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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최근 빅데이터(Big Data) 련 기술은 IT 분

야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Gartner 그

룹은 향후 유망 기술을 분석한 2011년 보고서

(Gartner, 2011)에서 빅데이터 련 기술이 향후 

2~5년 내에 IT 분야의 주요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상하 으며, 많은 기업  교육기 에

서 빅데이터 분석 문가인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를 양성하기 한 비에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빅데이터란 데이터의 양이 무 방

해서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는 수집, 장, 검

색, 분석, 시각화가 어려운 정형 는 비정형 데

이터를 의미하며(Mckinsey, 2011). 빅데이터의 

특성은 일반 으로 데이터의 용량(Volume), 속

도(Velocity), 다양성(Variety)에 의해 규정된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술에 해 심이 증한 원

인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상(유지연, 2012)에

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

한 모바일 기기로부터 카메라, RFID 리더 등을 

통해 수많은 비정형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는 

상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을 통해 개인과 조

직의 데이터가 한 곳으로 축 되는 상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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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AS Enterprise Miner의 텍스트 클러스터링 결과 

Twitter, Facebook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

통되는 비정형데이터의 양이 증한 것에서 찾

을 수 있다. 즉 이미지, 사운드, 동 상, 텍스트 

등 증한 비정형데이터를 효율 으로 장하

고 분석하기 한 새로운 도구  방법론이 필요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형데이터에 

한 분석  텍스트 데이터에 한 분석은 소셜

미디어 메시지 분석, 쇼핑몰 Q&A 분석, 뉴스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텍스트 데이터 분석은 주로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 문서 클러스터링(Document 

Clustering), 문서 요약(Text Summarization) 등

의 다양한 용어로 불려왔으나, 이들  텍스트 

마이닝이 다른 용어들을 포함하는 가장 표

인 용어로 최근 리 사용되고 있다. 텍스트 마

이닝과 데이터 마이닝은 그 용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본질 인 특성 면에서 상당한 차이

을 갖는다. 데이터 마이닝은 방 한 양의 데이터

로부터 이 에 알려져 있지 않은, 잠재 으로 유

용한 정보를 발견해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

다(손윤호 외, 2009; 홍태호와 김진완, 2006; 

Han and Kamber, 2006). 하지만 텍스트 마이닝

의 경우 획득하고자 하는 정보는 이미 입력 텍스

트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Witten, 2004). 즉 

통 인 데이터 마이닝과 달리, 텍스트 마이닝

의 주요 심은 이미 기술된 정보를 최 한 손실 

없이 활용하여 분석에 용하기 한 과정에 집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데이터 마이닝과 텍스트 마이닝이 갖

는 본질 인 차이 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텍스트 마이닝은 넓은 의미의 데이터 마이닝의 

주요 부분집합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즉 데이터 

마이닝은 구간변수, 명목변수 등의 다양한 유형

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할 수 있으며, 텍스트 

마이닝은 분석 상 데이터의 유형이 텍스트인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SAS 사

를 비롯한 기존의 주요 데이터 마이닝 도구 제작 

업체들은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 도구에 텍스트 

마이닝 기능을 추가하여 배포하고 있다. 즉 기존

의 도구에서는 입력 데이터에 텍스트 변수가 있

는 경우 이를 분석 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었지

만, 텍스트 마이닝 기능이 포함된 마이닝 도구의 

경우 텍스트 변수도 구간변수, 명목변수 등과 함

께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를 들면 

SAS 사의 Enterprise Miner 최근 버 의 경우, 

텍스트 입력에 해 클러스터링 분석을 수행함

으로써 각 단  텍스트를 다수의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 값으로 설명한다(그림 

1). 이 게 SVD 값으로 수치화된 텍스트 변수

는 다른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트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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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망분석 등 후속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그림 2>.

<그림 2> 텍스트 입력의 SVD 값을 사용한 의

사결정나무 

하지만 텍스트 싱, 필터링, 클러스터링 등

의 기능은 주로 빈도수에 기반하여 동작하므로, 

텍스트 분석 과정에서 용어의 시맨틱(Semantic)

을 악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문제는 창기의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 연구에서부터 지 되어 온 것으로, 

결국 동음이의어(Homonym)과 이음동의어

(Synonym)의 처리 문제로 귀결된다. 이음동의

어의 경우를 로 들면, 한 문서에서 Purchase라

는 용어가 사용되고 다른 문서에서 Buy라는 용

어가 사용되었을 경우 이 두 용어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물

론 부분의 텍스트 마이닝 도구는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기 해 유의어 사 을 제공하고 있다. 

즉 유의어 사 에 (Purchase, Buy)의 을 등록

함으로써 두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정보를 분석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 의 유의어 사 은 매우 단

순한 형태의 이음동의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만, 다음과 같은 부분의 경우에 용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를 들어 Address와 

Speech라는 두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

자. 우선 Address라는 용어는 주소라는 의미

(Case 1)로 사용될 수도 있고, 연설이라는 의미

(Case 2)로 사용될 수도 있다. 한 Speech라는 

용어도 연설이라는 의미(Case 3)로 사용될 수도 

있고 언어능력이라는 의미(Case 4)로 사용될 수

도 있다. 즉 두 용어 Address와 Speech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Case 2 와 Case 

3),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 용어를 단순하게 유의어 사 에 등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유의어 사 은 

동음이의어 문제의 해결과는 아무 계가 없다. 

