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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한 웹 컨텐츠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컨텐츠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메타데이터를 다양한 방법

으로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으로는 메타데이터의 수신이 제한적이고 풍부한 메타데이터 

수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메타데이터 수집 방법들을 통합하

는 장치를 제안하고, 통합 메타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메타데이터의 필

터링 방법을 제시 및 검증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웹 상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메타데이터 수집 

기능들을 분석하고, 통합 장치의 개념적인 구조를 제시하며, 웹 상에서 많이 보급되고 있는 RSS Reader

를 통해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하여 중복 컨텐츠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1. 서 론 

 

웹 접속 환경의 발달과 IPTV의 보급으로 웹으로부터 

제공되는 컨텐츠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는 컨텐츠 선택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웹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도록 구조화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1], 그 방법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컨텐츠의 제공 및 선택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메타데이터를 풍부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개별의 메타데이터 수신 

기술은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웹에 존재하는 

메타데이터의 작은 부분만을 이용할 뿐이다. 또한 개별 

기술 별로 수신 메타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메타데이터의 활용에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메타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 되고 있는 

메타데이터 제공 형태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통합 수집 장치를 제안하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메타데이터를 확인하며 이를 필터링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통합 장치는 풍부한 통합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필터링을 통해 통합 

메타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응용시스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2장에서 

다양한 메타데이터 제공방법을 설명하고, 3장에서 

메타데이터 제공 기술들의 통합 방법에 대한 개념을  

 

제안한다. 그리고 4장에서 통합 과정 중 발생하는 중복 

메타데이터를 확인하고, 5장에서 중복 메타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방법을 제시한 후, 실제 적용 결과를 

확인하였다. 

 

2. 다양한 메타데이터 제공 방법 

 

메타데이터는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에 대한 부가 

정보를 의미하고, 메타데이터 수신 기술은 컨텐츠와 

관련된 정보를 웹으로부터 얻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정의한다. 현재 웹 상에서는 다양하게 

메타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고, SD&S(Service Discovery & 

Selection)기반 EPG기술[2], OpenAPI를 이용하는 

기술[3], Syndication Format (RSS/ATOM)을 이용한 

기술 등이 실제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될 예정이다[4]. 

 

  SD&S EPG데이터는 IPTV에서 채널 검색 및 선택에 

관하여 정의된 메타데이터이다. EPG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Server와 Client가 존재하고 정의된 메타데이터 

구조에 따라 통신을 한다. 메타데이터 수신 측에서는 

SD&S Client 역할을 하는 모듈을 통해 SD&S Service를 

제공하는 Server로부터 메타데이터(EPG)를 수신한다. 

 

OpenAPI는 웹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기능의 일부를 

API로 공개한 것이다. 많은 사이트들이 검색과 지도 

서비스 위주로 OpenAPI를 제공하고 있으며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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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을 이용한다. GET 이나 POST와 같은 요청을 

서비스 제공 URL로 보내고 XML로 구성된 응답 문서를 

받는다. 그러나, OpenAPI의 응답 XML 문서 형식은 

서비스 제공 사이트마다 각기 다르다. 

   

Syndication Format[4]을 이용하는 방법은 

RSS/ATOM 규격을 이용하는 것이다. Format의 사용 

목적은 동일하나 제정 표준에 따라 규격이 RSS 1.0, 

RSS 2.0, ATOM으로 나뉜다.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XML을 바탕으로 규격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본 논문에서는 Syndication Format 규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RSS로 통칭한다. Syndication 

Format도 OpenAPI와 같이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미리 등록된 RSS 서비스 제공 주소로 규격 문서를 

주기적으로 요청하여 받아 온다. 메타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해 미리 등록된 RSS 주소리스트는 Feed목록 이라 

불리며, 주기적인 수신을 위해서 Feed목록에 

Feed주소들은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각각의 기술들은 웹 환경에서 메타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나, 메타데이터는 

수신 기술마다 다르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각 기술을 

동시에 이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 가능한 통합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통합을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3. 메타데이터 수집 기능의 통합 방법 

 

 
 

그림 1. 제안된 메타데이터 통합 시스템 개념도 

 

웹 상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와 연구 분야에는  

데이터 사용의 편의와 효율성, 호환을 위해서 주로 

XML을 이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제시된 웹 상의 

메타데이터 제공 기술들도 XML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5]. 따라서 통합을 위한 장치에서도 XML을 

이용한 통합 메타데이터를 생성한다.  

