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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서 단문 메시지로부터 일정 자동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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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가 대중에게 널리 보급됨에 따라, 단문 서비스(SMS)가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단문 서비스는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단문 메시지를

쉽게 저장할 수 있어 약속이나 일정 알림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본 논문은 단문

메시지로부터 일정 정보(시간과 장소)를 추출하여 자동으로 일정 관리 시스템에 등

록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단문 메시지는 짧고 간결하지만 비속어나 준말 등이

많이 사용된다. 이것이 일정 정보를 추출하는데 더욱 어렵게 한다. 또한 휴대전화

에는 계산 능력과 저장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형태소 분석과 같은 일반적인

자연언어 처리 모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형태소 분석과 같이 복잡한 언어 처리 모듈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학습 기반으로 일정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정보를 휴대전화의 일정 관

리 시스템에 등록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자동 일정 등록 시스템은 삼성전자 옴

니아 휴대전화에 탑재되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단문 메시지, 일정 정보 추출, 휴대전화 일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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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휴대전화가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면서 단문 메시지가 의사 전달의 중요한 수단

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단문 메시지는 통화료가 저렴하고 통화 내용을 바로 저장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 약속이나 일정을 정하는 등에 매우 자주 활

용되고 있다. 개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

십 건의 단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 메시지의 약 18%는 약속이나 일정에 관련

된 것이다[1].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휴대전화는 단문 메시지 시스템과 일정 관리

시스템은 완전히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동작되므로 약속이나 일정에 관련된 단문

메시지가 도착하더라도 이를 바로 일정 관리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다. 본 논문에

서는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단문 메시지가 도착하면 약속이나 일정

에 관련된 것이지를 판단하여 자동으로 일정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시스템을 개

발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시스템을 자동 일정 등록 시스템이라고 한다.

단문 메시지로부터 약속이나 일정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점을 살

펴보자. 첫째, 단문 메시지는 매우 비문법적이므로 일반적인 언어처리 모듈의 거

의 사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단문 메시지는 매우 짧고 간결하지만 문법에 어긋

나는 경우와 비속어, 신조어, 사투리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자주 발생한다.

또한 80 바이트 내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말을 줄이거나 띄어쓰기를 생략하

는 경우가 매우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반적인 언어처리 엔진을 거

의 사용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형태소나 단어 대신

에 음절 2-그램(bigram)을 이용한다. 음절 2-그램은 정보검색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

었으며, 그 결과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다[2-3]. 둘째, 일반적인 정보추출에 비해

서 학습자료 부족 문제(data sparseness problem)가 매우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정보추

출을 위해서는 기계학습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4], 기계학습을 사용할 경우 많은

양의 학습자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단문 메시지는 개인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쉽게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자료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본 연구팀의 구성원들이 3개월 동안 사용

한 6,788건의 단문 메시지를 수집하여 말뭉치를 구축하였다(3장 참조). 셋째, 일반

PC에 비해 휴대용 단말기들은 계산 능력뿐 아니라 저장 용량도 매우 떨어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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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최대한 자원을 적게 사용하며 적절한 성능을 발

휘하는 기계학습 도구(CRFsuite)[5]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시간과 장소에 관련된 사

전 정보 이외에 부가적인 언어 정보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여 제안

된 자동 일정 등록 시스템은 삼성전자의 옴니아(Omnia) 휴대전화에 탑재되어 정상

적으로 잘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로서 정보추출과 CRF 모델

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한다. 4장에서

구현 및 성능 평가에 대해서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고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기술한다.

