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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오늘날 의 이용자가 증SNS(Social Networking Service)

가함에 따라 많은 양의 문서를 접하게 된다, . 이러한 문

서 중 여행 블로그와 같이 지도상에 표기가 가능한 공,

간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시각화하여 표현하게 된다면,

문서 전체를 읽지 않아도 대략적인 정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텍스트로부터 공간.

정보를 추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이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여행 블로그 등에서 표현된

공간 정보를 지도에 시각화하여 이용자들이 문서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

관련 연구2.

공간 정보는 지도상에 표기가 가능한 공간 어휘와 이

와 관련된 개체 어휘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 정보를 의,

미하며 공간 정보 추출은 자연어 문서에서 이러한 정보,

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 정보에 대한.

정의는 최근 국제 표준 규격인 가 제정 되ISO-Space[1]

어 등 이를 활용한 연구가 다양, SpRL[2], SpaceEval[3]

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어 문서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4].

은 문장에서 나타난 어휘 중 공간의 역할을 하SpRL[2]

는 어휘 와 어휘들 간의 관계(T:Trajector, L:Landmark)

를 표현하는 어휘 를 추출하여 트리플(S:Spatial_Signal)

형식 으로 정보를 추출한다(<T, L, S>) .

은 를 기반으로 공간 정보를SpaceEval[3] ISOspace[1]

표현하고 있으며 기계학습에 적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는 어휘 자체에 의미에 집중하고 있으며. ,

관계 정보를 보다 세분화하여 관계의 속성에 따라SpRL ,

위상관계 방향 혹(QSLink: Qualitative Spatial Link), ,

은 거리 관계 이동과 관련된(OLink: Orientation Link),

동적 관계 와 공간 개체의 길(MoveLink: Movement Link)

이 넓이 등의 속성 값을 표현하는 단위 관계,

로 관계 정보를 표현한(MeasureLink: Measurement Link)

다[3].

본 연구는 에서 수행된 한국어 공간 정보 자동 추[4]

출 연구에서 추출된 공간 정보를 시각화하여 지도상에

표기하였다.

를 이용한 공간 정보 표현3. Google Maps API

본 연구에서 구현된 시스템 개요는 그림 과 같다[ 1] .

그림 1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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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서를 입력하면 그 문서에 있는 공간 정보들을

에서 개발된 공간 정보 추출 시스템으로 찾은 후 시[4] ,

각화에 필요한 들을 추출한다Link . Google Maps API[5]

는 위경도 값을 이용하여 정보를 표현하기 때문에 위경

도 값이 필요하다 또한 추출된 에는 객체의 위경도. Link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지도에 정보를 표현하,

기 위해서 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하여 위경도 값API

을 계산해서 사용한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에서. API

제공하는 를 이용한다 본 연구는 장에서 설명Marker . 2

된 개의 링크 중 거리와 방향 관계 정보를 표현하는, 4

와 동적인 정보인 이동을 표현하는 를 활OLink MoveLink

용하여 공간 정보간의 관계를 시각화 하였다, .

의 표현3.1 OLink

를 지도에 표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기준OLink

이 되는 그리고 표현의 주체가 되는Landmark(L),

마지막으로 객체간의 관계를 표현하는Trajector(T),

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청주는 서울의 남쪽Signal(S) . “

에 있다 라는 문장에서 공간 정보를 추출하게 되면.” ,

청주 서울 남쪽 와 같은 트리플 형식의 정< (T), (L), (S)>

보가 추출된다 이 정보를 지도상에 표기할 때에는 계산.

된 위경도의 값을 가지고 를 이용하여 표시한다Marker .

그리고 두 위치간의 위경도 값의 중간 값을 계산하여 그

중간 값에 의 속성 값을 표현한다 이때 경도의Signal .

부호가 다르고 경도의 절댓값의 합이 사이이면125~180 ,

선과 창의 위치가 서로 지도 반대편에 생Info Windows

성이 된다 경도의 최댓값인 도의 반인 을 더하여. 360 180

오류를 수정한다.

방향 정보는 객체간의 위경도 값을 계산하여 Signal

에 입력된 정보가 실제로 그 관계를 형성하는지 확인한

다 입력된 관계가 맞으면 파란 선으로 두 객체의 위치.

를 연결한다 위 문장에서 서울의 위도와 청주의 위도. ,

를 비교하면 청주의 위도의 수치가 더 낮게 계산되어 파

란 선으로 서울과 청주의 위치를 연결 한다 동과 서도.