 

구체적인 시스템의 개념도는 그림1과 같다. 전체 

시스템의 구성은 메타데이터 통신 기술들의 수신 

Client기능과 각 기술의 Metadata를 통합하는 Metadata 

Collector, Metadata를 제공하는 웹 주소들을 관리하는 

Metadata Source List Management로 이뤄져 있다. 

그리고, 실제적인 통합을 수행하는 Metadata 

Collector는 그림 2와 같이 Metadata수신부, XML 

파싱부, Data처리부, 중복 제거부로 구성된다. 

Metadata수신부 에서 각 기술별 메타데이터를 받아오고, 

수집된 XML형태의 메타데이터는 XML 처리부를 통해 

분석되며 Data 처리부를 거치면서 메타데이터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저장한다. 마지막으로 중복 제거부를 

통해 필터링 과정을 수행하여 통합 메타데이터를 

생성한다. 중복 여부의 판단은 자연언어 처리된 

키워드를 이용하여 키워드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림 2. Metadata Collector 세부 개념도 

 

  제공되는 웹 컨텐츠중 Metadata를 제공하는 컨텐츠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그래서 HTML로 구성된 많은 양의 

웹 자원들도 Metadata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HTML 웹 사이트를 분석하여 

Metadata를 생성할 수 있는 장치인 Web Analyzer가 

필요하다. 검색 엔진에서 주로 사용하는 Web 

Crawler[6]와 같이 웹 페이지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추가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Web 

Analyzer도 통합 장치에 포함된다.  

 

메타데이터 통합을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응답 

문서들을 분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합 

과정은 메타데이터 포맷을 정해진 규격에 맞게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기능이 포함하여야 하고 이 

과정은 Metadata Collector에서 수행한다. 통합된 

메타데이터 저장 포맷으로 XML을 사용하며, XML 

Schema는 통합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는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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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별로 다른 정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Metadata Source List Management부에서는 각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URL 리스트를 저장하고,  

메타데이터 수신 시 연관URL을 선택한다. 메타데이터를 

받아오는 웹 사이트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이트를 

추가하거라 삭제하는 기능도 필요하다. 

 

4. 통합 메타데이터 중복 확인 실험 

 

다양한 메타데이터 수신 기술로부터 통합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중복된 데이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현재 

OpenAPI를 서비스하는 Naver[7]에서 OpenAPI를 

이용하여 뉴스 검색을 하는 것과 Naver의 뉴스 Feed를 

등록하여 RSS를 받는 경우엔 같은 내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RSS만 이용하여 수신 하여도 중복 

컨텐츠의 메타데이터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다양한 Feed에서 RSS 데이터를 수신하지만, 각 Feed 

를 통해 모두 자신만의 독창적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용자들이 스크랩을 하거나 같은 

내용을 인용해 쓰는 것이 그 이유이다.[8] 그래서 

메타데이터의 중복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비율을 

측정하고자 실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한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였다. 전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Syndication Format을 이용한 메타데이터 

수신만으로 중복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RSS Reader를 이용하였다. 실험을 위한 

RSS Reader의 일반적인 구조는 그림 3와 같다. 

 

 

 

그림 3. RSS Reader 구성도 

 

4.1 중복 확인 실험 설계 

 

  중복 되는 메타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RSS Syndication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RSS Reader를 

PC환경에서 설치하여 1일동안 받은 Item들을 정성적 

방법으로 비교하였다. Feed주소는 객관성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있는 사이트 위주로 설정하였다. 

Reader에 설정된 환경 값은 다음과 같다. 

 

  - 수신 주소 개수 : 총 35개의 RSS Feed주소 

(7개 분야별 인기 TOP5순위 사이트) 

  - 기간 : 6일 

  - 총 수신 데이터량 (item개수) : 4505개 

 

수신된 Item의 Title을 정렬하고 키워드를 검색한 후, 

연결된 사이트 주소를 액세스하고 컨텐츠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여기서 중복의 의미는 컨텐츠의 

100%일치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문단이나 

일부분을 수정한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즉, 같은 

내용과 맥락으로 이뤄져 있다면 중복으로 간주하였다. 