관련 연구

정보추출

대규모의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지식(이익이 되거나 관심이 있는 규칙이나 패턴)

을 찾아내는 과정을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이라고 하고, 대규모의 텍스트로부

터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 과정을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이라고 한다. 정보추

출(information extraction)은 텍스트 마이닝의 한 분야로서 텍스트로부터 개체명

(named entity)을 찾고, 찾아진 개체명들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는 것이다[6]. 단문 메

시지에서 약속 시간 및 장소를 추출하는 것도 정보추출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최근 대부분의 정보추출 시스템은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구현되었으며, 그 방법으

로 크게 규칙 학습 기반 방법(rule learning based method)[7], 분류 모델 기반 방법

(classification model based method)[8-9], 순서정보를 이용한 라벨 부착 방법(sequential

labeling based method)[10-12]이 있다. 각각의 방법마다 특색이 있고 어떤 것이 더 효

율적인 방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정보추출에는 순서정보를 이용한 라벨 부

착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CRF(Conditional Random Fields)

CRF는 품사 부착과 같이 연속적인 자료에 라벨을 결정할 때, 매우 유용한 분별

확률 모델(discriminative probability model)이다(식 (1)). 즉 주어진 입력 벡터 x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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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건부 확률 pyx를 최대로 하는 라벨 y를 선택하는 비방향성 그래프 모델

(undirected graph model)이다[12].

y argmax ypyx (1)

여기서 pyx는 CRF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본 논문의 경우

에는 선형 연쇄 모델(linear chain model)을 적용하였으며 식 (2)과 같이 정의한다.

pyx Z x
 expk  

K
kfkyt yt  x  (2)

여기서 fkyt yt  x는 자질 함수(feature function)이며, 자질 k에 따른 특성

함수(characteristic function)이다. 즉 주어진 입력 yt  yt x에 자질 k가 포함되어

있으면, 1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반환한다. k는 매개변수이며 자질 k
의 가중치가 된다. k의 학습 방법은 일반적으로 기울기 하강 알고리즘(gradient

descent algorithm)[8][13]과 준뉴턴 방법(quasi-Newton method)[14]를 주로 사용한다.

x는 정규화 요소이다.

CRF 모델은 정보추출의 많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자질

과 다양한 자질 정보를 요구하는 응용분야에 적합한 모델이다[12]. 구체적인 응용

분야를 살펴보면,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15], 참조해소(coreference

resolution)[16], 전문용어 인식(term recongnition)[17] 등 비교적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두루 사용된다.

단문 메시지로부터 자동 일정 등록 시스템

자동 일정 등록 시스템의 핵심은 단문 메시지로부터 약속 시간과 장소를 추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순서정보를 이용한 라벨 부착 방법인

CRF 모델을 이용한다. CRF 모델을 위한 학습 도구는 여러 종류가 공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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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동 일정 등록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5][18].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계산 능력과 저장 용량을 제한되므로 계산량과 저장

용량이 작은 CRFsuite를 사용하였다[19]. 약속 시간과 장소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먼저 자동 띄어쓰기를 수행하는데 이 시스템 또한 CRF 모델을 이용한다. 각 시스

템에서 사용되는 자질집합(feature set) 등은 3.4절과 3.5절에서 자세히 기술한다. 일

반적으로 기계학습 기반 시스템은 학습 시스템과 인식 시스템으로 구성된다[6]. 학

습 시스템은 단문 메시지로부터 자질(feature)을 추출하고(3.4절과 3.5절 참조) 추출

된 자질을 이용해서 학습 모델을 생성하며 휴대전화와는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인

식 시스템은 입력된 단문 메시지로부터 자질을 추출하고 추출된 자질과 학습 모델

을 이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며 휴대전화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계학

습 기반 시스템은 많은 양의 학습 말뭉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본 연구팀의

구성원들이 3개월 동안 사용한 6,788건의 단문 메시지를 수집하여 말뭉치를 구축

하였다(3.3절). 이하에서는 먼저 전체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하고 각 구

성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전체 시스템 구성

단문 메시지로부터 자동 일정 등록 시스템의 전체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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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단문 메시지의 가로채기 과정

전화에 단문 메시지가 수신되면 실제 휴대 전화의 단문 메시지 처리 시스템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이벤트를 가로챈다(hooking). 이렇게 얻어진 메시지에 대해 자동

띄어쓰기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 약속 시간/장소 정보를 추출한다. 추출된

일정은 본 논문에서 구현된 GUI에 전달되어 사용자가 확인하고 자동으로 일정에

등록된다.

