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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인터넷의 발달은 개개인의 의견 표출을 자유롭게 하였

다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자신.

의 의견을 불특정 다수의 독자에게 표현하고 또 독자들,

이 자신의 의견을 따르도록 설득하기도 한다 이러한 움.

직임에 따라 온라인 텍스트 자료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를 들면 기업은 상.

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살피고 선거철 정계는 유권,

자들이 특정 후보를 얼마나 지지하는지 알고 싶어할 것

이다.

하지만 온라인 게시글은 그 수가 매우 많고 주제와 형

태도 다양하다 따라서 단순히 게시글을 읽는 것으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파악하기가 어렵다 즉 데이.

터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동화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텍스트에서 자동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해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표는 어떤 주관적인 주장을 포함한 글이

있을 때 특정 주장을 개진하기 위해 글을 이루는 구조,

를 자동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주제문의 바.

로 하위에서 주제문을 직접 뒷받침하는 문장 혹은 절을

찾아내 주제와 그에 대한 주장의 방향성에 따라 저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구조화된 근거를 얻는 데 도움이 되고

자 한다 이러한 정보는 차후에 주제별 입장 분류 근거. ,

추출 텍스트 요약 등의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

다.

이를 위해 글을 이루는 문장 또는 절 사이의 관계를

네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그 관계를 이용해 글의 구,

성을 체계화하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이는 기계 학습 방.

법을 기본으로 하며 규칙 기반 방식을 통해 예측 결과,

를 보정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또한 직접 구축한 한국.

어 데이터를 가지고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에서는 텍스. 2

트의 구조를 자동으로 파악하고자 한 기존의 연구에 대

해 간략히 기술한다 장에서는 앞서 언급했듯 기계 학. 3

습을 이용하여 텍스트를 구조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장에서 그 실험 결과를 서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4 . 5

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관련 연구2.
텍스트 구조 분석2.1

텍스트의 구조를 자동 분석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다 영어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문맥 정보를 이용한 분.

석기도 여럿 제시되었다. Penn State Discourse Treebank

기반 분석기 는 접속사 중심으로 몇 가지의 자질(PDTB) [1]

을 이용하여 문장이나 구 단위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도록

하였는데 이 관계 안에는 두 단위 중 어느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지 나타나 있지는 않다. Rhetorical Structure

기반 분석기 는 인접한 두 개의 문장 혹Theory (RST) [2]

은 구 사이의 관계를 시작으로 점점 상위 단계로 올라가,

면서 하나의 글을 이루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러한 분석기.

들은 한국어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주관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글의 분석 목적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에서는 대화형으로 연결된 다이얼로그 데이터를 대상[3]

으로 하여 해당 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을,

얻고 비슷한 것끼리 묶는 클러스터링 작업을 하였다 이.

때 각 클러스터는 하나의 내용을 담은 이 된다 또한facet .

는 온라인 토론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각 게시글이 특[4] ,

한국어 텍스트의 논증 구조 내 담화 관계의 자동 분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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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온라인 텍스트 자료를 이용하여 대중의 의견을 분석하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작업에는 주관적 방향성을 갖는 텍스트의 논증 구조와 중요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자료의 양,
과 다양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과정의 자동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구성된 한국어 텍스트 자료를 직접 구축하고 글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들 사이의 담화 관계를,
정의하였다 각 단위들 사이의 관계는 기계학습과 규칙 기반 방식을 이용하여 예측되고 그 결과는 합성되. ,
어 하나의 글에 대응되는 트리 구조를 이룬다 또한 텍스트의 구조상에서 주제문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
는 문장 혹은 절을 추출하여 글의 중요 내용을 얻고자 하였다.

주제어 담화 관계 자동 분류 논증 구조 분석 한국어 텍스트 분석: , , Argumentation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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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제시하는 근거를 유형화하고 또

자동 분류하였다 그런데 의 중요 내용 부분과 에서. [3] [4]

추출한 근거는 모두 수동으로 요약 주석한 것이다 본 연, .

