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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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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텍스트 분석 기술을 다룬 이 책에는 다양한 학문(언어학, 통계학, 수학, 컴퓨터 과학, 데이터
과학, 철학)에서 유래한 첨단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번역과 관련하여 독자에게 양해

를 구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첫째, 철학/수학/통계학/언어학 용어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후배는 어느 기업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있습니다. 그는 영어를 음차해
표현하는 것이 애써서 우리말(한자어 포함)로 번역하는 것보다 의사소통이 더 편하다고 했습니
다. 실제로도 최첨단 기술에 속하는 컴퓨터 과학 분야, 데이터 과학 분야, 전산언어학 분야 등
이 책과 관련된 학문 분야의 최신 강의나 각종 발표 자료를 보면 영어를 그대로 음차하는 경
우가 아주 많고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그런 강의를 들어 보면 이미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철학/수학/통계학/언어학 용어조
차 영어로 음차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수학의 ‘매장’에 해당하는 ‘임베딩’, ‘합성곱’에
해당하는 ‘컨볼루션’, ‘병합’에 해당하는 ‘풀링’, ‘다양체’에 해당하는 ‘매니폴드’, 통계학의 ‘k겹’에 해당하는
‘k 폴드’ 등). 그런 강의를 들은 분들이 이 책을(또는 제가 번역했던 책들을) 볼 때는 컴퓨터 과학이

아닌 분야의 용어나 이미 익숙해진 음차 용어가 아닌 학술 용어를 새삼스럽게 사용해야(또는
익혀야) 한다는 점이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음차한 용어가 편리하긴 해도 중/고급 수

준으로 나아갈수록 그게 지식을 넓히거나 신조어를 만드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하며, 실제로도
그런 예를 보았습니다.
위상수학 등에 쓰이는 ‘매장’이라는 개념을 그저 ‘임베딩’으로, ‘합성곱’을 그저 ‘컨볼루션’으로,
‘병합’을 그저 ‘풀링’으로, ‘다양체’를 그저 ‘매니폴드’로, ‘다봉분포’를 그저 ‘멀티모달 디스트리뷰
션’이나 ‘멀티모달 분포’로만 배운 사람들이 그 수학적 의미나 통계학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

ix

하거나 심지어 ‘임베딩’을 컴퓨터 과학 용어인 줄만 알고 ‘삽입’이나 ‘내장’이라고 이해하는 경우
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임베딩에 해당하는 수학 용어가 ‘매장’이라는 것을 모르니 더 고도한 수
학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련 이론이나 지식을 알아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매
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매장을 바탕으로 ‘위상 공간’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다양체’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매끄러운 다양체(smooth manifold)’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분 가능
다양체(differentiable manifold)’를 이해하게 되며, 마침내는 ‘미분 가능 다양체’로 신경망 적합 시의
경사 하강(gradient descent, 언덕 내려가기) 연산에 필요한 가상의 언덕을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음차한 용어인 ‘워드 임베딩’만 접한 사람은 이 책에 나오는 여러 매장
개념을 지칭하는 합성어를 이해하기 힘들고, 그런 합성어를 만들어 내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이전에 번역한 책에서도 대체로) 대응하는 수학/통계학/철학/언어학 등의 우리
말 용어가 있다면 해당 용어를 소개(또는 도입하거나 차용)하였습니다. 이게 당장은 불편하게 느
껴질 수도 있겠지만, 개념을 더 확실히 익히고 더 고급스런 기술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
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독자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원어를 음차하기만 해서는 번역하기 곤란한 면이 있어 우리말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음차하기보다는 우리말로 번역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이야기와 중복되긴 하지만, 앞에서
는 이미 쓰이는 학술 용어를 차용했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기존에 없던 번역 용어를 만들어
내기 위해 우리말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책에는 마땅한 번역어가 아직 없는 다양한 합성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예에서 괄
호 안에 적힌 용어들이 그렇습니다. 괄호 앞에 있는 용어는 제가 새로 만든 번역어입니다(누군
가가 이렇게 번역해 두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번역하는 시점에서 검색할 때는 이런 번역어가 나오지 않
았습니다).

• 확률적 이웃 매장(stochastic neighbor embeddings): ‘스토캐스틱 네이보 임베딩’이나 ‘확률적
이웃 임베딩’보다는 개념을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
으로 무언가를 묻는데(매장하는데) 가까운 곳(즉, 이웃인 곳)에 확률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개념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t 분포 확률적 이웃 매장(t-SNE, 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 ‘t 디스트리뷰
티드 스토캐스틱 네이보 임베딩’이나 ‘t 분포 스토캐스틱 네이보 임베딩’이나 ‘t 분포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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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웃 임베딩’이라고 호칭한다면 머리가 아플 만하지만, 새로 만든 합성어는 ‘매장’이라
는 수학 용어만 알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 t-SNE 매장(t-SNE embedding): 앞에 나온 말의 줄임말인데, ‘t-SNE 임베딩’보다는 ‘t-SNE
매장’이라고 하는 편이 앞에 나온 말의 줄임말이라는 점을 금방 알 수 있어 좋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용어들을 합성하려면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합성하지 않고 영어 그대로 적거나 우
리말로 음차해서 쓰는 분들도 많지만) ‘임베딩’이라고 음차하기보다는 우리말인 ‘매장’을 쓰면 더 편

리하고, 합성한 용어도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스토캐스틱’보다 ‘확률적’이 낫고, ‘네이보’보다
‘이웃’이 나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념도 잘 와닿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단
어들과 자연스럽게 문맥이 이어집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번역한 어떤 책에서는 출판사의 요청
으로 ‘임베딩’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책은 이 책처럼 다양한 합성어, 다양한 신조어, 다양
한 학제 간 용어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주머니(bag)를 들 수 있습니다. 단어 주머니(bag-of-words)를 ‘백오브워즈’처럼
음차하면 이 책에 나오는 주머니 관련 합성어들을 만들어 내기가 곤란해집니다. 반면에 bag을
주머니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새로운 합성어들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연속 단어 주머니(CBOW, continuous bag-of-words): ‘컨티뉴어스 백 오브 워즈’나 ‘연속 백
오브워즈’보다는 개념이 더 와닿습니다.
• 엔그램 주머니(bag-of-n-grams): ‘백 오브 엔그램스’보다는 개념이 더 와닿습니다.
• 키프레이즈 주머니(bag-of-keyphrase): ‘백 오브 키프레이즈’보다는 개념이 더 와닿습니다.
• 엔터티 주머니(bags-of-entities): ‘백 오브 엔터티즈’보다는 개념이 더 와닿습니다.