LGT 오즈 옴니아에서의 메시지 가로채기

윈도우즈 모바일(Windows Mobile)이 탑재된 스마트폰에서 메시지를 가로채려면

기본적으로 MS-SMS(Microsoft System Management Server)[20]를 사용하여야 한다.

MS-SMS란 윈도우 모바일에서 제공해 주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인데, 우리나라의 경

우 보통 각 통신사에서 제작한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기본 옵션이 있

다. 이러한 각 통신사의 송수신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MS-SMS를 활성화하는 방

법은 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르며 LGT 오즈 옴니아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그림 2).

1. Iconsoft PhoneEX[21]를 설치한다.

2. Outlook을 활성화시킨 후 \Windows\kmonitor.exe를 실행하여 LGT Message Router

을 중지시킨다.

3. WindowsMobile.PocketOutlook의 MessageInterception namespace에서

MessageInterceptorEventHandler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수신된 메시지를 가로챈다.

4. Notify와 NotifyAndDelete 옵션을 사용하여 수신된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그대로

전달할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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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문 메시지 #1 단문 메시지 #2

원본 야 대영에서2시늦지마라 오늘부산역에서볼꺼얌?

띄어쓰기 수정 야 대영에서 2시 늦지마라 오늘 부산역에서 볼꺼얌?

띄어쓰기

정보 부착

야/1

대/0 영/0 에/0 서/1

2/0 시/1

늦/0 지/0 마/0 라/1

오/0 늘/1

부/0 산/0 역/0 에/0 서/1

볼/0 꺼/0 얌/0 ?/1

약속 장소/시간

정보 부착

야 <L>대영</L>에서

<T>2시</T> 늦지 마라

<T>오늘</T>

<L>부산역</L>에서 볼꺼얌?

표 1. 학습 말뭉치의 구성

일정 추출을 위한 말뭉치 구축

기계학습을 사용할 경우 많은 양의 학습자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단문 메시

지는 개인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공개 말뭉치가 없을 뿐 아니라 수집 작업도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본 연구팀의 구성원들이 3개월 동

안 사용한 6,788건의 단문 메시지를 수집하여 말뭉치를 구축하였으며 각 메시지는

수동으로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약속 시간과 장소 정보를 부착하였다(표 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문 메시지는 많은 경우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

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수동으로 수정하여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띄어쓰기 정보는

음절 단위로 0이나 1을 부착하며 0은 띄어쓸 경우이고 1은 붙여쓸 경우이다. 시

간과 장소 정보는 L과 T 태그를 부착하며 L 태그는 장소(Location)를 나타내고, T

태그는 시간(Time)을 나타낸다.

자동 띄어쓰기 시스템의 자질집합

단문 메시지는 80 바이트 내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말을 줄이거나 띄어

쓰기를 생략하는 경우가 매우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동 띄어쓰

기 시스템을 통해서 띄어쓰기를 복원한다. 띄어쓰기는 글의 가독성을 높이고 문장

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자동 띄어쓰기 시스템

을 사용할 경우가 뛰어쓰기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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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 이름 적용 범위 비 고

음절             

예

$ $ 야 대 영 $/야 야/대 부류 1

$ 야 대 영 에 야/대 대/영 부류 0

야 대 영 에 서 대/영 영/에 부류 0

대 영 에 서 2 영/에 에/서 부류 0

영 에 서 2 시 에/서 서/2 부류 1

에 서 2 시 늦 서/2 2/시 부류 0

서 2 시 늦 지 2/시 시/늦 부류 1

2 시 늦 지 마 시/늦 늦/지 부류 0

시 늦 지 마 라 늦/지 지/마 부류 0

늦 지 마 라 $ 지/마 마/라 부류 0

지 마 라 $ $ 마/라 라/$ 부류 1

표 2. 자동 띄어쓰기를 위한 자질 집합

(표 11 참조). 자동 띄어쓰기 시스템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구

현되며, 표 2는 띄어쓰기에 위한 자질집합과 표 1의 메시지 “야 대영에서2시늦지

마라”에 대한 자질집합의 예이고 ‘$’는 공백을 의미한다.