따라서 동음이의어와 이음동의어의 문제의 해

결을 해서는 단순한 수 의 유의어 사 이 아

닌 문장 내에서 용어의 시맨틱을 악할 수 있

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Ontology)를 

활용하여 의미  모호성을 해결함으로써 텍스

트 마이닝 결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온톨로지는 의미의 삼각

계(Meaning Triangle)(Maedche et al., 2001)

에서 하나의 기호(용어)가 여러 개념에 응되

는 기호작용의 오류를 해결하기에 합한 체계

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텍스

트 문서의 의미  모호성 해결에 매우 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 한다. 정보시스템 분야에

서 온톨로지를 다루는 부분의 연구는 B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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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워크(Bunge, 1977, 1979; Wand and 

Weber, 1993, 1995)의 구성요소(Constructs)  

주로 사물(Thing)과 로퍼티(Property)에 한 

논의에 집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 설계 단계에서 제약조건(Restriction)

이 갖는 역할을 매우 요하게 인식하고, 텍스

트 마이닝 입력의 의미  모호성 해결을 해 

제약조건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인 2 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  배경이 되는 텍

스트 마이닝, 온톨로지,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

과 온톨로지를 목시킨 기존 연구 성과를 요약

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3 에서는 온톨로지 기

반의 시맨틱 텍스트 마이닝을 한 연구 모형과 

차를 소개한다. 다음 인 4 에서는 연구에

서 제안하는 방안의 실무 용 가능성을 평가하

기 해 국내 한 형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 

주문, 문의게시  데이터에 해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해당 쇼핑몰 고객

의 이탈을 측하고자 한다. 마지막 인 5 에

서는 본 연구의 기여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Ⅱ. 관련 연구

텍스트는 실 세계에서 정보를 교환하거나 

표 하는 방법으로 가장 리 사용되는 수단이

다(Witten, 2004).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풍부

한 정보를 담고 있는 텍스트에 한 분석을 통

해 의미 있는 지식을 발견하기 한 노력을 기

울여왔다. 텍스트 마이닝은 용량의 텍스트로

부터 구문 분석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Hearst, 1999; Sebastiani, 2002)으로 이해

될 수 있다. 텍스트 마이닝의 활용 분야는 텍스

트 형태로 된 정보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를 아

우를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를 들면, 특정 기

사(Article)의 원문(Source)를 악하기 한 연

구(Metzler et al., 2005), 특정 범죄와 다른 범죄

들 간의 유사성 측정을 통해 새로운 범죄를 발

견하기 한 연구(Fan et al., 2006), 텍스트 범주

화(Categorization)를 통해 비구조  장소

(Repository)를 구조화하기 한 연구(Sebastiani, 

2006)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용자의 

성향이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텍스트로 표

되고 장됨에 따라, 소셜 미디어 데이터에 

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기존의 데이터 분석

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지식을 

찾기 한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김인 , 2012; 최 선, 2012).

텍스트 마이닝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자연어 처리, 정보 검색, 산 언어학, 토픽 추

(Topic Tracking) 등의 분야의 기술을 종합 으

로 활용한다(Mooney and Bunescu, 2006; 

Rijsbergen, 1979). 특히 자연어 처리 기술은 텍

스트 마이닝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자연어 처리의 상이 되는 

텍스트는 분석 목 에 따라 행렬, 계층, 벡터 등

의 다양한 형태로 표 된다<표 1>.

SAS Enterprise Miner, IBM SPSS Modeler, 

R, Linguamatics I2E 등 부분의 데이터 마이

닝 소 트웨어는 텍스트 마이닝 기능을 지원하

고 있다. SAS Enterprise Miner의 경우 분석 단

는 각 문서가 되는데, 여기서 문서란 제목, 요

약, 본문, 문서 체 등 텍스트로 기술된 모든 데

이터를 일컫는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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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표  형태 목

Sentences term-by-sentence matrices Text mining
words, phrases, 

concepts association rules Representation of medical texts

words and concepts combination of bag-of-words and concept 
hierarchy Text clustering and classification

concepts Hierarchy Feature extraction
phrases n-grams Text categorization

concepts concept hierarchy Automatic acquisition of a 
taxonomy

word senses sense-based vector Text categorization
phrases n-grams Text learning

words and 
compounds Vector IR

noun phrases Tree Book indexing
words Vector IR
words Tree Semantic similarity for IR

<표 1> 텍스트 표 을 한 근법(수정 인용)(Stanvrianou et al., 2007)

으로 각 문서는 벡터공간모델(Vector Space 

Model)(Albright, 2006; Salton et al., 1975)을 

이용하여 표 되며, 각 문서에 사용된 용어

(Term)의 빈도에 따라 해당 문서의 주제  특

성이 요약된다. 부분의 경우 용어의 단순 빈

도수보다는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Han and Kamber, 2006)

에 근거한 분석을 주로 수행한다. 이 개념은 어

떤 문서에서 용어 A와 B가 동일한 빈도수로 발

생하 을 때, A가 다른 체 문서에서도 일반

으로 자주 발생하는 용어라면 그 문서에서 더욱 

요하게 사용되는 용어는 A가 아니라 B라는 

인식에 기 한다. 빈도수에 기반한 분석에서 각 

문서는 용어 수만큼의 차원을 갖게 되며, "문서 

X 용어" 로 표 된 행렬의 각 셀에 각 문서에서 

해당 텍스트가 나타난 빈도수를 기재함으로써 

모든 문서를 행렬화할 수 있다. 하지만 문서에 

포함된 용어의 수는 일반 으로 매우 많기 때문

에, 문서 간 유사성 측정을 해 각 문서는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 기법을 

통해 차원이 축소된다(Albright, 2006). 상용 텍

스트 마이닝 도구(SAS, 2010)는 이러한 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싱, 필터링, 클러스터링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그 자체로도 문서 분류, 토픽 추출 등의 분야에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마이닝 분석 