셋째, 같은 용어라도 서로 다르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종종 ‘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왜 다르게 번역하느냐’는 문의를 받곤 합니다. 이 책도 그렇긴
하지만, 한 가지 원어를 여러 번역어로 번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학술 분야가 달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같은 학술 분야임에도 서로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저자가 여
러 명이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학제 간 연구를 바탕으로 구현한 기술이 많아서 더욱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문에서는 한 단어인데 우리말로 옮길 때는 각 학문 분야에서
통용되는 말에 맞춰 번역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대표적입니다.
• attribute: 특성(컴퓨터 과학), 속성(수학, 통계학). 다음에 나오는 property와 대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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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클래스(컴퓨터 과학), 계급(데이터 과학, 인공지능). 참고로 ‘계급’이라는 말보다는 ‘부류’
라는 말이 더 개념에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컴퓨터 과학의 ‘클래스’와 겹치지 않으면서
도 개념을 가장 잘 나타내는 통계학 용어인 ‘계급’을 차용했습니다.
• classifier: 분류기(컴퓨터 과학), 분류사(언어학)
• cluster: 클러스터(컴퓨터 과학), 군집(데이터 과학, 통계학)
• clusturing: 클러스터링(컴퓨터 과학), 군집화(데이터 과학, 통계학)
• component: 구성 요소(일반), 컴포넌트(컴퓨터 과학), 성분(데이터 과학, 언어학, 통계학, 수학)
• dictionary: 딕셔너리(컴퓨터 과학), 사전(일반, 언어학)
• domain: 분야(일반: 예를 들면, ‘전문 분야’), 영역(데이터 과학: 예를 들면, ‘영역 특정’)
• example: 예제(컴퓨터 과학, 일반), 사례(데이터 과학)
• feature: 기능(일반), 특징(데이터 과학), 자질(언어학), 특성(수학)
• instance: 인스턴스(컴퓨터 과학), 사례(데이터 과학)
• list: 리스트(컴퓨터 과학), 목록(일반, 데이터 과학)
• mapping: 매핑(컴퓨터 과학), 사상(데이터 과학, 수학, 통계학)
• method: 메서드(컴퓨터 과학), 방법(데이터 과학, 통계학, 수학)
• model: 모델(컴퓨터 과학, 데이터 과학, 통계학), 모형(통계학, 수학)
• parser: 문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문맥에 맞춰 ‘파서’나 ‘구문분석기’로 번역
• parsing: 파싱(컴퓨터 과학 중 컴파일러), 구문분석(언어학), 분석(언어학)
• process: 프로세스(컴퓨터 과학), 과정(일반, 수학, 통계학)
• property: 속성(컴퓨터 과학), 성질(통계학)
• sample: 샘플(일반, 컴퓨터 과학), 표본(데이터 과학, 인공지능, 통계학, 수학)
• set, -set: 세트(일반, 컴퓨터 과학: 예를 들면, ‘한 세트’), -셋(데이터 과학: 예를 들면, ‘데이터셋’),
집합(데이터 과학, 수학: 예를 들면, ‘부분 집합’, ‘집합’, ‘훈련 집합’)
여기서 각 학술 분야를 나열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model

selection은 ‘모형 선택’이라는 통계학 용어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model을 거의 ‘모
델’로 번역하므로 ‘모델 선택’으로 번역했습니다(물론 원어도 표기했고, 통계학 용어도 괄호 안에 병기했
습니다). 이 밖에도 다음의 단어를 비롯한 원어 여러 개를 문맥에 맞춰 여러 번역어로 번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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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맥락, 상황, 문맥
• distribution: 분포, 분산(distributed)
• network: 네트워크(통신 분야), 망(신경망, 그래프 이론)
• process: 과정, 프로세스
• type: (데이터의) 형식, 유형, 종류
특히 ‘노드(node)’와 ‘에지(edge)’에 대해서도 미리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트리가 그래프의 한 형
태이므로 ‘마디점’과 ‘변’으로 번역해도 되지만, 트리 구조에 한해서는 고착된 것으로 보이는 관
행에 맞춰 ‘노드’와 ‘에지’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야만 ‘리프 노드’처럼 이미 정착한 합성어에 맞
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컴퓨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노드’와 ‘에지’라는 용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것 또한 기존의 관행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클러스터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으
므로 마디점과 변으로 번역해도 되겠지만, 이 영역 또한 용어가 고착된 면이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 밖의 그래프 이론과 관련이 있을 때는(트리도 그래프의 일종이지만 특별한 예외로 취급)
각기 마디점(node)과 변(edge)으로 번역했습니다(이는 각기 ‘정점(vertex, 꼭짓점)’과 ‘간선(link, line, 연
결선)’으로도 부르지만, 이 책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프 이론이 수학 이론 중 하나이므로

수학 용어를 차용한 것입니다.
또한 신경망은 그래프의 일종이므로 신경망과 관련해서도 각기 마디점과 변으로 번역했습니
다. 다른 책에서는 ‘노드’와 ‘에지’로 번역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래프 이론이 부각되
지 않는 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신경망도 그래프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마디점
과 변으로 번역했습니다.

넷째, 기존 학술 용어가 잘못된 것으로 보임에도 해당 용어를 채택한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perflexity’라는 단어는 ‘혼탁도’라고 번역해야 그 개념을 가장 잘 전달하는 것임
에도 언어학의 용례를 따라 ‘복잡도’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언어학에서 ‘언어 복잡도
(linguistic perflexity)’라는 말이 상당한 무게감을 지닌 단어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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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번역어 선정에 있어 다소 무원칙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
다. 그렇지만 사실은 뚜렷한 지향점이 있었고, 그게 바로 원칙이자 기준이었습니다. 그 지향점
이란 ‘(당장은 와닿지 않는 용어가 있다고 느낄지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본문의 맥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 용어, 널리 통용되는 언어일지라도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다른 용어
로 대체했고, 추상적인 단어나 잘 쓰이지 않는 용어일지라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면
사용했습니다(독자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안 썼습니다. ‘복잡도’라는 말 대신에 ‘혼
탁도’라는 생소한 번역어로 대체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다섯째, 이 책에는 역주가 많습니다
번역하다 보니 이 책에 상당히 많은 학제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자들
은 이 책을 익히는 데 선행지식이 딱히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이 책에는 최소한 철학(존
재론, 이항주의, 조작주의, 기호주의, 연결주의), 수학(매장, 합성곱, 병합, 그래프, 텐서 등), 통계학이나

수리통계학(분포, 분산, 표본 등), 언어학이나 전산언어학(자질, 구 구조, 의미론 등), 컴퓨터 과학
(클러스터, 클라우드, 클래스, 객체 등), 데이터 과학(특징 등), 두뇌 과학이나 신경생리학(신경망, 뉴
런 등)이 다방면으로 서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역주를 달아 독자가 이 책을 이해

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조작주의’라는 것이 목차에 나오는데, 실용 기
술 위주로 학습을 해온 사람에게 이 단어는 무슨 뜻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 역주를 달아 설명을 보충하였습니다. 또한 영어로는 같은 단어인데 우리
말로는 맥락에 따라 다른 용어로 번역하였을 때도 종종 역주를 달아 설명해 두었습니다.
끝으로 이 책이 아무쪼록 독자에게 잘 이해되기를 바라며,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 주신 모
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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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하
여

우리는 방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방식 비
서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smart device, 지능형 장치)들
은 그저 정보를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법 매력적이다. 제한적으로 생각한다
면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해하기 쉬운데, 이러한 디바이스들은 데이터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집계하고 선별하고 요약함으로써 인간과 상호작용을 잘해 보려는 것이라는 말이다. 기
계 번역 시스템, 질문/답변 시스템(문답 시스템), 음성 녹음 시스템, 텍스트 요약 시스템 및 챗봇
시스템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필수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선택했다면 자연어 이해 컴포넌트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차리고 흥분할지도 모르겠다. 언어 이해 컴포넌트들은 최신 텍
스트 분석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러한 프레임워크로는 문자열 조작 방식, 용어집
데이터, 전산언어학을 결합하는 기법과 방법을 모아 놓은 도구 모음이 있고, 언어 데이터를 기
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로 변환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도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방법과 기법을 논의하기 전에 이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도전과 기회를 파악하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전형적인 고등학교 졸업생은 약 6만 개 단어와 수천 가지 문법 개념을 암기하기 때문
에 충분히 전문 용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분량의 단어와 문법 개념이 많아 보
일지는 모르겠지만, 파이썬 스크립트를 쓴다면 온라인 사전에서 용어의 정의와 어원 및 용법
까지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는 분량에 불과하다. 실제로 미국인이 일상적으로 사
용하는 다양한 어학상의 개념은 옥스퍼드 사전에 포착된 단어 수의 10분의 1에 불과한데, 이
는 현재 구글에서 인지하고 있는 분량과 비교하면 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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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규칙이나 정의를 즉시 알아낼 수 있다고 해서 텍스트를 잘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그런 일이 가능했다면 ‘시리’와 ‘알렉사’가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테고, 구글은 꼭 필
요한 검색 결과만 표시할 수 있었을 테고, 우리는 어떤 언어로든 전 세계 누구와도 바로 대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이라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을, 컴퓨터를
사용해서는 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 확실히 그저 외운다고 해서 자연어를 구사할 수 있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론적 컴퓨터 처리 기법들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자연어 전산 처리의 과제
자연어는 규칙(rule)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용례(use)에 의해 정의되며, 자연어를 전산 처
리하려면 역공학을 동원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정할 수는 있지만, 이런 의미 형성(meaning-making)은 반드시 여러 사람이 동의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해양 동물 중에서 ‘게’를 예로 들어 보자. 이 게가 옆으로만 걷는 동물이라는
점을 넘어 신성한 성향을 지녔다는 식의 의미(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의미)를 여러분이 알게
하려면 화자(話者, speaker)인 나와 청자(聽者, listener)인 여러분이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의미에
서로 동의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언어는 일반적으로 언어 사용 공동체와 언어 사용 지
역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비슷한 생활 환경에 처한 사람끼리는 특정 낱말이
지닌 의미에 쉽게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식 언어(formal language)에서는 반드시 영역 특정(domain specific)1을 해야 하는데, 이에 반해