일정 추출 시스템의 자질집합

일정 추출을 위한 학습의 기본 단위는 음절 2-그램(syllable bigram)을 사용하며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토큰(token)이라고 한다. 띄어쓰기의 경우와는 다르게 하나 이상

의 토큰이 결합되어야 최종 시스템의 결과(약속 시간/장소)를 출력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남포동’이라는 장소는 ‘남포’와 ‘포동’이라는 두 개의 토큰이 결합되어야

한다. 이처럼 하나 이상의 토큰이 결합되어 개체명이나 복합명사를 구성할 때 널

리 사용되는 부호화 방법이 BIO 부호화(BIO encoding)[22]이다. BIO 부호화는 개체

명이나 복합명사에 속하는 토큰을 구별하여 특별한 태그(tag)를 덧붙이는 방법이다.

즉 토큰이 개체명의 시작에 나타나면 태그 ‘B’를 덧붙이고 개체명의 내부에 나타

나면 태그 ‘I’를 덧붙이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표 3은 표 1의 학습 말뭉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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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 이름 적용 범위 비 고

토 큰
  ,   , ,   ,   ,   /  ,

 ,   ,   /  ,   // 
토큰 그대로의 자질

시간 사전  출현 유무

장소 사전  출현 유무

표 4. 일정 추출을 자질집합

구 분 단문 메시지 #1 단문 메시지 #2

약속 장소/시간

정보 부착

야 <L>대영</L>에서

<T>2시</T> 늦지 마라

<T>오늘</T>

<L>부산역</L>에서 볼꺼얌?

BIO 부호화

$야/O

야$/O

$대/L-B

대영/L-I

영에/O

에서/O

서$/O

$2/T-B

2시/T-I

시$/O

$늦/O

늦지/O

지_/O

_마/O

마라/O

라/$/O

$오/T-B

오늘/T-I

늘$/O

$부/L-B

부산/L-I

산역/L-I

역에/O

에서/O

서$/O

$볼/O

볼꺼/O

꺼얌/O

얌?/O

?$/O

표 3. 학습 말뭉치에 대한 BIO 부호화의 예

BIO 부호화한 예이다.

본 논문에서 일정은 약속 시간 및 장소를 의미하며 하나 이상의 토큰이 결합되

어야 하나의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휴대전화의 여러 가지 제

약으로 토큰(음절 2-그램)을 자질의 기본 단위로 사용하며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자질집합은 표 4과 같다.

표 4에서 첫 번째 자질은 형태소(혹은 단어)가 아닌 토큰 자체를 자질로 사용

한 것이다. 현재 토큰()의 정답을 결정하기 위해서 앞에 나오는 2개의 토큰

(  ,   )과 뒤에 나오는 2개의 토큰(  ,   )을 자질로 사용한다(전체 윈

도우 크기: 5). 두 번째와 세 번째 자질은 미리 구축된 시간/장소 사전(표 5 참조)

에 현재 토큰()의 출현 여부에 따라 ‘+’나 ‘-’ 기호를 자질로 사용한다.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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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 경우, 말뭉치에 나타난 장소 정보와 네이버 지도[22]에서 나타난 위치 정보

를 수집하여 만들었다. 시간 사전의 경우는 장소명과는 달리 신조어가 생성되기

힘들고, 나타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팀

이 직접 제작하였다. 각 사전은 말뭉치와 마찬가지로 토큰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표 5에 시간 및 장소 사전의 예를 나타내었다.

구 분 표제어의 예

시간 사전 저녁, 정오, 제헌, 헌절, 한시, 2시, 3시, ...

장소 사전 서면, 부산, 산역, 대신, 신동, 대전, 대구, ...

표 5. 자질로 이용될 시간 및 장소 사전

예를 들어, 메시지 “야 대영에서 2시 늦지마라”에서 “2시”를 라고 할 때 자질

집합은 표 6와 같다.

자질종류
토큰 자질 비고

         

부류

T-I

자질값 서_ _2 2시 시_ _늦 서_/_2

자질종류
토큰 자질 시간자질 장소자질

       

자질값 _2/2시 2시/시_ 시_/_늦 _2/2시/시_ + -

표 6. 일정 추출을 위한 자질집합의 예

일정 등록

3.5절에서 약속 시간/장소가 인식되면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고 휴대전화의

일정 관리 시스템에 일정을 등록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된다.

