화 상수          

          -  *p 는 원하는 확률모델 

              

 

본 연구 경우 위에서 만든 각 시퀀스는 문맥정보 x이
며, 해당 시퀀스가 비교 문장인지에서 생성되었는지 비

교 아닌 문장에서 생성되었는지의 정보는 클래스 y에 

해당한다. 

MEM 적용에는 Zhang Le의 MEM 툴인 Maxent(Maximum 

Entropy Modeling Toolkit for Python and C++, 2004)

를 사용하였다.

5. 실험 및 평가

5.1 데이터 수집 및 레이블링

본 연구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문서들을 수집하여 트

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문서 수집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1) 디시인사이드(http://dica.dcinside.com/) 같은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게시판 등에서 고객리뷰를 수

집 

2) 한나라당 vs 민주당 등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

어들로 뉴스 사이트 검색

3) 농심 vs 삼양, 삼성 vs 소니, 구몬 vs 눈높이 등 

비교가 될만한 단어들로 인터넷 블로그 및 지식 인 등

을 검색. 

이렇게 하여 수집된 277개의 문서에 대해 3명이 레이

블링 작업을 하였는데, 비교 문장 유형 및 그 특징에 

대하여 기준을 숙지한 후 비교 문장인지 아닌지를 레이

블링 하였으며,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는 3명이 논의

하여 결정하였다. 총 문장 수와 비교 문장 수는 [표 5]

과 같다. 비교 문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걸로 예상되

는 주제의 문서를 수집하였으므로 비교 문장의 비율이 

높다.

[표 5] 레이블링 후 총 문장 수와 비교 문장 수

총 문장 수 비교 문장 비교 아닌 문장

7,384 2,383(32%) 5,001(68%)

5.2 실험 결과

비교어휘집합에 의한 비교 문장 후보 검색 시, 비교

어휘군([표 2], [표 3 ], [표 4] 참고)별로 재현율과 

정확률 수치가 달랐는데, CL3를 포함하면 재현율이 

17.49% 증가하였으나 [표 6]에서 보다시피 정확률 면에

서 29.07% 라는 큰 감소를 보였다.

[표 6] 비교 문장 후보 검색 결과 (단위: %)

단계 재현율 정확률 F1-score

CL1 64.33 98.33 77.78

CL2 14.07 93.41 24.46

CL3 17.57 29.40 22.00

CL1+CL2 78.47 97.46 86.94

CL1+CL2+CL3 95.96 68.39 79.87
  

    

비교 문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기계학습 기법(MEM, 

Naive Bayesian)을 적용한 결과는 [그림 1] 및 [표 7]

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MEM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확률 모델인 Naive Bayesian(NB)도 사용해서 성능

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비교어휘집합에 의한 검색까지만 수행한 경우는 재현

율은 높았으나 정확률이 낮았으며, MEM을 추가 수행 시

에 재현율은 약 7% 낮아졌지만 정확률은 약 20% 상승하

였다. 

[표 7] 최종 성능 비교 (단위: %)

실험 재현율 정확률 F1-score

비교어휘에 

의한 검색
95.96 68.39 79.87

NB 89.19 87.02 88.09

MEM 88.40 88.68 88.54

[그림 1] 최종 성능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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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그림 1] 및 [표 7]을 보면 비교어휘를 

많이 적용하여 우선 재현율을 충분히 높이고, 그 후 기

계학습 기법을 수행하여 정확률을 높임으로써 비교 문

장 추출에서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에서 비교어휘 선정 및 기계학습 기법에 의해  

한국어 문서에서 비교 문장을 추출했으며, 재현율 

88.09%  정확률 88.54%의 우수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비교는 특히 평가 면에서 매우 직접적이면서도 확

실한 방법 중 하나이며, 본 연구에서의 한국어 비교 문

장을 추출은 마케팅 분야, 전자상거래, 제품 구매 의사 

결정, 호감도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

2) 한국어 비교 문장 추출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는 시점에서 본 연구가 처음으로 한국어 

비교 문장 추출 시스템을 제안함으로써 그 의의가 크다

고 볼 수 있다. 

3) 본 논문에서의 비교 문장 추출은 향후 비교 문장

에서 비교주체, 비교대상, 비교 관계 등 다양한 세부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향후 재현율 및 정확률 향상을 위해 실험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며, 비교 유형별 추출, 주관적 비교 및 객

관적 비교 분류, 비교주체, 비교대상, 비교 관계 추출 

등 다양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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