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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다 효과적인 키워드 추출 및 키워드 가중치 결정을 위하여 문서의 내용뿐 아니라 구조를 이용하여

색인을 추출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XML 단락별 중요도가 아닌, 문맥상의

단락에 대한 중요도를 계산하는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이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서 중요도를 입증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단순한 수치로 중요도를 결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웹 문서 관리를 위한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XML 문서의 자동색인을 위하여, 논문을 구성하

는 주요 단락을 세분하고, 단락에서 추출된 용어의 가중치를 갱신해 가면서 최종 색인어 가중치를 계

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웹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편화로 인하여 자신이 원하

는 정보를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므로 웹에

서 보다 효과적으로 색인을 추출하고 검색 편의성을

제공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가 정보를 XML(eXtended

Markup Language)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다. XML은

문서의 구조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XML의 엘리

먼트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에 XML의 역할과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1]. HTML

이 하나의 고정된 DTD(Document Type Definition)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XML은 논리적 구조를 나타내는

여러 DTD를 사용할 수 있다. XML 문서는 하나의 문

서에 내용 정보와 구조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

존의 내용 정보에 대한 검색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구

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2]. 또한

문서의 제목이나 요약부분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차선

의 핵심 키워드인 경우 그 키워드를 통해 문서가 검색

될 수 있는 효율성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XML의 구조 정보를 바탕으

로 하여 단락(태그)을 세분화하고, 단락별로 용어 가중

치를 측정하여 제목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문서가 아

닌 문서라 할지라도 효율적인 검색이 이루어 질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3]과 [4]가 제안한 키워드 가중치 계

산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XML 문서의 가중치 계산 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계산된 가

중치가 검색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

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XML 문서에서 각 색인어에 부여되는 가중치는

XML 문서의 기본 단위인 엘리먼트별로 계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4]. 단어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목적은 한

문서가 취급하고 있는 개념들의 주제적 요소로서의 중

요도에 따라 키워드로서 상대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함

이다. 자동색인 기법에서 키워드 가중치 결정은 주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는데, 통계적 기법의 통계적 기준

은 모두 단어의 출현빈도에 근거하고 있다. 단어빈도를

문헌빈도로 나누어주는 역문헌빈도(·  )에 의한

키워드 후보의 가중치 기법[4]과 표제 키워드 후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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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기법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과

XML 단락의 중요도를 이용한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

다.

2.1 [3]이 제안한 키워드 가중치 계산

XML 문서의 경우 텍스트 엘리먼트에서 키워드의

가중치(  )는 기존의 · 공식[5]를 변형한

식 1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 (1)

․    : 문서 의 엘리먼트 에서 키워드 의 가중치

․    : 문서 의 엘리먼트 에서 키워드 의 빈도수

․  : 키워드 가 나타나는 엘리먼트의 수에 대한

역 엘리먼트 출현 빈도(inverse element frequency)

  
  


․  : 키워드 가 나타나는 엘리먼트의 수

․  : 전체 엘리먼트의 수

․  : 엘리먼트 타입 에 주어지는 중요도

이 경우 키워드 가중치가 색인처가 출현된 엘리먼트

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문과 같은 경우 출현빈도

( )가 높아지게 되면, 그 엘리먼트 타입에 낮은 중요

도()를 주게 된다 하더라도 자칫 문서의 제목이나

키워드처럼 발생 빈도는 낮아도 해당 엘리먼트에서 타

입에 높은 중요도()를 준 경우와 별 차이가 없는 상

황이 발생할 수 있다.

2.2 [4]가 제안한 키워드 가중치

단어의 빈도수(Term Frequency)와 각각의 단락에

부여된 가중치(Weight)로 문서에 대한 단어의 지지도

(Term Support)를 측정하여 문서에 대한 단어들의 중

요도가 높은 단어들로 연관 규칙을 적용한다.

  
  

  
(2)

․    ·

․  : 단락(엘리먼트)에 있는 의 단어 빈도수

․  : 단락(엘리먼트) 의 가중치 값

이 경우 단락(태그)의 가중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락에 좀 더 정확한 가중치 값이 주어지

지 않는 경우 적용률이나 재현율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XML 문서의 구조정보를 이

용하여 단락(태그)을 나누고 태그별로 가중치를 정해진

태그별 가중치에 의존하지 않고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여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키워드 가중치 계산이 가능하다.

3. XML 태그 가중치를 이용한 키워드 가중치

계산

본 장에서는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XML 문서의 태

그 가중치를 계산하고, 이 태그의 중요도를 이용하여

키워드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학위 논문의 구성도를 보면 그림 1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서를 그림 1과 같이 단락을 세분화

한다. 그리고 각 단락별로 키워드를 추출하고 가중치를

계산한다. 측정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해당 단락에서의

지지도를 계산한다. 문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단어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게 되기[6] 때문에 연구내용이나

실험 및 평가부분에서 용어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

고 해서 문서 전체의 지지율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제목

관련
연구

서론 실험 및
평가

요 약목차 참고
문헌

연구
내용

결론

그림 1. 논문의 구성도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가중치 결정

기법의 흐름도는 그림 2와 같다.

단락을 나눌 태그 결정

태그별 키워드 추출

문서 용어열 벡터 생성

태그별가중치벡터생성

태그별가중치벡터생성

태그별 키워드 지지도
측정 후 문서 가중치

벡터 생성

문서 가중치 벡터 갱신

사용자 질의 벡터 생성

색인어 가중치 정규화

그림 2. 가중치 결정 기법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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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문서 용어열 벡터 생성

색인어 선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문서집합에서 추출

한 용어로 문서 용어열       을

생성한다. 이때 은 XML 문서 집합을 구성하는 문서

에서 추출한 키워드의 수이다.

