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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연구한다. 첫 번째는 수학식 검색에 대한 것이다. 웹에는 양질의 수학식 
데이터가 마크업 언어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thML (Mathematical Markup Language)로 저장된 수학식 데이터를 일반 질의어를 이용하
여 검색한다. 두 번째 주제는 토픽 모델(topic model)로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먼
저 수학식 데이터를 일반 자연어 문장으로 변환한 후 Indri 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을 수행하고, 토픽 모
델을 이용하여 미리 산출된 스코어를 적용하여 검색 순위를 재랭킹한 결과,  MRR 기준 평균 5%의 성능
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주제어: 수학식 검색, MathML, 토픽 모델, Indri, 재랭킹

1. 서론

웹에 계속 증가되고 있는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활

용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는 계속해서 연구의 대상이 되

어 왔다. 특히 텍스트 형태로 저장된 웹 문서들을 의사 

결정 (decision making), 마케팅 전략 구상 등의 분야에

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감정 분석(sentiment analysis), 의견 마이닝

(opinion mining), 상품 리뷰 분석(product review 

analysis) 등이 이에 속하며 양질의 연구 결과가 계속해

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 텍스트 문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는 반면, 웹에 저장되어 있는 풍부한 수학식 

데이터 활용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 단

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지 형식으로 수식이 저장

되던 과거와는 달리 MathML (Mathematical Markup 

Language)[1] 등의  마크업 언어가 발표되면서, 이러한 

형태로 표현된 수학식을 포함하는 웹 문서의 수는 계속

해서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웹에서의 수학식 저장 방

법이 용이해진 데에 반해 그 데이터의 검색 및 활용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1) 일반 자연어 질의를 이용한 MathML 수학식 검색

2) 토픽 모델(topic model)을 이용한 검색 성능 향상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NRF-2013R1A1A2009937)

첫 번째 주제는 수학식 검색에 대한 것으로, MathML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용자들도 수학식을 검색할 수 있도

록 일반 자연어 질의어를 이용하는 데에 중점을 두며, 

이를 위해 각각의 수학식 데이터를 한글 문장으로 변환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때 하나의 수학식에 대해 일

반 문장으로는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

기 때문에, 수학 기호 표현에 대한 동의어 사전의 구축

을 통해 질의어로 들어오는 다양한 표현을 정확히 인식

하는 데 주력한다. 그 후 Indri 검색 시스템[2]을 이용

하여 인덱싱 및 검색을 수행한다. 

두 번째 주제는 토픽 모델을 이용하여 검색 성능을 향

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토픽 모델을 적용함으

로써 비감독 학습(unsupervised learning)에 의해 수학

식 데이터를 적정 수의 토픽수로 미리 클러스터링

(clustering)하며, 이 때 산출된 두 가지 스코어인 문서

VS토픽 (여기서 문서는 수학식을 의미함) 스코어 및 단

어VS토픽 스코어를 이용하여 Indri 검색 결과를 재랭킹

(reranking)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MathML 수학

식 관련 연구 및 토픽 모델을 정보 검색에 이용하는 연

구를 간단히 소개한다. 3장은 수학식 데이터를 한글로 

변환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4장에서는 토픽 모델을 이용

하여 검색 결과를 재랭킹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5

장에서 실험 및 결과를 기술하며, 6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논한다.

2. 관련 연구

MathML이 W3C 에서 제안되면서[1] 웹상의 수학식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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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Ferreira외[3]는 MathML 수

학식을 영어 및 포르투갈어로 변환하는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여 AudioMath[4]를 개발하였으며, DesignScience

에서는 MathML 수식을 영어로 읽어주는 MathPlayer[5]가  

발표되었다. Kim외[6]는 MathML 수식을 여러 클래스로 

분류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MathML이 많이 사용되면서 웹에 있는 MathML 수학식 

검색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었다. Adeel외[7]는 MathML로 

구성된 수학식에 대해 정규 표현을 사용하여 색인어를 

생성하였으며, Misutka외[8]는 후위표기를 통해 색인어

를 추출하였다. 이준영외[9]는 한글로 입력된 질의어를 

MathML 표현으로 변환한 뒤 MathML 수학식을 검색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문서 검색에 토픽 모델을 이용하는 연구들도 지속적으