구에서는 텍스트의 중요 내용을 찾는 부분까지도 최대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이의 관계2.2 unit
텍스트 내에서 문장이나 절이 모여서 구조를 이루기 위

해 가지는 관계 역시 여러 가지로 제안되어 왔다 는. [5]

관계를 설정하기 이전에 자체를 과unit major claim

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 분류에 따라claim, premise ,

하나의 이 다른 하나의 을 뒷받침하는 관계를 연unit unit

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의 분류는 정해진 형식이. unit ,

거의 없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본 연구의 자료에 적용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역시 의 과 개념을 이용하였으[6] unit claim premise

며 이러한 들이 모여 이루는 논증 구조의 유형을 제, unit

시하였다 이 때 에서 제안한 구조는 근거와 결론으로. [6]

이루어진 하나의 논증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unit

간의 관계들은 이보다 간략하고 기본적인 단위에 해당하

며 이러한 기본 관계들이 모여서 의 구조 유형을 포함, [6]

한 여러 논증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논증 구조 구축3.

본 연구는 논증의 구조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는 곧 기본 단위를 정의하고 그. unit ,

사이에 관계를 할당함으로써 한 편의 글이 어떻게unit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데이터3.1
포털사이트의 온라인 토론글을 자료로 하였다 포털사.

이트 다음 의 아고라 에서는 특정한 주제가 토론‘ ’ ‘ ’

거리로 주어지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 자유롭게 게시글,

을 작성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구조를 취한다 그 중에서.

서울시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적절한 주제 두 가지

를 선정하였다 각각의 주제에 해당하는 게시글을 크롤.

링하여 코퍼스를 구성하고 각 게시글이 주제에 대해,

찬성 과 반대 중 어느 입장에 속하는지를 주석하‘ ’ ‘ ’

였다.

본 연구는 총 개의 한국어 게시글을 대상으로 하439

였고 주제와 찬반 입장에 따른 게시글의 분포는 표, [ 1]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아고라 의 게시글은 제목과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 ’

다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게시글에 댓글과 답글을 달.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댓글은 고려하지,

않았고 답글은 별개의 게시물로 간주하였다.

트리 구조 구축3.2
기본 정의3.2.1 unit

하나의 의미를 일관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를

얻기 위해 기본 단위가 되는 의 경계를 수동으, ‘unit'

로 정의 및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하나의 단위는.

문장을 기본으로 하되 절 경계에 따라 분리하였(clause)

다 따라서 하나의 은 문장 전체가 되기도 하고 하. unit ,

나의 문장을 이루는 여러 개의 절 중 하나가 되기도 한

다 이렇게 분리된 은 띄어쓰기나 오타 수정 등의. unit

전처리를 거쳐 형태소 분석 결과와 의존 구조 분석 결,

과를 각각 추가적인 정보로 가지게 된다.

표 에 따르면 주제별 입장별 분류에 따라 게시글[ 3] , ,

의 평균 길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게.

시글의 구조를 파악할 때 게시글의 길이 자체가 변이 요

소로 작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간 관계 설정3.2.2 Unit

아고라 게시글의 경우는 글의 제목이 글 전체의‘ ’

내용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므로 제목을 곧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었다 글의 들을 각각의 로 하여 하나. unit node

의 트리 구조를 만들면 주제문이 에 위치하게, root node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게시글의 정보가 주어졌다고 가정root

하였다 대부분의 게시글에서 첫 번째 즉 제목을. unit

로 이용하였고 이는 곧 게시글이 두괄식 논증의 형root ,

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두괄식으로 쓰인.

게시글은 모두 개로 전체 데이터의 약 를 차289 , 65.8%

지한다 또한 그렇지 않은 일부의 게시글에 대해서도.

정보를 할당한 뒤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root . root

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유형을 갖는다node .

 한 개의 만이 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글의unit root :

제목이 대부분이나 미괄식 구조 등의 다른 예도 존재한

다.

 두 개 이상의 이 에 해당하는 경우 글의 구unit root :

주제 PRO CON 합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찬 반/ 190 70 260

한강변 바베큐 파티 허용 찬 반/ 42 137 179

0 쓰레기통이 있어야 합니다.
1 길 가다가 편의점이나 슈퍼 같은 데서
아이스크림이나 음료 과자 같은 거 사 먹고 나면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2 쓰레기통이 없으니 많이 불편하죠.
3 예전에 그 많던 쓰레기통 그 쓰레기통
주변이 더럽다고 치워 버렸는데
4 쓰레기통을 즉각 즉각 비우면 더럽혀질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5 도심의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하고
관리하는 미화원 배치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좋을 것 같네요.

PRO CON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찬 반/ 7.8684 7.9714

한강변 바베큐 파티 허용 찬 반/ 8.0238 7.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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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양괄식이거나 글의 주제가 반복적으로 언급될 때,

주제가 되는 여러 개의 은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unit

있으므로 결국 같은 로 간주해도 무방하다node .