모델인 의사결정나무, 인공신경망 등 후속 분석

의 입력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재까지 논의된 텍스트 마이닝 이론 

 련 상용화 도구들은 부분 문장의 구조

(Syntactic) 분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문장 내에

서 각 용어가 갖는 의미  차원의 분석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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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Stanvrianou 

et al., 2007). 의미 차원의 텍스트 마이닝을 한 

실마리는 온톨로지(Bunge, 1977, 1979), 토픽맵

(Topic Map)(정윤수 외, 2009) 등의 지식표  

모델에서 찾을 수 있다. 온톨로지에 한 연구

의 기원은 고  그리스 철학자들의 주된 심이

었던 존재론까지 올라갈 정도로 역사가 깊지만, 

최근 시맨틱 웹(Antoniou and Harmelen, 2008)

에 한 심의 증가로 온톨로지의 이론  활

용분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고  존재론에

서는 "분류"를 인간이 정보를 체계화하고 그로

부터 추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가장 기본

인 행 로 악하 으며(노상규와 박진수, 

2007), 온톨로지 구축 과정은 바로 이러한 분류

를 수행하는 개념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활용되는 표 인 온

톨로지로는 번지(Bunge) 온톨로지(Bunge, 

1977, 1979)를 들 수 있다. Wand and Weber(1993, 

1995)는 번지의 온톨로지에서 정보시스템 모델

링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차용하여 BWW 

(Bunge-Wand-Weber) 온톨로지 임워크를 

설계하 으며,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이루어지

는 온톨로지 련 연구(Wand et al., 1995)는 주

로 BWW 임워크에 기반하고 있다. 번지 온

톨로지에 의하면 이 세계는 고유한 로퍼티를 

갖고 있는 사물들로 구성되며, 모든 사물은 하

나 이상의 로퍼티를 갖는다. 둘 이상의 사물

의 조합을 통해 합성물(Composite Thing)을 형

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성물은 반드시 창발

 로퍼티(Emergent Property)을 가져야 한

다. 로퍼티는 로퍼티를 가질 수 없으며, 

로퍼티는 하나의 사물에 연 되는 본질

(Intrinsic) 로퍼티와 두 개의 사물에 연 되는 

상호(Mutual) 로퍼티로 구분된다. 

온톨로지를 기술하기 한 모델  언어는 매

우 다양하며, 이 가운데 가장 리 사용되는 모

델로 RDF/OWL를 들 수 있다. RDF/OWL의 구

문 구조인 RDF/XML에 한 소개는 Masahide 

(2008)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한 RDF(S) 

(RDF & RDF Schema)를 활용한 온톨로지 기

술법, RDF/OWL 문법, 다양한 규칙과 질의, 그

리고 온톨로지 추론의 술어 논리에 한 소개는 

Hitzler et al.(2009)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 이

러한 이론  성과를 반 한 상용 온톨로지 설계 

도구가 다수 제공되고 있으며, 간단한 수 의 

설계는 공개 소 트웨어인 Protege(Horridge, 

2011)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온톨로지의 활용 분야는 매우 다양하

며, 그만큼 다양한 에서 이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념  모델링 도구로서의 온

톨로지에 한 연구가 이동훈 외(2011), Gemino 

and Wand(2005), Jones and Weber(1999), 

Shanks et al.(2010), Shanks et al.(2008), Spyns 

et al.(2002), 그리고 Want et al.(1995)에서 수행

된 바 있으며, 시맨틱 웹에서의 추론(홍 석, 

2008), 기업 간 비즈니스 로세스의 메타데이

터 표 (김형도와 김종우, 2006)에 한 연구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한 응답률과 정확도

를 고려하여 다양한 온톨로지 매핑 방법론의 성

능을 평가하기 한 연구는 안성  외(2007)에

서 이루어진 바 있다. 온톨로지에 한 부분

의 연구는 번지 온톨로지에서 사물에 해당되는 

개념의 식별에 을 두고 수행되었으며, 상

으로 소수의 연구(Storey, 2005)가 로퍼티

에 해당되는 개념의 식별을 주제로 다루고 있

다. 



시맨틱 텍스트 마이닝을 한 온톨로지 활용 방안

- 143 -

<그림 3> 연구 범   모형

온톨로지 기반의 텍스트 마이닝을 시도한 

가장 표 인 연구로는 생체임상의학

(Biomedicine) 분야의 온톨로지를 활용한 

Spasic et al.(2005)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생체임상의학 분야에서 수행된 온톨로지  텍

스트 마이닝 련 연구를 상세히 요약하고 있다. 

하지만 용어의 정의가 비교  명확하고 사용되

는 용어의 집합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생체

임상의학 분야의 특성상, 이 연구의 성과를 일반

화하여 다른 분야로 확산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 이 연구 역시 주로 온톨로지의 사물

에만 집 하여 수행되었다 한계를 갖는다. 문장

의 구문뿐 아니라 의미까지 반 한 시맨틱 텍스

트 마이닝의 성공  수행을 해서는, 사물뿐 아

니라 로퍼티까지 식별할 수 있는 온톨로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 사물과 로퍼티를 효과

으로 식별하기 해서는 지 까지의 연구에

서 간과되어온 제약조건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한다. 

