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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데이터를 가정하므로 텍스트를 단순화된 모델로 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은 텍스트를 단순한 단어들의 집합으로 표 한 벡터공간 모델이

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단어들의 의미  계까지 표 하기 해 그래 를 이용한 텍스트 표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한 기존의 연구 에서 그래 에 기반한 텍스

트 표  모델의 방법들과 그들의 특징들을 주제별로 제시한다.

1. 서론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은 비정형 문서를 상으로 

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의 한 분야로서 문서에 숨

겨진 고  지식들을 탐색하는 분야이다. 텍스트 마이닝에

서 텍스트에 한 표  모델로서 지 까지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는 것은 벡터공간 모델(VSM: Vector Space 

Model)이다[1]. 벡터공간 모델에서는 문서에 출 하는 주

요 단어와 그들의 가 치(weight)를 벡터 형태로 표 한

다. 그러나 표 의 단순성으로 인해 문서 내의 의미

(semantic) 요소나 후 맥락(context)을 충실히 표 하지 

못한다는 단 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2,000년  이후 그래  

기반 텍스트 마이닝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래 에 기반을 둔 텍스트 표  모델에서는 텍스트에 존

재하는 단어(term, word), 문장(sentence), 구(phrase), 개

념(concept) 등의 공기(co-occurrence) 는 기타 계

(relation) 정보를 활용하여 문서의 특징을 보다 정 하게 

표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연구에서 제안된 그래  기반 

텍스트 마이닝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다. 우선 기본 모델인 

벡터공간 모델을 살펴보고, 지 까지 제안된 그래  기반 

텍스트 모델들의 종류를 특성에 따라 체계 으로 정리한

다. 

2. 벡터공간 모델

벡터공간 모델에서는 단어를 하나의 차원으로 표 하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 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과제번호: 

NRF-2011-0022445).

고, 이를 이용하여 문서를 n차원 공간의 하나의 (point)

로 표 한다. 벡터공간 모델은 비정형 인 텍스트 문서를 

단순하고 정형화된 모델로 표 함으로써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에서 사용되었던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수정 없이 

그 로 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 으로 인해 벡터공간 

모델은 재까지도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표 의 단순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 을 

안고 있다[2].

개념 으로 서로 유사한 문서지만 다른 용어를 사

용하 다면 이들에 한 유사성(similarity)을 계산

할 수 없다.

문서의 의미나 구조 등을 표 할 수 없다.

단어들이 서로 독립 이므로 단어 간의 출  순서

나 기타 련성을 표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그동안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지만, 재까지 그래 를 이용한 텍스트 표

 모델이 가장 표 인 해결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3. 그래  기반 텍스트 모델의 종류

그래  기반 텍스트 표  모델에서의 이슈는 어떠한 

형태의 그래 를 정의할 것인가와 그래 에 어떠한 내용

을 담을 것을 것인가로 나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각각의 

이슈에 따라 기존의 연구 동향을 정리한다.

3.1 그래  구조에 따른 분류

문서 는 문서집합으로부터 도출되는 그래  G는 다

음과 같이 간단히 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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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는 노드(node)들의 집합이며 E는 노드 간을 

연결하는 간선(edge)의 집합이다. 이러한 구조에 해서 

V와 E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그래  정의가 가능

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을 노드의 표  방식과 간선의 

표  방식에 따라 세부 으로 분류한다.

3.1.1 노드의 표 방식

노드는 텍스트의 세부 요소들을 정의할 때 이용된다. 

텍스트의 세부 요소로는 단어, 문장, 문단, 문서 등이 있으

며, 의미  요소인 개념도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에 

해서 그래 가 하나의 요소만으로 노드를 표 하는지 아

니면 두 개 이상의 요소로 노드를 표 하는지에 따라 동

종(homogeneous) 는 이종(heterogeneous) 표  방식으

로 나  수 있다. 한 노드에 가 치를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weighted와 unweighted로 구분할 수 있다.

동종 표   vs.  이종 표

동종 표 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방식이 단어를 

노드로 표 하는 것이다[3-8]. 여기서는 많은 경우 단어 

간의 공기 정보로 그래 로 표 한다. 공기 정보란 단어들

이 동시에 출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의 문서나 

문장 내에 두 단어가 동시에 나타나면 이를 간선을 연결

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밖에도 단어 간의 문법  연 성

이나 의미 (semantic) 유사성에 따라 그래 로 표 하기

도 한다[10]. 이 방식은 단순한 형태로 인해 구축  분석

에 필요한 계산비용이 게 소요되며, 기존의 벡터공간 모

델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그 로 사용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외에도 문장, 문단, 개념 등

을 동종 표  모델로 사용한 연구도 있다[12, 17, 18].

이종 표 은 단어, 문장, 문서, 개념 등에서 두 개 이상

의 타입들을 노드로 표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가장 

흔한 형태가 이분 그래 (bipartite graph)이다[11, 15]. 

Weighted vs. Unweighted

weighted는 노드에 가 치가 부여된 형태를 말하며, 

unweighted는 그 지 않은 그래  형태를 말한다. 일부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부분 weighted를 가정하는데, 가

치는 그래  내에서 해당 노드의 요도를 나타낸다. 부

분의 연구에서는 노드에 연결된 간선의 수나 간선들의 가

치 혹은 해당 노드에 연결된 이웃 노드들의 가 치를 

이용하여 간 으로 노드의 요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의 표 인 로 PageRank[19]를 

들 수 있다.

