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Introduction 

최근에는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미디어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매체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전자매체를 이용함으로써 

방대한 양의 정보를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온라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검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습득 작업을 자동 분류 시스템을 사용하면 

사람이 직접 손으로 분류할 경우보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자동 문서 범주화는 대량의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방대한 양의 수작업을 

감소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한국어 정보처리에 관한 수많은 개발자와 연구자들이 

관련분야의 자료들에 대한 효율적인 수집 및 분류를 통한 

정보습득, 일반 인터넷사용자들의 정보수요욕구 등이 날로 

급증하고 있어 이 또한 정보관리 및 검색이 요구되고 있다.[1] 

하지만 단일 서버에서 대량의 문서를 자동으로 범주화 및 

분류를 시행하는 것은 시스템의 성능이라는 제약 조건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을 분산시키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분산처리기술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바이다.  

따라서 자동문서 분류 수행단계에서, 한글 웹   문서들의 각 

분야에 대해서 사전구축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서버에 주제를 나누어 한 개의 서버가 한 개의 주제를 관리할 

수 있게 하여 문서 분류/관리의 성능적 향상을 도모한다.  

2. Related Works 

2.1 자동 문서 분류의 개관 

자동 문서분류는 일반적으로 주제어 추출 과정과 

분류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주제어추출과정은 전처리 

과정과 주제어축소과정을 거쳐 문서에 출현하는 단어들을 

바탕으로 문서를 재형성한다. 전처리 과정은 문서로부터 

태그와 불용어를 제거하고 형태소 분석을 통해 특정 용어들을 

추출하게 된다. 주제어축소과정은 형태소분석을 통해 나온 

특징들 중 가치가 있는 명사들로만 추출하는 과정과 함께 

가중치를 결정하기 쉽게 하기 위해 특정방법으로 정규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단어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진 

주제어, 단어 빈도, 역문서 빈도, 단어 빈도와 역문서 빈도의 

곱 등이 있다. [2,3,4] 본 논문에서는 단어빈도와 편차 

그리고, 정규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림1은 전체적인 자동 문서분류를 모델화 한 것이다.  

 

그림 1. 자동문서분류 모델 

2.1.1 자동 문서 분류 방법 

문서 자동 분류 방법에는 통계적 방법과 의미 분석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자연어 자체의 모호성 때문에 그 

사용이 어렵고 한정되어 있는 반면, 통계적 방법은 간단히 

구현할 수 있고 학습이 가능하여, 충분한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을 경우 의미 분석방법에 버금가는 결과를 낼 수 있다.  

통계적 문서 분류 방법에서는 문서를 대표하는 용어와 

이것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용어의 가중치의 

계산에 용어의 문서 내 빈도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용어빈도 가중치라고 한다. 

용어빈도 가중치 계산방법은 문헌 내 출현 여부만을 

반영하는 이진 값이나 출현빈도 자체를 가중치로 사용할 수도 

RTI 통신을 이용한 개인환경기반 자동문서 분산처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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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와의 다양한 공식이 제안되었다. 이렇게 용어에 

가중치를 부여함은 한 문서가 취급하고 있는 개념들의 주제적 

요소로서의 중요도에 따라, 색인어로서 상대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1, 5, 6] 

본 논문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사전을 구축하고, 웹 문서의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 가중치 계산방법을 적용과 

함께 정규 사전을 사용했을 때와의 문서분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주제범주간 기사들간의 용어정보분석을 

수행하였다. 

 

2.2 RTI (Run Time Infrastructure)  

RTI는 운영체제와 federate들 사이에 있는 미들웨어 

소프트웨어로 각 federate들의 데이터 교환 및 시뮬레이션 시간 

진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RTI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11].  

(1) RTIExec (RTI Executive Process)  

Federation 실행의 생성과 소멸을 관리하는 전역 프로세스로, 

FedExec가 서로 다른 이름을 갖도록 하며 수동 조작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FedExec (Federation Executive process)  

실행중인 federation에서 생성되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생성된 

federation을 관리하면 federation에 참가하는 federate들에게 

핸들을 할당하여 federation 실행에 참가하고 탈퇴하는 것을 

관리한다.  

