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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웹서비스가 정 이고 수동 인데 반해 최근의 웹 서비스는 차 동 이고 능동 으로 변화하

고 있다. 이러한 웹서비스 변화의 흐름을 잘 반 하는 것이 웹 2.0이다. 웹 2.0에서 부분의 정보는 

사용자에 의해 생산되고, 사용자가 붙인 태그(tag)에 의해 분류되어진다. 그러나 재 태그에 한 서

비스  연구들은 태깅(tagging) 방법에 한 연구를 비롯해 이를 표 하기 한 tag cloud에 이 맞

춰져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태그 정보자원 간의 체계와 연결 계인 지식체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체계화된 지식표 을 해 웹상에 편재되어 있는 학습 련 리소스(resources)  

태그들를 수집한다. 이를 사용자가 요청한 검색 키워드와 연 성이 있는 태그 정보들을 맵핑  클러

스터링하여 최 화된 표  형식인 토픽 맵(topic map)화하기 한 시스템을 제안하며, 이  토픽 맵 

생성을 한 기 연구 단계로서, 연  태그들 간의 맵핑  클러스터링을 한 알고리즘 제시를 심

으로 소개한다.

 

1. 서론

   인터넷의 발달과 사용자의 극 인 참여에 힘입

어 웹서비스 환경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

의 웹 서비스가 정 이고 수동 인데 반해 최근의 

웹 서비스는 차 동 이고 능동 으로 변화하고 있

다. 이러한 웹 서비스 변화의 흐름을 잘 반 하는 

것이 웹 2.0이다[1].

   웹 2.0에서 부분의 정보는 사용자의 의해 생산

되고, 사용자가 붙인 태그에 의해 정보들을 체계화 

시키고, 이를 공유함으로서 다양한 정보자원간의 체

계와 연결 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웹 2.0 환경에서의 재 태그에 한 서

비스  연구들은 태깅 방법에 한 연구를 비롯해 

이를 표 하기 한 tag cloud에 이 맞춰져 진

행 에 있다. 그러나 tag cloud은 한 에 모든 태그

들의 트 드를 살펴볼 수 있는 큰 장 이 있지만 웹

상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태그들 간의 연 성에 

해 표 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부족하다[2].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체계화된 지식표 을 해 

수집한 태그들을 연 성에 따라 팹핑하고, 이를 

련성 높은 태그 그룹으로 클러스터링한다. 한 클

러스터링 된 결과를 최 화된 표  형식인 토픽 맵

화 하기 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토픽 맵 생

성을 한 기 연구 단계로서. 연  태그들 간의 

맵핑  클러스터링을 한 알고리즘 제시를 심으

로 소개한다.

2. 련 연구 

2.1 태그의 정의

   태그(tag)는 학생들의 이름표, 수하물의 딱지, 제

품의 상표를 뜻한다[1]. 인터넷 사용자들은 자유롭게 

웹 페이지, 사진, 웹 링크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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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를 이용하여 자발 으로 정보들을 체계화시키

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자원간의 체계와 

연결 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체계화된 분류체계를 배우고 학습하여 

체계를 분류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발 으로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콘

텐츠를 분류하고 체계화시킬 수 있다는 장 을 갖게 

된다. 태깅과 폭소노미(folksonomy)를 이용한 기술

에 해서는 자동 태깅 기술과 효과 인 태깅 방법

에 한 연구를 비롯해 tag cloud 구성 기술, 다  

응용에서의 업  태깅 기술에 한 연구, 폭소노

미 기반의 계 추출, 온톨로지와 연계한 폭소노미 

기술 등에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2]. 그

러나 재 진행 인 연구들은 태깅을 한 기술에 

이 맞춰져 진행 에 있으며, 사용자들이 태깅

한 태그들을 이용한 지식체계 표 에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2.2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클러스터링은 정보 검색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증

시키기 한 목 으로 사용한다. 클러스터링 기법

은 입력되는 정보의 순서에 따라 클러스터링 결과가 

달라지는 단일처리 방법(single pass method)과 이

의 단 을 보완한 재배치 방법(reallocation method) 

그리고 용량에 한 탐색 인 기법으로 사 인 

정보 없이 의미 있는 자료구조를 얻으며 모든 형태

의 데이터에 용 가능한 K-Means 알고리즘이 있

다. 그러나 이는 좌표평면 상에 좌표 값을 가지는 

상에 한 클러스터링에만 용되는 단 이 있다. 