장소는 고유명사이므로 그대로 등록하면 된다. 그러나 시간의 경우는 많은 경우가

상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오늘’, ‘내일’ 등은 상대적인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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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2시’, ‘내일 2시’, ‘모래 2시’가 모두 같은 ‘2시’

이지만 이들은 전혀 다른 시간이다. 따라서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 산출표를 이용한다(표 7).

약속 시간 개체명
절대 시간 상대 시간

날짜 시각 날짜 시각

오늘 - - 0 0

내일 - - +1 0

모레 - - +2 0

세시 - 3 0 0

낼 모레 - - +2 0

닷새 뒤 - - +5 0

열달 후 - - +300 0

정오 - 12 0 0

두 시간 후 - - 0 +2

표 7. 일정 등록을 위한 일정 산출표

표 7의 일정 산출표에서 시간은 절대 시간(‘오후 4시’, ‘오전 2시’, 정오 등)과 상

대 시간(내일, 모레, 이틀 후 등)으로 구분되며 또 각 시간은 날짜(일)와 시각(시)으

로 분리된다. 절대 시간은 인식된 약속 시간을 숫자로 변경하여 그대로 등록하면

된다. 상대 시간은 일정 산출표에서 얻은 값을 기준 날짜와 시각(오늘 현재 시각)

에 더하면 절대 시간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월 3일에 “내일 세시에 보자”

라는 단문 메시지를 받으면 “내일 세시”라는 약속 시간이 인식되고 이는 상대 시

간 ‘내일’에 의해 “10월 3일 + 1일 = 10월 4일”이 구해지고 절대 시간 ‘세시’에

의해서 “3시”가 구해져서 “10월 4일 3시”를 약속 시간으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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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현 및 성능 평가

시스템 구현 및 테스트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계산 능력과 저장 용량을 제한되므로 계산량과 저장 용량

이 작은 CRF 학습 도구 CRFsuite를 사용하였다[19]. 본 논문에서 제안된 자동 일정

등록 시스템은 통신사로서 LGT를 선정하였고, 휴대 전화 기기는 삼성전자의 오즈

옴니아(OZ Omnia)를 선택하였다. 그림 3은 오즈 옴니아에서 실행과정을 화면 그대

로 촬영된 것이며 동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a) (b) (c) (d)

(a) 는 평상시 휴대 전화의 모습이고, (b) 는 단문 메시지가 수신된 모습이고,

(c) 약속 시간/장소가 인식된 모습이며, (d) 일정 등록이 완료된 모습이다.

그림 3. 오즈 옴니아에서 자동 일정 등록 시스템의 실행과정

학습 및 실험 말뭉치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논문에서 사용된 말뭉치는 본 연구팀에 의해서 직접 구

축된 것이다. 표 8은 말뭉치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말뭉치의 크기는 6,788

건이며, 이 중에 일정(약속 시간과 장소)이 포함되지 않은 메지시가 3,56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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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의 형태 건수

일정이 포함되지 않음 3,564

일정이 포함됨

시간과 장소 모두가 포함됨 2,884

장소만 포함됨 117

시간만 포함됨 223

총 계 6,788

표 8. 구축된 말뭉치의 구성

구 분 측정값

정답 말뭉치의 띄어쓰기 횟수(개) 5,006

자동 띄어쓰기 횟수(개) 5,098

정확히 일치한 띄어쓰기 횟수(개) 4,750

정확률(%) 93.17

재현율(%) 94.88

 점수(%) 94.02

표 9. 띄어쓰기에 대한 성능 평가

일정이 포함된 메시지 중에서 2,884건이고 나머지는 시간이나 장소만 포함된 메시

지이다. 이하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이 말뭉치는 9:1의 비율로 학습 말뭉치와 실험

말뭉치로 분리해서 이용하였다.

