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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어 정보검색에서는 문서를 표하는 색인어 는 키워드로서 명사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명사  키워드 추

출이란 문서 내에 존재하는 모든 명사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 구축된 사 을 이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불필요한 연산을 여서 수행 시간을 단축시켰다. 그리고 용량의 문서에서

도 정확도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명사를 추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명사의 출  특성을 이용한 명사 

추출 방법  비감독 학습 기법에 의한 키워드 추출 방법을 제시한다. 

ABSTRACT

Korean information retrieval uses noun as index terms or keywords of representing the document. and noun and keyword extraction is to 

find all nouns presented in the document,  In this paper, we proposes the method of keyword extraction using pre-built dictionary. This method 

reduces the execution time by reducing unnecessary operations. And noun, even large documents without affecting significantly the accuracy, 

can be extracted. This paper proposed noun extraction method using the appearance characteristics of the noun and keyword extraction method 

using unsupervised learn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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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는 인터넷의 발 에 따라 웹 문서가 매우 많이 늘

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어려지 지고 

있다. 게다가, 사용자들이 인터넷에서 원하는 정보를 보

다 빠르고 효율 으로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는  

검색엔진에서 색인화를 수행하는 웹 문서의 비율은 오

히려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색엔진들은 검색의 

효율을 높이기 하여 다양한 연구  작업들이 수행되

고 있다. 표 인 것으로 지능형 검색 기법을 개발과 

량의 지식 문서를 체계 으로 유지 리하여 기업 경

에 활용하기 한 지식 리시스템 구축 등이 그 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의 정보 처리에는 기반 기술과 어 리 이션 기

술이 있다. 한국어 정보처리는 기반 기술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기반 기술 보다는 어 리 이션 기술에 념

하여 타 나라에 비해 어 리 이션 기술 분야는 크게 성

장 하 다. 하지만 기반 기술인 자사 , 코퍼스, 구분 

분석, 시소러스, 용례 사  등이 매우 미약하여 어 리

이션 소 트웨어의 성능개선에 다양한 문제 을 가지

고 있다. 특히 한국어가 갖는 교착어의 특성과 비정형성

은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사  등의 기반 기술 개발에 

큰 문제 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어 리

이션 소 트웨어 개발  다른 어 리 이션 분야의 연

구 개발에 매우 큰 제한 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기

반 기술과 정보 자료의 부족으로 체계 이고 분석 인 

방법의 연구가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경험 부족과 연구

자의 직  연구로 신뢰도  성능의 하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기 구축된 사 [1]을 이용하여, 불필요

한 연산을 여서 수행 시간을 단축시키고, 용량의 문

서에서도 정확도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명사

를 추출할 수 있는 명사의 출  특성을 이용한 명사 추출 

방법  비감독 학습 기법에 의한 키워드 추출 방법을 제

시한다. 

Ⅱ. 명사  키워드 추출

본론은 필요에 따라 3-4 개의 장으로 편집할 수 있습

니다.명사 추출이란 문서 내에 존재하는 모든 명사를 찾

아내는 작업으로서, 한국어 정보검색에서는 문서를 

표하는 색인어 는 키워드로서 명사를 사용한다. 

한국어 정보처리에서 한국어 문장은 여러 개의 어

로 구성되고 복잡하다. 어 은 체언, 용언, 그리고 수식

언 등으로 나  수 있으며, 부분의 명사들은 체언에 

속한다. 명사를 찾기 해서는 어 들 에서 일단 체

언을 찾아야 한다. “형태소 분석기  품사 태거 평가 

회(MATEC99)”가 1999년에 열렸는데, 이 회에서 형

태소 분석기, 품사 태거, 명사 추출에 한 평가를 수행

하 다[2]. 여기서 명사 추출에 해 참가한 연구진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명사를 추출

하 다.

첫 번째로 명사를 추출하기 해 가장 보편화된 방법

인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3][4][5]. 이 방법

은 형태소 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모든 명사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명사 추출의 재 율은 높지만 어 의 

의성으로 인하여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많이 포함되

어 정확률에서 크게 떨어지는 방법이다. 한 이 방법은 

규칙을 이용하므로 시스템의 확장성 문제에 장애가 될 

수 도 있다.

두 번째로 형태소 분석기와 품사 태거를 함께 이용하

는 방법[6][7]으로 품사 태거에 의해 명사로 결정된 단어

만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의성 문제를 해결

하므로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형태소 분석

과 품사 부착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행시간이 매

우 긴 단 이 있다. 