마찬가지로 경도를 비교해서 경도의 값이 크면 동쪽 작,

으면 서쪽으로 계산하여 표현 하였다 만일 청주는 서. "

울의 북쪽에 있다 로 입력받게 되면 빨간 선으로 서울." ,

과 청주의 위치를 연결한다.

과 실제 정보를 비교하면 방향 모호성을 일부Signal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주 남쪽에 있는 광주. “ ”

라는 문장이 있으면 광주가 광주광역시의 광주인지 경, ,

기도 광주인지 모호성이 생기게 된다 이를 남쪽이라는.

정보를 통하여 광주광역시로 계산하면 남쪽이라는 정, ,

보가 옳게 되어 광주광역시의 광주로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

다음 그림 와 그림 은 올바른 정보가[ 2] [ 3] 입력되었

을 경우와 그와 반대로 실제 공간 정보와 다른 정보가

입력을 경우 출력하는 예를 보여준다.

그림 올바른 정보 표현 예2. OLink

그림 실제 정보와 다른 정보 표현 예3.

의 표현3.2 MoveLink

를 지도에 표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시MoveLink

작점이 되는 중간 지점이 되는 도착Source, MidPoint,

점이 되는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대상이 되는Goal,

를 추출하였다Mover .

예를 들면 철수가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 부산으로“

갔다 라는 문장에서 공간 정보를 추출하게 되면.” ,

는 서울로 는 대전으로 은 부산으Source , MidPoint , Goal

로 는 철수로 추출이 된다, Mover .

순서대로 위경도 값을 계산Source, MidPoint, Goal

하여 로 표시하였으며 에서 제공하는 화살표Marker , API

를 이용하여 들을 연결하여 움직인 경로를 표시하Marker

였다 는 를 이용하여 에서 사용. Mover Info Windows OLink

하였던 방법과 동일하게 표시하였다.

이동하는 대상이 여러 개일 경우 실제로 이동한 경로,

와 다르게 표현 될 수 있기 때문에 의 값에 따라, M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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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저장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는 값이 없어도 되지만 가 없을 경우Midpoint , Source

는 공간 정보를 표현하기가 확실하지 않아 질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전 문장들 중에 같은 값을 가진 의 마Mover

지막으로 이동한 곳을 로 입력 받게 하여 오류를Source ,

최소화 하였다.

예를 들면 철수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갔다 다음날“ .

철수는 부산으로 떠났다 라는 문장이 있는 문서를 추.”

출하게 되면 먼저는 철수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동한,

정보가 표시가 되고 철수의 마지막으로 움직인 곳이 대,

전으로 저장이 된다 그 후에 철수가 부산으로 움직인.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데 의 값이 없으니 마지막으Source

로 움직인 정보인 대전을 사용하여 대전에서 부산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다음 그림 는 서울에서 대전으로 철수가 갔다[ 4] “ .

인천에서 천안으로 영희가 갔다 철수는 이천으로 떠났.

다 라는 문장이 있는 문서를 추출할 경우 표현될 모습.”

을 보여준다.

그림 표현 예4. Move Link

아직 본 연구에서는 이동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표현

하지 못하며 출현한 문장의 순서에 따라 이를 표현한,

다.

결론 및 향후과제4.

공간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정보들의 관계를 정규,

화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간 정보를 포함한 문장에서 추출된 공간 관계 정보를

지도상에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

히 정적인 관계인 방향관계에서는 공간 어휘의 위경도,

정보와 방향 어휘를 비교하여 올바른 정보인지를 판별,

할 수도 있다 이를 활용한다면 문서에서 표현된 공간. ,

정보를 쉽고 올바르게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아직 동의어나 무형대용어 지도에서 검색할 수 없는,

일반명사 등은 지도에 표시를 하지 못한다 또한 경로의.

정보가 나오더라도 단순히 객체간의 위치를 직선으로,

연결하였기에 실제 경로와 다를 수 있다 예. 를 들면

인천에서 배를 타고 부산을 갔다 라고 하면 단순히“ .”

인천과 부산을 연결하는 선은 바다 대신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게 된다 이는 배가 다닐 수 없는 길이기에 실제. ,

정보와는 다른 정보이다 그리고 문장의 순서대로 표현.

하였기에, 이동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파악이 힘들다.

이런 점들을 보완하고 구현하지 못한 다른 링크들도 구

현하여 관계 정보들을 정규화하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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