로 발표되고 있다. Yi외[10]는 여러 토픽 모델 기법들을 

이용한 검색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Deveaud외[11]

는 정보검색에 토픽 모델 수행을 검색 도중에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3. 일반 질의어를 이용한 수학식 검색

서론에서 기술하였듯이 본 수학식 검색의 전제는 사용

자들이 일반 질의어를 사용하여 웹에 있는 MathML 수학

식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수학식을 소

리 내어 읽듯이 검색어를 입력함으로써 복잡한 수학 기

호를 입력하거나 별도의 수식 입력 툴 사용 없이도 해당 

수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양한 

수학식 평문 표현을 관찰하고 MathPlayer[5]를 참고로 

하여 수학식을 한글 문장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였다. 아래는 그 예를 보여준다.

• 수학식:       · cos 
• MathML 표현:  

   <math display='block'>

     <mrow>

       <msup>

          <mi>b</mi><mn>2</mn>

       </msup>

       <mo>=</mo>

       <msup>

          <mi>a</mi><mn>2</mn>

       </msup> 

       <mo>+</mo>

       <msup>

          <mi>c</mi><mn>2</mn>

       </msup> 

       <mo>-</mo>

       <mn>2</mn><mi>a</mi><mi>c</mi>

       <mo>&#x22C5;</mo>

       <mi>cos</mi><mi>B</mi>

     </mrow>

   </math>

• 한글 문장으로 변환된 수학식: “b의 이제곱 이퀄 a의 

이제곱 플러스 c의 이제곱 마이너스 2 a c 코싸인 

B”

  이 때 주의할 점은 하나의 수학식에 대해 다양한 자연

어 표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b2를 평문

으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표현이 나올 수 있

다.

  • “b제곱”, “b의 제곱”, “b의 제곱”, “비의 이

제곱”, “비의 2승”, ...  

 이와 같이 매우 단순한 수학표현에서도 다양한 가짓수

의 평문 표현을 관찰할 수 있다. 즉, b를 영어 알파벳 

“b”로 표현할 수도 있고, 한글 “비”로 표현할 수도 

있으며, 숫자 2에 대해서도 그냥 숫자 자체로 표현하는 

경우와 한글로 “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위첨자 2”에 대해서 “제곱”, “이제

곱”, “2제곱”, “2승” 등 다양한 표현이 나왔다. 또

한 b 뒤에 “의”라는 조사는 부착된 경우도 생략된 경

우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런 많은 수학식 평문 표현을 

관찰하여 수학 기호에 대한 MathML 표현과 다양한 평문 

표현을 연결시킨 수학 기호 표현에 대한 동의어 사전[표 

1]을 구축하였다.

표 1. 수학 기호 표현 동의어 사전의 예

구

분

수학

기호
MathML 표현 다양한 평문 표현

식

별

자

a <mi>a</mi> a, 에이

x <mi>x</mi> x, 엑스, 엑쓰

sine <mi>sin</mi> sine, sin, 사인, 싸인

log <mi>log</mi> log, 로그

Γ <mi>&Gamma;</mi> gamma, 감마

연

산

자

+ <mo>+</mo>
+, plus, 더하기, 플러스, 

프러스, 쁠,  ... 

= <mo>=</mo>
=, equal, 는, 은,

이퀄, 같다, ...

∫ <mo>&#x222B;</mo>
integral, 인테그랄, 

인테그럴, 적분, ... 

∩ <mo>&empty;</mo>
intersection, cap, 

교집합, 교, ...

Σ <mo>&#x2211;</mo>
sigma, 시그마, 

씨그마, ...

숫

자
2 <mn>2</mn> 2, 이, two, 투, ...

 위의 사전을 이용함으로써 아래의 예처럼 다양한 평문 

질의어를 웹에 저장된 수학식 데이터와 최대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표준화 한다.