세 번째로 언어분석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8][9]. 이 방법은 형태소 분석과 같은 언어분석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사 에 장된 어휘 정보만을 사용하여 

명사의 존재 여부를 단한다. [8]에서는 처음에 불용어 

사 을 검색하여 해당 어 이 불용어인 경우에는 제거

하고 최장일치 방법에 의해 명사 후보를 추출한다. 이때 

명사 후보가 이미 사 에 있는 명사이면 해당명사를 추

출하고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  어미 사 을 이용

하여 명사를 추정한다. [9]에서는 코퍼스에서 추출한 명

사 리스트로부터 트라이 구조의 정방향  역방향 사

을 구성하고 이 사 들과 조사  어미 사 을 기반으로 

최장 일치 방법과 분석 순서를 정의해 놓은 몇 개의 규칙

을 이용하여 명사를 추출한다. 이 방법은 시스템에 매우 

단순하여 구 하기 쉬우며 분석속도가 빠르지만 다른 

방법들에 비해 잘못된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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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에서는 웹 기반 근 방법으로 검색 결과를 

분석하여 단어의 을 추출하는 방법[10][11] 등이 제안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명사의 출  특성을 이용한 효율

인 한국어 명사 추출 방법[12]과 효율 인 문서 자동 

분류를 한 표 색인어 추출 기법[13]을 각각 변형하

고 하나로 통합하여 명사  키워드를 추출하도록 한다.

Ⅲ. 제안한 방법

우선 명사가 존재하지 않는 어  제거를 가장 먼  수

행한다. 제거 정보를 이용하여 복잡한 분석을 수행하기 

에 명사가 존재하지 않는 어 을 제거한다. 제거 정보

란 한국어 어 에서 명사가 나타나지 않는 특성에 한 

정보를 말한다. 제거 정보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나타낸 

것은 다음과 같다.

가. 음소 단  제거 정보 : 어 의 첫음 에 존재하는 

특정 종성의 집합은 제거

나. 부분 어  단  제거 정보 : 어 의 처음에 나타나

는 특정 부분 어 의 집합은 제거, 어 의 어느 

치나 존재하는 특정 부분 어 의 집합도 제거

다. 어  단  제거 정보 : 명사가 존재하지 않는 고빈

도 어 의 집합은 제거

제거정보의 검사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제거 정보 검사
Fig 1. Removal Information Test

다음으로 단일어 검사를 수행하는데, 단일어가 명사

와 다른 품사를 모두 가질 수 있는 경우에 명사와 부사인 

경우는 부사로 결정하고, 단음  명사와 다른 품사인 경

우는 다른 품사로 결정하며,  2음  이상의 명사와 다른 

품사인 경우는 명사로 결정하는 순 에 따라 분석한다.

다음으로 명사 미 음 열 분석을 수행한다. 명사 

미 음 열은 체언 뒤에 결합되는 음 의 열로서 정의하

는데 명사의 출 에 한 좋은 단서가 된다. 어 에서 명

사 미 음 열이 발견되면 바로 그 앞에 치한 체언을 

검사함으로써 복잡한 형태소 분석 과정을 거칠 필요 없

이 명사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의 속도를 크게 높

일 수 있다. 한국어는 교착어이므로 명사와 결합될 수 있

는 형식 형태소의 조합은 이론 으로는 매우 많다. 하지

만 실제 언어 상에서는 일정한 수가 반복되어 사용되

므로 명사 미 음 열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명사 미 음 열의 유형은 조사  “하다”, “되

다”, “시키다” 등과 같은 용언화 미사의 활용형과 “밥

먹다”와 같이 흔히 명사와 결합되어 복합용언으로 사용

되는 용언의 활용형이 있다.

마지막으로 음운 상 복원이다. 음원 복원 정보는 품

사 부착된 코퍼스에서 원시어 과 품사가 부착된 어

에서 품사를 제외한 복원된 어 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일치가 발생한 음 로부터 끝음 까지의 한  부분

만을 장한다. 음운 복원 정보를 이용하여 원형을 복원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주어진 어 의 부분문자열 

에서 복원 상 문자열이 둘 이상 존재할 수 있고, 복원

상 문자열에 한 복원할 문자열도 둘 이상 존재할 수 

있다는 이다. 복원 상 문자열은 문자열이 긴 것을 먼

 용하고, 복원할 문자열은 빈도가 높은 것을 먼  

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  하나인 연  규

칙 탐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비감독 학습 기법에 의한 

키워드 추출 방법을 제시하 다. 다시 말해서, 사 에 분

류되지 않은 량의 문장으로부터 직  키워드를 추출

하기 한 방법이다. 

