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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자연어처리연구에있어데이터의중요성
○인터넷을통한다량의텍스트정보확보가능

○분량보다중요한것은데이터의품질

○공개적으로사용가능한유일한데이터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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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2vec

• Tomas Mikolov (2013)
• 대량의텍스트데이터를벡터화하는방식

• 모든단어는주변에함께하는 단어로부터의미를알수있다

• 다음단어로알수있는단어?
• 대한민국, 교육인, 과학자, 인터넷, 서울대학교

• 대한민국, 교육인, 과학자, 인터넷,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스탠
포드, 텍사스, ETRI, 삼보컴퓨터, 책임연구원, 디지털, 콘텐츠

• 모든언어에적용가능함 - 당연히한글도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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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xiv.org/pdf/1301.3781.pdf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B%A7%8C%EC%9E%AC_(1948%EB%85%84)


Word2vec / doc2vec 

• 단어의벡터값을안다면관련어를얻을수있음
• king – man + woman => queen 

• 장비:   삼국지의장비(?)  계측기의장비(?) 

• Doc2Vec : 특정문서의 word2vec 의합

• 문제는어떻게벡터를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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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2Vec을얻는방법

• GloVe: Global Vectors for Word Representation
• Jeffrey Pennington(2014)

• Wikipedia 2014 + Gigaword  데이터이용 Word vector 발표
• 60억개의 token, 40만개단어

• 50, 100, 300. 300 차원의벡터

• 822MB 용량

• 문제는영어단어만제공된다는것
• 한글처리를위한공개된 Word2vec은아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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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lp.stanford.edu/projects/glove/


Word2vec / Doc2v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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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2Vec

• 단어대신문서/문장의벡터를계산
• doc2vec벡터와 word2vec 벡터는같은공간에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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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텍스트데이터수집

• 가치있는텍스트말뭉치(Corpus)
• 위키백과의텍스트가유일함( 한글 40만문서)

• 매월모든언어버전의주기적인덤프제공

• Wikimedia Downloads
• https://dumps.wikimedia.org/backup-index.html

• kowiki-20171001-pages-meta-current.xml.bz2 (613.9 MB)

• 영어의경우에는 ko 대신 en 사용

• WikiExtraxctor

• https://github.com/attardi/wikiextractor

• Xml 파일에서본문텍스트만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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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umps.wikimedia.org/backup-index.html
https://dumps.wikimedia.org/kowiki/20171001/kowiki-20171001-pages-meta-current.xml.bz2
https://github.com/attardi/wikiextractor


위키백과덤프파일구조

• page-meta-current.xml
• 표준 xml 포맷으로 위키백과 전체 내용포함

• 한국어 : 2.9 GB, 영어 127 GB의대용량 파일 ( 압축해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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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wiki xmlns="http://www.mediawiki.org/xml/export-0.10/" …

<siteinfo>

<sitename>위키백과</sitename>

<dbname>kowiki</dbname>

<base>https://ko.wikipedia.org/wiki/% …

<generator>MediaWiki 1.28.0-wmf.12</generator>

<case>first-letter</case>

<namespaces>

<namespace key="-2" case="first-letter">미디어</namespace>

<namespace key="-1" case="first-letter">특수</namespace>

<namespace key="0" case="first-letter" />

<namespace key="1" case="first-letter">토론</namespace>

<namespace key="2" case="first-letter">사용자</namespace>

. . . 



Wiki Extractor 처리후

<doc id="5" url="https://ko.wikipedia.org/wiki?curid=5" title="지미카터">

지미카터

제임스얼 "지미" 카터주니어(, 1924년 10월 1일 ~ )는민주당출신미국 39번째대통령 (1977년 ~ 1981년)이다.

지미카터는조지아주섬터카운티플레인스마을에서태어났다. 조지아공과대학교를졸업하였다. 그후해군에

들어가전함·원자력·잠수함의승무원으로일하였다. 1953년미국해군대위로예편하였고이후땅콩·면화등을가

꿔많은돈을벌었다. 그의별명이 "땅콩농부" (Peanut Farmer)로알려졌다. 

. . . 

