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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f you're tired of visiting site in search of the 

type of web documents that interests you, you can 

use an RSS (Really Simple Syndication) client to 

organize web content and deliver it to you in a 

manner that's much quicker and easier to access. 

This paper gives an overview of RSS technologies 

and implement a suitable RSS client for educational 

blogs. In addition to that, this paper propose a 

method for classification system in order to improve 

a RSS client.

Ⅰ. 서론 

   사회에서는 웹과 인터넷을 통해 넘쳐나는 엄청

난 정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

다. 매일 업데이트 되는 웹 사이트가 수억 개에 이른

다면, 이 많은 사이트를 서핑하고 쏟아지는 정보 가운

데 필요한 것만을 찾아 선택 으로 취득하기는 어려워

진다. 이에 한 해결방안으로 RSS라는 로토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RSS는 웹 사이트를 통한 출  

과정에서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의 변화를 사용

자들에게 자동 홍보하는 기법이다[1]. 

교육자들에게 있어서 RSS는 더없이 좋은 툴이 될 수 

있다. 선생님이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 신문 

사이에서 커뮤니 이션하기 해 정보를 신디 이트하

는 방법으로, 학생들은 모두 블로그를 가지고 있고 토

론이나 과제물 등의 콘텐츠를 올리면 선생님은 RSS 

리더를 통해 학생들의 블로그 RSS 채  등록을 통해 

한 에 간단히 체크해볼 수 있다[2, 3]. 

하지만, 재의 RSS 클라이언트인 리더는 첫째, RSS 

문서내부에 존재하는 내용 정보가 극히 어 사용자가 

RSS 문서만을 보고 실제 내용을 제 로 단해내기 

어렵다. 둘째, RSS 리더에 등록된 채 이 많아질수록, 

사용자에게 달되는 정보의 양도 증가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해  다른 수고를 감수해야 하

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스스로 심 분야를 설정하고, 

여기에 기 문서를 입력해 으로써, 신규 문서들은 

사용자가 설정한 분야에 따라 분류되어 달되는 RSS 

리더를 구 하고, 기 문서에서 각 분야를 표하는 

합한 색인어 추출을 할 수 있도록, 효율  색인어 

구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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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련 연구

2.1 블로그와 RSS

  블로그(blog)란 웹(web)과 로그(log)의 말로 인터

넷과 항해의 합성어이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게시  등을 조합해서 만든 개인의 홈페이지 같은 것

이다. 블로그에는 주로 일기, 앨범, 칼럼 등 심사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가능을 갖추고 있어

서 1인미디어 랫폼을 갖추고 개인이 자신이 만든 컨

텐츠들을 고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자료들을 모아 

두는 곳이다[3].  

RSS는 Really Simple Syndication, 혹은 Rich Site 

Summary의 임말이며 XML 기반의 간단한 컨텐츠 

배  로토콜이다[4]. RSS의 동작원리는 그림 1과 같

다[5]. 

그림 1. RSS의 동작 원리

사용자가 블로그에 새 을 쓰면 RSS 피드가 가능해

진다. 즉 업데이트 된 컨텐츠 리스트가 자동으로 생성

되어 XML로 태깅된다. 이 게 생성된 RSS 피드는 

RSS 리더라는 소 트웨어를 통해 보여진다. 사용자는 

자주 보는 블로그의 RSS 피드 URL을 자신의 RSS 리

더에 추가한다. 

사용자가 등록해놓은 블로그에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

올 때마다 RSS 리더는 자동으로 그 콘텐츠를 가져와

서 보여 다. RSS리더는 블로그 뿐만 아니라 RSS 피

드를 제공하는 모든 웹 사이트의 컨텐츠 정보를 가져

올 수 있다.