체 문장에서 연  규칙 탐사 알고리즘을 용하여 

문 용어들 간의 연 성을 분석하고 연  용어 집합을 

구성하 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 별로 연 성이 높은 단

어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구성하 다. 핵심 키워드 집합

이란 각 카테고리를 표하는 특징단어 집합이다. 연  

규칙을 발견하기 한 트랜잭션 단 는 하나의 문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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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추출된 문 용어 집합이다. 문 용어 집합은 처리 

과정에서 형태소 분석 사 에 수록된 용어를 추출하여 

구성하 다. 그리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동의어를 표

화하고 불필요한 연산이나 연 규칙을 양산할 수 있는 

특수용어도 제거하 다. 다음 표 1은 약 500개의 수학 분

야별 문장에 하여 연  규칙 알고리즘을 용하여 생

성된 연  용어 집합의 이다.

표 1. 연  용어의 집합 
Table 1. A Set of Association Terms 

연 용어 연 용어집합

미 분
미 분, 미분, 분, 극한값, 함수, 좌극한, 

우극한, 계단함수, 변화율, ...

행렬
행렬, 매트릭스, 변환, 단 행렬, 역행렬, 

행렬값, 가우스 소거법, 역치환, …

복소수
복소수, 복소평면, 벡터, 실수, 허수, 극좌표, 

극형식, 값, 오일러 공식, …

키워드와 문장은행의 문장 사이의 유사도 계산을 

하여 코사인 계수를 사용하 다. 모든 분야를 상으로 

계산한 유사도 에서 최 값을 가지는 분야가 해당 문

장이 속하는 분야이다. 다음 식 (1)은 키워드와 문징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기 한 코사인 계수식이다. 여기서 X

는 분류하고자 하는 문장에 한 단어 벡터이고, Y는 추

출된 분야별 키워드를 나타낸다.

∑ ∑

∑

= =

==
n

i

n

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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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X

YX

1 1

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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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키워드 추출 기법의 성능 평가는 다음과 같다. 

문장 분류 결과에 한 성능 평가를 한 척도 Recall, 

Precision, F-measure 값을 주로 사용한다. Recall 값은  식 

(2)와 같이 카테고리 내의 체 문장(Qt) 에서 정확하

게 분류된 문장(Qc)의 분류 비율을 의미한다. 

R = Qc/Qt × 100 (2)

Precision 값은 식 (3)과 같이 분류된 문장(Qs) 에서 

정확하게 분류된 문장(Qc)의 비율을 의미한다. 

P = Qc/Qs × 100 (3)

이러한 Recall과 Precision 값은 서로 반비례 계에 있

으므로 한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Lewis 등은 Recall

과 Precision을 결합한 F-Measure 개념[14]을 제안하 는

데 식 (4)는 F-measure에 하여 정의한 식이다.

RP

RP)1(
2

2

+•
••+=

δ
δ

δF (4)

δ는 Recall 값과 Precision 값의 요도에 따른 가 치

를 나타낸다. 즉 δ=0 이면 F 값은 Recall 값과 동일하다. δ

=∞이면 F값은 Recall 값과 동일하다. δ=1이면 Recall 값

과 Precision 값에 동일한 가 치를 용하여 Recall 값에 

동일한 가 치를 용하여 F 값을 계산한다. 그리고 δ

=0.5이면 Recall 값에 0.5배의 가 치를 용하여 

Precision 값에 한 요도를 높여서 계산한다. δ=2이면 

Recall 값에 2배의 가 치를 용하여 Recall 값에 한 

요도를 높여서 계산한다. 그러므로 Recall 값과 

Precision 값의 요도에 따라 δ의 가 치를 선택 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키워드 추출 기법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하여 δ=1 즉, Recall 값과 Precision 값에 동일

한 가 치를 용하여 분류 성능을 평가하 다.

