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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6 - 2018, 고려대학교
공학석사(산업경영공학)

2003 - 2010, 서울대학교
문학사(국어국문학),정치학사(정치외교학)

경력

네이버 서치앤클로바 (2018.2 - 현재)
• 담당업무 : 대화모델연구&개발

매일경제신문 (2009.8 - 2016.6)
• 직위및담당업무 : 편집국기자,취재및기사작성
• 담당부서 : 사회부,경제부,정치부,문화부,산업부
• 주요기사

– 천안함생존장병들의부치지못한편지 [link]
– G20서울선언문입수, ’핫머니규제’합의안담는다 [link]
– 한나라당 2조공약안입수,모든가구에 23만원양육수당 [link]
– 박근혜집권시창조경제론전면내세운다 [link]
– 교황시복식현장취재기,소란없는 ’엄숙한축복’ [link]
– 삼성갤럭시새사령탑고동진깜짝발탁 [link]

논문 및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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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정형/비정형 데이터 기반의 경제 Knowledge Mining 기술 연구
(2017.5 - 2018.3) (주)엔씨소프트지원과제

• 학생연구원으로참여
• 기여내용 : 조간신문 1-5면제목을꼭지점, 중복단어를간선으로하는
무방향 그래프 구축 후 Edge Betweeness Score를 기준으로 그래프
컷. 이와별도로기사별로 log(기사길이)/면수를계산한뒤이점수가
높은부분그래프 10개를선택. 부그래프에서고유벡터중심성이가장
높은제목을해당날짜의중요이벤트로정의.

분포와 의미 정보를 동시에 반영한 한국어 단어 임베딩
(2017.4 - 2017.10)개인연구

• 국립국어원이 만든 세종전자사전의 한국어 명사 온톨로지(2만5000
여개태깅)를그래프로표현한뒤, Grover&Leskovec(2016)이제안한
Random Walk를 뽑고, 뉴스 말뭉치와 함께 Word2Vec Skip-Gram 방
식으로 임베딩을 수행. 명사 온톨로지의 지식 표상과 뉴스 말뭉치(55
만여건)를동시에임베딩해분포와의미정보를동시에반영.

기술 블로그 구축 및 운영

(2017.3 - 2018.2)개인연구
• 국어학,자연언어처리등주제를다루는 GitHub블로그구축. 2018년

6월현재게시물 216건,월평균방문자 3만2000여명.

비정형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쟁환경에서 사업자의 신제품 포지셔닝과
다기간제품포트폴리오선정에도움을줄수있는전사적의사결정시스템의
개발

(2016.9 - 2016.12)한국연구재단지원과제
• 학생연구원으로참여
• 기여내용 : 소비자가중시하는제품속성을분석. 우선뽐뿌등 5개사
이트에서 29만8206개 리뷰를 수집해 Document Term Matrix(DTM)
구축. Word2Vec으로임베딩한단어벡터에가우시안커널을적용하여
가중치 행렬을 계산. 배터리, 카메라, 디자인, 화면이라는 단어에 해
당하는 4개 행벡터를 뽑고 이를 DTM과 내적해 스코어를 각각 산출.
스코어 상위 문장을 랜덤 추출해 100명을 대상으로 교내 설문조사를
한결과단순정확도기준 73.1%의성능을보임.

그래프 기반 뉴스 중요도 산출

(2016.7 - 2016.10)개인연구
• 다수 보도된 유사한 제목의 기사를 중요한 기사로 간주. 제목을 꼭지
점,중복단어를간선으로하는그래프구축후간선중심성과고유벡터
중심성을 곱해 중요도 산출. 중요도 점수 상위 3% 기사가운데 1면은
16.97%로전체기사가운데 1면비율(4.1%)보다 4.13배. 파급력이큰
뉴스를 보편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가치가 특종 보도 원칙을 앞서는

국내언론환경때문으로풀이.

기술
프로그래밍
◦ Python ◦ Scala ◦ R

작문
◦ 취재 ◦ 자료분석 ◦ 원고작성

ratsgo@naver.com
ratsgo.github.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