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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논문에서는 태그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표 화된 태그를 추천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

다. 태그 추천 기법은 기존에 생성된 량의 문서 집합을 상으로 자동 태깅하기 한 기법

(TWCIDF)과 신규 문서를 상으로 태그를 추천하기 한 기법(TWCITC)으로 구성된다. 

태그집합은 처리 과정, 태그 온톨로지를 이용한 표 화 작업, 자동 태깅  추천을 한 

랭킹 부여과정을 거쳐 구성된다. 처리 과정에서는 의미있는 복합명사를 찾기 한 용어결

합과정을 사용하 고, 표 화 작업 과정에서는 용어의 오탈자  유사용어를 처리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의 실험 결과, 추천 태그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시간으로 자동 

태깅  태그 추천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techniques to recommend standardized tags using tag ontology. 

Tag recommendation consists of TWCIDF and TWCITC; the former technique automati-

cally tags a large quantity of already existing document groups, and the latter recom-

mends tagging for new documents. Tag groups are created through several processes, 

including preprocessing, standardization using tag ontology, automatic tagging and defin-

ing ranks for recommendation. In the preprocessing process, in order to search semantic 

compound nouns, words are combined to establish basic word groups. In the stand-

ardization process, typographical errors and similar words are processed. As a result of 

experiments conducted on the basis of techniques presented in this paper, it is proved 

that real-time automatic tagging and tag recommendation is possible while guaranteeing 

the accuracy of tag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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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용자 정의 자원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에 

의미를 부여하고 효율  리를 해 태그를 

부여하기 한 태깅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다

[9, 10, 12～14]. 태깅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자원의 리와 공유를 해서 자원에 태그를 

부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사용자 정의 태

그는 자원에 다양한 태깅을 허용함으로서 개

인의 자원 검색과 라우징을 효율 으로 지

원하는 반면, 태그 재사용과 공유면에서는 매

우 낮음을 보 다. TagAssist에서 블로그를 

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번만 사용한 

태그가 체의 22%정도이며, 평균 빈도수 이

상 사용한 태그가 5.7%에 불과함을 보 다. 

빈도수가 아주 낮은 태그를 ‘meta-noise’로 

언 하기도 한다[12].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서 자원에 합한 태그를 추천하는 태그 추

천 시스템에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4, 5, 

7, 8, 12, 13]. 태그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명시 으로 태깅하는 번거로움을 일 수 있

다. 태그 추천 기법은 문서에서 출 한 용어

의 동시 빈도수를 고려하여 추천하거나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한 태그를 추천한다. 동시 

빈도수를 이용한 추천 기법은 Flickr, TagAssist

등을 비롯하여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기법이다[5, 8, 12]. Börkur Sigurbjörnsson은 

다수의 사용자가 많이 사용한 태그를 추천하

는 업 태그 추천 기법을 연구하 으며[5] 

업 태깅을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

되는 기법이다. Douglas Eck은 음악 일에 

장르  분 기 등 메타 데이타를 태그로 부

여하기 한 기법을 연구하 다[7]. Benjamin 

Adrian은 시맨틱 웹 온톨로지의 개념을 이용

하여 태그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4]. 

하지만 기존 태깅 추천 기법에서는 문서에

서의 단어의 요도는 고려하지 않고 동시 

빈도수만을 고려하므로 문서의 내용을 반

한 태그 추천이 어렵다. 한 기존 태깅 시스

템에서는 태그의 표 화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인해 용어의 맞춤법  표 화의 문제가 발생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러나, a, the, when’과 

