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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Hedge는 불확실한 언어의 기술로서 추측성 글이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 또는 공손

함을 나타내는 글 등에서 자주 표현되는 어휘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Hedge 인식

률을 높이기 위해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1. 서론

Hedge는 불확실한 내용을 언급하는 언어의 표현기술로

서, 저자 또는 화자가 자신의 글과 말에서 추측하는 생각

의 표현, 또는 공손함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1-2]. 이러

한 표현들은 어떠한 의미는 내포하지만 정확한 의미 전달

을 회피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어 진다. Hedge 인식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서는 선행 연구들이 있으나, 국내에서

는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2. 한국어 Hedge 인식

한국어 hedge 인식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국어 말뭉치

가 필요하다. 한국어 말뭉치를 구축을 위해서 한국어 위키

피디아에서 임의로 2만여 문장을 추출한 후, 5명의 사람이

수작업으로 hedge 여부를 판별하여 태깅하였다[3]. 한국어

말뭉치에 사용된 포맷은 CoNLL-2010[4]에서 영어 hedge

말뭉치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XML 포맷을 그

대로 사용하였다. 구축된 말뭉치를 이용하여 베이스라인

실험의 성격인 단서어구 패턴을 추출한 실험을 한 결과,

78.6%의 F1값을 얻을 수 있었다[3].

기계학습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속성들을 추출하여야한다. 속성을 추출을 위해서 본 논문

에서는 CoNLL-2010에서의 결과 [5]을 분석하여, 상위 권

성능을 보인 논문들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선택하여 사용

하였다. 속성들은 기본적으로 영문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한국어 특성에 맞게 추출을 하였다.

한국어 언어의 특성으로 인해 특성 추출을 두 가지 방

법으로 특성 추출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형태소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이다. 이 경우 ‘에’와 같은 조사들도

따로 형태소 분류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선택되어질 수

있는 많은 학습 데이터가 생기지만 hedge 문장 판별에서

hedge단서가 되는 구에서 이러한 조사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잘못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의

경우는 일반적인 생각인 띄어쓰기 단위로 끊어서 형태소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경우 한국어의 경우 띄어

쓰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형태소 분석 전에 띄어쓰기를 맞추어주는 전처리

작업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1>은 기계

학습에 사용되는 속성들의 예시이다.

표 1. 기계학습에 사용된 속성

Word POS BIO_tag

경주 C O_tag

시 C O_tag

외에도 Cff O_tag

일부 C O_tag

노선은 Cf O_tag

울산 C O_tag

광역 C O_tag

시 C O_tag

나포 C O_tag

항시로도 Cff O_tag

운행하는 Cff O_tag

것이 Cf O_tag

띄어쓰기 단위 속성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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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POS BIO_tag

경주 CMP O_tag

시 CMCN O_tag

외 CMCN O_tag

에 fjcao O_tag

도 fjb O_tag

일부 CMCN O_tag

노선 CMCN O_tag

은 fjb O_tag

울산 CMP O_tag

광역 CMCN O_tag

시 CMCN O_tag

나포 CMCPA O_tag

형태소 단위 속성 표

추출된 속성들은 일반적인 단어(word), 단어의 스테밍

한 결과인 Lemma, 마지막으로 단어의 품사인

POS(Part-Of-Speech)이다. 이러한 속성들을 이용하여

CRF, SVM 두 기계학습 기법을 사용하였다.

CRF와 SVM 두 가지 기계학습 기법만을 사용한 이유

는 영어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방법이 CRF와 SVM

이였기 때문에 CRF와 SVM을 사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3. 실험 및 분석

기계학습을 이용한 실험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기계학습을 이용한 Hedge 인식 실험 결과(%)

정확률 재현율 F1

CRF 94.10 87.64 90.70

SVM 95.93 86.20 90.80

띄어쓰기 단위 Cross Validation 결과

정확률 재현율 F1

CRF 57.86 37.36 45.06

SVM 47.66 21.06 29.03

형태소 단위 Cross Validation 결과

위의 <표 2>에서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표현하는 의미를 가지는 최소단위인 형태소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보다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하여 실

험한 결과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2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에’, ‘도’

와 같은 조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hedge라고 판별되는 구문에 포함되어 <ccue>태그로

선택됨에 따라서 결과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의 선행 연구인 일반화된 패턴을 이용한 결과

보다 기계학습을 이용한 결과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hedge 문장 인식을 

위한 말뭉치 작업 과정에서 여러 명의 작업자들이 함께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구 또는 단어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할 경우에는 non-hedge 문장으로 인식

을 하여 작업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확실한 hedge 문장만

을 받아들인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화된 패턴의 실험에서 

정확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반

화된 패턴의 경우 일반화를 하여 나타냈기 때문에 현실적

으로 사용되는 모든 표현이 나타나기는 부족할 수 있으므

로 재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된다.

  확실한 문장만을 기준으로 하여서 hedge 문장의 수가 

작아졌고, 확실한 문장의 수가 많아진 것에 대해서 본 실

험에서는 hedge 문장과 non-hedge 문장의 비율을 동일

하게 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실험을 하였다. 결과는 아래

의 <표 3>과 같다.

표 3. Hedge 문장과 Non-Hedge 문장의비율 1:1 실험 결과(%)

정확률 재현율 F1

CRF 87.95 66.07 75.39

SVM 97.09 47.65 63.75

  Hedge 문장과 non-hedge 문장의 차이에 따라서 F1 

결과 값이 차이가 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정

확한 문장들을 대상으로 했을 지라도 한국어의 특성상 유

사한 표현들에 대해서 모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말은 확실히 나타난 문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실제 결과 또한 

이것을 증명한다. 

4. 결론

Hedge 인식 문제는 사실과 추측 및 거짓의 구별 및 판

별하는 모든 응용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실 문장만

을 사용하여 정보검색, 정보추출, 질의응답 시스템 등을

구현현할 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

국어 hedge 인식을 위해 기본적인 패턴 방법과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hedge 인식 문제를 해결하는 실험을 하

였다. 향후에는 hedge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세밀한 한국

어 특징 분석 및 hedge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응용 시스

템을 구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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