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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이 폭 넓게 보 되어 온라인 상에서 얻을 수 있는 텍스트 정보의 양이 증함에 따라 산재해 

있는 문서들에 한 효과 인 정보 리  검색이 요구되고 있다. 자동 문서분류란 문서의 내용에 기
반하여 미리 정의되어 있는 범주에 문서를 자동으로 할당하는 작업으로써 효율 인 정보 리  검

색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한국어 정보처리의 요성에 비해 련 분야의 자료들을 수집, 분류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한  웹문서 자동 문서 범주화에 한 수행단계  각 분

야에 해 사 구축을 하고, 복단어제거를 통한 보다 효과 인 분야별 문서분류를 제안하고자한다.

1. 서론

   최근에는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미디어부터 인터

넷을 이용한 자매체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

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자매체를 이용

함으로써 방 한 양의 정보를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온라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기하 수 으로 증함에 따라 효율 인 정

보 리  검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습득 작업을 자동 분류 시스템을 

사용하면 사람이 직  손으로 분류할 경우보다 비용

을 크게 일수 있으며, 자동 문서 범주화는 량의 

문서를 효율 으로 리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방 한 양의 수작업을 감소시키는 데 그 목

이 있다.[1]

   한 한국어 정보처리에 한 수많은 개발자와 

연구자들이 련분야의 자료들에 한 효율 인 수

집  분류를 통한 정보습득, 일반 인터넷사용자들

의 정보수요욕구등이 날로 증하고 있어 이 한 정

보 리  검색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자동 문서 범주화 수행단계 , 한  웹문

서들의 각 분야에 해서 사 구축을 하고, 복단

어제거를 통해서 각 사 들에 한 독립성 높임으로

써 보다 효과 인 분야별 문서분류를 제안한다.

2. 련연구

2.1 정보 검색 시스템

   정보 검색 시스템은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검색하기 쉬운 형태로 조직하여 두

었다가 정보에 한 요구가 발생했을 때 합한 정

보를 검색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일반 으로 정

보 검색시스템은 색인, 장, 검색의 세 부분으로 이

루어진다. 

2.2 자동 색인

   색인은 방 한 양의 정보원으로부터 정보의 내용 

 특성을 표 하거나 주제를 나타내는 데이터 요소

를 추출하는 정보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자동색인은 자연어 처리 기법이 발달하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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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색인자가 수행하는 수동 색인작업을 컴퓨

터 로그램으로 체하는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 색인을 통하여 사 을 구축함

과 동시에, 실험에 사용된 모든 웹문서들 한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2.3 문서 자동 분류

   문서 자동 분류 방법에는 통계  방법과 의미 분

석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자연어 자

체의 모호성 때문에 그 사용이 어렵고 한정되어 있

는 반면, 통계  방법은 간단히 구 할 수 있고 학

습이 가능하여, 충분한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을 경

우 의미 분석방법에 버 가는 결과를 낼 수 있다. 

따른 최근 많은 연구들이 통계 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통계  문서 분류 방법에서는 문서를 표하는 

용어와 이것의 가 치( 표성)를 결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용어의 가 치의 계산에 용어의 문서 내 

빈도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용어빈도 

가 치라고 한다. 

   용어빈도 가 치 계산방법은 문헌 내 출  어부

만을 반 하는 이진 값이나 출 빈도 자체를 가 치

로 사용할수도 있으며, 이외의 다양한 공식이 제안

되었다. 이 게 용어에 가 치를 부여함은 한 문서

가 취 하고 있는 개념들의 주제  요소로서의 요

도에 따라, 색인어로서 상  가치를 표 하기 

함이다. 여기서 TF(Term Frequence)란 용어가 한

문서 내에서 나온 빈도수를 의미한다.[1,2,3]

   본 논문에서는 각 분야에 한 사 을 구축하고, 

한 웹문서의 가 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 가

치 계산방법을 용했으며, 각 분야별 사 에 한 

복단어제거를 통한 새로운 가 치를 계산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본 방법은 각 사 에 한 복된 단어들을 복

단어수 만큼 임계치를 두어가며 각 사 의 독립성을 

높 을때, 사 이 각 분야별로 표성을 더욱 지닌

다는 직 인 논리에 근거하여 실험하 다.

   

3. 분야별 사 구축

3.1 체 시스템 구조도

   본 논문이 제안한 복단어제거 사 구축을 통한 

한 웹문서 자동 범주화는 (그림1)과 같은 시스템으

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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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체 시스템 구조도

3.2 Crawler

  사 구축  실험을 한 자료들을 직  인터넷에

서 다운받기 해서 크라울러를 제작하 다. 크라울

러는 (그림2)과 같이 제작하 다.

  URL들은 Frontier에 장되게 되고 DNS resolver

를 통해 URL을 IP주소로 바꿔 Downloader를 통해 

Content를 다운받게된다. Extractor는 다운받은 

URL의 Child URL들을 추출하게되고 Frontier에 종

복된 URL이 있는지 확인하는 DUE를 통해, 없으면 

URL Frontier에 Child URL들을 장하게된

다.[5,6,7]

   과정의 반복통해 사 구축  실험을 한 웹

문서들을 수집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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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imple Crawler

3.3 Repository, Tokenizer

   수집된 웹문서들은 Html형식으로 Repository에 

장되며 Tokenizer와 Html Parcer를 통해 각 문서

를 표하는 feature(term)들을 token화하고 불필요

한 태그를 제거한후 txt화일로 장된다.[5,6]

3.4 형태소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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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경 제 정 치 과 학 스포츠

X 15626 10203 9960 10119 8078

2 10309 6334 5849 5872 5003

3 12543 7580 7262 7473 5923

4 13564 8309 8070 8268 6473

5 14342 9001 8789 8956 6972

   Token화된 웹문서에 해서 그 문서를 표할 

수 있는 한  Feature들을 추출하기 해 형태소분

석기(HAM)를 사용하 다.

