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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knowledge map, a taxonomy of knowledge repositories, must have capabilities supporting and 

enhancing knowledge user’s activity to search and select proper knowledge for problem-solving. 

Conventional knowledge maps, however, have been hierarchically categorized, and could not support 

such activity that must coincide with the user’s cognitive process for knowledge utilization. This paper, 

therefore, aims to verify and develop a methodology to build a networked knowledge map that can 

support user’s activity to search and retrieve proper knowledge based on the referential navigation 

between content-relevant knowledge. This paper deploys keywords as the semantic information between 

knowledge, because they can represent the overall contents of a given document, and because they 

can play the role of semantic information on the link between related documents. By aggregating links 

between documents, a document network can be formulated: a keyword-based networked knowledge 

map can be finally built. Domain expert-based validation test was also conducted on a networked 

knowledge map of 50 research papers, which confirme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ology 

to be outstanding with respect to the precision and 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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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제의 해결에 사용되는 지식은 다수이며 논리적인 

절차에 의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른바 파악-설계-

선택-적용-평가 등의 과정을 갖는 문제해결 과정은, 파

악된 문제에 활용 가능한 지식을 인지 및 선택하여 적

용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유형의 지식

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의해 개인과 조직의 지적 수준

이 결정되는 것이 보편적이나, 보유한 지식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추출 및 적용할 수 있는가, 즉 지식 적용 절

차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형화되었는가에 의해 문제

해결 능력과 지적 수준이 평가되는 것 또한 충분한 설

득력을 갖는다.

지식지도는 지식 저장소(Repository)에 저장되는 지

식의 분류체계(Taxonomy)이자(Eppler 2008; Tao et 

al. 2006) 이들 지식 간의 상호관계를 표현 및 정의하

는 일종의 도식(Diagram)으로 활용된다 (Kim et al. 

2003; Yoo et al. 2007; 유기동 2012a). 지식은 일반적

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 이상의 다른 지식과 조

합되어 적용되므로, 지식지도는 이러한 관련된 지식

의 현황을 보여줌과 동시에 관련된 지식 간의 관계 또

한 정의 및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유기동 2008). 이

른바 학습의존성(Learning dependency)은 학습과

정 중 관찰되는 지식 간의 인과적 영향 및 의존 관계를 

나타내며(Gordon 2000), 지식지도는 이러한 학습의

존성에 의해 연결되는 지식의 현황을 정리 및 도식화

한다 (Zhu et al. 2018). 지식 간의 학습의존성은 결국 

지식 사용자의 지식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의 인지과정

(Cognitive process)을 반영하므로(Zhu et al. 2018; 

Hanewald 2012; Guillaume et al. 2013; Wan and 

Niu 2016; Zhao et al. 2017), 지식을 노드(Node)로 하

고 관련된 노드를 연결한 네트워크 형식으로 지식지도

는 표현되어야 한다. 

기존의 지식지도는 대부분, 사용자의 쉬운 이해와 

지식의 주제에 맞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하여 계층형

(Hierarchical) 구조로 만들어졌다. 이는 기존의 전

자문서관리시스템(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

한 채 개발된 지식관리시스템(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또는 전문가시스템(ES, Expert 

system)과 같은 지식기반시스템(KBS, Knowledge-

based system) 등에서도 그대로 관찰된다. 즉, 전자문

서 형태로 존재하는 지식을 보다 익숙한 분류체계인 

계층형 구조를 기반으로 저장 및 관리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관리 중인 지식의 현

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었다. 그러나 계층

형 구조 기반의 지식지도는 사용자의 실제적인 지식 

사용 패턴, 즉 관련된 지식을 연쇄적으로 조회 및 추출

하여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지식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