Ⅲ. 시맨틱 텍스트 마이닝 절차

3.1. 연구 범위 및 모형

본 에서는 온톨로지를 활용하여 시맨틱 텍

스트 마이닝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물론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온톨로지를 성공 으로 

구축하고 효과 으로 실에 용하는 과정에

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어려움의 가

장 큰 원인은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해 막 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실 인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련해서는 재도 많은 연

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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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온톨로지 구축 자체에 한 이슈는 다루지 

않도록 한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온톨로지를 

제로, 이를 활용하여 텍스트 데이터의 의미를 보

다 명확하게 정제하는 체 과정이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에서 심 분야(Domain of Interest)

의 분석 원본 데이터(Raw Dataset)와 이 분야의 

어휘에 한 온톨로지가 비된 것으로 가정하

자. 분석 상 데이터에는 텍스트 데이터뿐 아

니라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림 3>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제 과

정은 텍스트 데이터에만 용된다. 기 텍스트 

데이터는 의미 으로 모호한 단어를 다수 포함

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  모호성  

동음이의어 문제와 이음동의어 문제는 텍스트 

마이닝의 결과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된다. 

동음이의어와 이음동의어는 각각 상이한 개념

을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오류와 동일한 개

념을 상이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야기한

다. 이러한 오류는 단어와 개념간의 정확한 

응 계 악을 어렵게 만들며, 이는 기본 으로 

단어 간 동시 출  빈도수에 기반하여 수행되는 

텍스트 마이닝의 분석 결과를 왜곡시키는 원인

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 두 가지 

문제 해결에 가장 을 두고자 하며, 이 과정

은 각각 <그림 3>의 [STEP 1. Homonym 

Resolution]과 [STEP 2. Synonym Resolution] 

단계에서 수행된다. 

[STEP 1]은 온톨로지에 나타난 각 개념의 제

약조건에 근거하여 동음이의어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을 나타낸다. 즉 특정 단어가 어떤 개념

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찾고, 해당 단어를 이에 

응되는 개념의 URN으로 보다 명확히 표기하

게 된다. [STEP 2]는 온톨로지에 나타난 동등성 

정보에 기반하여 이음동의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악된 이음동의어는 유

의어 사 에 등록되어 추후 분석에 활용된다. 

최종 마이닝 분석은 [STEP 1]에서 수정된 텍스

트 입력에 해 수행되며, 이 과정에서 [STEP 

2]에서 생성된 유의어 사 을 활용한다. 

3.2. 온톨로지를 이용한 의미적 모호성 해결

3.2.1. 온톨로지 구축 범 의 선택

텍스트 데이터의 수정을 해 우선 심 분야

의 용어에 한 온톨로지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온톨로지의 구축이 아닌 활용 방안에 

을 두고 있으므로, 심 분야의 용어  텍스

트 마이닝에 향을 미치는 부분만을 온톨로지

로 구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에

서 온톨로지의 구축 범 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로 구분된다: (1) 심 역의 용어 체에 한 

온톨로지 구축 (2) 원본 데이터에 포함된 용어 

체에 한 온톨로지 구축 (3) 원본 데이터에 

포함된 용어  특정 빈도수 이상 사용된 용어에 

한 온톨로지 구축 (4) 특정 빈도수 이상 사용된 

용어  동음이의어 는 이음동의어와 련된 

용어에 한 온톨로지 구축. 본 에서는 언 한 

네 가지 수   가장 규모가 작은 (4) 번의 범

에 한 온톨로지 구축 를 통해 제안 방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를 들어 <그림 4>의 ZIPF 

도표는 약 800여개의 문서  용어 Clear가 나타

난 문서가 107개이며, 출  문서 수 기 으로 

볼 때 용어 Clear의 순 가 32 임을 보여주고 

있다. 용어 Clear를 기 으로 부분 온톨로지를 

구축한 가 <그림 5>에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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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rotege로 구축한 부분 온톨로지 (clear_A & clear_B)

<그림 4> 온톨로지 구축 상 용어 선정을 

한 ZIPF 도표 분석

<그림 5>는 자동차 수리 요청 에 사용된 용

어  몇 개를 발췌하여 온톨로지로 구축한 것

으로, Protege 4.2.0 에서 구축한 내용을 

OntoGraf 1.0.1 Plug-in 에서 도식화한 것이다. 

자동차의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Cleaning_ 

Equipment, Window, ECU, Display가 모두 클

래스(Class)로 선언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1 

~ 3개의 인스턴스(Instance)를 포함하고 있다. 

한 이들 네 개의 클래스는 모두 Components

의 서 클래스(Subclass)로 선언되어 있다. 주

목해야 할 부분은 동음이의어의 표  방법이다. 

실제 온톨로지에서는 개념을 명확히 기술하기 

해 두어로 네임스페이스(Namespace)를 사

용하며, 그 결과 온톨로지에서 하나의 용어는 

정확하게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게 된다. 하지만 

텍스트 입력으로 사용된 모든 용어에 해 두

어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둘 이상의 개념을 갖는 용어를 

두어 신 언더스코어( _ ) 를 사용하여 구분

하는 약식 방법을 사용하 다. 를 들어 <그림 

5>에서 clear 라는 용어는 "청소하다"를 의미하

는 clear_A와 " 기화하다"를 의미하는 clear_B

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림 5>는 로퍼

티 간에 나타난 동음이의어를 보여주고 있지만, 

동음이의어는 클래스 간에도 존재할 수 있고 

로퍼티와 클래스 간에도 존재할 수 있다. 