 이 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어느 입장root explicit :

을 지지하는지는 알 수 있으나 확실한 하나의 주제문이

없이 해당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들만 열거된 경우이,

다 이때는 임시로 를 만들고 이것을. zero-form root ,

로 해서 근거 들이 매달리는 구조로 처리한parent node

다.

두 개의 사이의 담화 관계는 두 개의 층위에 걸unit

쳐서 정의된다 그림 과 같이 먼저 두 이 서로. < 1> , unit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서로 관련이 있는 즉 로 분류된 관계들에 대해서, ‘o’

만 의 세부 분류를 수행한다‘nn’, ‘ns’, ‘sn’ .

두 중 앞에 나오는 것을 뒤에 나오는 것unit unit1,

을 라 하고 이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unit2

다.

 는 두 이 의미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o’ unit

경우 같은 내용을 나타내고 있거나 어느 한 쪽이 다. ,

른 한 쪽의 하위 내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는 같은 입장을 뒷받침하는 이기는 하지만‘x’ unit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로 분류된‘x’

다 내용적으로는 새로운 를 구성할 수 있고. subtree ,

두 은 서로 동등한 층위에 있게 된다unit .

 은 라는 의미로 과‘nn’ nucleus-nucleus , unit1

가 동등한 층위에 있으면서 같은 내용을 나타내는unit2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두 이 하나의 으로 합쳐. unit unit

진 것으로 간주된다고 해도 내용적으로는 무리가 없다.

만약 게시글에서 여러 개의 이 주어졌다면root unit ,

이 들 간에는 모두 관계가 성립한다unit ‘nn’ .

 와 은 모두 수직적 관계를 나타낸다 따‘ns’ ‘sn’ .

라서 두 의 층위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unit . ‘n

와 여부는 상위 노드가 되는 이 무엇이s’ ‘sn’ unit

냐에 따라 달라진다 는 으로. ‘ns’ nucleus-satellite

가 의 하위 노드로 들어가면서 을 뒷unit2 unit1 unit1

받침하는 관계를 은 반대로, ‘sn’ satellite-nucleus

를 뜻하면서 이 의 하위 노드로 들어가면서unit1 unit2

를 뒷받침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결국 이 두 경우unit2 .

모두 하위 노드가 상위 노드를 뒷받침하는 관계에 속하

며 이 관계는 곧 부연설명 이유 제시 세부 사항 서, , ,

술 논평 의견 등의 세부 내용으로 나뉘게 된다, , .

위의 관계들은 그림 와 같이 시각화된다< 2> .

위 그림 에서 각 은 타원으로 표시하였고 두< 2> unit ,

개의 타원을 잇는 직선은 두 개의 사이의 관계를unit

뜻한다 이 때 화살표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의. unit

이 다른 하나의 을 뒷받침하는 경우를 뜻한다 화살unit .

표가 시작되는 방향 즉 아래에 있는 이 다른 하나, unit

의 하위로 들어가면서 세부 사항 서술 근거 제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화살표가 아닌 직선은 두 이 동. unit

등함을 나타낸다.

간 관계 자동 분류3.2.3 Unit
에서 정의한 대로 와 의 분류 그리3.2.2 ‘o’ ‘x’ ,

고 하위의 의 분류 이렇‘o’ ‘nn’, ‘ns’, ‘sn’ ,

게 두 단계로 나누어 분류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에 나타나듯 두 단계의 학습 및 예측 과정을< 3> ,

진행하였고 특히 분류의 예측 뒤에는 규칙에 기반, x/o

한 예측 결과 보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관계 그림 예시

ns

한류 열풍 어쩌고unit1:

하는 게 낯 뜨거울 정도

로 명동이나 종로 거리는

온갖 쓰레기의 전시장입

니다.

이런저런 이유를unit2:

대 가면서 미화요원들 잘

라낸 때문이지요.

sn

길 가다가 편의점unit1:

이나 슈퍼 같은 데서 아

이스크림이나 음료 과자

같은 거 사 먹고 나면 쓰

레기가 발생하는데

쓰레기통이 없으니unit2:

많이 불편하죠.

nn

길거리 휴지통 있unit1:

어야 합니다.

길거리에 휴지통이unit2:

있어야 합니다.

x

설치하는 게 좋다unit1:

고 생각함.

대 중반입니다unit2: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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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모델

및 에는 패키지의Training predicting Scikit-learn

을 이용하였고 이 때 사용된Support Vector Machine ,

는 다음과 같다feature .