</doc>

<doc id="9" url="https://ko.wikipedia.org/wiki?curid=9" title="수학">

수학

수학(數學)은양, 구조, 공간, 변화등개념을다루는학문이다. 현대수학은형식논리를이용해서공리로구성된추

상적구조를연구하는학문으로여겨지기도한다. 수학은그구조와발전과정에서는자연과학에속하는물리학을

비롯한다른학문들과깊은연관을맺고있으나, 여느과학의분야들과는달리, 자연계에서관측되지않는개념들에

대해서까지이론을일반화및추상화시킬수있다는차이가있다. 수학자들은그러한개념들에대해서추측을하고, 

적절하게선택된정의와공리로부터의엄밀한연역을통해서추측들의진위를파악한다.

. . .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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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Cleaning 

• 문서제목정리 , 제목과본문분리

• 괄호등불필요한내용삭제

• period, comma, quotation mark는 delimeter로사용

• 본문내부의 영문은남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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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카터| 제임스얼 "지미" 카터주니어는민주당출신미국 39번째대통령이다. 지미카터는조

지아주섬터카운티플레인스마을에서태어났다. 조지아공과대학교를졸업하였다. 그후해군

에들어가전함·원자력·잠수함의승무원으로일하였다. 1953년미국해군대위로예편하였고이

후땅콩·면화등을가꿔많은돈을벌었다. 그의별명이 "땅콩농부" 로알려졌다.  

. . .

수학| 수학은양, 구조, 공간, 변화등개념을다루는학문이다. 현대수학은형식논리를이용해서

공리로구성된추상적구조를연구하는학문으로여겨지기도한다. 수학은그구조와발전과정에

서는자연과학에속하는물리학을비롯한다른학문들과깊은연관을맺고있으나, 여느과학의

분야들과는달리, 자연계에서관측되지않는개념들에대해서까지이론을일반화및추상화시킬

수있다는차이가있다. 

. . .



한국어명사추출

• 한국어형태소분석기

• konlpy - 꼬꼬마모듈사용 (k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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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카터|지미카터제임스얼지미카터주니어민주당출신미국대통령지미카터조지아주섬터카운티플레

인스마을조지아공과대학교그후해군전함원자력잠수함승무원년미국해군대위예이후땅콩면화등돈

그별명땅콩농부

수학|수학수학양구조공간변화등개념학문현대수학형식논리공리추상구조학문기도수학그구조발전

과정자연과학물리학다른학문연관여느과학분야달리자연계관측개념이론일반및추상화수차이

from konlpy.tag import Twitter

kkma = Twitter()

…

for sentence in sentences:

buf = " ".join(kkma.nouns(sentence))

obuf = obuf + " " +  buf

http://konlpy.org/en/v0.4.4/


영문명사추출

• nltk 라이브러리이용
• 문장을 delimeter 로분리

• nltk.tokenize 함수

13

import nltk

...

sentences = texts.split('.')

text=' '.join(sentences).lower()

tokens = nltk.word_tokenize(text)

tags = nltk.pos_tag(tokens)

# nouns 에 분석 결과 저장

# pos : part of speech = 단어의 품사, 여기서는 모든 명사 선택

nouns = [word for word, pos in tags if (pos == 'NN' or pos == 'NNP' 

or pos == 'NNS' or pos == 'NNPS')]

http://www.nltk.org/


Word2vec 만들기

• 사용목적에따라명사만추출

• 언어의특성에따라국가마다다른형태소분석

• Doc2vec을위해위키백과의문서명을기준으로분류

• Gensim 텍스트분석라이브러리사용
• GPU 대신 multi CPU 기능을활용

• 단어사이의거리와빈도를파라미터로사용

# size: 벡터 차원 , window : 단어 사이의 거리,  workers : thread 수

model1 = doc2vec.Doc2Vec(docs, size = 100, window = 6, min_count = 3, workers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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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2vec 테스트

> 런던 - 영국 + 프랑스

0.6759   파리

0.5170   브뤼셀

0.4466   샹젤리제

0.4382   제네바

0.4370   리옹

0.4336   베를린

0.4322   마드리드

0.4235   밀라노

0.4230   스톡홀름

0.4203   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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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 - 남자 + 여자