같은 사, 치사, 속사와 같은 무의미한 

불용어가 태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부분 신규 자원을 상으로 태깅하기 한 

기법들로서 기존에 생성된 량의 자원을 

상으로 태깅하기에는 부 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량

의 웹 문서를 상으로 태그를 자동으로 부

여하기 한 자동 태깅 기법과 신규 문서에 

해 태그를 추천하기 한 기법을 제시하

다. 제안하는 기법은 태그 온톨로지 구성, 

처리 과정, 용어 표 화, 자동 태깅  추천 

과정으로 구성된다. 태그 온톨로지는 태그 표

화를 한 띄어쓰기, 맞춤법 오류  의미

상으로 유사한 집합으로 구성된 유사 용어 

집합과 태그간 연  계를 한 연  태그 

집합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 태깅 

 추천을 해 TWCIDF(Term Weight Cha-

racteristic Inverse Document Frequency)기

법과 TWCITC(Term Weight Character Im-

portance Term on Classification)기법을 제

시하 다. 각 기법에서는 문서에서 주요 용어

를 태그로 사용하기 해 문서의 구조  특

징과 태그 온톨로지 매핑 여부 등을 가 치

로 부여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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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여 하이 인넷 사이트의 해외연수 

메뉴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험하 다. 실험 결

과, 5개의 측정 기법  3개의 측정 기법에서 

비교  높은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서 제시한 기법은 신규 문서뿐만 아니라 기존

에 생성된 량의 문서에 해서도 태그 온

톨로지를 기반으로 문서의 의미를 반 할 수 

있는 표 화된 태깅이 가능하다. 이는 태그 

리의 편의성  표 화된 태그를 기반으로 

한 검색의 효율성을 제공할 것이다.

2. 련 연구

 2.1 업 태그 추천 기법

업 태그 추천 기법은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한 태그를 추천하기 한 기법이다

[12～14]. 이 기법은 북마크의 태그를 공유하는 

딜리셔스(del.icio.us)와 사진을 공유하는 리

커(flickr) 등의 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다. 

업 태그 추천 기법에서는 태그의 요도를 

해 주로 동시 빈도수(co-occurrence)를 이

용하여 태그를 추천하기 한 연구도 진행되

었다[5, 8, 12]. TagAssist는 블로그 포스트에 

태그를 자동으로 추천하기 한 기법으로, 

처리 단계에서 표 화  공유되지 않는 개

인화된 태그의 특성으로 인해 22%의 태그가 

한번만 사용되는 을 감안하여 제외하 다. 

한 형태소 분석의 특성상 단수와 복수가 

구분되어 연  태그를 구성하는 것을 하나로 

합치는 단계를 추가하 다[12]. Flickr는 사용

자가 작성한 태그를 기반으로 동시 빈도수를 

분석하여 후보 태그 집합을 생성한 후, 투표

와 합계 략을 이용하여 집계한 다음 순

를 매겨 추천한다[5]. Marek가 제안한 기법

은 제목에서 표 태그를 추출하고, 문서에서 

표 태그와 련있는 연  태그를 추출한다. 

그리고 개인 태그를 기반으로 필터링하여 추

천한다[8]. 하지만 업 태그 추천 기법은 

기에 정확한 태그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2 메타, 온톨로지 기반  개인화된 

태그 추천 기법 

메타 데이타 기반의 태그 추천 기법은 메타 

데이타 정보를 태그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Douglas 

Eck는 음악분야에서 작사, 작곡, 장르, 편곡

자 등의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태그를 추

천하기 한 기법을 제안하 고 기존의 업 

태그 추천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cold-start’ 문

제를 개선하 다[7]. 온톨로지 기반의 태그 

추천 시스템은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태그를 

추천하는 것으로, Benjamin Adrian등이 제안

한 ConTag에서는 문서에서 WordNet을 기

으로 토픽을 추출하여 토픽과 온톨로지를 

매핑한 후, 매핑된 온톨로지의 연  개념을 

태그로서 추천하는 것이다[4]. 태그 추천에서 

개인화를 반 하기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사용자 PC에 장된 문서와 유사한 문서를 

추출하여 이 문서를 기반으로 단어  문서 

빈도수를 계산하여 추천하거나 사용자 문서

에서 단어를 추출하여 추출한 단어를 기반으

로 연  단어의 동시 빈도수를 계산하여 추

천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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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 시스템의 체 구성도

3. 태그 온톨로지를 이용한 자동 태깅 

 태그 추천

본 논문에서는 태그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정형화된 량의 문서에 한 자동 태깅 기

법과 신규 문서에 한 태그 추천 기법을 제

안하 다. 제안 기법은 태그 온톨로지 구성, 

처리 과정, 용어 표 화, 자동 태깅  추

천 과정으로 구성된다. 먼 , 태그 온톨로지

는 련 연구[3]에서 설계한 지식거래 서비스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구성하 다.