자연어(natural language)는 범용적이고 보편적이다. 우리는 점심을 먹기 위해 해산물을 주문하

고, 불만족스러움에 관한 시를 쓰고, 천문학에서 다루는 성운을 토론하는 상황에서도 모두 같
은 단어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담론(discourse)을 펼칠 때 표현 범위를 구체화하려면 언
어2가 중복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중의성(redundancy, 중복성) 때문에 풀어야 할 과제가 생기
기 마련인데, 우리가 모든 연관성(association)에 맞춰 일일이 문자 기호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

1

옮긴이 원문에 나오는 ‘domain specific’이라는 단어를 살리기 위해 직역했다. 의역하면 ‘형식 언어란 특정 분야에만 한정되어 사
용되는 데 반해’라는 뜻이다. 여기에 나오는 ‘영역 특정’이라는 단어는 ‘분야를 한정한다’는 의미이지만, 언어를 전산 처리하려면

‘영역(domain)’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역 특정’으로 직역했다. 여기서 영역이란 수학에서 말하는 바로 그 영역(치역과
정의역 포함)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영역을 특정하면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를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전산화가 더 쉬워진다.
이 ‘영역 특정’이라는 말이 이 책뿐만 아니라 데이터 과학 및 머신러닝 분야의 여러 책에 자주 나오니 기억해 두자.
2

옮긴이 즉, 단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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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모든 기호는 모호하다. 어휘적 모호성(lexical ambiguity)3이나 구조적 모호성(structural
ambiguity)은

인간 언어가 이뤄 온 주요 업적이다. 모호성(ambiguity)은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

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국경과 문화를 초월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

어학 데이터: 토큰과 단어
언어로 인코딩(encoding, 부호화)된 데이터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면 언어를 직관적이고 자연스
럽지만 임의적이고 중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훈련해야 한다.
텍스트 분석의 단위는 토큰(token)인데, 토큰이란 텍스트를 나타내기 위해 바이트로 인코딩된
문자열을 말한다. 반면에 단어(word)는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이며, 글의 구성(textual construct)

또는 말의 구성(verbal construct)을 소리 성분이나 시각 성분에 사상(mapping)한다. 토큰은 단어

가 아니다(토큰이 단어가 아니라고 여기기가 힘들기는 하지만). 그림 0-1에 표시된 ‘crab’이라는 토큰

을 생각해 보자. 이 토큰은 crab-n1이라는 어감(word sense, 단어 감각)을 나타낸다. 해당 토큰의

명사형에 대한 첫 번째 정의를 내린다면 ‘음식이 될 수 있는 갑각류이며, 바다 근처에 살며, 집
을 수 있는 발톱이 있다’가 된다.
발음

기호

보이는 모양

그림 0-1 단어는 기호(symbol)를 관념(idea)에 사상한다

그 밖의 이 모든 관념이 어떻게든 이러한 기호에 부착되어 있기는 해도 기호는 완전히 자의적
이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독자에게 이와 같은 사상(mapping, 대응, 매핑)을 적용한다면 의미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겠지만 함의(connotation)4는 조금 다를 것이다. 이것은 단어가 문화나 언
어와 같은 맥락(context)에서 독립되어 있지도 않고, 단어의 의미가 고정적이지도 않고 보편적

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영어를 사용하는 독자는 적응형 단어 형태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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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옮긴이 언어학에서는 ‘어휘적 중의성’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중의성(redundancy)과 모호성(ambiguity)을 서
로 구분하므로 이에 맞춰 ‘어휘적 모호성’으로 번역했다.

4

옮긴이 함축된 의미. 즉, 말이나 글과 같은 언어로는 드러나지 않는 의미(언외지의, 言外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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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서는 접두사를 붙여 시제(tense)나 성별(gender) 등을 바꾼다. 반면, 중국어를 사용하는
독자는 많은 상형 문자를 보고 각 문자 간의 순서에 맞춰 의미를 알아차린다.
이를 통해 자연어에는 중의성과 모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 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사람들이 현재 경험하는 바에 맞춰서도 빠르게 변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우리는 《모비딕(Moby Dick)》을 번역하기에 충분할 만큼 이모티콘(emoticons, 감정 표현 부
호)을

언어학적으로 연구해 보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5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모티콘의 작동

방식을 정의하는 문법을 만들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동안에 언어가 진화해 버릴 것이다.
심지어 그런 진화의 결과로 이모티콘만으로 이뤄진 언어가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 책
을 쓰기 시작한 이래 권총을 나타내는 이모지 기호(emoji symbol)인

🔫은 무기에서 완구(적어도

스마트폰에서 렌더링한 경우)로 진화한 사례이며, 그 상징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화적 변

화가 있음을 반영한다.
이처럼 언어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징과 구조에만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의
나 문맥 및 용법에까지 적응한다. ‘배터리’라고 하는 토큰의 의미는 전자 시대가 열리면서 화학
적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기 위한 저장장치라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구글 북스 엔그램
뷰어(Google Books Ngram Viewer)6에 따르면 ‘배터리’는 훨씬 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19
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는 서로 연결된 기계의 배열이나 중무장 병사를 요새화
하듯이 배치한 상태를 의미했다. 언어는 맥락에 맞춰 이해되는데, 맥락이란 해당 단어를 둘러
싼 문장들뿐만 아니라 해당 단어가 사용된 시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단어의 의
미를 분명히 식별하고 인식하려면 사전에서 특정 항목을 찾을 때 필요한 계산 작업보다 더 많
은 계산 작업을 해야만 한다.

머신러닝 입문
인간끼리는 의사소통을 하는 동안에 자연어를 더욱 풍부한 도구가 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7
결정론적 규칙을 사용해 구문을 분석하기 어려워진다. 인간은 언어를 융통성 있게 해석할 수