과정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Lin and Yu 

2009; 유기동 2012a). 이로 인해 지식 저장소를 이용

하는 기존의 시스템들, 특히 KMS 또는 ES와 같이 최

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식에 대한 조회 및 추출 기

능을 제공하는 시스템들의 기능적 한계가 지적되었

다 (Mansingh et al. 2009; Rao et al. 2012; 유기동 

2012b). 지식서비스, 즉 정보기술의 역량을 활용하여 

지식의 등록, 조회, 추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Yoo 

2013)의 현실적인 구축을 위하여, 지식의 분류체계인 

지식지도는 네트워크형으로 재정비되어야 하며 지식의 

다양한 유형과 수를 고려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지

식 네트워크 구성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지식 보관소에 저장된 전자문서, 즉 지식

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 간의 관계를 문서별 키워드를 

이용하여 정의하고, 공통된 키워드를 갖는 문서들을 

해당 키워드를 기반으로 연결하여 이들 문서 간의 논

리적 관계를 네트워크형으로 표현하는 지식지도를 구

축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키

워드 기반 문서 네트워크는, 공통된 키워드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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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문서들을 연결하므로, 문서와 문서 간의 내용

적 연관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 연관성에 의

해 관련 문서를 조회 및 추출하는 실제 지식 사용자의 

지식 인지과정을 반영한다. 따라서 기존 계층형 지식지

도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지식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과정과 일치된 지식 조회 및 추출이 가

능케 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식서비스의 구

현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문서별 키워드의 추출과 이

를 기반으로 구현되는 문서 네트워크의 구성을 자동

화하여 많은 수의 지식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식지도의 

현실적인 구축방안을 제공한다. 

2. 관련 연구

2.1 시맨틱 링크 기반 문서 네트워크

문서 네트워크 관련 연구는,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웹페이지(Webpage)를 대상으로 진행된 많은 연구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웹페이지는 정보 및 지식을 담고 있

는 문서와 같은 의미를 갖고 각각의 웹페이지를 연결

하는 하이퍼링크(Hyperlink)는 문서 간의 링크로 간

주되므로, 하이퍼링크를 종합하여 형성되는 웹페이

지들 간의 네트워크는 결국 연관성을 갖는 문서들 간

의 네트워크와 동일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

이퍼링크는 연결된 웹페이지의 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반면, 문서 네트워크의 링크는 연결하는 문서의 내용 

정보, 즉 시맨틱(Semantic) 정보를 포함해야 하므로 

이 두 가지 네트워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Xu et al. 

2015). 즉, 문서 네트워크의 링크는 사용자에게 연결된 

문서의 내용을 암시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

며,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문서를 네

비게이션 하는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 이른바 상호참

조적(Referential) 네비게이션은 시맨틱 정보에 의해 

정의된 링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적 연관 문

서 검색 및 조회 기능으로, 네트워크형 지식지도의 가

치를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이다 (Chan and Yu 2011; 

유기동 2012a; 유기동 2012b).

네트워크형 지식지도의 모든 링크는, 사용자가 연상

과정(Process of association)에 의해 지식을 순차적

(Sequential) 또는 인과적(Causal)으로 조회 및 활용

할 수 있도록, 해당 링크에 의해 연결되는 지식의 내용 

정보, 즉 시맨틱 정보를 포함한다. 시맨틱 정보의 유형

에 따라 네트워크형 지식지도 또한 다양하게 개발되

었는데, 즉 Kim et al.(2003)과 Yoo et al.(2007)은 지

식 간 시맨틱 정보를 해당 지식이 사용되는 세부업무

(Task)와 프로세스(Process)로 정의하여, 특정 프로세

스 및 세부업무에서 사용되는 지식의 현황을 네트워크

형 지식지도로 표현하였다. Xu et al.(2015)은 온라인 

뉴스 주제를 온톨로지 기반 개념지도(Concept map)