처리 과정에서는 비정형 문서 집합을 

상으로 한 형태소 분석, 의미있는 복합명사를 

찾기 한 용어결합, 불용어 처리 과정을 통

해 기본 용어 집합을 생성한다. 용어 표 화 

과정에서는 기본 용어 집합을 상으로 태그 

온톨로지와 매핑하여 용어의 오탈자  유사 

용어를 처리하여 표 용어로 변환한다. 를 

들어, ‘j1’, ‘j 1’의 용어는 ‘J1’으로 변환하는 것

이다. 용어 표 화를 거친 기본 용어 집합은 

태그로 추천될 수 있는 후보 태그 집합이 된

다. 후보 태그 집합을 상으로 자동 태깅 기

법인 TWCIDF와 태그 추천 기법인 TWCITC

를 이용하여 Top-N개의 태그를 태깅  추

천한다. 각 기법에서는 문서의 구조  특징과 

태그 온톨로지 매핑 여부를 가 치로 부여한

다. 한, 신규 태그는 태그 온톨로지에 반

하여 지속 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은 제안한 자동 태깅  태그 추천 

시스템의 체 인 구성도이다.

3.1 태그 온톨로지 구성 

태그 온톨로지는 [3]에서 설계한 태그 온

톨로지 데이터 속성과 계 속성을 기반으로 

OWL를 사용하여 정의하 고, 하이 인넷

의 해외연수 게시 을 상으로 약 1만 4천

건의 인스턴스를 생성하 다. 태그 온톨로지

에는 용어 표 화, 유사 용어, 용어의 상·하  

계, 태그간의 연  계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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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태그 온톨로지 구성도

태그간의 연  계는 연  규칙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소 향상도(lift)를 만족하는 연  

태그 집합을 상으로 구성하 다. 태그 온톨

로지는 자동 태깅  태그 추천시 태그의 표

화  문서에서 추출된 용어에 해 가

치를 부여하기 해 사용된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생성한 태그 온톨로지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3.2 처리 과정

문서에 태깅될 태그는 태그 온톨로지로 정

의된 용어의 부분집합으로 문서에서 추출된 

용어는 태그 온톨로지와 매핑하기 하여 

처리 과정을 거친다. 먼 , 형태소 분석 과정

을 통해 용어를 추출하고 추출된 용어를 기

반으로 의미있는 복합명사를 찾기 해 용어

결합과정을 거친다. 

형태소 분석과정은 비정형 문서를 상으

로 용어를 추출하는 것이다. 용어 추출은 공

개용 형태소 분석기인 KLT version 2.1.0f를 

이용하 다[1]. 이 때, 추출한 용어의 문서별 

구조 인 특징을 가 치로 이용하기 하여 

구조 인 치 정보를 부여하 다. 그리고 복

합명사를 정의하기 하여 문서에서 용어가 

나타난 치정보를 장하 다. 

형태소 분석을 통해 추출된 용어는 복합 

명사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다. ‘자동차 매’ 

용어의 경우, ‘자동차’, ‘ 매’, ‘자동차 매’의 

3가지로 추출되고, ‘자동차 매’와 같이 용어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 매’ 

2가지로 추출된다. 하지만 ‘자동차 매’ 용어

는 용어가 분리되는 경우보다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용

어결합과정에서는 공백이나 품사로 인해 분

리된 명사를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다.