(3)libRTI (RTI Library)  

C++ 라이브러리인 libRTI는 응용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libRTI를 통해서 

RTI의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다[12].  

Federation의 실행은 그림 2처럼 3단계로 수행되어진다. 각 

단계는 아래와 같다. 

(1) 사용자는 RTI를 시작하여 RTIExec 프로세스를 실행시켜 

새로운 federate가 참가 가능 하도 록 준비한다. 

(2) 사용자는 federate를 실행하고 이 federate는 새로운 

federation을 만들며 FedExec 프로세스를 실행시킨다. 

(3) 새롭게 추가되는 federate들은 FedExec를 통하여 기존의 

federation에 참여하게 된다. 

 

 

그림 2. RTI federation 의 진행 

RTI, 상호운용성을 위한 본질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이것은 

federate들과 federation간의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실시간 데이터 전송에 관한 수단과 개념을 제공한다[14] 

[15][16].  

이를 통해 RTIExec는 각 federation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서 특정 위치를 정하는 것이 아닌 RTI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모든 federation들은 RTI로부터 데이터를 

얻어 낼 수 있다.  

3. 실험환경 모델 

그림 3.  Subject Extraction System 

[그림 3]은 자동 문서분류 과정 중 첫 번째 단계로 주제어 

추출모델을 나타낸다. 한글 웹문서를 대상으로 각 문서를 

대표할 수 있는 주제어를 추출 해낸다. 

 

3.1.1 Crawler 

그림4는 구현된 Crawler의 System Architecture를 나타낸다. 

크로울러는 seed URL 주소로부터 시작하여 자원이 사용 

가능한 한 계속적으로 페이지들을 방문하고 새로운 주소를 

추출 후 넘겨받아 넘겨받은 주소를 다시 방문하는 과정을 

반복한다[13]  

Extractor는 다운 받은 html 파일로부터 Child URL들을 

추출하게 되고 Frontier에 중복된 URL이 있는 지 확인하는 

DUE를 통해, 없으면 URL Frontier에 Child URL들을 저장하게 

된다. [5,6,7] 

 

 

 

그림 4. Crawler System Architecture 

3.1.2 Repository, Tokenizer 

Downloader Extractor 

DUE 

URL 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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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itory는 Crawler를 통해서 다운 받은 한글 웹 문서들을 

Html형식으로 저장하는 공간이다. Tokenizer는 Repository를 

통해 저장된 파일에서 태그 제거 및 contents추출을 시행하여 

파일의 내용을 token화 하여 txt파일로 재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3.1.3 Korean Lexical Analyzer 

Token화된 웹 문서에 대해서 그 문서를 대표 할 수 있는 

한글 주제어들을 추출하기 위해 형태소분석기(HAM)를 

사용하였다.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한 어절이 하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제어를 추출 하기 위해서는 어절을 

이루고 있는 형태소들에 대한 인식 및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4] 

3.1.4 Noun Extraction , Noun Extraction data  

 Noun Extraction은 형태소 분석한 결과에서 명사데이터 만을 

추출해내는 역할을 한다. 이후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파일을 

Noun Extraction data에 저장하게 된다. 

3.2 주제어 축소 

사전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분류와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기 

위해 각 문서를 대표하는 주제어 들에 대한 축소과정이 

필요하다. 

각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주제어들을 추출하고 각 단어에 

대해서 형태소분석을 통한 주제어로서 가치가 있는 명사만을 

추출한다. 

3.3 사전 구축 

본 논문에서는 각 한글 웹문서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각 분야별 사전을 구축하는데, 주제어를 추출하고, 

축소하는 과정은 모든 문서 에 대해서 수행된다. 