로 구현하고 이를 시맨틱 정보로 정의하여, 특정 이벤

트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이벤트와 관련된 뉴스를 

자동 검색하는 시맨틱 링크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현

하였다. 또한 Zhu et al.(2018)은 학습의존성을 기초로 

특정 주제 학습에 필요한 선후행적 학습 주제를 정의

하여, 학습의 방향성을 시맨틱 정보로 정의한 학습 경

로(Path) 추천 알고리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는 내용적 연관성을 표현

하는 네트워크형 지식지도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

다. 즉, 기존의 네트워크형 지식지도에서 사용된 시맨

틱 정보는 연결된 지식 또는 문서의 내용 정보를 포함

하지 않으므로, 연관된 지식 및 문서 간의 링크를 형성

할 수는 있으나, 하나의 지식 및 문서와 연관된 또다른 

지식 및 문서의 내용을 지식지도 상에서 확인할 수 없

다. 또한 온톨로지 기술을 적용한 경우, 시맨틱 링크의 

정보로 사용되는 연관 지식 및 문서에 대한 메타데이

터를 자동으로 획득 및 지정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메

타데이터는 또한 지식 및 문서 작성자에 의해 직접 정

의되므로 많은 수의 지식을 총괄적으로 고려 및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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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식지도의 구성에 적용되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지식 간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참조적 네비

게이션을 보장과 이를 자동 구현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형 지식지도가 갖는 지식 간 시맨틱 링크는 각 지식의 

내용을 대변 및 설명하는 정보, 즉 연결되는 지식 문서

에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키워드와 같은 정보를 이용

하여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키워드 기반 문서 네트워크

문서 간 시맨틱 링크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들 문

서는 시맨틱 링크의 정보에 해당하는 공통 키워드

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통된 키워드가 많을수

록 이들 문서 간의 내용적 연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Zhuge and Zhang, 2011). 즉, 키워드는 문서의 내용

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통된 키워드를 

갖는 문서들은 내용적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문서 간 시맨틱 링크의 정보를 키워드

로 지정하면, 연결된 문서들은 공통된 키워드를 공유

함을 의미하고 이는 곧 내용적 연관성이 높음을 의미

한다. 또한 공통된 키워드의 개수가 많을수록 링크의 

강도(Intensity)가 강해지고, 이는 곧 링크의 굵기로 표

현될 수 있다. 즉 키워드를 이용하여 정의되는 문서 네

트워크는, 문서 간 내용적 연관성을 표현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연관정도 또한 표현이 가능하다 (Klimek et 

al. 2016). 

Bayardo et al.(2007)은 문서 간의 유사도(Similar-

ity)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서에 등장하는 용어(Term)

와 빈도(Frequency)를 고차원 공간벡터로 변환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Zobel and Moffat(1998)과 Zhuge 

and Zhang(2011)은 Cosine 유사도와 연결의 강도, 즉 

가중치 측정을 위해 거리(Distance) 함수를 이용하여 

문서 간 유사도를 정량화하였다. Strehl et al.(2000)은 

공통된 용어의 개수를 고려하는 Jaccard 유사도를 이

용하여 문서 간의 연관성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는 문서의 유사도와 연관성을 

혼용하므로, 공통으로 출현하는 용어가 많을수록 유

사도가 높고 연관성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즉, 

공통으로 출현하는 용어의 개수가 적으면 유사도가 

적고 내용적 연관성 또한 적은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

나 문서에 포함된 일반적 용어를 공통적으로 포함하

는 문서들일지라도, 그 용어들이 각 문서의 내용을 대

변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지 않을 경우 이들 문서는 내

용적인 면에서 연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유사도 값

은 높게 산출될지라도 연관성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공통으로 포함된 용어가 하나만 파악될지라도, 

그 용어가 해당 문서의 내용을 대변하는 정도가 큰 중

요 키워드일 경우 이들 문서들은 내용적 연관성이 높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유사도 값은 낮게 계산될지

라도 내용적 연관성은 높게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내

용적으로 연관된 지식의 현황을 표현하는 네트워크형 

지식지도에서는, 키워드와 같이 문서의 내용을 대변할 

수 있는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용어만을 선별하여 이

들을 기초로 지식 간의 연관성을 정량화 하는 작업이 

바람직하다.