3.2.2. 동음이의어 문제의 해결

<그림 3>의 [STEP 1]은 <그림 5>와 같이 간

략하게 구축된 부분 온톨로지를 활용하여 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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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omonym Resolution의 (clear_A & clear_B)

이의어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를 나타낸다. 기본

인 방향은 특정 단어의 개념  모호성이 존재

할 경우, 주어진 텍스트 문장(Assertion)이 추론

에 의해 참이 될 수 있는 개념을 해당 단어에 

응시킨다는 것이다. 부분의 추론 엔진들은 

RDF(S), OWL 문법에 근거한 다양한 추론 규칙

들(Hitzler et al., 2009)을 내장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칙들  다음의 일부를 도

입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단, 다음의 추론 규칙

에서 a, b, x, y, u, v 는 임의의 URI를 나타낸다.

[규칙 1] (a rdfs:domain x) and (u a y) → u rdf:type x

[규칙 2] (a rdfs:range x) and (u a v) → v rdf:type x

[규칙 3] (u rdfs:subClassOf x) and (v rdf:type u) → 

v rdf:type x

체 추론 규칙  이에 한 증명, 그리고 

자세한 표기법은 Hitzler et al.(2009)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의 세 가지 규칙의 

의미만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규칙 

1]은 임의의 로퍼티 a의 정의역(Domain)이 x

로 주어질 때, a를 사용하여 기술된 트리

(Triple)의 주어에는 항상 x의 인스턴스만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규칙 2]는 임의

의 로퍼티 a의 치역(Range)이 x로 주어질 때, 

a를 사용하여 기술된 트리 의 목 어에는 항

상 x의 인스턴스만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규칙 

3]은 [규칙 1]과 [규칙 2]를 확장 용하기 한 

것으로 임의의 클래스 u가 다른 클래스 x의 서

클래스일 때, u의 모든 인스턴스는 동시에 x

의 인스턴스가 된다는 것이다. 

의 규칙을 <그림 5>의 에 용하는 경우

를 살펴보자. 입력 텍스트에 clear라는 용어가 

나타날 경우, 이 용어가 <그림 5>의 온톨로지에 

로퍼티로 나타난 clear_A와 clear_B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었는지 악해야 한다. 그림에

서 clear_A는 정의역과 치역으로 각각 

Cleaning_Equipment와 Window를 가질 수 있

으며, clear_B는 정의역과 치역으로 각각 ECU

와 Display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Wipers peeling do not clear glass"라는 문장이 

입력으로 들어온 경우, 문장에 함께 나타난 

wiper와 glass가 각각 Cleaning_Equipment와 

Window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규칙 1]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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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2]에 의해 이 문장에서 사용된 clear는 <그림 

5>의 clear_A에 응됨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

하게 만약 "SRS light on battery was dead clear 

codes"라는 문장이 입력으로 들어온 경우, [규

칙 1] ~ [규칙 3]에 의해 이 문장에서 사용된 

clear는 <그림 5>의 clear_B에 응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정된 텍스트 입

력의 일부가 <그림 6>에 나타나있다. 이와 같이 

[규칙 1] ~ [규칙 3]에 의해 동음이의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클래스 는 로퍼티  둘 

이상의 URI로 표시되는 모든 용어에 해 용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음이의어 문제가 

해결된 상태의 텍스트 데이터가 최종 마이닝 분

석의 입력으로 사용되게 된다. 

3.2.3. 이음동의어 문제의 해결

[STEP 1]에서의 Homonym Resolution 단계

에서는 향후 분석을 해 입력 텍스트 자체가 

수정되는 반면, [STEP 2]의 Synonym 

Resolution 단계에서는 텍스트 데이터의 수정 

없이 별도의 유의어 사 이 생성된다. 텍스트 

마이닝 과정에서 이음동의어는 동음이의어에 

비해 상 으로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는데, 

이는 부분의 상용 텍스트 마이닝 도구가 유의

어 사  편집 기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이들 도구들은 어느 정도 수 의 이음동의

어 자동 식별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를 들어 

SAS Enterprise Miner 7.1의 경우 형태소 분석

에 근거하여 동일 개념을 나타내는 다양한 형태

의 단어들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수행한다. 를 들어 <그림 7>은 

SAS Enterprise Miner 7.1의 필터 뷰어의 한 화

면으로, clear, cleared, clearing이 모두 같은 의

미로 사용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7> 형태소 분석 기반의 이음동의어 자

동 식별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이음동의어 식별은 용

어 간 형태론  유사성에 근거하여 수행되므로, 

Purchase와 Buy의 와 같이 형태가  다르

지만 개념 으로 유사성을 갖는 두 용어는 유의

어로 식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부분의 상용 텍스트 마

이닝 도구는 사용자가 임의로 유의어 사 을 추

가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본 연구에서

는 이음동의어 문제의 해결 과정에 이러한 기능

을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이 과정에서 

탐색되는 RDF/OWL 온톨로지의 로퍼티 요

소는 다음과 같다.

1) rdfs:subClassOf - 하나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의 서 클래스임을 명시할 때 사용된다. 

만약 클래스 A가 클래스 B의 서 클래스라면, 

유의어 사 에 클래스 A를 하  용어로, 클래스 

B를 상  용어로 추가함으로써 이 계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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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를 들어 Car를 하  용어로, 

Vehicle을 상  용어로 추가하면, 입력 문장에 

사용된 모든 Car는 Vehicle로 해석된다.

2) rdfs:subPropertyOf  - 하나의 로퍼티가 

다른 로퍼티의 서 로퍼티(Subproperty)임

을 명시할 때 사용된다. 만약 로퍼티 A가 

로퍼티 B의 서 로퍼티라면, 유의어 사 에 

로퍼티 A를 하  용어로, 로퍼티 B를 상  

용어로 추가함으로써 이 계를 명시할 수 있

다. 를 들어 Write를 하  용어로, Create를 

상  용어로 추가하면, 입력 문장에 사용된 모

든 Write는 Create로 해석된다.