   한국어는 어와 달리 한 어 이 하나 이상의 형

태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색인어를 추출하기 

해서는 어 을 이루고 있는 형태소들에 한 인식 

 분리가 이루어져야한다.[4] 

   (그림3)은 Token화된 정치분야 웹문서를 형태소

분석한 결과의 일부분이다.

[그림 3] 형태소 분석

3.5 명사추출기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Keyword(Feature)들을 추

출하려면 각 단어에 해서 형태소분석을 통한 

Feature로서 가치가 있는 명사들을 추출한다. 

    (그림3)와 같이 각 웹문서에 해서 형태소분

석기를 통해 각 Feature마다 형태소의 기본형과 품

사를 알수 있는데, 여기서 명사(N)만을 추출하는 명

사추출기를 구 하 다.

3.6 사 구축

   본 논문에서는 각 한 웹문서에 한 가 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각 분야별 사 을 구축하여, 형

태소분석기와 명사추출기를 통해 색인된 각 웹문서

의 Feature들에 한 Frequency를 계산했다.

   한 각 사 의 독립성을 높이고, 효율 인 범주

화를 해서 각 분야별 복된 단어수를 나타내는 

임계치만큼 복제거사 을 구축하여 비교, 실험하

다.

   

3.7 Categorizator

   형태소분석기와 명사추출기를 통해 가공된 각 한

웹문서와 구축된 각 분야별 사 을 통해 Feature

들의 Frequency를 계산하여, 가장 높은 weight를 

가진 분야로 범주화하는 Categorizator를 구 하

다.

   (그림4)는 Catagorizator가 정치분야 웹문서들의 

Feature를 각 분야별 사 을 통해 hit율을 계산하고, 

각 분야별 사 에 따른 웹문서들의 weight를 비교

해 가장 큰값을 가지는 분야로 범주화하는 것을 보

여 다.

[그림 4] Categorization

4 . 실험  평가

4.1 실험 방법  데이터 구성 

   문서 분류의 실험 상 문서집단으로서는 한겨

신문기사에서 임의로 추출한 5개의 카테고리로 이루

어진 1650건의 기사를 이용하 다. 이  각 카테고

리당 130건의 기사를 이용하여 Train Set을 구성하

여 사 구축을 하 고, 각 200건의 기사를 Test Set

으로 두어 실험하 다.

   <표 1>은 임계치에 따라 복단어제거를 하지 

않은 사 (X)부터 5개까지 복단어 제거한 각 분야

별 사 의 Feature개수이다.

<표 1> 각 분야별 Feature 개수

   200건의 기사로 만들어진 Test Set과 와 같이 

만들어진 사 을 임계치에 따라 웹문서의 가 치

(weight)를 각 분야별로 계산하고 그 값에 따라 분

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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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결과

   한겨 신문기사 200건을 Test Set으로 분류를 실

험한 결과를 아래 <표 2>와 (그림 5)에 나타내었다.

[표 2] 복단어제거사 에 한 분류실험 정확도결과(%)

문 화 경 제 정 치 과 학 스포츠

X 100 92 96 97.5 92.5

2 99 93.5 96 98 95

3 100 92 97 97 95.5

4 100 91.5 96 97 94

5 100 92 96 97.5 92.5

86

88

90

92

94

96

98

100

문 화 경 제 정 치 과 학 스포츠

X

2

3

4

5

(그림 5) 정확도 비교 그래

    결과를 보면 복단어제거 분야별 사 구축을 

통한 한 웹문서 분류 성능이 향상될 것이라는 본 

논문의 가정이 옳음을 입증하고 있다.

   복단어제거를 하지 않은 사 을 통해 분류한 

결과보다 약 1~3%의 정확도 개선을 보 다. 따라서 

자동 문서 범주화 수행단계 , 한  웹문서들의 각 

분야에 해서 사 구축을 하고, 복단어제거를 통

해서 각 사 들에 한 독립성 높임으로써 보다 효

과 인 문서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  웹문서들의 자동분류시 사용

하는 사 을 각 분야별로 구축을 하고, 각 사 들에 

해 독립성을 높 을 때 더욱 그 분야에 한 표

성을 지닌다는 직 인 논리에 근거해서 복단어

제거 사 구축을 통한 분류방법을 제안하 다.

   본 방법은 한  웹문서에 한 가 치를 계산하

는데 있어, 요한 기 이 되는 사 에서 각 분야를 

표하는 복된 Feature들을 임계치를 두어 제거함

으로써 각 분야별 사 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법이

다.

   실험에서 본 논문의 가 치 계산방법은 기존의 

일반 인 용어빈도 가 치 계산방법에 비해 좋은결

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복단어제거 사 구축을 

통한 분류방법이 직 에 잘 들어 들어맞는 모델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분류성능을 보다 높이기 해서 사 구축

에 필요한 일정한 양과 기간을 다르게 용 시키는 

방법과 분류분야가 서로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을

시 사 의 표성을 높이는 방법등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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