3.키워드 기반 문서 네트워크 구축 방법론

3.1 문서별 키워드 추출

하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복합단어(Multi-

word) 형태를 갖는 키워드는, 문서의 내용을 대변하

고 핵심 내용을 압축된 형태로 표현한다 (Rose et al. 

2010). 키워드는 분석이나 색인, 검색 등의 작업에 다

양하게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문서에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서 간의 내용적 연관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는, 문서별 키워드를 추출하는 과정을 별도로 준비하

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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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키워드 기반 문서 네트워크 구성

추출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관련된 문서 간 네트워

크를 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NetMiner를 사용

한다. NetMiner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소프트

웨어로, 관계 데이터에 대한 탐색적 분석과 시각적 작

업을 수행한다. NetMiner의 네트워크 구성 기능은 공

통된 키워드를 갖는 두 문서를 정의하는 작업, 즉 키

워드를 이용하여 문서 간을 연결하는 링크의 정보를 

Linked list 형식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NetMiner는 특정 네트워크(<그림 2>의 좌측)를 표

현하기 위하여, ‘노드-링크’ 형식으로 구성된 2-Mode 

네트워크 형식의 데이터(<그림 2>의 중간)를 입력 받

아 링크에 의해 연결되는 노드를 ‘노드-노드’ 형식으

로 변환한 1-Mode 네트워크로 결과(<그림 2> 우측)

를 출력한다. 지식지도는 기본적으로 지식의 현황을 보

여주는 도식이므로 <그림 2>의 좌측과 같은 형식으

키워드의 추출을 위해 본 연구는 ‘TerMine’ 시스템

을 이용하는데, 용어별 출현빈도를 고려한 통계학적 

방법에 용어의 품사 등을 고려하는 언어학적 방법을 

추가 및 조합하여, 복합단어 형태의 키워드를 추출하

는 데에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rantzi et al. 2000). TerMine은 언어학 및 통계학

적 분석기법을 결합한 자동용어인식(ATR, Automatic 

term recognition) 방법론인 C-Value 알고리듬과 약

자(Acronym) 인식 알고리듬인 AcroMine을 사용한

다. C-Value는 출현빈도 기반의 일반적인 통계적 접

근법을 보완하여 복합단어용어(Multi-word term) 추

출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알고리듬이다. 즉, 분석 대

상 문서에 포함된 각 단어에 문법적 품사를 지정하는 

Part-of-speech Tagging, 명사 및 형용사로 구성된 용

어만을 키워드로 고려하여 키워드 추출의 효율성을 향

상시키는 Linguistic filter, 그리고 용어로 인정될 수 

없는 단어의 목록인 Stop-list 등을 순차적으로 연동하

여 복합단어 형식을 갖는 키워드를 추출한다. 또한 키

워드 후보문구(Candidate string)의 출현빈도, 더 긴 

후보문구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후보문구의 출현빈도, 

후보문구 구성 단어 수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는 용어

성(Termhood)에 의해 C-Value가 결정된다. <그림 1>

과 같이 TerMine은 대상 문서로부터 복합단어 형식의 

키워드를 추출하며, TF-IDF와 같이 보편적으로 활용

되는 알고리듬에 비해 만족스러운 정확도를 나타낸다.

<그림 1> Example of TerMine-based Keyword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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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포함되는 지식 

및 링크의 개수가 많아질 경우 이를 도식화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그림 2>의 우측과 같

은 1-Mode 네트워크 형식으로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여기서 공통된 키워드의 개수에 의

해 링크의 강도, 즉 링크의 가중치(Weight)가 계산되

는데, 문서 네트워크와 같이 방향성이 없는 링크의 경

우 Jaccard 계수를 이용한다 (Bayardo et al. 2007). 

Jaccard 계수는 두 노드가 갖는 전체 링크의 수 대비 

두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의 수에 의해 결정되며, 두 노

드 간 연관성, 즉 공통 키워드의 개수가 많을수록 높

은 값을 가지고 이는 링크의 굵기로 표현된다. 