3) owl:equivalentClass - 두 클래스가 서로 동

등한 경우를 나타낸다. 즉 클래스 A가 클래스 

B의 서 클래스이고 이와 동시에 클래스 B가 

클래스 A의 서 클래스일 때, 클래스 A와 클래

스 B 는 서로 동등한(Equivalent) 치에 있다. 

이 경우 두 용어의 상 /하  구분에 한 명확

한 기 은 없지만, 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를 상  용어로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

다.

4) owl:equivalentProperty - 두 로퍼티가 

서로 동등한 경우를 나타낸다. 즉 로퍼티 A가 

로퍼티 B의 서 로퍼티이고 이와 동시에 

로퍼티 B가 로퍼티 A의 서 로퍼티일 

때, 로퍼티 A와 로퍼티 B 는 서로 동등한 

치에 있다. 이 경우 역시 두 용어의 상 /하  

구분에 한 명확한 기 은 없지만, 가  빈

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를 상  용어로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의 네 가지 경우  마지막 두 경우, 즉 클래

스 는 로퍼티 간의 동등 계를 설정할 경우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두 개념이 동등

함을 선언하기 해서는, 두 개념이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를 들어 Clear라는 용어가 Clean

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존재

한다고 해서 두 용어가 동등하다고 선언하는 것

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Clear는 Clean 뿐 아

니라 Reset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동음이의어 문제와 이음

동의어 문제가 혼합된 경우로 이해할 수 있으

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안은 [STEP 1]을 

[STEP 2]보다 반드시 먼  수행할 것을 규정하

고 있다. 즉, 하나의 용어가 둘 이상의 개념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면, 우선 이 용어

를 각각의 개념에 응되는 세부 용어로 분할한 

뒤 각각 세부 용어를 기 으로 이음동의어를 식

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를 들면 용어 Clear는 

[STEP 1]에서 Clear_A, Clear_B로 세분화되며, 

[STEP 2]에서 이들 각각은 Clean, Reset과 동등 

계가 설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가된 

유의어 사 의 가 <그림 8>에 나타나있다. 

 

<그림 8> 의미기반 유의어 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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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AS Enterprise Miner를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3.2.4. 시맨틱 텍스트 마이닝

[STEP 1]과 [STEP 2]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에 해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하는 방법

은 일반 인 텍스트 마이닝 분석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입력 문장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

를 보다 명확하게 악하여 수정하는 작업은 크

게 동음이의어 처리와 이음동의어 처리로 구성

되며, 자의 결과물은 입력 데이터를 직  수

정함으로써 반 되고 후자의 결과물은 유의어 

사 의 추가에 반 된다. 이러한 결과물에 해 

SAS Enterprise Miner를 사용하여 텍스트 마이

닝을 수행하는 체 흐름의 가 <그림 9>에 

나타나있다. 

Ⅳ. 온라인 쇼핑몰의 이탈 고객 

예측 실험

4.1. 실험 개요 및 데이터 소개

본 에서는 국내 "S" 온라인 쇼핑몰의 실제 

거래 데이터  게시물에 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안의 실무 용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S" 온라인 쇼핑몰은 약 1,100

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평균 약 

20,000 건의 상품을 매하고 있는 형 쇼핑몰

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1월부터 3월 사이

에 Q&A 게시 에 한 번이라도 을 남긴 고객

을 상으로 분석을 수행하 다. 구체 으로는 

해당 기간에 게시물을 남긴 고객 139,952 명의 

기본 정보(성별, 연령, 가입경과월수 등), 해당 

고객들의 2010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거

래 정보(총 구매액, 총 구매 회수 등), 그리고 

해당 고객들이 마지막으로 등록한 게시물의 제

목을 입력 데이터로 활용하여 고객의 이탈 가능

성을 측하고자 한다. 

측 상이 되는 목표 변수는 각 고객별 이

탈 가능성이다. "S" 쇼핑몰 고객의 주문별 평균 

간격 즉 평균 재구매 간격이 약 132일인 을 

감안하여, 최종 게시물을 남긴 시 을 기 으로 

132일 이내에 다시 구매할 가능성이 낮은 고객

을 잠재 이탈 고객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하고

자 한다. 체 고객 139,952명  잠재 이탈 고

객으로 분류된 고객이 20,046 명으로 그 지 않

은 고객 119,906 명에 비해 매우 게 나타난다. 

따라서 과표본추출(Oversampling)을 통해 잠재 

이탈 고객 20,046 명 모두를 표본에 포함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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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체 고객의 성별, 연령별 이탈 가능성 분포(QlikView 사용)

그 지 않은 고객  20,227 명을 추출하여 표

본에 포함시키도록 하 다. <그림 10>은 

QlikTech 사의 데이터분석 소 트웨어인 

QlikView를 이용하여, 표본추출 이 의 체 

고객에 한 성별, 연령별 이탈 가능성의 분포

를 나타낸 그림이다. 우측 상단의 그래 에서 

안쪽 원은 성별(남자:1, 여자:2)을 나타내고, 바

깥 원은 성별별 이탈 여부를 나타낸다. 체 고

객  약 19%가 잠재 이탈 고객으로 분류되었

으며, 남자 이탈 고객은 체 고객  약 5%, 

여자 이탈 고객은 체 고객  약 13%를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 별로 살펴보면, 