2.2 RSS와 문서 분류에 한 연구

  RSS에 한 연구로는 Kathleen Gilroy가 RSS 구  

사례를 통해 비즈니스와 정부 기 의 응용 등 사회 

반 인 활용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작업 효율을 높

여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재 기술을 보다 더 효과

으로 사용하여 지 소에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직업에 만족감도 증가된

다고 한다[6]. 지식 리에 한 연구에서는 지능 인 

시스템에서 문맥의 의미를 부여해야 할 때, RSS 기술

을 이용하여, 지식 구조를 모델링 하고, 메타 정보를 

제안하여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 다[7].

시맨틱 자원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KIRM (Knowledge 

Interoperation Reference model)을 제안하고 용하여 

RSS 리더나 피드에 필요한 에이 트 작동 솔루션을 

제안하 다[8].

최근 들어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개념 으로 문서를 분

류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온톨로지 기반 

추천 에이 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를 “특정 주제에 

한 간단한 규칙들이나 의미  연 계와 단어들을 

포함한 지식 용어들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사용자가 

이용하는 웹페이지를 온톨로지에 매핑시킴으로써 의미

으로 웹페이지를 구분하려고 한다[9]. 한 SEWeP

는 온톨로지의 특징정보를 이용하여 문서를 분류하고, 

이를 통하여 사용자들의 웹 네비게이션 패턴을 인식하

고, 해당 사용자에게 차후 페이지를 추천한다[10].

이러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온톨로지는 각 노드를 나타

낼 수 있는 특징 단어 선별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분류를 한 

온톨로지의 구성에 용할 수 있다.

Ⅲ. RSS 문서 분류

3.1 분류를 한 분야별 색인어 집단 선정

  문서를 분류하기 해서 사용자는 각 분야에 해당하

는 문서들을 시스템에 기 입력문서로 넣어 다. 시

스템은 이 문서로부터 각 분야에 맞는 색인어들을 추

출하여 분야별 색인어 집단을 생성하게 된다. 이 과정

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분야별 색인어 추출 흐름도



2005년도 대한전자공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제28권 제2호

1127

3.2 입력 문서의 색인어 추출  분류

  RSS 문서로부터 얻어낸 링크주소를 이용하여 가져

온 실제 문서는 분류모듈에서 어  단  분리, 조사, 

불용어 제거 작업을 통해, 문서 내 존재하는 모든 단

어들을 추출하고 해당 단어의 빈도수를 기억한다. 추

출된 모든 단어와 단어빈도수는 웹 콘텐츠 분류 시에 

사용된다.

입력 문서 내에서 추출된 단어들은 분야별 색인어 집

단과의 유사도 계산을 통하여, 유사도가 가장 높은 분

야에 분류된다. 유사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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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c분야 색인어 집단에서의 총 색인어 수

freqi,d: 입력문서d에서 매칭 되는 단어i의 빈도수

maxl,d: 문서d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수

단어 빈도수와 문헌 빈도수의 결정하여 분야별 색인어 

집단 정하고 나서 고려해야 할 것은, 다른 분야와의 

색인어 복이다. 따라서 타 분야의 색인어로 선정된 

것은 해당 분야에서 제거시켜야 분야별로 분류 시 효

율성을 가지는 색인어 집단이 된다.

하지만 모든 복 색인어를 제거할 시에는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 를 들어, “정치”분야에서 ‘ 통령’이

라는 단어의 문헌 빈도수가 38이고, “문화” 분야에서 

문헌 빈도수가 2라고 한다면, 문헌빈도수 2이상의 것

으로 색인어 집단을 구성하 을 시에 두 분야 모두 ’

통령‘이라는 복 색인어를 가진다. 만약 이 두 역

에서 모두 ’ 통령’이라는 색인어를 제거한다면 “정치” 

역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색인어를 버리는 것이 되므

로 성능 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분야별 복 제거 기 은, 해당 단어의 문헌빈

도수 차가 해당 분야의 요 문헌 빈도수보다 클 때는 

남기고, 그 이하일 때 제거하는 방법을 취하 다. 를 

들어, 분야A의 색인어k가 분야B의 색인어k에 의해 제

거되지 않을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 )k A k B Adf df AVG df− >   ……  (2)

dfk,A: A분야에 속한 색인어 k

dfk,B: B분야에 속한 색인어 k

AVG(dfA): A분야의 문헌 빈도수의 평균값

만약 식(2)을 용하여 A분야에서 단어 k가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B분야에서는 분야 간 평균문헌빈도수의 

차를 취한 결과가 음의 값을 가지므로 B분야에서 단어 

k는 제거된다.