4. 키워드 기반 네트워크형 지식지도 구현

제시된 방법론의 적용가능성과 구현된 네트워크형 

지식지도의 내용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 저

널에 출판된 연구논문 50편을 대상으로 키워드 기반 

지식지도를 구현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네트워크 이론

을 이용한 키워드 분석과 관련된 기존의 많은 연구 또

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연구논문

의 내용이 특정 주제에 한정되어 일관적으로 서술되기 

때문이다. 즉, 논문 한편은 하나의 지식으로 간주될 수 

있고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 또한 동일 주제 분야 내

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므로, 공통된 키워드를 기반

으로 연결되는 논문들은 결국 내용적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내용적 연관성을 갖는 문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에 연구논문은 매우 적합한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특정 분야

의 연구논문을 이용하여 키워드 기반 네트워크형 지식

지도를 구현한다.

실험에 사용된 연구논문은, 경영정보학 분야 유명저

널인 ‘MIS Quarterly’에 2015년과 2016년 출판된 논

문 중 50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추출하였다. 각 논문의 

내용에 대한 사전 인지는 없었으며, 논문 간 내용적 연

관성 또한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선택하여 실험 데이터

에 대한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하였다. 키워드 추출은 

논문 초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논문의 본

문에는 수식과 도표, 그리고 그림 등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이 아닌 부분이 많으므로, 

전체적인 논문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

분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기 위함이다.

4.1 논문별 키워드 추출

각 논문의 초록을 TerMine에 입력하여 복합단어 형

식의 키워드를 추출한다. 추출된 키워드는 대부분 ‘명

사+명사’와 ‘형용사+명사’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저자에 의해 지정된 키워드와 동일한 

형태이다. TerMine은 C-Value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각 

복합단어 용어의 중요도를 산출할 수 있으며, 중요도 

순위 상위에 속할수록 키워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림 2> Example of transforming input matrix into output one using NetM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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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키워드 기반 논문 네트워크 구성

추출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논문 간 링크를 형성

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논문-키워드’ 형식의 

2-Mode 네트워크, 즉 문서별 키워드 리스트를 구성

하고 이를 NetMiner에 입력한다. NetMiner는 Co-

Membership 및 Jaccard 계수를 적용하여 ‘논문-논

문’ 형식의 1-Mode 네트워크, 즉 키워드 기반의 문서 

간 링크를 산출하고 각 링크의 강도를 계산한다.

이때 키워드의 의미적 유사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의어(Synonym)와 금지어(Stop word)가 추가되

어야 한다. NetMiner는 동일한 철자를 갖는 단어만

을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반

으로 해당 단어를 키워드로 갖는 논문 간 링크를 형

성한다. 따라서 철자는 다를지라도 유사한 의미를 갖

는 용어를 사전 정의 및 입력하여 의미적 연관성을 갖

는 동의어를 키워드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한, 링크 형성을 위한 연산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보장

하기 위하여, 의미적 키워드로서 인정되기 어려운 용

어들을 사전 지정하여 이들 간의 링크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완

전한 용어가 아닌 부분적 용어, 즉 키워드로서 인정

될 수 있는 완전한 용어 간 링크 형성을 위하여 금지

어가 지정 및 입력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출된 키워드 중 ‘datum-data’, ‘medium-media’, 

‘big data-big data analytic’, ‘auction site-online 

auction’, ‘IS investment-IT investment’ 등과 같은 

동의어와, ‘extant literature’, ‘information system’, 

‘information technology’, ‘paper’, ‘research note’, 

‘united state’, ‘england’, ‘future research’ 등과 같

은 금지어를 사전 지정하였다. 입력된 키워드를 기반으

로 NetMiner가 산출한 논문 간 링크는 총 55개인데, 

이는 <그림 4>와 같이 가중치를 갖는 1-Mode 네트워

크로 표현되며, 이러한 논문 간 링크를 종합하면 가중

치를 갖고 방향성이 없는 키워드 기반 논문 네트워크, 

즉 50개의 논문에 대한 네트워크형 지식지도가 완성

된다.