성능 평가

성능 평가의 척도로는 일반적으로 정보검색에서 널리 사용되는 정확률(precision),

재현율(recall),  점수( score)[24]를 사용하였다. 표 9는 띄어쓰기에 대한 성능평

가 결과이다. 실험 말뭉치에 대해서 자동 띄어쓰기는 약 94%의 를 보였으며 이

결과는 일반적인 자동 띄어쓰기 시스템[25]에 비해서 좋지 않지만, 단문 메시지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할 때 그다지 나쁜 성능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표 10은 각각 띄어쓰기와 일정 추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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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소 시간 전체

정답 일정 수(개) 302 310 612

추출된 일정 수(개) 321 301 622

일치한 일정 수 (개) 257 269 526

정확률(%) 80.06 89.37 84.57

재현율(%) 85.10 86.77 85.95

 점수(%) 82.50 88.05 85.25

표 10. 일정(약속 시간/장소)에 대한 성능 평가

구 분 장소 시간 전체

띄어쓰기를 한 경우

( 점수(%))
82.50 88.05 85.25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경우

( 점수(%))
72.87 75.60 74.26

표 11. 띄어쓰기 유무에 따른 성능 평가

은 자동 띄어쓰기를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0을 보면 약속 장소에 비해 약속 시간의 재현율과 정확률 모두 높게 나타났

다. 이는 3.5절에서 기술한 장소 사전이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수집되었기 때문

에 단문 메시지에서 주로 나타나는 여러 다른 변이형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못

함을 간접적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장소의 경우 말뭉치나 사전에 나타나지 않은

미등록어가 많고 시간에 비해 장소 뒤에 붙는 조사나 접사들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표 11에서 보듯이 띄어쓰기 정보가 일정을 추출하는데

중요한 자질임을 알 수 있다.

표 12은 메시지 단위의 정확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확률은 메시지 내에 있는

모든 시간과 장소 모두를 추출할 비율을 의미하며 이 정확률은 일정이 포함된 메

시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비율이다. 즉 약 79%의 메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

았고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일정을 입력할 필요가 없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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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

전체 메시지 수(개) 322

맞은 메시지 수(개) 253

정확률(%) 78.57

표 12. 메시지 단위의 정확률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 기반의 단문 메시지로부터 일정(약속 시간 및 장소)을

추출하여 휴대 전화의 일정으로 자동 등록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단문 메시지는

문법에 어긋나거나, 비속어나 신조어, 사투리 등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인 자연언어 처리 모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더구나 단문 메시지는 80 바이

트로 자신의 의사는 전달해야 하므로 말을 줄여 쓰거나 띄어쓰기를 생략하는 경우

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단문 메시지를 대상으로 공개된 말뭉치가 없을 뿐 아니라

구축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제

안한 시스템은 85.25%의  점수와 78.57%의 메시지 단위 정확도를 나타내었고

실제 휴대전화에 탑재되어 실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

용화를 위해서는 인식률이 좀 더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말뭉치 부족 문

제가 해결되고, 단문 메시지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처리 엔진들이 개발된다면 더욱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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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tomatically Registering Schedules from SMS

Messages on Handheld Devices

Jae-Hoon Kim Hyung-Chul Kim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Korea Maritime University

With rapid spread of handheld devices like cellular or smart phones, a short message

service (SMS) comes on the public as a communication means. SMS is very cheap and can

be easily written down on the storage in order not to forget it, hence it is widely used to

inform schedules (time and place). In this paper, we develop a system for automatically

registering schedules extracted from SMS text messages. SMS text messages are very short

and concise, but include a lot of Internet words like slangs and abbreviations. These have

made it difficult to extract information on schedules from them. Also handheld devices have

some limitations on computing power and storage and then applying general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odules like morphological analysis to the devices are somewhat hard.

To relax these burdens, we extract schedule informations from SMS messages using machine

learning methods like condition random field (CRF) without using any language processing

modules and register the informations on the schedule management system of handheld

devices. Our proposed automatic schedule registration system has implemented on Samsung

Omnia phone for experiments.

Key words : SMS messages, Schedule Information Extraction, Schedule Management of Handheld

Dev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