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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중에서 개개인 사용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추출하여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의 문서 집합으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주제의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해 낼 수 있는 문서 패턴 검색 방법을 제시한다. 사용자 선호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위 트리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키워드 마이닝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

하여 문서 집합에서 매치된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생성된 프로파일을 이용한 검색 
기법의 효용성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1. 서론 

데이터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내는 것

은 다양하게 연구되어 온 분야이다. 정보 추출이 가

지는 의미는 단순히 사용자의 질의에 적합한 문서를 
찾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문서들로부터 발견할 수 있

는 관계 또는 관심 있는 패턴, 숨겨진 새로운 사실들

을 추출하는 행위를 포괄한다[1]. 범용 검색 엔진의 
키워드 검색을 이용하거나 SQL 을 작성하여 데이터

를 검색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질의 입력 및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준다. 또한 개개인 사용자의 특성을 파

악하지 않기 때문에 각 사용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정

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용량의 데

이터베이스로부터 개별적 사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를 
정확히 검색하는 효과적인 기법이 필요하다. 

질의에 적합한 문서 또는 구조화된 정보를 찾는 것

은 문서 검색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DISCOVER[5], 
BANKS[6]는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키워드 입력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이다. 문서 검

색의 또 다른 목적은 문서로부터 숨겨진 패턴이나 구

조적인 특징을 발견하는 것이다. 문서에서 패턴을 추

출하는 기존의 방법[8, 9]은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한다. QXtract[7]는 
대량의 문서에서도 효과적이지만 단순히 문서 구조

만을 추출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서 내에서의 정확한 패턴 추출을 

위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주제 또는 특정 분야

에 대해 예제 기반의 프로파일(profile)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문서를 검색하는 기법

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전위 트리 기반의 사용자 프로파일 생성 기법 

프로파일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중요 키워드로 구

성되며 불필요한 정보들을 여과하여 사용자에게 적

합한 정보들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정보

의 질을 위해서는 프로파일을 어떤 특성들을 이용하

여 어떤 방식으로 생성하는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

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로파일의 생성은 키워

드 추출과 키워드 마이닝의 두 단계로 구분된다. 2.1
절에서는 사용자가 예제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2.2 절에서는 추출된 
키워드를 마이닝하여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기법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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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프로파일을 위한 키워드 추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어 빈도수(word 
frequency) 기반으로 프로파일을 생성한다. 문서에 나

타난 빈도수가 높은 단어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키워

드로 추출하는 것이다[4]. 그러나 단어의 중요도가 단

지 출현 빈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

히려 출현 횟수는 적어도 소제목이나 강조 효과가 적

용된 단어는 문서 내에서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다

[3]. 따라서 [3]에서 제안한 스타일 기반의 변형된 가

중치 공식에 따라 단어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키워드

를 추출한다. 변형된 가중치 공식은 식(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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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추출 대상은 사용자에게 예제 문서로 주어

진다. 사용자가 문서에서 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분

을 선택하면 식(1)에 의해 단어 wi 와 가중치 fi 가 나

오며, 가중치가 사용자가 지정한 키워드 추출값 K 이

상인 단어들로 트랜잭션(transaction) Tk 를 생성한다. 
각 트랜잭션은 다음과 같이 출현 순서를 나타내는 
TID 와 유한한 단어 집합으로 구성된다. 

Tk = { <TID = k>, { wk1, …, wkn } }, wk1 < … < wkn 
 
2.2 프로파일을 위한 키워드 마이닝 

키워드를 추출한 뒤에는 그 키워드들이 잠재적으

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키워

드를 단순히 축적하기만 하면 문맥 정보를 잃어버리

거나 연관이 있는 단어 사이의 의존 관계 정보를 반

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4]. 단어들 간의 의존도는 
결국 그 단어들로 이루어진 연관 규칙(association rule)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관 규칙은 빈발 항목 집합

(frequent itemset)으로부터 찾아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전위 트리(prefix tree) 구조[2]를 이용한 키워드 마이닝

을 통해 단어 간의 연관 규칙을 찾아내고 프로파일을 
생성한다. 
 

전위 트리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1. ‘null’ 값을 가지는 하나의 루트 노드를 가진다. 
2. 각 노드는 단위 항목, 단위 항목의 출현 빈도

수, 자식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 필드를 가진다.
3. 항목 집합(itemset) I = i1…ik 에 대해서 각 항목 

i1, …, ik 는 사전적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I 에 
대한 전위 트리의 경로는 root i1 … ik (ik∈I, 
k≥1) 로 표현한다. I 의 출현 빈도수는 경로 
의 마지막 노드 ik의 출현 빈도수로 나타낸다. 