4.3 타당성 검토

구현된 논문 50편에 대한 네트워크형 지식지도의 타

당성, 즉 키워드를 기반으로 형성된 논문 간 링크와 이

를 종합하여 구성된 논문 네트워크의 내용적 유효성

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

가가 논문을 검토하여 내용적 연관성이 있는 논문 간 

링크를 형성하고 이를 종합하여 논문 지식지도를 네트

워크형으로 구성 한다. 또한 논문별로 저자가 직접 지

정한 키워드를 NetMiner에 입력하여 논문 간 링크를 

형성하고 종합하여 전체적인 논문 네트워크를 구성한

다. 이는 전문가가 직접 구성한 논문 네트워크를 정답

으로 가정하고, 이것과 제시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구

현된 지식지도를 비교하여 본 연구의 방법론을 통해 

구현된 키워드 기반 네트워크형 지식지도의 성능, 즉 

얼마나 정확하게 논문 간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를 네

<그림 3> 2-mode network-based document/keyword list as the input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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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로 표현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성능 판단

은 상대적인 성능 비교 대상이 필요하므로, 논문 저자

가 직접 지정한 키워드를 이용하여 구성된 논문 네트

워크와 본 연구의 방법론을 통해 구현된 논문 네트워

크 중 어느 것이 전문가에 의해 구성된 논문 네트워크

와 더욱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검토한다.

4.3.1 전문가에 의한 논문 검토 및 지식지도 작성

지식지도, 즉 내용적 연관성에 의한 논문 간 네트

워크를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작성하

는 방안은, 결과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

는 합리적 방법이므로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채

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된 논문의 내용 검토 및 

키워드 추출의 정확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경

영정보학 분야의 박사급 인력 6인을 전문가로 섭외하

고, 각자 50편 논문의 초록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논

문에 수록된 키워드에 대한 고려 없이, 전문가별로 내

용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논문들 간의 링

크를 1-Mode 네트워크 형식으로 정리하도록 하였고, 

총 61개의 링크가 산출되었다. 전문가별로 상이한 결과

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 간 합

의에 의해 최종적인 논문 간 링크를 결정하였고, 이를 

NetMiner를 이용하여 <그림 5>와 같은 네트워크형 

지식지도를 구성하였다.

4.3.2 논문 저자 지정 키워드 기반 논문 네트워크 구성

논문 저자 지정 키워드 기반 논문 네트워크의 구성

을 위한 절차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절차는 키워드 추

출 방식과 고려하는 키워드의 개수에 의해 구분된다. 

즉, 논문 저자 지정 키워드는 이미 논문에 수록되어 있

으며 논문별로 4-10개 정도인 반면, 본 연구에서 제시

하는 방법은 TerMine과 같은 자동화된 방식으로 키워

드를 추출하고 중요도에 따라 5-20개 정도로 다소 많

은 개수의 키워드를 이용한다. 논문 간 링크 형성의 현

<그림 4> Document links(left) and knowledge map(right) by TerMine-extracted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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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ocument links(left) and knowledge map(right) by domain experts 

<그림 6> Document links(left) and knowledge map(right) by author-defined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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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 제고를 위하여 동의어와 금지어를 사전 정의 및 

입력하는 과정은 두 방법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

라서 앞서 설명된 논문에 수록된 키워드를 2-Mode 네

트워크 형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NetMiner에 입력하

여 <그림 6>과 같은 총 47개의 논문 간 링크와 이를 

종합한 논문 네트워크, 즉 지식지도를 산출하였다.

