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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의 비약 인 발 으로 우리는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 얻는다. 날씨, 뉴스,
만화, 나아가서는 공 공부까지 많은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다. 한 이러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는 무료 번역기 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무료로 제공하는 만

큼 번역기의 신뢰도가 높지 않아, 실제 사용함에 있어 실제 번역에 제약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에서 본 논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작성한 정보를 통해 문맥 속에서 쉽게 틀릴 수 있는 공 용어

의 올바른 해석을 해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  PMI-IR 수식을 이용하여 번역기의 신뢰도를 개선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인터넷의 생활화에 따라서 우리는 엄청난 자료를 습

으로 할 수 있고, 하고 있다. 이미 많은 기존 논문

에서 거론되었지만, 이 게 많은 자료 에서 본인에게 알

맞고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료를 

정보로 만드는 작업은 오늘날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 방법

이 소개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PMI-IR을 통하여 번

역하려는 문장 내에서 문 용어를 찾아내어, 번역기의 신

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PMI-IR[1] 수식은 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의 문제에  특정 단어와 보기 단어의 연 성을 

계산한 값을 비교하여 연 성이 큰 단어를 정답으로 추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번역기에 입력된 문장에서 단어 

단 로 추출된 두 단어의 연 성을 계산한다.

   본 논문의 2 에서는 련 연구를 조사하고, 3 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측에 해 설명하고, 실험 결과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4 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2.1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방 한 자료와 다르게 인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서 

방 한 구조화 되어있지 않은 자료(Unstructured Text)에

서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해 사용되는 것이 데이터 마이닝이다. 데이터 마이닝은 정

보 추출(Information Extraction), 문서 분류(Text 

Classification)/ 문서 클러스터링(Text Clustering), 토픽 

트래킹(Topic Tracking), 웹 마이닝(Web Mining) 등 여

러 가지 기법[2]이 있고, 우리는 그  동 인 변화가 크

게 향을 미치는 웹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기로 한다. 웹 

마이닝을 크게 웹 서버에서 보 되어 있는 로그를 분석하

는 기법,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웹 페이지들 간의 계 분

석 기법, 웹 페이지의 문서 데이터에 해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용하는 기법이 있다. 

   우리는 웹 마이닝 기법  아래 수식 1과 같은 

PMI-IR 수식[1][3][4]을 이용하여 두 단어가 같은 페이지 

내에서 동시에 출 한 빈도수를 측정하여 두 단어 사이의 

연 성을 계산한다.

<수식 1> PMI-IR 감정어 연 도 추출 수식 

2.3 번역기

   재 부분의 포털사이트에서 번역기를 제공하고 있

다. 앞서 언 했듯이, 이러한 무료 번역기의 경우 비교  

높지 않은 신뢰도에 따라 공식 인 문서의 번역을 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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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번역기는 동의어(Synonyms), 품사(Parts of 

speech), 용어(Terms) 등을 구분하지 못하여, 번역기의 신

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제안내용  실험

   본 논문에서는 동의어(Synonyms), 용어(Terms) 등을 

구분하지 못하는 번역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번역된 결과

의 신뢰성을 높이기 하여 문장을 단어 단 로 구분하여 

추출한 뒤, 두 단어 사이의 계산된 연 성을 통해 문 용

어인지 구분한다. 

그림 1 Google 번역기에서의 틀린 번역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구  번역기는 한 번역시 

마이닝(Mining)이라는 단어를 업(Mining)이라고 해석했

다. 마이닝(Mining)은 ‘채굴, 채 , (산)업’ 이라는 뜻이

므로 직역을 하자면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의 문맥상 

틀린 번역이 된다. , PMI-IR의 경우 마이닝 기법  연

도를 계산하는 수식이므로 번역하지 않는 것이 매끄럽

다.

표 2 문장 내 단어 추출

   우리는 표 1과 같이 문장 내에서 번역에 매끄럽지 못

한 단어와 그 단어에 한 번역 결과, 그리고  다른 단

어에 한 각각의 검색 결과를 추출했다.

그림 2 문장 내 단어 연 도 검색결과

   추출된 두 단어의 같은 페이지 내 발생 빈도에  

PMI-IR 수식을 용하여 연 도를 측정하 다. 측정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표 3 실험 결과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번역된 단어와 기존 단어의 

연 도보다 체 단어의 연 도가 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어 그 로 썼을 때를 나타내는 ‘PMI'와 

’IR‘의 검색 결과는 8189건이지만, 'PMI'와 ’IR'의 번역 결

과인 ’ 외선‘의 검색 결과는 184건으로 굉장한 차이를 보

고, 'Mining The Web’에 한 검색 결과 한 ‘마이닝’ 

2204건, ‘ 업’ 454건으로 그 차이가 컸다. 이와 같은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PMI-IR 수식으로 단어 간의 연 도를 

추출해 봤을 때, 표 3과 같은 결과를 보여 다.

4.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을 통해 PMI-IR 수식을 이용하여 정보를 추출

해 으로써 방 한 자료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이 게 재생산된 정보를 

실생활에 목해 으로써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완벽한 결과를 낼 수 없었으나, 번역

기의 높은 신뢰성을 해서 더욱 다양한 데이터 셋(Data 

set)을 확보하거나, 자연어 처리에 한 다양한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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