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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의미  정보처리에서 걸림돌이 되는 두문자어(Acronym)의 의미처리를 한 체 인 구

조설계를 포함하고 있다. 두문자어는 일반 으로 복합어에서 의미가 큰 단어의 첫 번째 문자들로 구성

된다. 두문자어를 구성하는 복합어는 다른 일반 명사들과 달리 부분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

에 정보처리에서 의미 악의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문서에서 출 하는 두문자

어의 정확한 의미를 단하기 한 방법을 제안하며 재까지 진행된 결과에 해 언 하도록 한다.

(그림 1) 두문자어 집합 구성 과정

1. 서론

최근 의미  정보처리를 통하여 비구조 인 문서로부터 

지식을 습득하기 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의미  정

보처리는 온톨로지(Ontology) 형태의 다양한 지식베이스

(Knowledge Base)를 기반으로 하는데, 린스턴 학의 

워드넷(WordNet)1)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1] 워드넷

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어휘들을 부분 정의하고 있지

만 문용어나 두문자어에 해서는 극히 일부만을 포함

한다. 이에 문용어(Technical Term 는 Terminology), 

개체명(Named Entity) 그리고 두문자어에 해서는 처리

하지 못하는 한계 이 존재하 다. 이를 극복하기 해 도

메인 문서집합으로부터 문용어들을 식별하

고 정의하기 한 연구[2], 고유명사에 의미성

을 부여하기 해 련된 어휘집합을 추출하

기 한 연구[3], 키피디아(Wikipedia, 이하 

키)2)의 문서제목을 개념화함으로써 워드넷

의 특정 개념과 계형성을 한 연구[4], 문

서 집합에서 자동으로 두문자어와 그에 해당

하는 명사구를 찾기 한 연구[5, 6] 등이 진

행되었다. 본 연구 한 이러한 연구 의 하

나로 두문자어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그 두문

자어의 정확한 명사구 악  의미까지 단

하기 한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체 

1) WordNet(A Lexical Database for English): 

http://wordnet.princeton.edu/

2) Wikipedia(The Fre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wiki/Main_Page

과정에 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까지 진행된 결과를 기

술한다. 그리고 3장에서 본 논문의 결과와 향후 진행될 연

구에 해 제시한다.

2. 두문자어를 한 의미 태깅 방법

문서에 출 하는 두문자어의 의미 태깅은 크게 두문자

어 집합을 형성하는 과정과 형성된 두문자어 집합을 이용

하여 의미를 태깅하는 과정으로 나 어진다. 본 장에서는 

각 과정에 해 상세히 설명하며, 재까지 진행된 결과를 

보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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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문서 집합
(C) 규칙기반 

추출

(D) 키 

이블 매칭

(E) 키 

구별집합 매칭
(G) 임시 집합

(H) 두문자- 

용어 집합

NDSL 565,401 60,991 64,266 64,266
133,751Wiki Abstract 31,721 31,721 31,730 31,730

Wiki Disambiguation - - - 69,371
Total 597,122 92,712 95,996 165,367

<표 1> 추출 결과

2-1. 두문자어 집합 형성

두문자어의 의미 태깅을 해서는 두문자어( . HAC)가 

표하는 체 용어( . Herefordshire Aero Club, High 

Acid Crude oil 등) 집합을 형성해야 한다. 이후부터 두문

자어와 체 용어 을 두문자-용어 이라 하겠다. 두문

자-용어  형성은 문가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가장 정

확하지만, 이는 많은 시간, 노력, 비용  의견 충돌을 유

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DSL)3)가 보유하고 있는 논문 집합과 키의 문서 집합

을 이용하는 자동화된 방법을 제안한다. 두가지 문서집합

에서 두문자-용어 을 추출  형성하기 한 체 과정

은 (그림 1)과 같으며, 다음은 각 과정을 구체 으로 기술

한 것이다.

A. NDSL 논문 집합: NDSL은 국내외에 발표  게재

된 논문들을 수집, 검색, 배포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

는 곳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4)에서 

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DSL에 보 된 미권 

논문의 록 정보를 이용한다.

B. 키 문서 집합: 키의 문서들은 세계인들의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지고 지속 으로 정제된 고  정보

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해 키의 록

(Abstract) 정보를 활용한다.

C. 규칙기반 두문자-용어  추출: 두문자-용어  추출

의 가장 기본 인 형태는 HAC(Herefordshire Aero 

Club)와 같이 용어가 두문자 이후의 호 내에 포함

된 것이다. 이 규칙을 이용하여 NDSL과 키에서 

두문자-용어 을 추출한다. 