4.3.3 성능 비교

전문가 검토에 의해 파악된 연관된 논문 간 링크를 

정답, 즉 실제값(Actual value)으로 가정하고, 본 연구

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이용하여 파악된 논문 간 링

크(Case 1)와 저자 지정 키워드를 이용하여 파악된 논

문 간 링크(Case 2)가 얼마나 실제값에 일치되는지 

Precision과 Recall, 그리고 이들 값의 조화평균값인 

F1 Score를 기준으로 비교한다 (Powers 2011).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

을 이용하여 파악된 논문 간 링크가 저자 지정 키워드 

기반 링크보다 월등히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92.73%

의 Precision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파악

된 링크 중 92.73%가 전문가가 파악한 링크와 일치됨

을 의미하고, 83.61%의 Recall은, 전문가가 파악한 링

크 중 83.61%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동일

하게 파악됨을 의미한다. 이는 본 연구의 방법론이 충

분히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증명하나, 본 연구에서 제

시하는 방법의 성능을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하

여, Case 1의 Precision 및 Recall 값과 Case 2의 값을 

비교하는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그 결과, Case 1

의 Precision과 Recall 수치 모두 Case 2의 값보다 높

게 산출되었고, 특히 이들 값을 종합한 F1 Score 또한 

Case 1에서 높게 산출된다. 내용적 연관성에 의해 논

문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이미 정의되어 있는 저자 

지정 키워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 추출된 키워

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저자가 직접 정

의한 키워드의 개수(평균 6.46개)보다 많은 개수(평

균 17.42개)의 키워드를 고려한다. 따라서 적은 개수

의 키워드로 형성되는 링크의 개수 또한 적게 산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가가 파악한 링크의 개수와

Measure Case 1 Case 2

Recall 0.8361 0.2459

Specificity 0.9966 0.9725

Precision 0.9273 0.3191

Negative Predictive Value 0.9915 0.9610

False Positive Rate 0.0034 0.0275

False Discovery Rate 0.0727 0.6809

False Negative Rate 0.1639 0.7541

Accuracy 0.9886 0.9363

F1 Score 0.8793 0.2778

Matthews Corr‘n Coef. 0.8746 0.2473

<표 1>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two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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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둘째, 저자가 정의하

는 키워드는 논문에 직접 출현할 수도 있으나, 많은 경

우 내용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또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키워드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를 보정하기 위하여 동의어를 사전 정의하여 사용하

였으나, 동의어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또 다른 용어이

므로, 의미상 상위 또는 하위 수준에 해당하는 관련어

(Meronym 또는 Holonym)로 정의된 키워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용어로 인식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동의어

뿐만 아니라, 동의어와 관련어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WordNet과 같은 도구의 추가적인 적용이 필요하

다. 셋째, 저자가 지정한 키워드가 논문 초록에는 출현

하지 않는 경우, 즉 실제 서술된 내용과 일치하는 키워

드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저자 지정 키워드를 기반으로 파악되는 링크와 

자동 추출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링크가 서로 

달라, 논문에 사용된 단어를 기반으로 파악된 키워드

를 이용한 링크가 더욱 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키워드 기반 네트워크형 지식지도의 구

현을 위하여, 지식이 수록된 문서의 키워드를 추출하

고 이를 기반으로 공통된 키워드를 갖는 문서 간 링크

를 형성하고 종합하여 키워드를 기반으로 내용적 연관

성을 갖는 문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다. 제시된 방법론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실제 논문 

50편을 대상으로 키워드 기반 네트워크형 지식지도를 

구현하였다. 구현된 지식지도에 표현된 연관 문서 간 

링크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논문에 수록된 키워드를 

이용하여 연관 논문 간 링크를 파악하고 종합하여 네

트워크형 지식지도를 추가적으로 구현하였다. 구현된 

두 종류의 지식지도를, 전문가에 의해 정성적으로 분

석 및 파악된 연관 논문 간 링크와 비교하여 본 연구

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구현된 네트워크형 지식지도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

법으로 구현된 논문 간 링크와 이를 종합한 네트워크

형 지식지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Precision, Recall, 

F1 Score 수치를 보였으며, 지식이 수록된 문서 간 내

용적 연관성을 매우 우수하게 반영 및 표현할 수 있음

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구성하는 세부절차 

중 가장 중요한 과정은 문서별 키워드 추출 과정과 추

출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서 간 링크를 형성하는 과

정이다. 전자는 문서별 키워드는 결국 문서 간 링크의 

의미를 정의하는 시맨틱 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이고, 

후자는 이러한 시맨틱 링크를 실제로 구성하는 과정이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과정을 진행하는 데