이 게 추출된 키워드는 키워드 DB에 장되어 새로

운 문장의 입력 시에 문장은행과 비교를 통하여 키워드

가 존재하는 문장을 모두 나열하게 된다. 이를 보고 사용

자는 유사 는 비유사 문장으로 별하게 된다. 한 새

로운 키워드는 키워드 DB에 추가하여 다음 문장 입력 

시에 키워드로서 활용되도록 하 다.

Ⅳ. 실험

실험 환경으로, 컴퓨터는 펜티엄 4-1.3GHz에서 운

체제는 Windows XP를 이용하 다. 한 Visual C++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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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 일러와 MySQL DB를 이용하여 구  하 다.

표 2는 분류 상 문장에 하여 코사인 계수를 사용

하여 분야별 키워드와 분류 상 문장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해당문장을 가장 유사한 카테고리에 분류하

다.

표 2. 코사인 계수로 추출한 키워드 집합
Table 2. Detected Keyword Set by Cosign Coefficient

분야 키워드

미 분

미 분, 미분, 분, 극한값, 함수, 좌극한, 우극

한, 계단함수, 변화율, 극한, 순간변화율, 변화, 

극 , 극소, 최 , 최소, 속도, 가속도, 원시함

수, 증명, 부분 분, 합성함수, 제논, 수열 

행렬

행렬, 매트릭스, 변환, 단 행렬, 역행렬, 행렬

값, 가우스 소거법, 역치환, 연립방정식, 행, 열, 

스칼라, 원소, 정방행렬, 주 각선, 부 각선, 

각행렬, 동형, 상등, 상수, 선형 수학, 연방

복소수

복소수, 복소평면, 벡터, 실수, 허수, 극좌표, 극

형식, 값, 오일러 공식, 성분, 자유도, 차원, 

가우스평면, 아르강평면, 값, 기하학  표

, 크기, 상등연산, 켤 복소수, 소 계, 부

등식

다음 표 3은 Recall 값, Precision 값, 그리고 F-measure 

값을 이용한 제안 기법, X2 기법, DF 기법을 비교 실험한 

결과이다. 

 표 3. Recall, Precision, F-measure 값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Recall, Precision and 

F-measure Values

0.74

0.64

0.58

0.65

0.51

0.7

0.47

0.560.55

0.61
0.58 0.58

0

0.1

0.2

0.3

0.4

0.5

0.6

0.7

0.8

미적분 행렬 복소수 평균

Recall

제안기법

X2 기법

DF 기법

0.45

0.75

0.9

0.7

0.55
0.58

0.77

0.63

0.45

0.52

0.42
0.46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미적분 행렬 복소수 평균

Precision

제안 기법

X2 기법

DF 기법

0.55

0.68
0.71

0.65

0.51

0.63

0.57 0.57

0.51

0.56

0.51
0.53

0

0.1

0.2

0.3

0.4

0.5

0.6

0.7

0.8

미적분 행렬 복소수 평균

F-measure

제안 기법

X2 기법

DF 기법

제안 기법의 분야별 평균 Recall 값은 0.65로 다른 기

법에 비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 다. 그리고 제안 기법

의 분야별 평균 Precision 값도 0.7로 다른 기법에 비해 가

장 우수한 성능을 보 다.

한, 제안 기법은 모든 분야에서 높은 F-Measure 값

을 가지며, 분야별 평균 F-measure 값은 0.65이다. X2 기

법은 제안 기법보다는 낮지만 DF 분야보다는 높은 

F-measure 값을 가지며, 분야별 F-measure 값은 0.57이다. 

DF 기법은 제안 기법과 X2 기법보다  분야에서 낮은 

값을 가진다. 분야별 평균 F-measure 값은 0.53이다. 제안 

기법은 분야별 평균 F-measure 값이 0.65로 다른 기법에 

비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 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명사의 출  특성을 이용하여 명사를 

추출하는 방법과 비감독 학습 기법에 의한 키워드를 추

출 방법에 해 제안하 다. 명사 추출은 제거 정보 검

사, 단일어 검사, 명사 미 음 열 분석, 그리고 음운 

상 복원을 통해 수행되었고, 키워드 추출은 데이터 마이

닝 기법  하나인 연  규칙 탐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비감독 학습 기법에 의한 키워드 추출 기법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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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 결과 제안된 방법은 감독 학습 기법의 키워드 

추출기법 에서 우수하다고 알려진 X2 기법과 DF 기법

보다 우수한 분류 성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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