 
정확한 마이닝을 위해서 전처리를 위한 해쉬 테이

블(hash table)을 관리한다. 해쉬 테이블의 각 엔트리는 

엔트리의 주소 값, 출현 단어와 단어의 빈도수 필드

로 구성되며, 트랜잭션의 단어들을 저장하고 빈도수

를 증가시킨다. 단어의 출현 비율이 사용자가 지정한 
최소 지지도 S 이하인 동안 해당 단어는 전위 트리

의 입력 트랜잭션의 항목에서 제외된다. 이는 마이닝

에 대한 사전 전지(pre-pruning) 효과를 가져오며 전

위 트리를 최소 지지도 이상인 빈발 항목 집합들만

으로 구성한다. 
 

전위 트리를 이용한 마이닝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Tk 의 항목들을 해쉬 테이블에 적재하고 S 이상

인 항목들로 트랜잭션 Tk’ 을 만든다. 
2. Tk’ 의 모든 부분 집합에 속하는 항목 집합 { Ij | 

Ij∈{2Tk’-φ}, 1≤j≤2|Tk’|-1 } 에 대해 동일 항목에 
해당하는 전위 트리의 노드 경로를 검색한다. 
① 전위 트리에 Ij 에 대한 경로가 존재하면 Ij 

의 각 항목에 대응하는 노드의 출현 빈도수

를 해쉬 테이블의 단어 빈도수로 갱신한다. 
② Ij 가 전위 트리에 없는 항목 집합이면 해당 

항목들을 전위 트리에 삽입하고 출현 빈도수

를 해쉬 테이블의 단어 빈도수로 갱신한다. 
3.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 단계 1, 2를 수행한다. 

 
전위 트리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주제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해 높은 빈도로 출현한 키워드 및 키

워드들의 연관 관계가 저장되며, 이 전위 트리를 그 
사용자를 위한 프로파일로 사용한다. 프로파일 생성

의 전체적인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프로파일 생성의 전체 구성 

 
3. 사용자 프로파일을 이용한 문서 패턴 검색 

생성된 프로파일에는 중요한 단어들과 그 단어들 
간의 연관 관계가 함께 유지되므로, 프로파일을 이용

하면 보다 정밀한 문서의 패턴 정보를 찾을 수 있다.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 문서들을 문단(paragraph) 단

위로 나눈다. 문단은 텍스트 내의 개행 문자(carriage 
return) 및 HTML 문서의 <BR>, <P> 태그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분리된 문단에는 번호를 부여하고 단어들

을 사전적으로 정렬한다. 다음과 같이 각 문서 Di 는 
문단의 집합으로, 문단 Pk 는 출현 순서를 나타내는 
PID 와 유한한 단어 집합으로 구성된다. 

Di = { Pk }, 1≤k≤m 
Pk = { <PID = k>, { wk1, …, wkn } }, wk1 < … < w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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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단위의 검색마다 프로파일의 패턴들과 얼마나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점수를 얻는다[3]. 높은 점

수를 획득한 문단은 그만큼 적합한 문서 부분이라는 
뜻이다. 사용자가 지정한 점수 임계값(threshold) θ 이

하인 문단들은 추출 과정에서 제외하여 요구 점수를 
넘는 부분들만 결과로 제시한다. θ 를 연속으로 넘는 
두 개 이상의 문단에 대해서는 재검색을 수행하여 문

단들 사이에 걸쳐서 나타나는 패턴들을 간과하지 않

도록 한다. 점수 계산식은 다음 식(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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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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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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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l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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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

 
mi = 패턴 i 에서 일치하는 단어의 수, 
li = 패턴 i 의 길이, 
si = 패턴 i 의 지지도 

 
프로파일을 이용한 문서 검색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문서 Di 를 문단 단위 Pk 로 분리하고 연속된 
문단들의 단어를 저장할 확장소 B 를 할당한다.

2. Pk 의 모든 부분 집합에 속하는 단어 집합 { Ij | 
Ij∈{2Pk-φ}, 1≤j≤2|Pk|-1 } 에 대해 동일 항목에 
해당하는 전위 트리의 노드 경로를 탐색한다. 
① Score( Pk ) ≥ θ 이면 B 와 Pk 를 병합하고 B 

의 원소를 재정렬한다. 
② Score( Pk ) < θ 이면 B 를 비운다. 

3. B 가 2개 이상의 문단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단어 집합 { Ij | Ij∈{2B-φ}, 1≤j≤2|B|-1 } 에 대해 
전위 트리의 노드 경로를 탐색한다. 

4. Di 의 모든 문단에 대해 단계 2, 3을 수행한다. 
5. 모든 대상 문서에 대해 단계 1부터 수행한다. 

 
단어 집합 I = i1…ik 에 대응하는 전위 트리의 경로 

root i1 … ik 가 존재할 때 그 경로를 매치된 패턴

(matched pattern)이라고 정의하며, 이 매치된 패턴 집

합이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가 된다. 높은 점수

를 획득한 패턴들은 간접적인 피드백(feedback)으로 
사용하여 프로파일을 학습시키는 역할을 한다. 
 