D. 키 이블(Label) 매칭: C의 규칙을 이용하여 추출

된 두문자-용어 에서 용어(두문자어를 표 하는 

체 용어)는 작성자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작성된 

형태가 많다. 이러한 용어들이 개념으로써의 가치가 

있는지를 단하기 해 키의 이블 데이터에 매

칭한다.

E. 키 구별(Disambiguation) 집합 매칭: 두문자-용어 

에서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를 

들어, EW로 이용되는 용어 'East West'는 키에서 

총 9개의 의미로 표 된다. 이러한 의미의 다양성을 

3)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National Discovery for Science 

Leader): http://www.ndsl.kr/index.do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https://www.kisti.re.kr/

확보하기 해 키 구별 집합으로의 매칭을 이용한

다.

F. 키 구별 페이지: C과정의 규칙기반에서 간과한 두

문자-용어 들이 존재한다. 를 들어, OWL(Web 

Ontology Language),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s) 등의 형태가 자주 표 되지만, C과정

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추출하지 않는다. 두문자 커

버리지를 높이기 해 키 구별 페이지를 활용한

다.

G. 임시 집합(Raw Acronym Set): 앞에서 활용한 

NDSL, 키, 그리고 키 구별 페이지에서 추출한 

두문자-용어 집합을 모두 합쳐놓은 집합이다.

H. 두문자-용어 집합(Acronym Set): 임시 집합 F에서 

복된 것을 제거하고, 알 벳 순서로 정렬된 두문

자-용어 집합을 장한다. 

본 과정을 통해 추출된 두문자-용어 집합은 다음 단계

인 의미 태깅에서 활용되며, 재까지 진행된 단계도 여기

까지이다. <표 1>은 추출된 집합의 단계별 통계치를 보이

고 있으며, 최종 으로 13만 여개의 두문자-용어 집합을 

형성할 수 있었다.

2-2. 두문자어 의미 태깅 방법

일반 문서에 출 하는 두문자의 의미 태깅을 해 앞의 

과정에서 형성한 두문자-용어 집합을 이용한다. 이 방법

은 재 구조 설계를 완성하여 그 결과를 보기 한 진행

에 있다. 두문자어 의미 태깅에 한 체 구조는 (그림 

2)에서 보이며 본 장에서는 각 모듈을 설명한다.

A. 두문자-용어 집합(Acronym Set): 2-1에서 수행하여 

최종 으로 추출된 두문자-용어 집합을 의미한다.

B. 키 록(Abstract): 어떤 문서에 출 한 두문자어의 

체 용어와 그 의미를 태깅하기 해, A에 장된 

두문자-용어의 근거 데이터(문맥 정보)가 필요하다. 

이 데이터를 추출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키 

록 집합을 이용한다.

C. 문맥 정보 추출기: B의 키 록에서 명사 유형을 

추출하는 모듈이며, A 데이터에서 각각의 두문자-용

어에 한 문맥 정보를 확보한다.

D. 문맥 정보: A에 포함된 각 두문자-용어에 한 문맥 

정보를 장하는 장소이다.

E. 웹 문서, 두문자 탐지기, 의미 태깅: 최종 으로 확보

된 두문자-용어의 문맥 정보를 이용하여 웹 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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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두문자어 의미 태깅 방법

서 출 하는 두문자를 추출한다. 이때, 웹 문서의 두

문자 주변에 있는 정보와 D에 장된 문맥 정보 사

이의 유사도를 측정함으로써 가장 유력한 의미를 태

깅한다.

의 과정에서 의미 태깅을 해 웹 문서의 두문자 주

변 정보와 태거의 문맥 정보 사이의 유사도 측정 방법이 

아주 요하다. 재는 VSM(Vector Space Model), 

LSA(Latent Semantic Analysis), 지식기반 방법 등을 상

호 비교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차후에 보이도록 하겠다.

3.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입력된 문서에서 두문자를 악하고, 두

문자가 표 하는 용어와 의미를 태깅하기 한 방법을 제

안하고 있다. 이를 한 처리 과정으로 NDSL 논문과 

키 문서를 이용하여 두문자-용어 집합을 형성하 고, 

키의 록 정보를 이용하여 각 용어에 해당하는 문맥 

정보를 추출하 다. 본 과정을 통해 13만 여개의 두문자-

용어 집합을 형성하 으며, 재는 문서에 출 하는 두문

자의 의미 태깅을 한 방법들을 분석 에 있다.

본 연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재까지 추출된 데

이터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다양한 연구자

들에 의해 수행된 유사한 연구들은 두문자와 용어의 매칭

에만 집 하거나 추출된 용어들의 다양성  신뢰성 검증

이 부족한 반면, 본 연구는 용량의 문서 집합을 이용하

며 정확한 URI 부여  각 두문자-용어 의 문맥정보까

지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 인 연구를 통해 얻어지

는 결과는 향후에 보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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