5
6
7

Fred Benenson, Emoji Dick, (2013) http://bit.ly/2GKft1n
Google, Google Books Ngram Viewer, (2013) http://bit.ly/2GNlKtk
옮긴이 ‘사람들은 말을 주고받는 동안에 말에 다른 의미를 가져다 붙이거나, 다른 어감을 갖게 한다거나, 용법을 바꿔서 사용한
다거나, 줄여서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신들이 쓰는 언어, 즉 자연어를 변형하거나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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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6만 개나 되는 상징적 표현을 사용할지라도 언어를 곧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면
에서 보면 인간은 컴퓨터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지닌 셈이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 환경에
서는 퍼지(fuzzy) 기술이나 유연성을 다루는 컴퓨터 계산 기술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현재로서
는 통계학적 머신러닝 기술이 텍스트 분석을 위한 최신 기술이 되어 있다. 자연어 처리 애플리
케이션이 수십 년 동안이나 사용되어 왔지만, 여기에 머신러닝 기법을 추가함으로써 그 밖의
방법으로는 구현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웠을 유연성과 응답성을 얻게 되었다.
머신러닝의 목표는 기존 데이터를 사용해 어떤 모델을 적합(fit)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패
턴을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예측하는 식으로 현
실 세계를 표현하는 데 있다. 실제로 이런 일은 표적 데이터(target data, 목표 데이터)와 입력 데이
터의 관계를 결정하는 모델군을 선정한 다음, 파라미터와 특징을 포함하는 형태를 지정하고
나서 약간의 최적화 과정을 거치며, 훈련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이
뤄진다. 이렇게 해서 적합하게 된 모델을 다시 신규 데이터를 대상으로 적용하면 이 모델은 신
규 데이터를 사용해 예측할 수 있는데, 모델의 형태를 어떻게 정해 두었느냐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레이블일 수도 있고, 확률일 수도 있고, 소속 여부일 수도 있고, 값일 수도 있다. 문제
는 알려진 데이터의 패턴을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는 능력과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서
모델이 균형을 잡게 함으로써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사례(example)8를 사용할 때에도 모델이 제
역할을 해내게 하는 데 있다.
많은 언어 인식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단순히 기계로 훈련된 단일 모델이라기보다는 서
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는 형태, 즉 풍부한 태피스트리(tapestry)9 모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모델은 신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훈련을 받고 새로운 의사 결정 공간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으며, 새로운 정보나 시간의 흐름에 맞춰 애플리케이션의 또 다른 측면이 발현할
수 있도록 사용자마다 자신에게 맞는 모델로 수정해 나갈 수 있다.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의 이
면에서 모델들은 서로 순위를 다투며 경쟁하다가 낡아 버린 모델은 결국에 사라지기도 한다.
즉,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은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이라는 작업흐름(workflow)을 통
해 언어와 관련된 역동성과 지역성으로 인한 수명주기를 보여 주게 되는 것이다.

8

옮긴이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example은 특별히 사례라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 사례란 여러 개의 특징(항목)으로 구성된 한
가지 관측치를 의미한다. 엑셀을 예로 든다면 1개 데이터 행이 이 사례에 해당된다. 파일 개념에서는 레코드가 이 사례에 해당

된다. instance라고도 한다. 흔히 쓰는 의미의 단순한 ‘예’나 ‘보기’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다.
9

옮긴이 ‘여러 실을 섞어 무늬를 짜 넣은 천’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저자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자는 ESRI라는 업체가 만
든 인구통계학적 데이터셋인 ‘Tapestry’를 언급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데이터셋은 미국의 인구 통계 데이터에 그 밖의 여

러 곳에서 가져온 데이터셋을 짜 넣어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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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분석 도구
텍스트 분석 기술은 주로 응용 머신러닝(applied machine learning)에 해당하므로 풍부한 과학
계산 라이브러리 및 수치 계산 라이브러리를 갖춘 언어가 필요하다. 파이썬 언어에는 텍스
트를 대상으로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인 사이킷런, NLTK, Gensim, SpaCy,

NetworkX, Yellowbrick을 갖추고 있다.
• 사이킷런(Scikit-Learn)은 일반적인 머신러닝용 API를 제공하던 SciPy(과학용 파이썬)를 확
장한 것이다. 사이썬(Cython)의 최상단에 구축됨으로써 고성능 C 라이브러리(LAPACK,
LibSVM, Boost 및 그 밖의 것들)가 들어 있게 된 셈이었으므로 높은 성능을 낼 뿐만 아니

라 사용하기 쉽다. 따라서 이것을 사용하면 중소 규모 데이터셋 정도는 쉽게 분석할 수
있다. 사이킷런은 오픈소스인데다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차검증 및 하이퍼파
라미터 조율을 위한 유틸리티뿐만 아니라 많은 회귀, 분류, 군집화 및 차원성 축소 모델
에 대한 단일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자연어 처리 도구 모음(NLTK, Natural Language Tool-Kit)은 학계의 전문가가 파이썬으로
작성한 것으로, 자연어 처리(NLP)를 위한 ‘배터리 포함’ 리소스 역할을 한다. 원래 자연
어 처리를 가르치기 위한 훈련용 도구로서, 말뭉치(corpora)10, 용어 데이터, 문법, 언어 처
리 알고리즘과 사전 훈련 모델이 저마다 다양하게 들어 있다. 파이썬 프로그래머는 이를
사용하면 다양한 언어로 된 텍스트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 젠심(Gensim)은 강력하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번잡하지도 않은 라이브러리로서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텍스트를 의미론적 모형화(semantic modeling)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이다. 처음에는 문서 간에 유사성(similarity, 닮음, 유사도)을 알아내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
지만, 잠재 의미 분석 기술을 위한 토픽 모델링 방법을 공개했고, word2vec 같은 그 밖
의 비지도학습 방식 라이브러리들도 제공한다.
• 스페이시(spaCy)는 학술적으로 최첨단에 해당하는 기술을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API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 상용 제품 수준의 언어 처리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SpaCy는 딥
러닝을 할 수 있게 텍스트를 전처리하거나, 대용량 텍스트에서 정보를 추출하거나, 자연
어를 이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10 옮긴이 corpora는 corpus의 복수형이다. 즉, ‘말뭉치들’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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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웍스(NetworkX)는 복잡한 망(network)11을 생성하고 직렬화하고 분석하고 조작하기 위
한 포괄적인 그래프 분석 패키지다. 특별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도 아니고 특별한 텍스트
분석 라이브러리도 아니지만, 그래프 알고리즘이 순회(traverse, 횡단)하거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성분 간의 복잡한 관계를 그래프 자료구조를 사용해 인코딩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래프 자료구조는 이 텍스트 분석 툴킷에서 핵심 부분에 해당한다.
• 옐로우브릭(Yellowbrick)은 머신러닝 작업흐름(workflows)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시
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한 도구 모음이다. 사이킷런 API를 확장한 옐로우브릭을 사용
하면 특징 선택, 모델화 및 하이퍼파라미터 조율을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이해하며 모
델 선택(model selection)12 과정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에 가장 좋은 효
과를 보이는 모델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
이 책에서는 방금 설명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텍스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머신러닝
을 응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책이 응용에 관한 도서인 이유는 언어학이나 통계 모델과
같이 학술적인 성격을 내포한다기보다는 텍스트를 사용해 훈련된 모델을 소프트웨어 애플리
케이션 내부에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다룬 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안하는 텍스트 분석용 모델은 머신러닝 작업흐름과 직접 관련이 있다. 이런 작업흐
름 중에서 검색 과정에서는 특징과 알고리즘 및 학습 데이터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하이퍼파
라미터로 구성된 모델을 찾아 알려지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추정치를 산출한다. 텍스트 분석
시에 이 작업흐름은 말뭉치라고 하는 훈련 데이터셋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일로 시작된다. 그
런 다음에 머신러닝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 데이터로 텍스트를 구성하는 특징추출 방법 및 전
처리 방법들을 찾아본다. 우리는 몇 가지 기본 특징을 사용해 책의 처음 몇 장에 대한 결론을
지으면서 텍스트 분류 및 텍스트 군집화 기술을 살펴볼 것이다.
나중에 나올 여러 장에서는 풍부한 특징들을 갖춘 모델을 확장해 텍스트 인식 애플리케이션

11 옮긴이 network란 단어를 우리말로는 ‘망’이라고 부를 수 있고, 보통은 ‘네트워크’라고 음차해 부르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 정
보통신망, 신경망, 그래프망 등의 다양한 의미를 드러낼 수 없으므로 이 책에서는 망(일반적인 경우, 신경망, 그래프 이론), 네
트워크(정보통신) 등으로 번역했다.
12 옮긴이 통계학 용어로는 ‘모형 선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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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먼저, 어떻게 하면 맥락을 특징에 매장(embedding)13할 수 있는지
를 탐색한 후에 텍스트를 시각적으로 해석해 모델 선택 과정을 조정한다. 다음으로, 그래프 분
석 기법들을 사용해 텍스트에서 추출한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에 대화형 에이전트(conversational agents, 대화 행위자)를 탐구하고, 텍스트의 구문론적 분석 및 의
미론적 분석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논점을 바꾼다. 우리는 멀티프로세싱(multiprocessing, 다
중처리) 그리고 스파크를 사용해 텍스트 분석을 확장하는 일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실용적으로