4. 실험 및 평가 

실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생

성된 프로파일이 선호도를 정확히 반영하는가에 대한 
실험이며, 두 번째는 문서 검색 결과가 정확하게 제

공되는가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 데이터 집합은 <표 1>의 세 가지 종류를 선

택하였다. KIET 데이터는 산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연구 간행물 문서로, 절(section) 구분이 정형화된 보

고서 형식이다. NEWS 데이터는 KBS 웹 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는 9 시 뉴스 대본이며 뉴스의 특성상 분

량과 문단의 수가 거의 동일한 특징이 있다. COURT 
데이터는 법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판례 및 문헌 
데이터 집합으로, 문서 크기의 편차가 심하고 동일한 
절이라도 문서마다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다. 
 

<표 1> Data sets 
데이터

집합 
전체 

문서수

문서

형식

문서 당 
평균 단어수 

문서 당 
평균 문단수 

사용자 
선호도 

KIET 129 hwp 970.50 7.86 금융 산업 동향

NEWS 730 HTML 2593.33 38.05 북한 핵 

COURT 84,531 dbf 1129.71 13.71 저작권 침해 기각

 
4.1 전위 트리 기반의 사용자 프로파일 검증 

프로파일이 사용자의 선호 분야를 정확히 반영하

는지 판단하기 위해 프로파일 생성에서 사용한 예제 
문서 집합에 대해 판정을 수행하였다. 정확도를 판단

하는 기준으로는 F1 measure[10]를 사용한다. 따라서 
정확도는 다음 식(3)과 같다. 

RP
PRAccuracy
+

=
2

                  
식(3)

 
P : 정확율(precision), 
R : 재현율(recall) 

 
[그림 2]는 키워드 추출값 K 와 마이닝 최소 지지

도 S 를 변화시켰을 때 각각 KIET, NEWS, COURT 
데이터의 프로파일 검증 평균 정확도와 추출된 키워

드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K 가 증가하

면 상대적인 정확도가 감소하며 동일한 키워드 추출

에서도 항목 집합의 최소 지지도 S 가 높아질수록 
정확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S 를 지

나치게 높게 잡는 것은 프로파일이 대부분의 연관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적합하지 않다. NEWS 데

이터도 마찬가지로 키워드가 적어지거나 최소 지지

도가 높아질수록 선호도를 잘 반영하지 못하였다. 
COURT 데이터의 경우 0.03 이상의 가중치를 가질 
만큼 중요한 단어가 적게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K 
0.02 이내에서는 키워드들이 높은 연관 관계를 가지

고 있으며 프로파일이 선호도를 제대로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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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 및 S 의 변화에 따른 각 프로파일의 상대적인 평균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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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θ 의 변화에 따른 프로파일 검색의 평균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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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추가 문서 수의 변화에 따른 프로파일 검색의 평균 정확도 
 
4.2 사용자 프로파일을 이용한 문서 패턴 검색 검증 

프로파일을 이용한 검색 성능에 대한 실험을 수행

하였다. [그림 3]은 S 를 0.1, K 를 0.01 로 고정하고 점

수 임계값 θ 를 증가시켰을 때의 평균 정확도 비교 
결과이다. 임계값이 크면 그만큼 패턴이 많이 걸러지

므로 정확도가 감소한다. KIET 와 NEWS 의 경우 약 
50 점 이내에서 많은 패턴이 추출되었다. COURT 데이

터에서는 60 점 이상의 θ 에 대해 패턴을 전혀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단어들 간의 연관 
관계가 짧고 단어 출현 빈도가 적기 때문이다. 

문서 수에 따른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검색 결과 
매치된 부분들을 피드백으로 적용한 경우에 대해 추

가로 실험하였다. [그림 4]는 S 를 0.1, K 를 0.01 로 고

정하고 검색을 수행한 뒤 매치된 부분들을 프로파일

에 추가하였을 때 각 θ 마다의 평균 정확도 그래프이

다. 문서의 수를 0 부터 40 까지 증가시켰을 때 KIET
와 NEWS 데이터는 정확도가 증가하였다. COURT 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기존의 연관 
관계 지지도를 높이지 못하고 새로운 연관 관계들이 
많이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기존 프로파일 기법의 한계를 보완

하여 보다 정확하게 사용자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정

밀한 검색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스타일 적

용 가중치를 이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고 전위 트리

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사용자 프로파일을 구성하였다. 
또한 다양한 도메인에서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더욱 
세부적인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였다. 향

후에는 사용자의 선호도가 다양해질 때 프로파일의 
효과적인 구성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정확도나 실행 속도의 측면에서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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