20 의 경우 체 20  고객  약 25%가 이탈 

고객으로 분류되어 다른 연령 에 비해 이탈 비

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2. 실험 설계

본 실험은 <그림 11>의 세 가지 흐름에 의해 

수행된다. 우선 흐름1은 표본 데이터에 해 텍

스트 마이닝 즉 싱, 필터링, 그리고 클러스터

링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그림 12>에 나타난 

소스 데이터의 변수들  게시물의 제목을 나타

내는 QNA_Title 만이 분석 상으로 사용되며, 

이 흐름을 통해 악된 게시물의 클러스터 값이 

추후 분석에 활용된다. 흐름2는 흐름1과 동일하

나 분석 과정에서 용어의 시맨틱에 한 추가 

고려가 포함되었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즉 

단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

가 흐름1이라면, 흐름2는 시맨틱 텍스트 마이닝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 구체 으로, 흐

름2의 입력 데이터는 Homonym Resolution을 

거친 텍스트를 의미하고, 싱  필터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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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입력 변수  데이터(일부)

흐름1

흐름2

흐름3

<그림 11> 측 모형 평가를 한 분석 흐름도

<그림 13> 동음이의어 문제 해결을 한 

간단한 유의어 사

에서 새로 추가된 유의어 사 을 활용해야 한다

는 것이다. 하지만 언 한 바와 같이 해당 도메

인에 해 체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이 온톨로

지를 통해 입력 데이터를 직  수정하는 과정

은, 시맨틱 텍스트 마이닝 방안의 제안을 목표

로 하는 본 연구에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그림 3>의 단계  

Homonym Resolution 과정은 제외하고 

Synonym Resolution만 간략히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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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유의어 사 이 반 된 텍스트 필터링 결과

 

(a) 흐름1의 클러스터링 결과

 

(b) 흐름2의 클러스터링 결과

<그림 15> 흐름1과 흐름2의 클러스터링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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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Tree(No Text) 노드의 결과 트리 일부

<그림 13>은 흐름2에서 사용된 간단한 유의어 

사 을 보여 다. <그림 13>의 유의어 사 은 

흐름1의 텍스트 필터링 분석 결과로 악된 빈

발 용어  일부에 해 작성되었으며, 그 결과

는 흐름2의 텍스트 필터링 결과에 <그림 14>와 

같이 반 되어 나타난다. 

4.3. 실험 결과 및 해석

<그림 11>의 흐름1과 흐름2의 결과, 즉 단순 

텍스트 클러스터링 결과와 시맨틱 텍스트 클러

스터링 결과가 각각 흐름3의 ORG_CLUSTERED

와 SEM_CLUSTERED의 입력으로 활용된다. 

흐름1의 결과 14개의 클러스터가 생성되고 흐

름2의 결과 11개의 클러스터가 생성된 것으로 

보아 최소한 두 흐름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5>. 

흐름3에서는 세 개의 의사결정나무기반 측 

모델을 비교하고 있다. 맨 의 모델은 텍스트 

입력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로, 입력 변수 

 텍스트 련 입력을 모두 사용하지 않음으로

써 수행 가능하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델은 

각각 흐름1과 흐름2의 텍스트 클러스터링 결과

를 반 한 모델로 화식의사결정나무를 활용

하여 도출되었다. 세 가지 모델  Tree(No 

Text) 모델과 Tree(ORG Text Cluster) 모델의 

결과 트리 일부가 <그림 16>과 <그림 17>에 나

타나있다. Tree(ORG Text Cluster) 모델은 최상

 노드의 최  분기 기 을 화식으로 선택한 

것으로, 흐름1의 결과로 부여된 텍스트 클러스

터의 번호가 최  분기 기 으로 사용되었다. 

즉 클러스터의 번호에 따라 최상  노드는 세 

개의 가지로 나뉘게 되며, 그 이후 분기 과정은 

일반 인 의사결정나무 분석 기법에 따라 자동

으로 수행된다. 다만 <그림 17>에서는 세 개의 

클러스터 분기 결과  좌측과 우측 노드는 편

의상 생략하여 보여주고 있다. Tree(No Text) 모

델의 결과 트리에서는 최상  분기 기 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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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ee(No Text)의 변수 요도
(b) Tree(ORG Text Cluster)의 

변수 요도
(c) Tree(SEM Text Cluster)의 

변수 요도

<그림 18> 세 가지 모델의 변수 요도 비교

<그림 17> Tree(ORG Text Cluster) 노드의 결과 트리 일부

주문 회수인 All_Order_Count가 채택되었으며, 

이 변수는 <그림 17>의 결과에서도 클러스터 

번호 다음의 분기 기 으로 사용되었다. 참고로 

세 가지 모델에서 계산된 각 변수의 요도는 

<그림 18>에 나타나있다.    