한 단일링크 방법, 완  링크 방법, 그룹 평균 연

결 방법 등이 있으나, 이 기법은 클러스터링 오차가 

은 반면 용량에 한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3].

  이에 본 논문에서는 리 잘 알려진 검증된 알고

리즘인 Spectral Bisection Algorithm[4]을 용하여 

클러스터링 하 으며, 한 더 이상의 클러스터링이 

필요한지를 검증하기 하여 클러스터의 질을 단

하는 기 으로 Modularity Function Q을 사용하

다[5].

2.3 토픽 맵

   토픽 맵(topic map)은 지식구조를 묘사하고 지식

구조와 정보자원을 연결하기 해 만들어진 새로운 

ISO 표 이다. 2000년 ISO/IEC 13250으로 발표되었

고, 2001년 비정규기 인 Topicmaps.org에 의하여 

XTM Topic Maps(XTM) 1.0 표 규격이 발표되었

다. 2002년 5월에 두 번째 ISO/IEC 13250 개정 이 

발표된 상태이다. 재 XML을 주요 토픽맵 구문으

로 사용하고 있으며 XTM 구문은 거의 모든 토픽맵 

도구가 지원하고 있다[6].

  토픽 맵은 용량의 비구조화되고 비조직화된 정

보를 효율 으로 검색하고 네비게이션하기 한 해

결책으로 제안되었다. 토픽 맵은 용량의 정보를 

분류하고 구조화하며, 의미론 인 연 계를 설정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토픽 맵 모델

은 기본요소로서 토픽(topic), 연  계(association), 

어커런스(occurrence)로 원하는 지식을 쉽고 정확하

게 찾을 수 있는 맵을 제시한다[6]. 

 3. 제안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요청한 검색 키워드와 유

사한 태그들 간의 계를 최 화된 표  형식인 토

픽 맵화하기 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그림 1의 Tag 기반 토픽 맵 생성 시스

템은 크게 웹상에 편재 되어있는 Resources  태

그 정보들을 수집하여 DB화하기 한 Tags 

Reader, 수집된 태그들 간의 빈도수 추출  팹핑을 

수행하는 Tag Relation Mapping Module, 맵핑된 

태그  빈도수를 기반으로 련성 높은 태그 그룹

으로 클러스터링 하는 Tag Clustering Module, 클

러스터링된 태그들 간의 순 화  어소시에이션

(Association) 부여를 한 Ranking Module, 마지막

으로 토픽 맵 생성을 해 부여된 Association 정보

를 이용한 Topic Map Generation Module로 구성된

다.

그림 1. Tag 기반 Topic Map생성 시스템 구조

  이  본 논문에서는 수집된 태그 정보들을 토픽 

맵화 하기 한 기 단계로서 태그들 간의 맵핑을 

통한 빈도수 추출  클러스터링을 한 알고리즘 

제시를 심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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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  태그 맵핑 

  본 논문에서는 Flickr Open API를 이용하여 

Resource  태그 정보를 수집하 다. 이  컴퓨터

와 련된 상  리소스 6개  그에 따른 태그 48개

의 데이터는 표 1과 같다. 

Resource
Image Tags

Resource 1 work, computer, monitor, technology, screen

Resource 2 computer, dell, notebook, desktop, computer

Resource 3 notebook, screen, monitor, computer, date, desktop computer, laptop, keyboard, mouse

Resource 4 apple, computer, desktop computer, speaker, keyboard, mouse, ipod, monitor, screen

Resource 5
windows, screen, mouse, LCD, laptop, notebook, 
PC, computer, printer, technology, keyboard, 
monitor

Resource 6
mac, imac, desktop computer, setup, mouse, 
keyboard, macintosh, apple, computer, monitor

... ...

표 1. Flickr API를 통해 수집한 태그 

   표 1의 수집된 태그 정보들을 이용하여 토픽 맵

생성을 한 첫 번째 단계인 연  태그들 간의 맵핑 

 빈도수를 추출하게 된다.

   표 1에서 리소스 1에 한 태그(work, computer, 

monitor, technology, screen)들은 서로 다른 사용자

들이 리소스 1을 보고 느낀 것을 태그 정보로 표

한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리소스에 한 상이한 태

그들은 서로 연 성이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연 성을 이용하여 표 1의 리소스 1, 2, 3, 

4, 5, 6의 태그들을 서로 맵핑하게 된다. 여기에서 

매핑이란 동일한 리소스에 하여 서로 다른 사용자

에 의해 부여된 태그들을 서로 련이 있는 태그로 

연  계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 태그 맵핑 과정

에서 태그들 간의 연 계  동일 태그 출  빈도

를 이용하여 태그 빈도수를 추출하게 되며, 이는 식 

(1), (2)와 같다.