다음 <그림 3>은 용어결합 과정의 구성도

이다. ‘자동차’와 ‘ 매’ 용어는 치 정보가 

101, 102로 제목 부분에서 인 하여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비자’와 ‘연장’ 용어는 

치 정보가 405, 406으로 내용 부분에서 인

하여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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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용어결합 과정 개념도 

3.3 용어 표 화 

용어 표 화 과정은 태그 온톨로지를 이용

하여 문서에서 출 한 용어를 표 화하기 

한 것이다. 동일 의미의 용어가 유의어 그리

고 오탈자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나면 용어

의 요도를 낮출 뿐 아니라 검색의 비효율

을 가져올 수 있다. 를 들어, ‘J1비자’라는 

용어는 ‘j1’, ‘J 1’, ‘J-1’ 그리고 ‘J1Visa’ 등으

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 용어별로 다른 내용

이 검색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태그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용어의 오탈자  유사

용어 집합을 하나의 표 용어로 처리하 다.

3.4 자동 태깅  태그 추천 기법

자동 태깅  태그 추천 기법은 기존에 생

성된 량의 문서를 상으로 태깅하기 한 

방법과 신규 문서를 상으로 태그를 추천하

기 한 방법으로 구분된다. 자동 태깅  추

천 기법은 문서에서 문서의 구조  특징과 

태그 온톨로지 매핑 여부를 기반으로 태그 

가 치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태깅  

태그를 추천하기 한 기법이다. 

3.4.1 태그 가 치 계산

태그 가 치 계산은 문서에서 출 한 용어의 

요도를 부여하기 해 가 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태그 가 치는 구조  특징을 이용한 

가 치 부여와 태그 온톨로지 매핑에 의한 

가 치 부여로 이루어진다. 문서는 기본 으

로 제목과 내용 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제목에서 출 한 용어는 출  빈도수는 낮아

도 문서의 내용을 표할 수 있는 용어라 볼 

수 있다. [2]에서는 이러한 문서의 구조  특

징을 가 치로 부여하여 문서의 표 용어를 

효율 으로 추출하기 한 TWIDF 기법을 

제안하 다. TWIDF 기법은 문서의 빈도수

와 용어 빈도수만을 고려한 TFIDF를 수정하

여 문서의 구조  가 치를 반 한 것이다.

태그 온톨로지 매핑 여부에 의한 가 치 

부여는 후보 태그 집합 에서 태그 온톨로

지와 일치하는 후보 태그의 요도가 더 높

다고 정의하는 것이다. 즉, 태그 온톨로지에 

매핑되지 않는 후보 태그는 일반 용어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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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동 태깅 기법 개념도 

신규 태그일 가능성이 높다. 신규 태그는 태

그 온톨로지 매핑에 의해서는 가 치가 부여

되지 않더라도 문서 구조 가 치에 의해 가

치가 높게 부여될 수 있다.

3.4.2 자동 태깅 기법

자동 태깅 기법은 기존에 생성된 량의 문

서를 상으로 의미있는 태그를 효율 으로 

부여하기 한 기법이다. 먼 , 문서에서 추

출한 용어 집합을 상으로 태그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용어 표 화를 거쳐 후보 태그 집

합을 구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3.4.1 에서 언

한 태그 가 치를 반 한 TWCIDF(Term 

Weight Characteristic Inverse Document 

Frequency) 기법을 용하여 문서에 Top-N

개의 태그를 부여하는 것이다. TWCIDF 기

법에서는 문서의 구조별 가 치, 문서의 구조

별 태그 출  빈도수, 태그 온톨로지 매핑 여

부에 한 곱에 한 합으로 가 치 값을 계

산한다. TWCIDF 기법에서 문서 집합 는 

  ⋯ 라 정의하고, 문서의 구조를 

나타내는 엘리먼트 집합 는   ⋯ 

라 정의한다. 그리고 후보 태그 집합 는 

  ⋯ 라 정의한다. 임의의 문서 

에서 후보 태그 에 한 TWCIDF에 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정의1] TWCIDF

                     (1)

    




×  ×  ×   

：문서 에서 구조 의 가 치

：문서 의 구조 에서 후보 태그 

의 출  빈도수

：후보 태그 의 태그온톨로지 가 치

：후보 태그 가 출 한 문서 수

 ： 체문서 수

다음 <그림 4>는 자동 태깅 기법인 TWCIDF

에 한 결과 이다. 문서 40069에서는 ‘자

동차 매’ 태그가 TWCIDF 값 4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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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태그 추천 기법