 관계 유형에 따른 어휘적 자질

관계의 세부적인 유형에는 이유 예시 보완책 대책, , , ,

결과 세부 사항 화제 전환 열거 반박 등이 있다 두, , , , .

사이의 관계가 어떤 세부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unit

라 각 은 다른 종류의 를 포함unit explicit connective

할 것이다 이러한 어휘 자질은 에서 구축한 한국어. [13]

사전과 의 코퍼스를 참고하였고 각 관계 및 세부[14] ,

분류에 맞는 것을 선정하여 이용하였다 어휘적 자질의.

구체적인 예시는 표 와 같다[ 4] .

또한 위와 같은 세부 분류는 간의unit ‘nn’,

와 같은 관계의 대분류에 각각 속‘ns’, ‘sn’, ‘x’

함으로써 그 예측에 도움을 줄 것이라 가정하였다.

 가 의존적인 문장 형태인가unit2 ?

관계를 이루는 인접한 두 개의 중 뒤에 나오는unit

것이 적절한 주어나 목적어 서술어 등을 가지지 않는,

경우 독립적인 단위일 가능성이 낮다 또한 생략된 문, .

장 성분은 앞에 나오는 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을 것unit

이다.

 가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는가Unit2 ?

대명사는 를 가지므로 앞에 나오는 의reference , unit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두 이 같은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가unit ?

한 문장에 포함된 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unit

성이 높다.

 두 이 모두 주제문인가unit ?

두 이 모두 주제문일 경우 이 두 은 서로 동unit , unit

등하며 같은 내용을 나타낸다.

 Word pairs

의 단어와 의 단어를 하나씩 짝지어unit1 unit2 pair

형태로 만든다 이 때 기능 형태소는 제외하며 이렇게. ,

만들어진 의 목록을 와 같이 사용한다pair bag of words .

실험의 기본 으로 사용되어 비교의 기준으로 쓰baseline

인다.

규칙에 기반한 예측값 조정

을 통해 예측한 결과에 후처리 규칙을 적용시켜서SVM

정확도를 높이도록 한다.

 Convergent Relation Rule:

앞에 있는 들끼리의 관계를 먼저 예측하고 먼저unit ,

예측해 둔 관계들을 다른 들 사이의 관계 예측에 이unit

용한다 위치에 따라 반드시 의 관계 즉 직접 연. ‘x’ ,

관성이 없는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를 규칙으로

정의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계 보정 규칙은 그림. < 4>

와 같이 로 나타낼 수 있다pseudocode .

트리 구조 구축3.2.4
글에 있는 모든 에 대해서 관계 할당이 완료unit pair

되면 이들을 모아서 하나의 트리 구조로 합성한다 즉, .

최소 단위의 담화 관계가 모여서 글 한 편에 대응되는

트리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은 그림 의 마지. < 3>

막 단계에 표시되어 있다.

위의 관계에 기반하여 들을 연결하고 그렇게 완unit ,

성된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와 같다< 5> .

또한 이렇게 구성한 트리 구조에서 바로 하위에, root

매달리는 만을 따로 추출한다 그림 에서는unit . < 5> (2),

번 이 여기에 해당되며 그 들은 아래(4), (5) unit , unit

for unitj in <unit list>:
for uniti in <unit list>: (i<j)

for unit in <unit list>: (x<i)
if relation(unitx, uniti) is ‘x’:
then relation(unitx, unitj)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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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 열거하였다 이는 주제문인 를 뒷받침하는[ 5] . root

주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보다 하위에 있는 은 생. unit

략 가능한 세부 사항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이 단계는 텍.

스트 내에서 중요한 근거로 쓰인 을 찾고 내용을unit ,

파악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자 하는 과정

이 된다.

실험 결과4.

각 주제별 게시글이 지지하는 입장과 주제문 그리고,

모든 가 갖는 관계성을 수동 주석하였다 이러unit pair .

한 관계를 자동으로 예측한 뒤 규칙을 이용해 보정한 결

과 및 그 평가는 다음과 같다.

표 와 표 표 은 관계의 첫 층위인 와[ 6] [ 7], [ 8] ‘o’

의 분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x’ .

계 학습과 을 이용한 결과 보정 과정이 있었으므로rule

세 가지 경우에 대해 결과를 비교하였다 표 는. [ 6] 3.2.3

에서 정의한 자질 목록과 모Convergent Relation Rule

두를 사용해 실험한 결과를 나타내고 표 은 규칙의, [ 7]

적용 없이 자질 목록만을 이용해 기계 학습을 한 결과를

표시한다 또한 표 은 가장 기본적인 자질인. [ 8] Word

목록만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Pair .