Ⅳ. RSS 리더 개발과 교육  활용 방안

  교육용 RSS 리더로 개발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그

림 3과 같다.

그림 3. RSS 리더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RSS 문서 Address 입 력 부

현 재 등록 된
RSS Channel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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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된 Item에 해 당되는 내용 보여 줌(Brow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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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해 당 Channel 의 Item 목 록

선 택된 Item에 해 당되는 내용 보여 줌(Brow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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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등록 된
RSS Channel 
목 록

해 당 Channel 의 Item 목 록

선 택된 Item에 해 당되는 내용 보여 줌(Browser)

일반 인 RSS 리더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조를 가지

고 있으며, 등록된 채 에 따른 RSS 기사 검색, 특정 

기사를 선택할 경우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추출하여서 

보여 다.

RSS를 교육에 활용한 사례는 없지만, 다음 교과의 주

제에 합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학 

교과의 강낭콩 기르기라는 주제일 경우, 서울, , 

구, 부산, 주에서 동일한 주제로 가르치고 실험했을 

때, 각 지역에서 설정한 실험 조건에 따라서 실험 결

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혹은 특정한 시간 주기별로 블로그에 그 결과를 

올릴 경우, RSS 리더는 각 지역의 게시물을 한 곳에 

모아서 서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것이다.

Ⅴ. RSS 문서 분류 실험

  교육용 블로그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본 논문

에서는 실험을 해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사회, 스

포츠, IT) 7개의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로 이미 

분류된 100개씩의 뉴스 문서를 비하 다.

그림 5. 문서 분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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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문화 국제 사회 스포츠 IT

실험 결과를 정리해보면, 정 정확률을 유지하면서, 

빠른 분류를 한 최소 색인어 집단을 선정하는 방법

은 각 분야의 평균 단어빈도수와 평균 문헌 빈도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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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의 올림 값을 취한 색인어 집단을 구성하고, 색인어 

제거 기 을 용한 방식이 효율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 색인어 집단 추출에 사용된 분야별 100문서의 

분류 정확률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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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제 문화 사회 스포츠 정치 IT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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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자료

따라서 비슷한 성능을 가지는 세 가지 색인어 집단 

에서 ‘단어빈도수 2이상과 문헌 빈도수 1이상의 평균

값(올림)을 요 문헌 빈도수’로 하는 색인어 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문서 분류를 할 것이다. 

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RSS에 한 반 인 소개와 함께 

교육용 웹 문서에 합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RSS 리더를 설계하고 구 한 뒤에 교육용 블로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RSS와 같은 신디 이션 기술은 사용자에게 신규 정보 

여부를 알려 으로써, 사용자의 불필요한 웹서핑 수고

를 덜어 다. 하지만, 제 로 분류되지 못한 많은 양의 

신규 정보는 다시 사용자로 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한 검색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규 자료를 얻어올 수 있는 

RSS 리더 기능과 색인어 DB 없이도 용할 수 있는 

웹 문서 분류 방법을 용하여, 사용자에게 효율 인 

정보 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 다. 한 

분류를 한 색인어 구성 시 이용할 수 있는 기 을 

결정하기 해서 실험을 통해 정한 수치를 알아보았

다. 사용자는 심있는 분야를 정하고, 련 문서를 시

스템에 넣어주면, 해당 분야의 색인어 집단이 추출되

고, RSS를 통하여 들어오는 정보는 이를 기 으로 분

류되어 사용자에게 달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

신이 원하는 정보를 좀 더 효율 으로 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과제로, 색인어 집단을 이용하여 온톨로지를 구

축한 다음에 시  이슈가 되는 단어나, 새롭게 만들

어져 사용되는 용어를 담고 있는 문서를 분류하기 

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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