태그 추천 기법은 신규 문서를 상으로 사

용자에게 태그를 추천하기 한 기법이다. 신규 

문서에서 태그를 추천하기 해 TWCITC 

(Term Weight Character Importance Term 

on Classification) 기법을 제안하 다. TWCITC 

기법에서도 TWCIDF기법에서와 같이 처

리 과정, 용어 표 화 과정을 거친 후, 태그 

가 치를 반 한다. 신규 문서는 문서가 포함

될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분야별 가 치

를 반 한다. 분야별 태그 가 치는 각 분야

별 문서 수에서 후보 태그가 나타난 문서수

를 나  것이다. 를 들어, 비자, 세 , 보험 

분야에서 ‘J1비자’용어가 태그로 포함하고 있

다면, ‘비자분야’에서 더 높은 가 치를 가질 

확률이 높다. 후보 태그 에 한 분야별 가

치는 다음과 같다. 

[정의 2] 분야별 가 치 

  


(2)

：후보 태그 가 출 한 문서 수

 ：분야별 체 문서 수

임의의 문서 에서 후보 태그 에 한 

TWCITC에 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정의 3] TWCITC

                   (3)

          




 ×  ×   × 

：문서 에서 구조 의 가 치

：후보 태그 의 태그 온톨로지 가 치

：문서 의 구조 에서 후보 태그 의 

출  빈도수

：후보 태그 가 분야별 가 치

 4. 실험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추천 알고리즘의 효율

성을 검증하기 해서 하이 인넷 사이트

의 해외연수 메뉴의 데이타를 수집하여 실험

하 다. 본 실험에서는 지난 2008년 8월 한 달

간의 830건의 데이타를 상으로 불용어 처리 

사 과 태그 온톨로지를 구축하 고 2008년 

7～8월 두 달간의 1,440건의 데이타를 상으로 

실험하 다. 실험에 한 측정은 Top-N accu-

racy, recall, precision 그리고 F-measure를 

사용하 다.

4.1 자동 태깅  태그 추천 결과

4.1.1 분야별 태그 요도

신규로 발생하는 문서는 특정 분야에 속해 

있음을 제하므로, 태그 추천시에 분야별 용

어 요도를 반 하 다. 해외연수 메뉴에는 

교육  비자를 비롯한 세부 분야가 있으며, 

각 분야에서의 태그의 요도를 계산하 다. 

다음 <표 1>은 각 분야별 상  10개의 태그를 

보여주는 것이며, ‘포닥’ 태그에 한 분야별 

가 치에 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16.5로 가 치가 가장 높고, ‘비자’

분야에서 1.4로 가 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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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야별 용어 요도 

   분야

번호
교육 비자 생활 보험 세

1 미국 20.5 비자 13.3 미국 8.26 보험 40.9 세 33.8

2 포닥 16.5 J1비자 7.8 포닥 6.10 미국 18.8 J1비자 11.9

3 학교 9.1 한국 7.4 자동차 3.8 포닥 8.6 미국 6.9

4 호주 4.6 미국 6.1 한국 2.5 질문 8.0 서류 5.2

5 지원 4.1 신청 2.4 질문 1.6 J1비자 7.2 비자 4.3

6 J비자 3.8 J1웨이버 2.1 비자 1.3 학교 7.0 FORM 4.3

7 문제 3.7 웨이버신청 1.8 학교 1.3 가입 3.9 포닥 3.3

8 일본 3.5 포닥 1.4 집 1.1 학교 3.9 아내 3.0

9 교수 3.2 DS2019 1.0 교수 1.0 출산 3.1 신청 2.1

10 입학 3.2 갱신 0.8 연수 1.0 자동차 3.1 작성 1.7

(a) ‘생활’ 분야 

  

  (b) ‘비자’ 분야

<그림 5> 자동 태깅 결과 

4.1.2 자동 태깅  태그 추천 결과 

다음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량의 문서를 상으로 자동 태깅하기 한 

TWCIDF 기법에 한 결과 제이다. 실험 

데이터는 해외 연수의 ‘비자’와 ‘생활’ 분야에 

속한 내용의 일부이다. 