3.1.2 간선의 표 방식

간선은 노드 간에 련성을 가질 때 이들을 연결하는

데 이용된다. 간선은 그 형태에 따라 세 가지 종류의 분류

체계를 갖는데 우선 방향성을 갖느냐의 여부에 따라 

directed 는 undirected로 나  수 있고, 간선에 가 치

가 부여되느냐에 따라 weighted 는 unweighted로 나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간선에 이블이 부여되느냐에 따라 

labeled 는 unlabeled로 분류될 수 있다.

Directed vs. Undirected

directed는 노드간의 순서나 상호간의 역할이 요한 

특징이 될 때 사용된다. 를 들어 문서나 문장 내에 단어

가 출 한 순서를 표 하고자 할 때는 directed 표 방식

을 사용한다[4]. 문장내의 단어들에 해서 주어-동사-목

어와 같이 문법  의존성을 표 할 때도 사용되며[9, 

10], 트리 형태의 그래  표 방식도 directed로 분류될 수 

있다[13].

반면에 undirected는 련성이 있으나 그 순서나 상호

간의 역할이 부여되지 않을 때 사용된다. 가장 흔한 경우

가 단어 간의 공기 정보를 표 할 때 undirected 방식을 

사용한다[6, 18].

Weighted vs. Unweighted

weighted는 노드간의 연 성 정도를 수로 표 하고

자 할 때 사용된다. 를 들어, 단어 간의 공기 그래 에

서 간선에 연결된 두 단어가 동시에 출 하는 빈도수에 

따라 가 치를 부여할 수 있다[3, 4].  다른 로는 간선

에 연결된 두 단어의 거리로서 가 치를 부여할 수 있다. 

반 로 노드간의 연 성은 있으나 그 정도를 정량 으로 

표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unweighted 방식을 사용한

다[5, 8, 9, 10].

Labeled vs. Unlabeled

일부 그래  표  모델에서는 간선에 이블의 표 하

는 경우도 있다[5, 7, 9, 10, 13]. 이블은 간선의 역할을 

부여할 때 사용되는데, 많은 경우 단어와 단어 사이의 

계를 표 한다. 를 들어 [10]에서는 명사로 구성된 노드 

집합에서 주어(subject)와 목 어(object)의 계를 표 할 

때 간선에 동사(verb)를 이블로 부여한다. 한 [9]에서

는 문장을 싱(parsing)한 형태의 트리로 구성하는데, 각 

단어의 품사(PoS: Part of Speech)를 간선의 이블로 표

한다. 이와 같이 이블을 부여하는 경우는 부분 문서

의 문법  요소나 구조  형태( 를 들어 html 는 xml 

문서)를 그래 로 표 할 때 많이 사용한다. 그 이외의 경

우는 부분 unlabeled 방식을 사용한다.

3.2 그래 의 내용(contents)에 따른 분류

그래  기반 텍스트 모델을 분류하는  다른 근 방

법은 그래 가 표 하고자하는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것

이다. 그래 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노드로 표 된 요소들에 한 공기 는 유사성을 

표 하기 한 모델이 있고,  하나는 노드 간의 문법  

연 성을 표 하는 모델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노드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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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 성을 표 하기 한 모델이 있다.

공기 는 유사성 표  모델

이 모델은 기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

식으로 단어 간의 공기 정보나 문장 간의 유사도 등을 표

한다[3, 4, 6, 8, 16, 17, 18]. 이 모델은 다른 모델에 비

해 상 으로 단순하며, 구축비용도 게 든다. 한 기

존의 그래  마이닝(graph mining) 분야에서 제안된 다양

한 알고리즘에 한 용이 쉽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은 

언어에 독립 (language independent)이다. 즉, 어를 

상으로 제안된 알고리즘들은 한국어를 비롯한 기타 언어

에도 동일하게 용될 수 있다.

문법  연 성 표  모델

문법  연 성을 표 하는 모델에서는 자연어 처리기

법을 이용하여 노드를 품사의 타입별로 구분하고 이를 간

선의 이블로 표 함으로써 노드간의 의존성

(dependency)을 나타낼 수 있다[9, 10]. 이 기법은 문장의 

구조를 자세히 표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그래 의 

복잡도가 증가하여 계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 이 있다.

의미  연 성 표  모델

의미  연 성에 한 표 하는 방법은 개념을 노드로 

표 하는 것이다. 표 인 가 문서와 개념 간의 계를 

이분 그래 로 표 한 모델이다[15]. 여기서는 문서에 나

타난 요 단어들을 개념으로 취 하여 문서와 개념 간의 

연  계를 이분 그래 로 표 한다.  다른 는 개념 

트리를 구성하는 것으로 문서나 단어를 포함하는 표  

개념을 선정하고 개념과 개념간의 계를 트리 형태로 표

한다. 이와 같이 개념을 노드로 표 하는 방식에서는 사

에 이미 구축된 개념 집합이 존재해야하는데 표 으

로 [11]에서는 Wikipedia를 이용하 다.

4. 결론  향후 발 방향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되었던 그래  기반 텍스트 

표  모델의 방법과 종류들을 제시하 다. 표 1은 본 논문

에서 제시한 그래  기반 텍스트 모델에 련된 표 인 

연구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첫 번째 컬럼은 참고

문헌 번호를 나타내며, 두 번째 컬럼은 해당 연구의 최종 

용 분야를 나타낸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노드와 

간선의 특징을 나타내고, 다섯 번째 컬럼은 그래 가 표

하고자하는 내용을 나타낸다.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래  기반 텍스트 표  

모델은 텍스트 분석을 한 목 과 응용분야에 따라 다양

하고 독립 인 그래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다양한 목 에 용 가능한 표 화된 그래  모델을 제시

한 사례가 부재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문서 표 을 한 체계화된 그래  모델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기반으로 하

여 문서분류, 군집화, 요약, 검색 등 기존의 다양한 문서 

분석기술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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