에 키워드 추출 소프트웨어인 TerMine과 소셜 네트

워크 구성 및 분석 소프트웨어인 NetMiner를 사용하

였는데, 이는 이 두 과정을 수행하는 데에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고, 이러

한 자동화 도구를 연동하여 전체적인 과정이 자동화되

어야 보다 현실적인 키워드 기반 네트워크형 지식지도

의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많은 종류와 수의 지식, 

그리고 이를 수록하고 있는 더욱 많은 수의 문서 간 내

용적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서 네트워

크를 구성하는 작업을 매뉴얼하게 진행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식지도를 자동화된 방

식으로 구현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인식될 수밖

에 없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자동화된 방식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곧 

TerMine 및 NetMiner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또 

다른 도구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본 연구에서 TerMine과 NetMiner를 사용한 

이유는 키워드 추출 및 키워드 기반 네트워크 형성에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만족할 만한 기능과 성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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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인데, 해당 분야의 기술 진보에 따라 보다 우

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도구가 개발될 경우 이러한 새

로운 도구가 TerMine과 NetMiner를 대체할 수 있다. 

키워드 기반 네트워크형 지식지도의 자동 구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도구를 조합 적용

하는 데에 본 연구 방법론의 의의가 있으므로, 각 도구

의 정확도 및 신뢰도에 대한 개선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 및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지도 구현 전 과정을 자동화

한 프로토타입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TerMine과 NetMiner를 이용하여 키워드 추출 및 문

서 간 링크 구성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제시하

고 있으나, 이들 소프트웨어가 연동되어 최종 결과를 

자동 산출하도록 구성하지는 못했다. 이는 각 소프트

웨어의 기능 연동을 위한 OpenAPI 형식의 모듈이 제

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지도 구축의 본격

적인 자동화를 위해, 이들 두 가지 소프트웨어가 담당

하는 기능이 연동되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추가적인 

구현이 필요하며, 이는 곧 문서에 수록된 텍스트의 입

력 데이터 형식으로의 변환, 키워드 추출, 키워드 기반 

문서 간 링크 형성, 문서 간 링크를 종합한 네트워크형 

지식지도 구성 등의 일련 과정을 자동화하는 추가적

인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 또한 키워드 기반 문서 간 

링크 구성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진행을 위해 동의어 

및 관련어 사전이 필요한데, 기존의 동의어 및 관련어 

사전은 대부분 영문 중심으로 개발되어 국문에 적용

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 영문 논문을 

대상으로 지식지도를 구현한 것 또한 이와 동일한 이

유로 인함이다. 국문으로 서술된 지식을 담고 있는 문

서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많은 

수의 국문 지식 간 연관성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선 국문 동의어와 관련어 사전이 활용하기 용이한 

OpenAPI 형식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활용되어오던 지식 분

류체계인 계층형 지식지도의 한계를 극복하여, 문제해

결을 위한 사용자의 인지과정과 일치된 네트워크형 지

식지도를 제시한다.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인식하

고 관련 지식을 연쇄적으로 조회 및 추출하는 사용자

의 지식에 대한 인지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분류체계

는, 단순한 연관지식의 조회 및 추출에 활용될 뿐만 아

니라, KMS 및 KBS의 기능을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하는 데에 응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기존 

지식경영 관련 연구를 보다 사용자 중심적이고 친화적

으로 구성하여 지식경영의 참된 가치를 실무적으로 재

조명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은, 사

용자가 원하는 지식서비스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분야

에 학술적이면서도 실무적인 노하우를 제공함과 동시

에, 지식경영이 4차 산업혁명에 어떠한 역할과 영향력

을 가질 수 있는가를 지식 분류체계 및 연관지식의 활

용 측면에서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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