다음 <그림 6>은 신규 문서를 상으로 

태그를 추천하기 한 TWCITC 기법에 한 

결과 제이다. 실험 데이터는 해외 연수의 

‘연구’와 ‘비자’ 분야에 속하는 내용의 일부이

다. 제안한 기법에 비해 동시빈도수를 기반으

로 추천한 태그수는 추천되는 태그수도 으

며, 문서의 내용과 거리가 은 ‘외국인’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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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구’ 분야  

 

(b) ‘비자’ 분야

<그림 6> 태그 추천 결과

<표 2> 제안 기법 측정 결과 비교

비교 기법 Top-N accuracy recall precision F-measure

제안 기법 84% 35% 60% 44%

동시빈도수 70% 39% 31% 17%

은 일반 인 태그들도 추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RIKEN’, ‘귀국의무면제동의서’와 

같이 특정 문서에서만 출 한 태그는 추천되

지 않는다.

4.1.3 제안기법의 비교 실험

본 논문에서는 제안 기법의 성능을 Top-N 

accuracy, recall, precision, F-measure 기법

을 이용하여 비교 평가하 다. Top-N accu-

racy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생성된 태그 에

서 상  N개의 태그 에서 최소 1개라도 사

용자가 원하는 태그가 정확하게 포함된 문서

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다[5]. Recall은 생성

된 태그 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태그가 얼

마나 많이 포함되었는지 나타내는 평가 방법

이다. Precision은 생성된 태그 에서 몇 개의 

태그가 정확하게 포함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평가 방법이다. F-measure은 recall과 precision

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하여 제시된 기법이다. 

다음 <표 2>는 제안한 기법과 태그 추천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동시빈도수를 

비교 측정한 결과 값을 나타낸 것이다. 

Top-N accuracy는 N이 6인 경우에 가장 높

은 값을 나타내었다. 비교 결과, 문서 체

으로는 Top-N accuracy에서 높은 값을 보여

주었으나 개별 문서에 한 recall 측정값이 

비교  낮아 F-measure 값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게시  형태의 내용이 비교  짧은 특

성으로 인해 문서 내용을 표할 수 있는 태

그를 추천하기 힘든 근본 인 문제로 분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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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추천된 태그의 정확성은 비교  

높았음을 보 다. 동시빈도수를 이용한 비교 

실험과의 비교를 살펴보면, recall을 제외한 

나머지 측정방법에서 제안 기법이 높은 결과 

값을 보 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태그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표 화된 태그를 자동 태깅하고, 실시간으로 

추천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 다. 기존에 

생성된 량의 문서에 해 자동 태깅할 수 

있는 TWCIDF 기법과 신규 문서에 해서 

태그를 추천할 수 있는 TWCITC 기법을 제

안하 다. 제안 기법은 태그 온톨로지 구성, 

처리 과정, 용어 표 화, 자동 태깅  추

천 과정으로 구성된다. 처리 과정에서는 의

미있는 복합명사를 찾기 한 용어결합과정

을 제안하 다. 한, 문서에서 주요 용어를 

구분하기 하여 문서의 구조  특징과 태그 

온톨로지 매핑 여부를 가 치로 반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

기 해 하이 인넷 사이트의 해외연수 메

뉴의 컨텐츠를 상으로 실험하 으며, 실험 

결과, 5개의 측정 기법  Top-N accuracy

와 precision은 비교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상 으로 recall값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게시 의 특성상 내용이 비교  짧은 계로, 

문서에서의 주요 용어를 추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표 화된 

태그를 추천하기 한 기법은 여러 부분에서 

효과 이었다. 제안 기법을 이용하면 조사, 

사를 비롯한 불용어와 표 화되지 않은 태

그가 부분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에서 

태그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표 화된 태그를 

태깅할 수 있다. 표 화된 태그를 사용함으로

서 검색의 효율성을 증 시킬 수 있고 태그

간 연  계를 이용하여 련 문서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한, 자동 태깅  태그 추

천은 태그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

의 태깅을 유도하기 힘든  시스템에서 사

용자에게 극 인 태깅 기회를 제공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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