사전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대표하는 용어 들이 사전에 

너무 많거나 적은 것은 주제어로서 적당하지 않고, 적정수준의 

용어들이 주제어로 적당하다는 직관적인 논리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중복주제어제거기를 통해 각 분야별 중복된 

주제어를 나타내는 임계치만큼 중복 제거를 하여, 각 사전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었다.  

3.4 Categorizator 

Categorizator는 가공된 각 한글 웹문서와 구축된 각 분야별 

사전을 통해서 주제어들의 빈도（frequency）를 계산하여, 가장 

높은 weight를 가진 분야로 범주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림 5는 각 에이전트에서 실시되는 범주화 기능의 모델을 

제 시한 것이다. 

 

그림 5. Categorizator Architecture 

3.5 RTI 기반 분산환경 구축 

앞서 얘기한 전처리 시스템부터 주제어 축소까지의 과정을 

거친 문서들은 단일 시스템이 아닌 분산 시스템에 그 

데이터를 나누어서 관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분산 

시스템에서 주제별 사전을 가지고 있는 agent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의 범주를 계산하여 해당 주제의 

문서정보만을 모아서 관리하게 된다. 이때 각 federate들은 

다운 받은 웹 페이지를 관리 하는 것이 아닌 웹 페이지가 

저장장치인 RAID 어느 곳에 위치해있는지에 관한 위치정보와 

페이지의 범주를 계산하기 위한 추출된 주제어 정보만을 받게 

된다.  

데이터 범주의 계산은 3.4절에서 논한 Categorizator의 과정을 

통해서 행하게 된다. 각 문서의 분류 시 통신을 위해 RTI를 

활용 한다. RTI는 앞서도 말했듯이 federation간의 실시간 

데이터 전송에 관한 수단 과 개념을 제공한다 [14][15][16]. 

그림 6은 이상의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그림 6. Distributed Document Management System with RTI 

4. 구현 및 실험 분석 

4.1 실험 방법 및 데이터 구성 

실험은 IT정규사전을 통한 문서 분류의 성능을 측정 후 

개별적인 주제의 사전을 에이전트(agent)화 하여 다양한 

주제를 각 agent에서 자동으로 걸러내는 것을 실험 하였다. 

문서 분류의 실험 문서집단으로서는 한겨레 신문의 문화, 정치 

분야 300건, 전자신문의 정보통신 분야 349건의 기사를 이용 

하였다. 이 중 각 카테고리당 100 건의 기사를 Train Set으로 

하여 사전구축을 하였고, 나머지 기사들을 Test Set으로 두어 

실험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문서를 대표하는 용어들의 대표성, 즉 

범주화에 사용될 각 분야별 weight값들을 결정하기 위해 각 

분야별 사전을 구축한 Train Set 기사들의 분석이 필요했다.  

표1은 각 분야의 사전구축에 필요했던 기사 들의 

주제어종류와 수 및 IT정규 사전의 주제어 수를 나타낸다. 

나타낸 것이다. 정규 사전은 네이버의 IT사전 인덱스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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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nformation on paper and Dictionary 

 Dictionary(사전) IT(기사) Culture&Politic 

Total 22740 48708 41358 

주제어종류 22740 4467 4080 

 

4.2 RTI통한 분산처리 

다음의 그림은 RTI를 통한 federation들의 연결 화면이다.  

 

 

그림 7. Federation Connection 

 

 각 federation들은 Crawler서버인 Sender로부터 웹데이터의 

위치와 주제어 정보를 받는다. 이후 각 federation에 설치된 

Categorizator를 통해 해당 주제의 분류를 시행 federation별 

해당 주제에 관한 데이터만을 저장 관리 한다. federation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는 federation에서는 Garbarge처리를 

통해 관리 대상에서 제외 시킨다.  

