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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하루에도 수많은 도서가 출판되는 현실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도서를 찾아 읽기는 어려운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대한 분량의 도서 데이타를 바탕으로, MapReduce 모델을 활용하여 도서들 사
이의 연관 관계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연관 관계 DB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서로 관련 있는  도서를 추
천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1. 서  론

  오늘 날에는 수많은 도서들이 출판되고 있으며, 급속

도로 변화하는 사회상과 정보기술 그리고 문화발전에 

힘입어 책 또한 분야와 종류가 날로 방대해지고 있다. 

새로운 문화나 지식에 대해 공부하고 싶을 때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도서로부터의 도움이지만, 많이 출

판되어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독자들이 도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

마존[1]과 같은 인터넷 도서 판매 사이트에서는 고객들

의 구매 패턴을 이용하여 연관성이 있는 도서를 추천해

준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데이타베이스에 포함된 메

타데이타, 즉 책 제목, 저자, 장르, 사용자 코멘트, 개요 

등의 메타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도서를 추천해

주는 시스템도 연구되었다[2].

  본 논문에서는 도서 안에서 언급된 다른 도서의 제목

을 찾는 방법으로 서로간의 연관성을 찾아내어 이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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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도서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대부분의 도서

에서는 저자가 직접 저술한 다른 도서를 언급하거나, 

특정한 분야를 더욱 자세히 다루는 도서를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정된 지면에서 모든 걸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인데, 이렇게 언급된 도서를 원래 도서와 

함께 보여준다면 계속해서 읽어나갈 도서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도서들 사이의 연관 관계를 추출하려면 방대한 분량

의 도서 전문을 검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는 다수의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에서 MapReduce[3] 

분산처리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도서 추천 

시스템을 위한 관련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 제

안된 시스템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도서 메타 정보를 이용한 도서 추천 시스템

  기존 연구 내용 중에서 아마존의 도서 DB정보와 기

계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천 도서 정보를 추출하

는 알고리즘이 있다[2]. 먼저 Amazon subject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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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이용해서 책 정보 URL의 목록을 얻어온다. 얻어

온 URL의 웹 페이지를 다운로드하고 페이지에 산재되

어있는 정보들을 구조화된 정보로 가공한다. 도서명, 저

자, 개요, 리뷰, 독자 코멘트 등의 정보를 추출하고 이

를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 몇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도서를 추천하게 

되며, 사용자는 추천받은 도서 목록에 대해 연관성 정

도를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이 점수는 더 좋은 연관관

계 추출에 사용된다. 아마존에서 수집한 도서의 메타데

이타를 기반으로 DB를 생성해두고, 사용자가 입력한 쿼

리 문자열을 메타 데이타 안에서 검색하여 도서를 추천

해주는 시스템도 존재한다[4]. 또한 웹상에서 사용자들

이 서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도서 추천 시스템에 대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5].

2.2 아마존의 오픈 API

  아마존에서는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

에 대하여 Product Advertising API[6]라는 모델을 이용

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제품에 대한 정보는 XML형태로 

제공되어 원하는 정보만 선별해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도서의 제목과 저자에 대한 정보를 사용한다.

3. 제안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본 시스템은 크게 도서의 연관관계를 추출하는 부분과 

연관 도서를 검색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또한 연관관

계를 추출하는 부분은 크게 Crawler, TitleIndexer, 

EBookIndexer, RelationshipBuild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데이타 흐름은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관관계 Table

도서 제목 Index책 정보TableE‐Book Index

E-Book 인덱싱

HDFS저장

E‐Book Indexer

도서정보수집

HDFS,HBase 저장

Crawler

도서제목인덱싱

HDFS저장

Title Indexer

연관관계추출

HBase 저장

Relationship Builder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E-Book에서 도서 제목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

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정 도서에서 다른 도서를 

언급할 때 책 제목, 저자를 함께 언급하는 것에 주목하

여, 아마존을 통해 19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출판

된 총 30만권의 도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도

서 제목을 이용해 연관 관계를 추출하였다.

3.1 도서 추천 시스템의 MapReduce 아키텍처

  연관 관계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한 분산처리 시스템

은 구글[7]에서 제안한 MapReduce 프로그래밍 모델에 

기초하였다. MapReduce 프로그래밍 모델에서는 커다

란 데이타 집합을 처리하기 위하여 Map과 Reduce 함

수를 정의하여 병렬로 분산시켜 처리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구글의 GFS[8], BigTable[9], 

MapReduce를 오픈소스로 구현한 Hadoop[10] 프레임

워크를 사용하였다. Hadoop에서는 MapReduce 프로그

래밍 모델과 HDFS[11], HBase[12]를 이용하여 구글 

플랫폼과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제공해준다.