논의하는 일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텍스트 분석의 다음 단계인 딥러닝을 살펴본다.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자연어 처리 기술이나 자연어 처리용 머신러닝 기술을 소프트웨어 개발 툴킷에 적용
하는 데 관심이 있는 파이썬 프로그래머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는 독자에게 특별한 학문적 배
경이나 수학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도구와 기법들에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 책에서는 주로 영어를 분석하므로 명사/동
사/부사/형용사와 같은 기초적인 영문법 지식이 도움이 된다. 머신러닝 및 언어학에 아주 익숙
하지 않을지라도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제시하는 개념에 압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제 코드
이 책에 실린 예제 코드들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파이썬 코드를 구현하는 방법
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코드들은 독자를 위한 것이므로 종종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문(statements)이 생략되어 있기도 하다. 표준 라이브러리에 들어 있는 import 문이 그러한 예
다. 또한 어떤 코드는 책의 다른 부분이나 다른 장에 실린 코드가 있어야만 빌드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새로운 맥락에 맞춰 작업할 수 있게 조금 수정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

13 옮긴이 이 embedding이라는 단어를 그냥 ‘임베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삽입’이란 개념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옮긴이도 때로는 ‘임베딩’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지만, 이 책에서는 개념을 정확히 나타내는 수학 용어인 ‘매장’으로 번역했다.
‘매장’ 또는 ‘묻기’라는 뜻이며, 일반적으로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무언가를 사상(mapping)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때로
는 그렇게 묻어져서 새로 생긴 공간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이런 경우에는 ‘매장지’라고 불러야 맞지만, 그렇게 부르는 경우
는 거의 없다). 위키백과 등에서 매장이란 단어를 검색해 보면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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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다.
class Thing(object):
def __init__(self, arg):
self.property = arg

이 클래스 정의 부분은 클래스의 기본 속성을 설명하고 구현 세부 사항에 대한 더 큰 대화 구
조를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나중에 가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클래스에 메서드를 추가할
수 있다.
...

def method(self, *args, **kwargs):
return self.property

이 코드의 제일 위쪽에 나오는 줄임표는 이전에 나온 코드(즉, 클래스 정의 부분)에서 이어진다
는 점을 가리킨다. 즉, 예제 코드를 단순히 복사해 붙여넣기만 해서는 코드가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한 이 코드가 작동하려면 실행 중인 파이썬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읽어들이는 디스크에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일반화를 하려고 시도했
지만 모든 운영체제나 모든 데이터 소스를 고려할 수는 없었다.
이 책에 나오는 예제를 실행해 보고 싶어 하는 독자를 지원하기 위해 완전하게 실행되는 예제
를 깃허브 저장소(https://github.com/foxbook/atap)에 실어 두었다. 깃허브 저장소에 있는 예제들
이 책의 본문에 나오는 코드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파이썬 3를 사용한다면 대다수 컴퓨
터에서 잘 실행될 것이다. 또한 최근에 수정한 코드가 있다면 깃허브 저장소에 올려 둘 생각
이다. 바뀐 부분을 알고 싶다면 깃허브 저장소에 들어 있는 README 파일을 읽어 보기 바란
다. 물론 저장소를 포크(fork)하여 자신의 환경에서 실행 코드를 수정할 수 있다. 우리는 여러
분이 이렇게 해보기를 강력히 권한다!

예제 코드 사용 권한
이 책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제공하는 예제
코드를 여러분의 프로그램과 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코드의 상당 부분을 복제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이 책에 나오는 코드 중 대여섯
개 정도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오라일리 책에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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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제를 담은 CD-ROM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책을 인용하거나
예제 코드를 인용해 질문에 답변하는 일을 할 때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반면에 이
책의 예제 코드를 제품 설명서에 첨부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자 표시를 해주면 고맙겠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자 표시에는 일반적
으로 제목, 저자, 발행인 및 ISBN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렇다. ‘Applied Text Analysis with

Python by Benjamin Bengfort, Rebecca Bilbro, and Tony Ojeda (O’Reilly). 978-1-491-96304-3.’
코드 예제를 사용할 때 공정한 사용 범위나 위에 명시한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되면

permissions@oreilly.com으로 연락해 언제든지 문의하기 바란다.

이 책에 사용된 규칙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사용된다.
강조체(Bold)

본문 중에서 새로운 용어나 주요 용어, 해당 단락에서 강조될 용어를 나타낸다.
고정폭 서체(Constant width)
프로그램 목록뿐만 아니라 변수 또는 함수 이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유형, 환경 변수, 명령
문 및 중요어와 같은 프로그램 요소를 참조하는 단락 내에서 사용된다.
이 요소는 팁 또는 제안을 나타낸다.

이 요소는 일반적인 참고 사항을 나타낸다.

이 요소는 경고나 주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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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에 대하여
표지에 나오는 동물은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 북부에 서식하는 작은 포유 동물인 키트 여우(kit
fox, 학명 Vulpes macrotis)다.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작은 여우 종으로 무게는 1.6~2.7킬로그램이

고 키는 45.5~53.6센티미터다. 키트 여우는 불균형해 보일 정도로 큰 귀가 있어서 청력이 뛰
어나고 체온을 조절할 수 있다. 털은 회색인데 종종 붉은 색과 주황색을 띤다.
건조한 사막 지대에 서식하며 밤에 먹이를 사냥하며 이동한다. 곤충이나 도마뱀과 새뿐만 아
니라 쥐나 토끼 또는 벌레 같은 작은 포유류를 먹는다. 해마다 12월부터 2월 사이에 짝짓기를
하며, 일부일처제 사회를 유지한다. 새끼는 3~4월에 태어나며, 보통 한 마리에서 일곱 마리를
낳는다. 어미와 아비 모두 새끼를 돌보며, 새끼는 5~6개월이 지나면 굴에서 나와 독립한다.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몇 마리나 있는지 추정하기 어렵다. 이전
에 야생이었던 지역까지 농경지가 확대되면서 그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키트 여우는
또한 코요테, 보브캣, 황금 독수리 같은 여러 포식자들과 치열하게 먹이 경쟁을 한다.
오라일리 표지에 나오는 많은 동물들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모두 세상에 소중한 존재들
이다. 도움을 줄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animals.oreilly.com을 방문하자.
표지에 나온 그림은 《Lydekker’s Royal Natural History》에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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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김지훈(삼성SDS)
이 책은 텍스트 분석을 위한 도구와 기법에 관해 주로 설명합니다. 코드에 주석이 친절히 작
성되어 있고, 옮긴이가 달아 둔 용어에 관한 세심한 각주들은 이 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
이 됩니다. 다만, 이 책이 파이썬만 알아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쉽지 않은 책인 것은 분
명합니다. 데이터 과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영(야놀자)
분석 모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고, 파이썬 문법을 모르는 분이 보기에 이 책은 하나의
암호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다루는 분야가 분야인 만큼 사용되는 용어 자체도 낯설
고 어려웠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들을 감수하고도 이 책을 읽고 따라 해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기본적인 텍스트 데이터 분석에 대한 개요를 단계별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요셉(지나가던 IT인)
챗봇, 기계 번역, 질문/답변 시스템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자연어 분석 기능을 탑재한 앱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입니다. 머신러닝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어 처리 대상과 방법이 모두 영어라는 점이 아쉽
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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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uvaper korea)
텍스트 기반의 머신러닝 책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자세한 예제와 설명이 있는 책은 많지 않습
니다. 초급부터 중급 이상까지 텍스트 기반의 머신러닝을 공부하려는 분께 추천합니다.
이호준(유라코퍼레이션)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책의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많은 내용을 꼼꼼하게 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곁에 두고 찾아보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역주를 보니, 옮긴이
가 이 책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지 느껴집니다. 다양한 용어에 대한 옮긴이의 주석만으
로도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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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시각화
머신러닝은 종종 의사 결정의 자동화와 관련이 있지만, 실제로는 예측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
에서 일반적으로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면이 있다. 컴퓨터는 빠르고 정확한 수치 계산에 능숙
하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패턴을 즉시 식별할 수 있다. 컴퓨터의 계산 능력과 사람의 패턴
인식 능력을 합치려면 데이터를 컴퓨터 시각 용어에 맞춰 그려 냄으로써 사람이 해당 데이터
를 보고 그 의미를 즉시 알아차릴 수 있게 시각화(visualization, 가시화)를 해야 한다.