• 질의어: “root b제곱 – 4ac”, 

          “루뜨 비제곱 빼기 4 곱하기 에이 시”,

          “루트 b 2승 마이너스 4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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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준화 이후: “루트 b의 이제곱 마이너스 4 a c”

 위의 예처럼 하나의 기호에 대해 여러 표현이 가능한 

반면, 여러 기호가 동일하게 표현될 수도 있다. 예를 들

어 “R”, “r”, “ℜ”, “ℝ”은 MathML 표현으로는 

각각 <mi>R</mi>, <mi>r</mi>, <mi>&#x8476;</mi>, 

<mi>&#x8477;</mi>에 해당하지만, 일반 질의어로 입력될 

될 때는 네 가지 경우 모두 한글로는 “알” 혹은 

“얼”, 그리고 영어 알파벳으로는 “r” 혹은 “R” 로 

입력될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읽기로 표현되는 

MathML 수식을 검색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MathML 표현

값을 추가하여 질의어를 확장한다. 

4. 토픽 모델을 이용한 검색 성능 향상

한글 문장으로 변환된 수학식을 대상으로 Indri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학식 검색을 수행한다. 이 때 검색 

성능 향상을 위해서 토픽 모델을 이용한다. 한글로 변환

된 수학식 데이터에 대해 미리 LDA (Latent Dirichelet 

Allocation)에 의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수학식VS토

픽, 단어VS토픽 스코어를 산출하며, 이 스코어를 이용하

여 수식 (1)과 같은 Indri 검색 결과를 수식 (2)와 같이 

재랭킹하였다. 아래 수식에서 w는 수학식 d에 포함된 질

의어를 의미하며, z는 토픽을 가리킨다. 

• Indri 랭킹 스코어 : 


                 (1)

• 재랭킹을 위한 스코어:  




       (2)

  실제 재랭킹 시에는 위 두 수식을 선형 결합한다. 실

험 결과 토픽 수가 2와 3일 때 최종 검색 성능이 향상됨

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표 2] 및 [표 3]은 토픽 수를 

각각 2 및 3으로 했을 때 토픽별 스코어가 상위에 랭크

된 단어 리스트이다. 여러 토픽에서 고른 스코어를 보여

주거나 숫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토픽에 편중 현상

을 보이는 상위 20개 단어들이다.

  [표 2]의 단어들을 보면, 토픽1 경우 분수 관련한 용

어들이 많이 등장하며, 벡터, 행렬, 로그, 미분, 적분 

관련된 단어들이 상위 스코어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토픽2에는 함수, 삼각함수, 방정식에 관련된 단어들

이 상위에 많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표 3]의 단어들을 

보면, 토픽1 경우 분수 관련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며, 

삼각함수, 로그 관련된 단어들이 상위 스코어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토픽2에는 벡터, 행렬, 명제에 관련

된 단어들이 상위에 포함되었으며, 토픽3 경우 함수, 미

분 적분, 집합 관련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토픽이 2, 3인 경우 토픽 모델링을 이용하

여 수학식 데이터를 수학 영역(혹은 단원)별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 정보가 단어의 

가중치를 결정 할 때 최종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

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 토픽 수 2일 때의 상위 단어 리스트

토픽1 토픽2

분수

끝

아래첨자

분에

n

y

벡터

d

표

0열

k

부터

로그

시작

0행

1행

C

t

프라임

인테그랄

괄호열고

괄호닫고

x

이제곱

f

A

위첨자

바

x의

함수

B

루트

쎄타

P

싸인

코싸인

델타

알파

g

오른쪽이중화살표

표 3. 토픽 수 3일 때의 상위 단어 리스트

토픽1 토픽2 토픽3

분수

이제곱

분에

바

x의

루트

P

로그

삼제곱

알파

분모

분자

파이

베타

작거나같다

크거나같다

탄젠트

싸인

코싸인

사제곱

아래첨자

n

벡터

표

0열

쎄타

c

k

1열

시작

0행

1행

프라임

p

오른쪽이중화살표

r

양쪽이중화살표

q

가로생략

콜론

f

A

d

위첨자

까지

함수

B

부터

t

인테그랄

델타

리미트

교집합

합집합

시그마

크다

작다

C

F

무한대



제25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3년)

- 80 -

  반면 토픽 수가 4 이상인 경우 최종 검색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단어의 스코어가 한 토픽에 편중되