3.2 태그별 가중치 벡터 생성

태그별 가중치 벡터는 문서 용어열

      과 쌍을 이루는

가중치 벡터       을 생성한

다. 이때 벡터의 크기는 문서 용어열 와 같다. 
그리고 각 태그별 용어열에 대응되는 가중치를 나타내

는 태그별 가중치 벡터 는 에 대응되는

가중치 벡터이다. 
태그별 가중치 벡터는 문서 용어열의 용어를 포함하

지 않는 부분은 0값을 가지고, 문서 용어열의 용어를

포함하는 부분은 역문헌빈도(⋅) 방법을 이용

하여 태그별 용어 가중치 벡터 을 생성한다. 
는 번째 태그(tag)의 번째 용어 가중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3.3 태그별 키워드 지지도 측정 후 문서 가중치

벡터 생성

측정된 는 해당 단락에 지지도 값 

을 식 3로 계산할 수 있다. 이때 계산된 태그별 키워드

지지도는 키워드별로 더해서 문서 가중치 벡터

을 식 4에 따라 생성한다.
 




              (3)

                       (4)
․  : 번째 태그의 번째 용어에 대한 지지도

․  : 번째 문서의 번째 용어에 대한 지지도

3.4 질의 벡터 생성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로 질의열

       와 질의 가중치 벡터

      을 생성한다. 이

때 은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의 수이다.

질의열과 질의 가중치 벡터는 문서 용어열의 크기와

같다. 질의 가중치 벡터의 값은 0 또는 1을 가진다. 질

의열을 구성하는 용어가 문서 용어열을 구성하는 용어

와 일치하면 가중치를 1로 주고, 그렇지 않은 용어의

가중치는 0을 준다.

3.5 문서 가중치 벡터 생성

문서의 가중치 벡터와 질의 벡터가 생성되면, 두 벡

터를 비교하여 문서 가중치 벡터의 값을 갱신한다. 질

의를 구성하는 용어와 일치하는 용어에 해당하는 키워

드에 대해 가중치 벡터의 가중치를 갱신되고 질의와

일치하지 않는 가중치는 갱신되지 않는다. 가중치 갱신

방법은 식 5와 같다.

  · (5)

3.6 문서 가중치 벡터 생성

용어가 여러 태그에 중복 위치한 경우 각 태그별 지

지도 값인 는 키워드별로 모두 더해지므로 키

워드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키워드 가중치는 [0, 1] 범위의 값이 나올 수도 있지

만, 최종 색인어의 가중치는 [0, 1] 범위를 넘을 수도

있다. 식 6에 의해 용어의 가중치를 정규화 시킴으로써

[0, 1] 범위의 값을 갖는 각 문서에 대한 최종 키워드

가중치 을 계산한다.

 


 

(6)

․  : 중에서 가장 작은 값

․  : 중에서 가장 큰 값

4. 실험 및 평가

본 장에서는 실험평가를 실시한다. 용어의 태그별

지지도를 반영하여 키워드 가중치를 결정한 후, 일반적

인 검색 성능 평가 척도를 이용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용어의 태그별 지지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키워드 가중치의 성능을 확신하기 위

하여 문서 순위 결정을 수행한 후, 상위 문서의 적합성

정도를 평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 평가를 위하여

문서 제목이나 요약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문서와

적게 두고 있는 문서의 정확률(precision ratio)과 재현

율(recall ratio), 그리고 적합률(relevance ratio)[7]을 평

가한다.

XML 태그별 키워드 지지도를 이용한 색인어 가중

치 계산에 대한 검색 성능을 실험 평가하기 위한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다.

① 실험 데이터 : 웹에서 검색한 컴퓨터과학 및 정보통

신 분야의 논문과 기사를 XML로 재구성한 데이터

약 300개

② 실험 참가자 : 컴퓨터과학 및 정보통신 분야의 석․

박사학위 과정 이상인 전공자 25명

③ 키워드 추출범위와 방법 : 키워드 추출 범위는 문서

의 전체이고 키워드 추출 방법은 자동 색인을 이용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 평가를 위해 KT-Set의 문서

를 XML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KT-Set은 컴퓨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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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보통신 분야의 논문과 기사를 합하여 총 4,414개

의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4.1 실험 평가

실험은 태그별 키워드 가중치를 반영한 검색 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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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기존기법[3] 기존기법[4] 제한기법

정확률 재현률

그림 3. 정확률과 재현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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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적합율

일반 정보검색 평가 척도인 정확률(precision ratio)과

재현율(recall ratio)을 평가한 결과는 그림 3과 같고,

문서순위결정 평가에 맞는 적합률(relevance ratio)은

그림 4와 같다.

본 논문은 [3]과 [4]의 기존 기법과 본 논문에서 제한한

기법을 비교하여 정확률과 재현률 그리고 적합율의 우

수함을 보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XML을 구성하고 있는 단락을 분석하

고 단락별로 추출된 키워드의 지지도를 측정하였다. 이

에 단락별 키워드의 지지도를 반영하여 키워드 가중치

를 결정한 후 검색 성능을 평가해 본 결과, 출현빈도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도 단락별 키워드의 지지도를

적용하여 키워드 가중치를 결정하면, 사용에게 보다 적

합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문서순위결정

방법과 같이 사용되어 사용자에게 검색 편의성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복잡한 가중치 계산으로 인한 연산 시간에

미치는 영향과 사용자의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는 클

러스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가중치로 표현하기 위한 방

법에 관하여도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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