5장과 6장에서 우리는 응용 머신러닝 모델의 몇 가지 실용적인 예를 조사했다. 그러나 이 예
제들을 실행하는 동안에 머신러닝을 통합하기가 모델을 단순히 적합하게 하는 것만큼 단순하
지 않다는 점을 종종 느끼게 될 것이다. 먼저, 모델을 처음으로 구축했을 때부터 모델이 적합
(fit)하게 되는 일은 드물다. 오히려 모델을 적합시키고 평가하고 조정하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

게다가 응용 텍스트 분석 결과를 평가하고 조정하고 표현하기는 숫자 데이터를 대상으로 그렇
게 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렵다. 단어, 단어 조각 또는 구가 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특징들
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말뭉치에 가장 적합한 분류 모델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k 평균 군집화 모델에서 k에 대해 최상의 값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8쪽, ‘3중 모델 선택’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가 3중 모델 선택이라는 작업흐름을 채택한 이유는
구축 가능한 최적 솔루션을 향해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반복해야 한다는 우리의 필요성과 더
불어 이러한 질문 유형들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 작업흐름을 시각적인 메커니즘으
로 확장함으로써 문제를 대상으로 시각적 진단(visual diagnostics)을 하거나 모델을 더 쉽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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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본다. 우리는 머신러닝 모델을 조향(steering)하는 데 유용한 시각적
도구 모음을 활용함으로써 그림의 패턴을 자연스럽게 알아낼 수 있는 인간 본연의 능력이 모
델링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는 엔그램 시계열 그림에서부터 확률적 이웃 매장(stochastic neighbor embeddings)에 이르기
까지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특징분석 기술 및 특징공학 기술을 구축하는 일부터 한다. 그런
다음에 혼동 행렬 및 계급 예측 오차 그림과 같은 모델 오차를 감지하기 위한 텍스트 모델 및
진단 도구를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일로 나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
에 참여해 더 높은 성능을 목표로 모델을 조종하는 몇 가지 시각적 방법을 살펴보겠다.

특징공간 시각화 특징공간 시각화
기존의 수치 예측 파이프라인에서는 특징공학, 모델 평가, 조율이 매우 직관적인 방식으로 수
행될 수 있다. 저차원 공간에서 우리는 모델을 적합화하고 관찰된 분산량을 각 특징으로 설명
함으로써 데이터셋의 가장 유익한 특징을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막대형 차트 또는 2차
원 쌍별 상관 열지도(two-dimensional pairwise correlation heatmaps)를 사용해 시각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데이터가 텍스트 형식일 때는 특징공간을 시각화하기는 쉽지 않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고차원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파이썬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은 순수 숫자 데이터를 그리는 일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몇 단계 더 도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절에서는 특징분석과 특징공학에 유용한
Matplotlib 시각화 루틴을 살펴본다.

시각적 특징분석
본질적으로 특징분석(feature

analysis)이란

데이터를 알게 되는 과정이다. 저차원 수치 데이터

의 경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각적 특징분석 기법에는 상자 그림(box plots) 및 바이올린
그림(violin plots), 히스토그램(histograms), 산점도 행렬(scatterplot matrices), 방사형 시각화(radial
visualizations) 및 평행 좌표(parallel coordinates)가 포함된다. 불행하게도 텍스트 데이터의 차원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늘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텍스트 데이터의 맥락에서 보면, 특징분석이란 말뭉치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작업
이다. 이런 작업에 필요한 질문 사례를 들어 보면 이렇다. 문서가 얼마나 길고 어휘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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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가? 어떤 패턴이나 엔그램 조합이 문서를 가장 잘 설명하는가?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텍스트는 얼마나 문법적인가? 다양한 영역 특정 복합 명사구로 구성되어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가?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는가? 구두점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효과적인 실험과 효율적인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데 필요한, 건전
한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텍스트 데이터에 특히 적절한 특수 특징분석 기술인
엔그램 시계열, 망 분석 및 투영도를 살펴보겠다.

엔그램 뷰어
7장에서는 많은 문서에서 토큰의 중요한 패턴을 식별하기 위해 문법 기반 특징추출(grammarbased feature extraction)을

수행했다. 실제로 시간의 함수로 토큰 조합의 빈도를 시각적으로 탐

색할 수 있다면 작업흐름 중에 이번 단계를 조정하기가 훨씬 쉬어진다. 이번 절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특징분석을 지원하는 엔그램 뷰어(n-gram viewer)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다.
3장과 4장에서 작성한 말뭉치 리더에는 dates 메서드가 없지만, 이 시각화 프로그램은 문서

의 타임스탬프(timestamp, 시각 소인)를 해당 fileid에 사상하는 메커니즘을 추가해야 한다.

말뭉치 데이터는 키가 말뭉치 토큰이고 값이 (토큰_갯수, 문서_일자_소인) 꼴 튜플인 딕셔너리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시계열로 그려야 할 엔그램에 해당하는 문자열이 있는 리스
트, 즉 쉼표로 구분된 리스트인 terms가 있다고 가정하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엔그램을 탐색하기 위해, 너비와 높이 차원을 인치 단위로 지정한
Matplotlib 그림과 축을 초기화하는 일부터 한다. 우리는 용어 리스트에 실린 각 용어에 대
해 표적인 엔그램의 수를 x 값으로 삼고, 용어를 y 값으로 표시한 문서의 날짜-시간 스탬프로
그려 볼 것이다. 그림에 제목, 색으로 구분된 범례 및 y 축과 x 축의 레이블을 추가한다. 특정
날짜 범위를 지정해 확대/축소 및 필터 기능을 허용할 수도 있다.
fig, ax = plt.subplots(figsize=(9,6))
for term in terms:
data[term].plot(ax=ax)
ax.set_title("Token Frequency over Time")
ax.set_ylabel("word count")

특징공간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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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set_xlabel("publication date")
ax.set_xlim(("2016-02-29","2016-05-25"))
ax.legend()
plt.show()

그림 8-1에 그 예가 나와 있는 결과 그림은 선거에 이르기까지 뉴스 기사 전체에서 특정 정치
인 후보(여기서는 유니그램으로 표시)를 언급한 빈도를 보여 준다.

그림 8-1 엔그램 뷰어는 시간에 따라 토큰 빈도를 표시한다

따라서 시계열 그래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말뭉치에서 엔그램의 발생을 탐색하고 비교
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망 시각화
실제로, 망 시각화(network visualizations)는 텍스트 시각화에 대한 최근 조사에서 망 모양으로
시각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는 텍스트를 그려 내는 주요한 기
법이 되었다.1 이것은 망이 자연어를 통해서만 표현할 수 있는 복잡한 관계를 시각적으로 인코
딩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 관계망(social network,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널리 사용된다. 그러
한 그래프는 엔터티, 문서, 심지어 말뭉치 내의 개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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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해서는 9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번 절에서는 L. 프랭크 바움(Frank Baum)
의 《오즈의 마법사(The Wizard of Oz)》를 나타내는 그림을 사회 관계망으로 만든다. 사회 관계
망에서는 문자가 마디점(node, 정점)이고, 그 관계는 연결이 가까울수록 짧아지는 변(edge, 간선)
으로 그려진다.
이번 절에서는 마이크 보스토크(Mike Bostock)의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 등장인

물 동시출현 망(co-occurrence network, 동시출현 네트워크)을 모델로 한 힘 방향 그래

프(force-directed graph, 강제 유향 그래프)2를 만들 것이다.3 이러한 그래프는 D3 및 기

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렌더링하는 것이 더 쉽지만, 우리는 Matplotlib와

NetworkX를 사용하여 파이썬으로 구축하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우리의 그래프를 위해, 우리는 JSON 파일에 저장된 후처리 버전의 구텐베르크판을 사용하고
있다. 첫째는 텍스트의 빈도에 따라 역순으로 정렬된 문자 이름 리스트다. 둘째는 {chapter
heading: chapter text}, 즉 {장 제목: 장 본문} 꼴의 키 값 쌍으로 표시된 장별 딕셔너리다.
단순화를 위해 장에서 두 개의 개행 문자가 제거되었으며(각 텍스트는 하나의 단락으로 표시됨)
텍스트 내의 모든 큰 따옴표(예: 대화)가 작은 따옴표로 변환되었다.