  

                            식 (1)

     : Tag 와 Tag 간에 계가 없을 때.

                            식 (2)

    : Tag 와 Tag 간에 번 연 계가 있을 때.

  여기에서  는 태그 그래  의 인 행렬

(adjacency matrix) 의 열로서, Tag 와 Tag 

가 동일한 리소스에서 동시에 출 하는 빈도수를 의

미하며, 식 (1)에서  Tag 와 Tag 간에는 연

계가 없음을 의미하며, 식 (2)  는 Tag 

와 Tag 간에 번 연 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생성된 태그 그래 (tag 

graph)  빈도수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  태그 맵핑  빈도수 추출 

3.2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3.1 에서 추출된 태그 그래 와 빈도수를 기반

으로 두 번째 단계인 련성 높은 태그 그룹으로 클

러스터링(clustering) 하기 해 다음 그림 3의 클러

스터링 알고리즘을 용한다. 

  //    : Adjacency Matrix of Tag Graph G
  //    : Degree Matrix of Tag Graph G
  //    : Laplacian Matrix of Tag Graph G

  Find Laplacian Matrix   of the tag graph G by using   
    adjacency matrix  .
  Compute the value of modularity function   of the original 
    graph.

  While    {
         Compute the eigenvector   of   and eigenvalue
          

         //     is the Second largest positive eigenvalue 

         Bisect the vertices of the graph with  , and make 
           partitioned graph   with bisection.
         Compute the value of modularity function   of 
           partitioned  graph 

         if    then {
                 ←
                 ←
                 }
  }

그림 3.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진행과정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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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크게 태그 그래 를 양분(bisection) 하는 과정과 

양분된 그래 (partitioned graph)가 다시 양분될 

필요가 있는지 즉, 양분 과정을 마칠 것인지를 검증

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의 알고리즘은 

재귀 (recursive)으로 반복 진행되며, 태그 그래

의 태그들이 클러스터 단 로 충분히 클러스터링될 

때까지 반복된다.

   알고리즘에서 와 같은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을 

Spectral Bisection[4] 방법이라 하며, 리 잘 알려

진 검증된 방법으로서 본 연구에 용하 다. 한 

더 이상의 태그 그래  분할이 필요한지를 검증하기 

하여 사용한 modularity function은 분할된 클러스

터 의 질을 단하는 기 으로 사용되며[5], 다음 식 

(3)으로 정의 된다.

  
 






 

 
       식 (3)

   여기서 는 태그 그래 의 분할된 클러스터를, 

는 분할된 클러스터 C에 속하는 태그들의 집합을 

각각 의미한다.

   와 같은 과정에 의해 클러스터링된 결과의 

는 다음 그림 4와 같으며, 여기서 (A)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용  리소스들에 태깅된 연  태그들 

간의 맵핑 결과의 를 보여주고 있으며, (B)는 본 

논문에서 Spectral Bisection 알고리즘  

modularity function을 용했을 때 연 도가 높은 

그룹으로 클러스터링된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클러스터링된 결과의  

  이 게 클러스터링된 클러스터 내의 태그들은 토

픽 맵 생성에서의 토픽이 되며, 리소스는 어커런스

가 된다. 한 체계화된 지식표 을 해 WordNet

의 상하의 계를 통해 태그들을 순 화 하며, 태그

(Topic)들 간의 어소시에이션을 정의한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의미론 으로 연 된 정보들의 최

화된 표  형식인 토픽 맵을 생성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효율 인 정보의 네비게이션 역할

을 제공한다.

4. 결론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는 Web 2.0 환경에서 태그 정보를 

기반으로 최 화된 표  형식인 토픽 맵화 시키기 

한 시스템을 제안하 다. 이  토픽 맵 생성을 

한 기 연구로서 수집된 연  태그들 간의 맵핑 

방법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Spectral Bisection 

알고리즘, modularity function을 용하여 그 가능

성을 보 다. 한 클러스터링 된 정보를 기반으로 

Tag들의 순 화  어소시에이션 부여를 한 

WordNet 용 안을 제안하 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용한 클러스터링 알고리

즘을 기반으로 웹상에 산재되어 있는 태그정보들을 

클러스터화 한다. 이를 WordNet에 용하여 태그들 

간의 순 화  어소시에이션 정의를 통한 토픽 맵 

생성에 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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