IT주제의 경우 사전 정규화의 실험 군으로서 정규 사전을 

가지고 있는 agent와 기사를 통해 구축한 사전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agent를 두었다. 이 두 agent에 RTI를 통해 데이터 

전송 후 두 agent에서 IT관련 기사를 분리해 내는 실험을 먼저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주제 사전을 통한 문서분류의 

시행에서 각 federation들이 해당 주제의 데이터 들만을 추출해 

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기사의 주제어를 통해 사전을 

만든 통계적 문서분류 방식의 정확성이 정규사전을 이용한 

것에 근접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는 IT사전을 

적용했을 때의 문서 분류 결과이고 8.a는 IT기사를 통해 

구축한 사전을 적용해 분류한 결과 화면이다. 

표 2는 IT정규 사전과 기사를 통해 구축한 사전으로 

IT분야의 문서 249건과 기타주제 300건을 RTI를 통해 전송 

이들의 분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무시된 항목은 사전 적용 

결과 IT항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동분류 agent에서 

Garabage항목으로 분류된 기사의 건수이다. Miss는 IT관련 

기사가 Garabage로 잘못 처리된 건수, 실패(fail)은 Garabage로 

처리되어야 할 문서가 IT항목으로 받아들여진 경우의 수를 

나타낸다.  

 

그림 8. 범주화 계산 과정 

 

그림 8.a. 범주화 계산 결과 

표 2 정규사전과 기사를 통해 구축한 사전의 분류 결과 

 Dictionary(사전) IT(기사) 

IT로 분류된 기사 320 246 

Garabage로 분류된 기사 329 303 

miss 4 5 

fail 33 2 

 

사전을 통한 문서 분류 시 기사 구축을 통한 사전 보다 

좀더 많은 기사를 Garabage처리 하였다. 이는 문서와 

사전간의 적중률(hit rate)계산시 Dictionary의 어휘수가 

기사를 통해 구축한 사전보다 더 많은 어휘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짧은 기사의 전체 사전 어휘대비 hit rate가 

너무 낮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문서분류 

시에 기준 가중치 부여에 있어서 수치 조정이 필요하다. 위의 

결과를 통해서 IT agent 에서의 분류 과정을 검토해 보면 

IT주제를 가진 문서를 거의 정확하게 분류해냄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을 확장하여 정치와 사회에 관한 사전을 구축 RTI를 

통해 들어오는 문서의 분류는 위의 표와 거의 비슷한 

수치들을 보이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위의 과정을 확장하여 

RTI에 연결된 federation중 하나에 정치주제를 부여하고 

이를 분류한 것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 9. 정치분야 기사 분류 결과 화면 

 

그림 10은 분류해야 할 데이터의 주제가 늘어나는 경우 

RTI를 통한 agent확장화면이다. 임의의 장비에 분류하고자 

하는 주제의 사전을 구축하고 RTI federation에 연결만 

함으로써 추가적인 주제의 문서 분류를 시행 함을 확인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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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10. Extend Federation Connection 

  

5. 결론 및 Future Work 

본 논문에서는 분야별 사전을 구축하는데 기반이 되는 웹 

기사에 대해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전을 만들어 각 

federation에 agent 설치 이를 바탕으로 주제별 분산 분류를 

시행 했다. 각 federation들은 RTI를 통해 웹 페이지의 

저장장치에서의 위치정보, 그리고 해당 문서의 주제어를 

축소한 결과 만을 받아서 이를 통해 갖추어진 사전과 비교해 

문서분류를 분산 처리를 할 수 있었다. 각 federation들에게는 

파일 전체가 아닌 비교에 필요한 요약 정보만을 줌으로써 각 

federation이 파일을 가지고 직접 비교 할 때의 경우보다 많은 

로드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모든 실제 데이터는 RAID 

array한곳에서 관리하기에 각 federation들의 디스크공간의 중복 

낭비 방지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제적인 시스템에서 문서분류의 정확성은 각 federation들의 

사전을 얼마나 정확성을 높여서 구축하느냐에 있다. 

향후 구축에 필요한 주제 범주간의 기사 별 용어정보에 

대한 분석을 좀더 정확성 있게 시행하고, 정규 용어 사전에 

준하는 분야별 사전 구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자동분류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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