Oz 문자들을 그래프의 마디점으로 표현할 것이므로 마디점 사이의 연결을 설정해야 한다. 우
리는 각 장을 스캔하는 cooccurrence(동시출현) 함수를 작성할 수 있으며, 가능한 모든 문자 쌍
에 대해 함께 나타나는 빈도를 확인한다. 가능한 한 쌍마다 키를 사용해 사전을 초기화한 다
음, 각 장에 대해 NLTK의 sent_tokenize 메서드를 사용해 텍스트를 문장으로 구문분석하
고, 두 문자가 모두 포함된 문장마다 딕셔너리 값을 1씩 증가시킨다.
import itertools
from nltk import sent_tokenize
def cooccurrence(text, cast):
"""
장의 딕셔너리인 {headings: text}를 입력 텍스트로 취해 문자 이름들로 이뤄진 쉼표 구분 리스트로 캐스트한다.
있음직한 각 쌍에 대한 동시출현 카운트의 딕셔너리를 발생한다.
"""
possible_pairs = list(itertools.combinations(cast, 2))
cooccurring = dict.fromkeys(possible_pairs, 0)
for title, chapter in text['chapters'].items():
for sent in sent_tokenize(chapter):

2
3

옮긴이 그래프에 나타난 마디점들 간의 밀쳐내는 힘(척력)이나 끌어당기는 힘(인력)을 힘의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나타낸
그래프.

Mike Bostock, Force-Directed Graph, (2018) http://bit.ly/2GNRK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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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air in possible_pairs:
if pair[0] in sent and pair[1] in sent:
cooccurring[pair] += 1
return cooccurring

다음으로, JSON 파일을 열고, 텍스트를 적재(load)하고, 문자 목록을 추출하고, NetworkX 그
래프를 초기화한다. 0이 아닌 값으로 cooccurrence 함수에 의해 생성된 각 쌍에 대해 우리
는 동시출현 카운트를 특성으로 저장하는 변을 추가한다.
그런 다음에 도로시(Dorothy)를 중심으로 그래프에서 ego_graph 추출을 수행한다. 우리
는 ‘spring_layout’을 사용하여 마디점을 공유 변 가중치에 반비례하여 변으로부터 멀어지
게 하고, k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마디점 사이의 원하는 거리(털뭉치를 피함)와 iterations 파
라미터를 사용한 용수철 힘 완화(spring-force relaxation)의 반복 횟수를 지정한다. 마지막으로,

NetworkX의 draw 메서드를 사용해 마디점 레이블(문자 이름)이 읽을 수 있을 만큼 큰 글꼴로
표시되도록 원하는 마디점과 변의 색상 및 크기로 Matplotlib 그림을 생성한다.
import
import
import
import

json
codecs
networkx as nx
matplotlib.pyplot as plt

with codecs.open('oz.json', 'r', 'utf-8-sig') as data:
text = json.load(data)
cast = text['cast']
G = nx.Graph()
G.name ="The Social Network of Oz"
pairs = cooccurrence(text, cast)
for pair, wgt in pairs.items():
if wgt>0:
G.add_edge(pair[0], pair[1], weight=wgt)
# 도로시가 중심이 되게 한다.
D = nx.ego_graph(G,"Dorothy")
edges, weights = zip(*nx.get_edge_attributes(D,"weight").items())
# 도로시와 관련이 적은 마디점을 밀어낸다.
pos = nx.spring_layout(D, k=.5, iterations=40)
nx.draw(D, pos, node_color="gold", node_size=50, edgelist=edges,
width=.5, edge_color="orange", with_labels=True, font_size=12)
plt.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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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에 나타난 결과 그림은 이 책에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잘 보
여 준다. 도로시(Dorothy)와 가장 가까운 마디점으로는 도로시의 가장 가까운 동행자인 도
로시의 개, 토토(Toto), 허수아비(Scarecow) 그리고 양철 나무꾼(Tin Woodman)을 포함하고, 바
깥 변의 마디점은 도로시와 관계를 가장 적게 맺고 있는 등장인물을 나타낸다. 이 사회 관계
망 그래프는 도로시가 오즈(Oz)와 초록 마녀(Wicked Witch)에 근접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림 8-2 오즈의 마법사를 위한 힘 방향 에고 그래프

속성 그래프의 구성과 유틸리티, NetWorkX의 add_edge, ego_graph 및 draw 메서드에 대
해서는 9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동시출현 그림
동시출현(co-occurrence, 동시발생)은 엔터티 또는 다른 엔그램 간의 관계를 함께 나타나는 빈도

와 관련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번 절에서는 Matplotlib을 사용해 《오

즈의 마법사(The Wizard of Oz)》의 등장인물 동시출현을 그려 본다.
먼저, 책의 텍스트와 등장인물 리스트를 가져오는 함수 행렬을 만든다. 다른 모든 등장인물의
동시출현 횟수와 모든 등장인물 목록이 들어 있는 리스트가 될 다차원 배열을 초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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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nltk import sent_tokenize
def matrix(text, cast):
mtx = []
for first in cast:
row = []
for second in cast:
count = 0
for title, chapter in text['chapters'].items():
for sent in sent_tokenize(chapter):
if first in sent and second in sent:
count += 1
row.append(count)
mtx.append(row)
return mtx

이제 행렬을 그릴 수 있다. D3 프레임워크(D3.js)로 그리는 플롯들에 유사해질 수 있게 우리는
두 개의 동시출현 행렬을 나란히 배치하고자 한다. 하나는 알파벳순으로 정렬된 문자이고, 다
른 하나는 텍스트의 전체 빈도순이다. 그림과 축을 초기화하고 제목을 추가하고, 하위 그림
사이의 기본 공백을 늘려 문자 이름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모든 문자에 해당하는 x 및 y
눈금을 만든다.
그런 다음에 인덱스(121), 행 수(1), 열 수(2) 및 표적을 나타내는 하위 그림의 그림 수(1)를
참조해 첫 번째 그림에 적용할 수정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x 및 y 눈금을 설정
하고, 문자의 이름으로 표시에 레이블을 붙이고 기본 글꼴 크기를 줄이며, 읽기 쉽도록 레이
블을 90도 회전할 수 있다. x 축 눈금이 맨 위에 나타나야 하고, 첫 번째 축 플롯에 레이블을
추가하도록 지정한다. 마지막으로, imshow 메서드를 호출해 interpolation(보간) 파라미터
가 있는 열지도를 생성하고, 노란색, 주황색 및 갈색 색상 표를 지정하고, 각 동시출현 빈도의
로그를 사용해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동시출현이 너무 밝지 않게 표시한다.
...
# 우선 행렬들을 만든다.
# 빈도에 따라
mtx = matrix(text,cast)
# 이번에는 플롯을 만든다.
fig, ax = plt.subplots()
fig.suptitle('Character Co-occurrence in the Wizard of Oz', fontsize=12)
fig.subplots_adjust(wspace=.75)
n = len(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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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_tick_marks = np.arange(n)
y_tick_marks = np.arange(n)
ax1 = plt.subplot(121)
ax1.set_xticks(x_tick_marks)
ax1.set_yticks(y_tick_marks)
ax1.set_xticklabels(cast, fontsize=8, rotation=90)
ax1.set_yticklabels(cast, fontsize=8)
ax1.xaxis.tick_top()
ax1.set_xlabel("By Frequency")
plt.imshow(mtx,
norm=matplotlib.colors.LogNorm(),
interpolation='nearest',
cmap='YlOrBr')