기 보다는 둘 이상의 토픽에서 고른 스코어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고, 토픽 수가 많아질수록 편중 현상은 더 

줄어들고 각 토픽별로 상위에 랭크된 단어리스트에서 특

정 수학 영역 발견에 모호함이 많았다. 이는 실험에 사

용된 데이터 수가 1,811개로 상대적으로 작아서 토픽 수
가 많은 경우 명확한 분류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학식 데이터는 일반 문서보다 길이가 짧고, 사용

되는 단어의 집합도 일반 문서들보다 그 원소 수가 작다

는 것도, 토픽 수가 많은 경우 분류가 모호해지는 원인

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실험

5.1 실험 데이터 

  본 실험 데이터로는 고등학교 과정 수학 교재의 수학

식을 MathML로 변환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특정 단

원에 편향되지 않게 로그, 미분, 벡터,  행렬 등 다양한 

단원으로부터 균등한 비율로 수학식을 선택하였다. 는 

실험 데이터를 요약한 것이다. 시스템 평가 도구로는 일

반 검색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MRR(Mean Reciprocal 

Rank)을 사용하였으며, 먼저 전체 수학식 데이터 중 임

의의 200개 수학식을 사용자에게 보여준 후 평문으로 자

유롭게 질의어로 입력하도록 하였고, 검색 결과에 대해 

MRR을 산출하였다. [표 4]는 실험 데이터 수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표 4. 실험 데이터 현황

내용 수

수학식 수 1,811개

중복을 제외한 단어 개수 690개

테스트 질의 수 200개

  

5.2 검색 성능 평가  

  먼저 토픽 모델 적용 전 Indri를 이용한 수학식 검색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중치 방법은 Indri에서 기본적

으로 제공하는 language model (LM)과, 추가로 Tfidf 및 

Okapi를 사용하였다. 

표 5. Indri 검색 결과

실험 방법 MRR

LM 0.2301

Tfidf 0.3432

Okapi 0.3632

  [표 4]를 보면 일반 문서 검색과 달리 LM을 이용하였

을 때 성능이 낮았는데, 문서의 길이(즉, 한글로 변환된 

각 수학식의 길이)가 일반 문서보다 훨씬 짧으며, LM이

러한 문서길이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토픽 모델링 결과를 반영한 후의 향상된 결과

는 [표 6]과 같다. 

표 6. 토픽 모델을 이용한 재검색 결과 (괄호 안은 토

픽 모델 적용 이전 대비 상향된 비율을 나타냄)

실험 방법 MRR (2 토픽) MRR (3 토픽)

LM 0.3060 (7%) 0.2556 (2%)

Tfidf 0.3602 (2%) 0.3556 (1%)

Okapi 0.4288 (6%) 0.4162 (5%)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2 토픽 경우 평균 5%의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3 토픽 경우에도 3%에 가까운 성능 향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토픽 모델 결과를 

이용하여 수학식 검색 순위를 재랭킹함으로써 평균 검색 

성능을 성공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토픽 수별 성능 변화

  
  그리고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토픽 수가 4 이상

인 경우는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앞

에서 설명하였듯이 실험에 사용된 수학식 수, 수학식의 

길이, 그리고 사용된 단어 수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본 연구는 수학식 검색 및 토픽 모델 적용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일반 질의

어를 이용하여 수학식을 검색하기 위해 수학식 데이터를 

자연어 문장으로 변환하였으며 Indri 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을 수행하였다. 또한 검색 성능 향상을 위해 토픽 

모델을 적용하였는데, Indri 검색 순위를 재랭킹 하는 

데 있어서 토픽 모델에서 산출된 스코어를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재랭킹 결과 토픽 모델 적용 전에 비해서 토

픽 수 2인 경우 평균 5%의 성능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향후 연구로는 수학식 검색 시스템을 영어 등 다른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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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대해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할 예정이다. 또

한 수학식을 한글로 변환한 데이터와 MathML 수학식 자

체를 둘 다 사용하여 검색을 수행하는 실험을 계획중이

며, 토픽 모델을 이용하여 단어간 유사도를 산출 후 검

색 가중치에 결합시키는 실험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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