0.6482   공주

0.5717   왕비

0.5569   왕인

0.5565   왕녀

0.5520   왕세자

0.5500   왕태자

0.5406   부군

0.5235   왕세자빈

0.5191   대공비

0.5105   여왕



Word2vec 테스트

> 장비

0.6871   설비

0.6844   기기

0.6595   무전기

0.6488   탄약

0.6461   화기

0.6205   부품

0.6183   휴대

0.6130   중장비

0.5965   박격포

0.5952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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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 유비

0.7863   조운

0.7082   관우

0.7028   조조

0.6834   유비_관우

0.6821   손견

0.6815   조선_수군

0.6772   제갈량

0.6734   손권

0.6734   주유

0.6671   여포



Cross-lingual embedding model 

• 서로다른언어의 embedding 정보활용
• Survey of cross-lingual embedding models

• 다른언어를연결해주는데이터세트가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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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와중국어 영어와독일어

http://ruder.io/cross-lingual-embeddings/


언어별단어의공간배치

● 위키백과로부터 Word2Vec/Doc2Vec  추출

• 비슷한단어끼리가까이배치되나언어마다다른위치를차지함

아마존

Amazon River

アマゾン
川

Apple Inc
아메리카

아마존강

인공지능

딥러닝

애플

지미카터

버락오바마

Amazon
America

Deep Learning
Articifical Intelligence

Jimmy Carter
Barack Obama

アメリカ
州

アップル
アマゾン

ジミー・カータ
ーバラク・オバマ

人工知能

ディープラーニング

영어한국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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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데이터의 Q번호

Q 번호 한국어 영어 일본어

Q312 애플(기업) Apple Inc. アップル

Q3783 아마존강 Amazon River アマゾン川

Q456120 아마존 Amazon アマゾン

Q828 아메리카 Americas アメリカ州

Q76 버락오바마 Barack Obama バラク・オバマ

Q23685 지미카터 Jimmy Carter ジミー・カーター

Q11660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人工知能

Q197536 딥러닝 Deep learning ディープラーニン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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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아메리카
아마존강

인공지능

딥러닝

애플(기업)

지미카터

버락오바마

Deep Learning

Amazon River

Apple Inc

Amazon

America

Jimmy Carter

Barack Obama

Artificial  Intellligence

Amazon River

Apple Inc

Amazon
America

Deep Learning

Jimmy Carter
Barack Obama

Artifical Intelligence

Vector SpaceTransform 

x ?

WordCross (Word2Vec 공간) 변환

벡터변환후같은위치의단어는유사한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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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와위키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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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위키데이터

● 사람이읽기쉽게작성된텍스트를 기
반으로함

● 기계를위한데이터 (궁국적으로는사
람을위함)

● 언어별로따로작성
ko, en, ja, zh 등

● 언어중립적이며하나로통일

● 언어별로별도의 id 부여 ● 모든항목에 Q 번호라는식별자 부여

● 위키백과의언어별설명은같은 Q 번호의경우같은내용을다른언어로설명하는것
임

● Cross-lingual embedding 언어분석에가장좋은데이터소스



위키데이터의언어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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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데이터의다국어항목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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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data Tutorial
• 위키데이터에서지정된언어에문서가있는항목만추출

Q15|아프리카|Africa|Afrika|África|Afrique|アフリカ

Q17|일본|Japan|Japan|Japón|Japon|日本

Q18|남아메리카|South America|Südamerika|América del Sur|Amérique du Sud|南アメリカ

Q20|노르웨이|Norway|Norwegen|Noruega|Norvège|ノルウェー

Q21|잉글랜드|England|England|Inglaterra|Angleterre|イングランド

Q22|스코틀랜드|Scotland|Schottland|Escocia|Écosse|スコットランド

Q25|웨일스|Wales|Wales|Gales|Pays de Galles|ウェールズ

https://www.wikidata.org/wiki/Wikidata:SPARQL_tutorial


동일한단어의한영데이터명사추출

• 같은 Q 번호를사용하는한영문서의제목및명사모음

• 제목의경우한단어이상의복합명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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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685|지미카터|Jimmy Carter

|제임스얼지미카터주니어민주당출신미국대통령지미카터조지아주섬터카운티플레인스마을조지아공

과대학교그후해군전함원자력잠수함승무원년미국해군대위예이후땅콩면화등돈그별명땅콩농부로

년조지아주상원의원선거 ... 

|james carter jr politician president states member party governor prior election president carter life post-

presidency peace prize work carter center carter states school submarines navy peanut farmer carter georgia ...