<그림 18>에 나타난 세 가지 의사결정나무 

모델에 의해 잠재 이탈 고객을 측한 각각의 

결과에 한 비교가 <그림 11>의 모델비교

(Model Comparison) 노드에서 수행된다. <그림 

18>의 변수 요도는 세 가지 모델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그림 18(b)>와 <그림 18(c)>

에서 Cluster로 나타난 변수명은 텍스트 분석 

결과로 생성된 생 변수이다. 즉 특정 용어들

을 포함하는 문장은 특정 클러스터에 속하게 된

다. 모형 개발자의 에서는 측을 한 의

미있는 변수의 발굴이 매우 요하다는 을 감

안할 때, 텍스트 분석을 통해 집합으로 규정되

는 새로운 변수 Cluster는 이후 분석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모델 비교를 

해 반응률, 반응검출율, 향상도 등의 측력 

평가 지표가 사용되었으며(그림 19), 그  검증

(Validation) 데이터에 한  반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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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세 모델의  반응률 비교

 

<그림 19> 세 모델의 측력 비교

(Cumulative Response)을 비교한 그래 가 <그

림 20>에 나타나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백분

수 상  20% 구간에서 Tree(SEM Text 

Cluster)의 결과가 다른 두 모델의 결과에 비해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동일한 구간에

서 Tree(ORG Text Cluster)의 결과는 텍스트 입

력을  고려하지 않은 Tree(No Text)의 결과

보다도 오히려 조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상  20% 이후의 구간에서는 세 모델의 

측 정확도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림 19>와 <그림 20>의 분석 결과에 따르

면 본 실험에서의 모델별 측력은 시맨틱 텍스

트 마이닝, 일반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일반 텍

스트 마이닝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그림 19>의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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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들 세 모델의 측력이 텍스트 입력의 사

용 여부, 그리고 시맨틱 정보의 활용 여부에 따

라 매우 작은 차이만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입력 텍스트에 사용된 방 한 양의 용

어  극히 일부에 해서만 유의어 사 을 구

축한 상태에서 시맨틱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했

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실험 결과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

과의 향상을 해 시맨틱 텍스트 마이닝이 수행

되어야 한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빅데이

터 분석에 한 심이 높아짐으로 인해, 많은 

상용 데이터 마이닝 도구들이 텍스트 분석 기능

을 제공하게 되었다. 인간이 지식을 표 하고 

장하고 공유하는 가장 기본 인 형태가 텍스

트라는 에서, 텍스트 데이터 분석 결과는 그 

활용 가치가 높고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상된다. 하지만 텍스트 문서를 정확하게 분석

하기 해서는 각 용어가 해당 문서에서 갖는 

시맨틱에 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자연어처리 분야의 오랜 연구 주제인 동음이의

어  이음동의어 해결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당 도메인의 지식을 온톨

로지로 구조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의미  모호

성을 해결함으로써 텍스트 마이닝 결과의 품질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가장 큰 기여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상용 마이닝 도구

에서도 지원이 될 정도로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텍스트 마이닝과 온톨로지를 목시킴으

로써, 온톨로지의 활용 가능성  연구 가치를 

다시 한 번 강조하 다. 한 온톨로지를 통해 

텍스트 마이닝 과정에서의 의미  모호성을 

일 수 있는 시맨틱 텍스트 마이닝의 개념을 소

개하고, 이 과정을 통해 동음이의어와 이음동의

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국내 "S" 온라인 쇼핑몰의 실제 

거래 정보  게시  데이터에 한 분석을 통

해 제안하는 방안의 실무 용 가능성을 살펴보

았다. 실험 결과 아주 작은 규모의 시맨틱 정보 

반 을 통해서도 일반 텍스트 마이닝에 비해 우

수한 측력을 갖는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실험  구 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안이 실무에 용되기 해서는 우선 해당 도

메인에 한 온톨로지가 구축되어야 한다. 하지

만 온톨로지의 구축 자체가 재도 연구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 인 분야이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안이 실무에서 즉

시 용될 것을 기 하기란 매우 어렵다. 한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

에서 추론 규칙에 기반하여 개념을 식별하기 

한 방안을 제안하 지만, 이를 실제로 자동화하

는 과정에는  다른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

로 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실 데이터 상 실험의 경우, 앞에서 언 한 두 

가지 한계로 인해 사용된 텍스트 데이터 체 

범 에 한 시맨틱 식별 작업이 충분히 수행되

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즉 일부 데이터에 

해서만 시맨틱 식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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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분석 결과는 측력 차이의 통계  유의성

을 논하기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의 실험은 제안 방안에 따른 분석 과정

을 소개하고 그 결과로 시맨틱 텍스트 마이닝이 

단순 텍스트 마이닝에 비해 더 좋은 측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 다는 측면에서 제

한 인 의의를 가지며, 추후 시맨틱 텍스트 마

이닝을 통해 측력의 향상이 통계 으로 유의

한 수 으로 나타나는지 여부를 엄 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 향후에는 보다 넓은 범

의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시맨틱 

텍스트 마이닝 수행 과정의 자동화 수 을 높이

기 한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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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Ontologies for Semantic Text Mining 

Yu, Eun-Ji․Kim, Jung-Chul․Lee, Choon-Youl․Kim, Nam-Gyu

The increasing interest in big data analysis using various data mining techniques indicates that many 

commercial data mining tools now need to be equipped with fundamental text analysis modules. The most 

essential prerequisite for accurate analysis of text documents is an understanding of the exact semantics 

of each term in a document. The main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he exact semantics of terms are mainly 

attributable to homonym and synonym problems, which is a traditional problem in th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field. Some major text mining tools provide a thesaurus to solve these problems, but a thesaurus 

cannot be used to resolve complex synonym problems. Furthermore, the use of a thesaurus is irrelevant 

to the issue of homonym problems and hence cannot solve them. In this paper, we propose a semantic text 

mining methodology that uses ontolog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text mining results by resolving the 

semantic ambiguity caused by homonym and synonym problems. We evaluate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methodology by performing a classification analysis to predict customer churn using real 

transactional data and Q&A articles from the "S" online shopping mall in Korea. The experiments 

revealed that the prediction model produced by our proposed semantic text mining method outperformed 

the model produced by traditional text mining in terms of prediction accuracy such as the response, 

captured response, and lift.

Keywords: Classification, Data Mining, Ontology, Semantic, Text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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