 

4.2 확인 실험 결과 

 

그림 3은 사용자 설치 응용프로그램 중 하나인 

Fish라는 RSS Reader를 실행시킨 화면이다. Fish 

프로그램을 통해 중복 확인을 실험한 결과는 일별 

Feed된 내용과 Feed주소의 연관성 유무에 따라 정확한 

수치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10%정도의 

중복율을 보여줬다. 여기서 중복의 기준과 등록된 

Feed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RSS 사용자의 패턴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1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림 3. RSS응용 프로그램의 중복 예 

 

4.3 중복 필터링 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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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메타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 

Text를 자연어 처리한 후,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비교하는 방식을 택했다. 중복 확인 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RSS규격문서를 수신하는 방식을 이용 

하였고, RSS 규격에서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Item을  

비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Item은 일반적으로 Title과 

link, Description을 필수요소로 포함한다[5]. 세가지 

요소 중 item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고 대표할 수 

있는 title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고, title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Item간 매칭 비율을 확인하였다. 

중복 확인 신뢰도와 Content 대표성, 그리고 비교 

효율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title내 유효 키워드를 

이용하는 것이 정성적인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적인 방법으로 숫자의 일치도를 

조사하여 중복 여부를 판단하였다.  

 

유효한 키워드는 조사와 어미를 빼는 자연어 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그러나 한글의 특성상 

100% 자연어 처리가 불가능하고, 동음이의어, 유사어가 

있어 중복 컨텐츠의 메타데이터에서 키워드가 100% 

일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중복으로 인정할 수 있는 

threshold값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  

 

메타데이터를 이용하는 서비스나 시스템에 따라 

threshold값 설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험에서는 

Feed로부터 받은 RSS Data에서 Title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한 문장은 5개의 유효 키워드를 

가진다고 보고 이 중 동음이의어나 유사어의 1회 

발생을 고려하여  Threshold값을 설정하였다. 즉 5개의 

유효 키워드 중 4개의 Keyword가 일치하는 80% 일치 

이상이면 컨텐츠가 서로 중복되는 것으로 설정 하였다. 

또한 Title에 나타나는 숫자는 의미있는 값일 확률이 

높다는 가정으로 숫자의 중복여부를 확인한 결과 3개 

이상이 겹칠 경우엔 90%이상이 중복 컨텐츠였다. 즉 

Title의 키워드 중복 여부 뿐 아니라 추가로 숫자의 

일치 여부까지 확인하면 필터링의 정확도가 더욱 

높아졌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혼용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RSS Reader를 구현하였다. 

 

5. 중복 필터링 실험 결과 

 

표 1. 중복 필터링 데이터 측정 결과 

 

 

표 1은 4.1장에 소개된 방식을 통해 중복으로 판명된 

Item중 필터링 과정을 거쳐 발견된 Item개수와 

미발견된 Item 개수을 표시한 결과값이다. 그리고 

필터링 후 남은 item 중 중복된 컨텐츠 비율을 

계산하였다.  

 

중복 비율 = 미발견 Item / (Total Item-발견 Item) 

 

실험 결과 기존의 10.3% 수준의 중복율이 0.5% 

수준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고, 중복 메타데이터를 

필터링 하는 능력이 적게는 92% (98개 발견/106개 

중복)에서 많게는 96%(126개 발견 /131개 중복)수준 

까지 나타났다. 미 발견 Metadata의 경우는 자연어 

처리가 미흡한 원인으로 발생했다. 예를 들면  

Feed목록으로부터 받아온 데이터 내부의 Title에서 같은 

뜻을 가진 키워드가 한글과 외래어로 표시되거나 

축약어로 나타낸 경우가 있었고 제안된 알고리즘은 

의미 구분은 포함하지 않았기에 중복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었다. 자연어의 처리상 발생하는 유사어의 미 

구별이 원인으로 해결 방법은 자연어 처리시 

온톨로지를 이용한 방법 등으로 보완이 가능 하다. [9] 

[10] 

 

6. 결론 

 

웹 환경에서 엄청나게 많아진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연구는 향후 지속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이 더욱 

발전해야 하고, 발전을 위한 바탕 기술로 XML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메타데이터 

수신 기술들의 통합을 통해 메타데이터 정보를 폭넓게 

이용하고 중복된 내용을 제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서 응용이 가능한 효율적인 메타데이터 통합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는 개인화 서비스에서 개인의 관심 

정보를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고, 키워드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관심이 있는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컨텐츠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받아오게 되는데, 제시된 통합 

메타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메타데이터를 수신할 경우 

웹 컨텐츠 메타데이터 정보를 풍부하게 받아올 수 있고, 

중복 제거를 통해 시스템 효율과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앞으로는 온톨로지를 이용한 방법으로[9][10] 

키워드의 의미 기반 검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온톨로지가 적용되는 경우의 시나리오도 차후 

고려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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