들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를 위해 정의한 자질 목록을,

사용했을 때 성능은 에서 로 향상된0.754(F1) 0.836(F1)

다.

을 적용하면 의 성Convergent Relation Rule 0.837(F1)

능을 보이게 된다 이는 의 평균값을 보아서는. f1-score

의미 있는 향상은 아니나 로 분류되는 경우의, ‘o’

이 에서 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precision 0.571 0.608

다 본 연구에서는 이 단계에서 로 분류된 관계에. ‘o’

대해서만 그 다음 층위인 의 분‘nn’, ‘ns’, ‘sn’

류를 수행하므로 의 이 향상된다는 점이, ‘o’ precision

중요하다.

표 표 의 분류 결과는 상위 단계에서 로[ 9], [ 10] ‘o’

주석했던 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unit pair .

표 은 에서 정의한 자질 모두를 사용한 결과[ 9] 3.2.3

로 자질만을 이용한 표 의 결과를 기준, Word Pair [ 10]

으로 비교할 수 있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 ,

인 자질을 이용해서 실험했을 때보다 추가적인 자질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에서 로 향상되0.486(F1) 0.584(F1)

었다.

위의 두 단계의 실험에서는 결과의 비교 대상을 표[

과 표 에서와 같이 자질만을 사용한 경8] [ 10] Word Pair

우로 설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한국어 자료를 대상으.

로 하였고 기존 연구와 다른 형태의 Annotation Scheme

및 작업 형태를 설정하여 기존 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

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자질인.

를 응용하여 자질을 설정하고 이Bag of Words Word Pair

를 으로 하였다baseline .

또한 수동으로 주석한 구조에서 주제문 바로 하위에

있는 들을 로 하고 기계 학습을 통해unit Gold Standard ,

얻은 들과 비교하여 표 과 같은 성능을 얻었다unit [ 11] .

결론5.

본 논문에서는 주관적인 방향성을 포함한 텍스트의 구

조 내 담화 관계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먼저 특정 정책에 대한 주관적 논평으로 이루어진.

precision recall f1-score support

o 0.608 0.457 0.52 360.3

x 0.882 0.935 0.909 1720.7

avg 0.835 0.846 0.837 2081

precision recall f1-score support

nn 0.644 0.205 0.301 82.8

ns 0.644 0.92 0.756 202.7

sn 0.583 0.359 0.436 74.8

avg 0.637 0.633 0.584 360.3

precision recall f1-score support

o 0.571 0.497 0.53 360.3

x 0.888 0.917 0.902 1720.7

avg 0.833 0.84 0.836 2081

precision recall f1-score support

o 0.344 0.113 0.164 360.3

x 0.827 0.954 0.883 1720.7

avg 0.742 0.8 0.754 2081

precision recall f1-score support

nn 0.315 0.059 0.095 82.8

ns 0.573 0.945 0.71 202.7

sn 0.398 0.066 0.108 74.8

avg 0.486 0.553 0.444 360.3

precision recall f1-score

score 0.8098 0.6640 0.7297

2 쓰레기통이 없으니 많이 불편하죠.
4 쓰레기통을 즉각 즉각 비우면 더럽혀질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5 도심의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하고
관리하는 미화원 배치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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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텍스트 자료를 구축하였다 또한 하나의 글을 이.

루는 문장이나 절의 단위들이 갖는 관계성에 기초해 기,

계 학습과 규칙 기반 방식을 이용한 구조화 모듈을 제안

하였다 이 때 어휘 차원의 실마리를 포함한 몇 가지 언.

어적 특징들이 자질로서 기능한다 이들 자질과 규칙의.

유용성은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렇게 얻은 텍스트의 구조로부터는 주제문을 직접 뒷

받침하는 중요 근거를 추출할 수 있다 이들 근거가 되.

는 이 아직은 의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이unit raw text ,

안에서 다시 핵심적인 정보 혹은 키워드를 추려내unit

는 과정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텍스트 내의 중요 근거는 다양한 방향으로의 응

용이 가능할 것이다 텍스트 자동 요약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텍스트 내의 중요 내용에 따라 그 주,

장의 입장을 자동 분류하는 작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는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현한 한국어 텍스트 자

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향후에는 영어 텍스트.

자료로도 연구를 확장하여 언어 의존적이지 않은 모듈,

을 완성하고자 한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신문 기사나 사.

설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자료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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