동시출현 그림의 영문자 순서에 따른 뷰를 작성하려면 먼저 문자 리스트를 영문자로 바꾸고,
두 번째 하위 그림(122)과 함께 작업할 것을 지정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첫 번째 하위 그림과
동일한 방식으로 축 요소를 추가한다.
...
# 그리고 영문자 순서에 따라
alpha_cast = sorted(cast)
alpha_mtx = matrix(text,alpha_cast)
ax2 = plt.subplot(122) ax2.set_xticks(x_tick_marks) ax2.set_yticks(y_tick_marks)
ax2.set_xticklabels(alpha_cast, fontsize=8, rotation=90) ax2.set_yticklabels
(alpha_cast, fontsize=8)
ax2.xaxis.tick_top()
ax2.set_xlabel("Alphabetically")
plt.imshow(alpha_mtx,
norm=matplotlib.colors.LogNorm(),
interpolation='nearest',
cmap='YlOrBr')
plt.show()

망 그래프에서처럼 표현은 근사치일 뿐으로, 우리는 실제로는 등장인물의 문자열인 것처럼 배
역(cast)을 살펴본다. 실제로 문자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Dorothy’와 ‘the girl from

Kansas,’ ‘Toto’와 ‘her little dog, too’).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8-3에서 보여지는 결과 플롯은 텍

스트 내에서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등장인물에 대해 많이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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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동시출현

텍스트 엑스레이 및 산포도
망과 동시출현 그림은 텍스트(또는 그림의 문자)에서 엔터티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할 뿐
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의 일부를 수행하는 엔터티 간의 관계를 설명하지만, 엔터티의 다
양한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반영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제프 클라크(Jeff Clark)4와 트
레버 스티븐(Trevor Stephen)5의 산포도와 비슷한 것이 필요하다.
산포도(dispersion plot)는 텍스트에 일종의 ‘엑스레이’를 비추는 역할을 하며, y 축을 따라 각 문

자 이름을 그리고, x 축을 따라 서술이 표시되도록 하여, 그림에서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지점
에서 각 등장인물 옆에 수평선을 추가할 수 있다.

우리는 《Widzard of Oz(오즈의 마법사)》 텍스트를 사용해 Matplotlib에서 산포도를 다음과 같
이 만들 수 있다. 먼저, 텍스트의 모든 단어가 나오는 순서대로 oz_words 리스트가 필요하다.
각 장의 길이와 제목을 추적해 나중에 x 축을 따라 각 장이 시작하고 끝나는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
from nltk import word_tokenize, sent_tokenize
# 여러 장에 걸친 등장인물의 멘트를 그린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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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_words = []
headings = []
chap_lens = []
for heading, chapter in text['chapters'].items():
# 장 제목을 모은다.
headings.append(heading)
for sent in sent_tokenize(chapter):
for word in word_tokenize(sent):
# 모든 단어를 모은다.
oz_words.append(word)
# 각 장에 나오는 단어의 길이들을 기록한다.
chap_lens.append(len(oz_words))
# 각 장이 시작하는 곳을 표시한다.
chap_starts = [0] + chap_lens[:-1]
# 장 제목들에 붙인다.
chap_marks = list(zip(chap_starts,headings))

이제 우리는 oz_words 리스트를 검색해 문자가 나타나는 위치를 찾고 이를 그려 낼 점 리스
트에 추가하려고 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일부 등장인물의 이름이 한 단어로 되어 있으며(예:
‘Dorothy’, ‘Scarecrow’, ‘Glinda’), 그 밖의 등장인물의 이름은 두 단어로(‘Cowardly Lion’, ‘Monkey

King’) 되어 있다. 문자열 유형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먼저 한 단어 이름 일치에 대한 카탈로

그를 만들어, 텍스트의 각 단어가 이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 앞의 단어와 함께 각 단어
를 살펴봄으로써 두 단어로 된 이름을 지닌 등장인물을 찾을 것이다.
...

cast.reverse() points = []
# 등장인물이 나올 때마다 점을 추가한다.
for y in range(len(cast)):
for x in range(len(oz_words)):
# 일부 등장인물의 이름은 한 단어로 되어 있다.
if len(cast[y].split()) == 1:
if cast[y] == oz_words[x]:
points.append((x,y))
# 일부 등장인물의 이름은 두 단어로 되어 있다.
else:
if cast[y] == ' '.join((oz_words[x-1], oz_words[x])):
points.append((x,y))
if points:
x, y = list(zip(*points))
else:
x = 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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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알아보기 쉽게 x 축을 기본 넓이보다 훨씬 넓게 지정해 그림과 축을 생성한다. 또한,
각 장의 시작 부분에 레이블을 붙이기 위해 수직선을 추가하고, 각 장의 이름을 레이블로 표
시하고, 축의 약간 아래에 나타나도록 글꼴을 작게 하고, 90도 회전을 해서 조정한다. 그런 다
음에 우리는 x 점과 y 점을 그리고, tick_param을 수정해 기본 아래쪽 눈금과 레이블을 해
제한다. 그러고 나서 모든 문자에 대해 y 축을 따라 눈금을 추가하고, 문자 이름으로 레이블
을 지정하고 마지막으로 제목을 추가한다.
...
# 그림을 그린다.
fig, ax = plt.subplots(figsize=(12,6))
# 각 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레이블을 지정한 수직선을 추가한다.
for chap in chap_marks:
plt.axvline(x=chap[0], linestyle='-', color='gainsboro')
plt.text(chap[0], -2, chap[1], size=6, rotation=90)
# 등장인물의 대사(mention, 지문)를 그린다.
plt.plot(x, y,"|", color="darkorange", scalex=.1)
plt.tick_params(
axis='x', which='both', bottom='off', labelbottom='off'
)
plt.yticks(list(range(len(cast))), cast, size=8)
plt.ylim(-1, len(cast))
plt.title("Character Mentions in the Wizard of Oz")
plt.show()

결과로 나온 그림은 그림 8-4에 나와 있으며, 텍스트의 전반적인 서사 구조를 작은 지도로 표
시한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그림을 통해 특정 등장인물(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엔그램’)이 이
야기의 어느 곳에서 교체되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사 구조 내내 중심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들을 강조하고, 심지어 본문의 일부 관심 영역을 강조하기도 한다(예: 많은 등장인물이
동시에 관여하거나, 출연자가 갑자기 교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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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오즈의 마법사에 언급되는 등장인물들을 나타내는 산포도

유도된 특징공학
우리가 말뭉치에서 날 것 그대로의 내용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되려면 모델링에 사용할 가장
작고 가장 예측 가능한 특징 세트(feature set)6를 설계해야 한다. 공학적으로 처리된 이 특징 세
트는 가능한 한 작아야 한다. 차원이 늘수록 잡음도 늘고 결정 공간을 모델링하기가 더 어려
워지기 때문이다.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하면 너무 많은 신호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차원을 크게 줄이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주성분 분석(principal

discriminant analysis, 텍스트 데이터라면 Doc2Vec)과

component analysis)

및 선형 판별 분석(linear

같은 옵션은 모두 원본 데이터의 차원을 압

축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나중에 사용자 경험에 따라 원래 특징들(예:
두 가지 문서가 유사한 특정 용어 및 구)을 검색할 수 있어야만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시각적인 품사 태깅 및 빈도분포(즉, 도수분포)와 같이 텍스트 데이터에 특히 적
합하게 특징공학을 조향하기 위한 몇 가지 시각적 기법을 살펴보겠다.

6

옮긴이 여기서 set는 집합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으로 번역하지 않고, 서로 연관 있는 한 묶음이라는 뜻이 강하므로 우
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세트’라고 번역했다.

특징공간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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