Q395|수학|Mathematics

|수학양구조공간변화등개념학문현대수학형식논리공리추상구조학문기도수학그구조발전과정자연

과학물리학다른학문연관여느과학분야달리자연계관측개념이론일반및추상화수차이수학자개념추측

선택정의공리로부터엄밀연역 …

|mathematics study topics quantity structure space change range views mathematicians philosophers scope 

definition mathematics mathematicians patterns conjectures mathematicians truth falsity conjectures proof 

structures ...



복합명사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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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685|지미카터|Jimmy Carter

|제임스얼지미_카터주니어민주당출신미국대통령지미_카터조지아주섬터카운티플레인스마을조지아

공과_대학교그후해군전함원자력_잠수함승무원년미국해군대위예이후땅콩면화등돈그별명땅콩농

부로년조지아주상원_의원선거

|james carter jr politician president states member party governor prior election president carter life post-

presidency peace prize work carter center carter states school submarines navy peanut farmer carter georgia 

state senate carter election governor georgia governor carl sanders primary governor outside georgia start 

campaign carter nomination election carter president gerald_ford election day office carter evaders 

Q395|수학|Mathematics

|자연과학물리학다른학문연관여느과학분야달리자연계관측개념이론일반및추상화수차이수학자개

념추측선택정의공리로부터엄밀연역추측진위수학숫자세기계산측정및물리대상모양움직임추상화

이논리추론기본개념고대이집트메소포타미아고대인도고대중국및고대그리스수학책수유클리드원론

엄밀논증발전그뒤도계속세기르네상스수학발전과학방법상호_작용혁명연구 |mathematics study 

topics quantity structure space change range views mathematicians philosophers scope definition mathematics 

mathematicians patterns conjectures mathematicians truth_falsity conjectures proof structures models 

phenomena reasoning insight predictions nature use abstraction logic mathematics counting calculation 

measurement study shapes motions objects mathematics activity records research problems years centuries 

inquiry arguments mathematics euclid_elements work peano david_hilbert



Vector Transform Model

• 단순 regression model 
• loss: cosine_proximity
• metrics : mae

model = models.Sequential()

model.add(layers.Dense(5000, activation='relu', input_shape=(DIM,)))

model.add(layers.Dense(5000, activation='relu'))

model.add(layers.Dense(5000, activation='relu'))    

model.add(layers.Dense(DIM))

model.summary()

model.compile(optimizer='rmsprop', loss='cosine_proximity', metrics=['m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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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Neural Networ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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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 - en, en - ko  변환하는신경망구성

● Multiple Regression 



Deep Learning Model validation 

• 더많은층을쌓아도개선없었음

• 한영변환에 ko2en, en2ko의두모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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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2vec 과 doc2vec 초기결과

Ⓓ 임진왜란
0.8313   왜구
0.8170   칠천량해전
0.8087   고니시유키나가
0.8015   나라시대
0.7996   도요토미히데요시
0.7721   원나라의일본원정
0.7696   명나라
0.7695   이순신
0.7658   고려
0.7609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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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왜란
0.8289   정유재란
0.7997   병자호란
0.7713   중일전쟁
0.7618   청일전쟁
0.7395   중일전쟁
0.7293   오닌난
0.7188   러일전쟁
0.7140   청일전쟁
0.7123   러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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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 위키백과/위키데이터를이용한언어간변환
• 모든언어쌍에적용가능함

•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에적용

• 개별언어형태소분석기활용

• 위키백과/위키데이터의중요성
• Sum of all human knowledge 

• 지식제공이상의기여

• Next Personal Project : Wikiplorer 기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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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nol.synology.me/wikiplorer/kr.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