  MapReduce 프로그래밍 모델을 이용하여 구성한 모

듈의 Map Task와 Reduce Task에 대한 <Key, Value> 

데이타를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Map

Line Number Publisher
Name

Book Title
Book

Information

Reduce

Book Title
Book

Information

Crawler

Map

Line Number E‐Book Title

E‐Book Title
E‐Book
Content

Reduce

E‐Book Title
Lucene

Document

E‐Book Indexer

Map

Book Title Book
Information

Book Title
Book

Information

Reduce

Book Title
Lucene

Document

Title Indexer

Map

Book Title Book
Information

Search
Result

Book
Information

Reduce

Search
Result

Book
Relation

RelationshipBuilder

그림 2. 모듈별 MapReduc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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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DF E-Book 데이타 추출 및 역 인덱스 생성

PDF 파일에서 텍스트를 추출해주는 PDFBox[13] 라

이브러리를 이용하여, HDFS 상에 저장되어 있는 

E-Book 데이타를 읽어오도록 구현하였다.

  데이타 생성 작업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E-Book의 파

일 이름을 해당 도서의 제목으로 지정하였다. 해당 

E-Book PDF 파일의 데이타는 Map Task 안에서 텍스

트만 추출되어 저장된다. Reduce 단계에서는 추출된 

텍스트와 제목 등의 메타 데이타를 모아 저장한다.

  각 단어별 역 인덱스는 오픈소스 검색 엔진인 

Lucene[14]을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전체 도서 텍스트 

정보와 메타 데이타를 기반으로 하여 단어별 역 인덱스

를 추출한다. 

Map Task 단계에서는 문서별 텍스트 데이타를 입력

으로 받아서 공백문자를 구분자로 하여 단어를 분리한

다. 분리된 단어를 Key로 하고, 단어가 속해 있는 문서 

제목을 Value로 하여 Reduce Task 단계의 입력으로 보

낸다. Reduce Task 단계에서는 단어(Key)와 텍스트의 

제목(Value)을 입력 받아서 HBase에 <Key, Value> 형

태로 저장한다.

3.3 도서들 사이의 연관 관계 추출

최종적으로 얻어내는 연관 관계는 그림 3과 같다. 수

집한 도서 제목, E-Book문서에서 얻어낸 텍스트, 그리

고 해당 텍스트를 대상으로 생성한 역 인덱스를 기반으

로 도서들 사이의 연관 관계를 추출하였다. 

그림 3. 도서들 사이의 연관 관계

연관 관계는 E-Book의 본문 데이타와 E-Book의 제

목, 저자 등을 연관 지어 찾아낸다. Map Task에서는 

입력된 도서 제목을 인덱스 데이타를 이용해 검색하고, 

<도서 제목, 현재 검색 중인 E-Book> 결과를 Reduce 

Task로 보낸다. Reduce Task에서는 도서의 제목과 해

당 제목이 언급된 도서 제목을 입력받아 E-Book이 참

조하고 있는 도서 목록 데이타를 생성한다.

추출한 데이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두 가지 필

터링을 적용하였다. 그림 4에서 필터링 적용 순서를 확

인할 수 있다.

첫 번째 필터링 방식은 도서 출간 날짜를 이용한 필

터링이다. 특정 도서 이름을 검색하였지만, 해당 도서의 

출판 일이 언급된 도서보다 빠르다면 이를 연관 관계로 

추출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였다.

두 번째 필터링 방식은 도서의 카테고리를 이용한 것

이다. 서로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도서가 아닌 서로 다

른 카테고리에 있는 도서를 언급할 경우에도 연관 관계

로 추출하지 않는다.

Crawler

카테고리수집

Book Information Table

Crawler

발행일 수집

Book Information Table

Filter

카테고리 기반 필터링

Book Relation Table

Filter

발행일 기반 필터링

Book Relation Table

Book Relation Table

그림 4. 데이타 필터링의 시스템 흐름도

3.4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MapReduce 프로그래밍 모델을 통하여 추출된 도서

들 사이의 연관 관계는 JSP와 Silverlight를 통하여 사용

자에게 제공된다. 그림 5의 화면과 같이, 검색창에 도서 

제목을 입력하면 해당 도서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도서

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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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도서 안에서 언급된 다른 도서의 제목

을 찾는 방법으로 서로간의 연관성을 찾아내고자 하였

다. 도서의 본문에서 언급된 다른 도서제목을 서로 간

의 연관 관계 데이타로 판단하고 이를 추출하여 연관 

관계 DB로 구축한 뒤,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연관 관계 DB를 구축하기 위해서 방대한 분량의 도

서 전문을 검색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에서 MapReduce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하였다.

  도서들 사이의 연관 관계는 Hadoop 프레임워크 안에

서 MapReduce 프로그래밍 모델을 통해 추출해낼 수 

있고, 결과는 HBase 안에 <Key, Value> 형태로 저장된

다. 사용자는 웹 페이지를 통해서 원하는 도서를 검색

할 수 있고, 결과 화면을 통해 서로 연관 관계를 가지

고 있는 도서를 확인할 수 있다. 도서의 내용을 직접 

분석하여 서로 관계있는 도서를 추천해주기 때문에, 같

이 읽으면 좋은 도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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