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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맥 고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뉴스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조회할 때, 해당 콘텐츠와 일치
하거나 련성이 높은 제품 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고기법이다. 그러나 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부분은 콘텐츠와의 계가 다소 떨어지거나, 수동 으로 고주가 선택한 

키워드 는 카테고리 선택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문맥 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서는 사용자가 조회한 콘텐츠내의 문맥정보를 분석하여 콘텐츠와의 련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조회한 콘텐츠의 내용과 보다 련 있는 서비스 제공을 해 콘텐츠의 내용

을 표할 수 있는 요 키워드를 선정하고, 콘텐츠 내에서 추출된 키워드간의 연 성을 분석하여 콘

텐츠와 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해 제안한다.

1. 서론

  최근에 각 을 받고 있는 키워드검색 고는 2004

년 기  온라인 고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1777억(원)으로서 년 비 성장률이 85%에 이른다. 

하지만 상품성 키워드에 한 리와 키워드검색 

고시장이 성장 한계 에 근했다는 문가들의 시

각에 따라 새로운 수요처로 문맥 고(Contextual 

Advertising)가 주목을 받고 있다. 키워드 검색 고

의 경우 사용자는 구매목 을 가지고 주문을 하기 

해 검색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맞는 고를 

보여 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반면, 문맥 고의 경우

는 사용자에게 있어서 흥미 있는 콘텐츠(Contents)

를 볼 시 에 그 상황(문맥)에 맞는 고를 제공함

으로써 랜딩효과와 구매효과를 얻는다고 볼 수 있

다[1][2][3]. 재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기 시범사업으로 부분의 서비스는 해당 콘텐츠

와 다소 연 성이 떨어지거나 계가 없는 상품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해당 

콘텐츠와 련된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문

맥 고에서의 핵심 이슈(Issue)이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문맥 고에서 보다 련 있는 

고를 제공하기 한 연구와 키워드의 연 성에 

한 연구에 해서 소개한다. 3장에서는 뉴스의 내용

과 련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한 제안방법에 

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제안방법에 한 실험  

평가에 해서 기술하고,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과제에 하여 언 한다.

2. 련연구

   본 장에서는 문맥 고에서 보다 콘텐츠와 련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Impedance Coupling

략에 해서 소개한다. 한, 콘텐츠에서의 문맥분

석을 한 키워드간의 연 성에 한 연구에 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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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Impedance Coupling Strategies

   Berthier Ribeiro-Neto[9]는 웹페이지와 련 있

는 고를 제공하기 해 새로운 10가지 략을 제

안하 다. 웹페이지 와 고의 집합 가 주어졌을 

때, 웹페이지 의 고 가 ∈일 경우, 웹페이
지 에서 추출한 키워드들과 고에서 추출한 키워

드들을 단순매치(Simple Match)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벡터공간모델(Vector Space Model)을 사용

한다. 벡터공간모델에서의 질의어와 문서는 차원 

공간에서 가 치벡터(Weight Vector)로 표 된다. 

질의 에서의 단어 와 연 된 가 치 , 문서 

에서의 단어 와 연 된 가 치 가 있을 경우, 

  (w1q,w2q,..., wiq,...,wnq)와 
  (w1j,w2q,..., wij,...,wnj)는 

질의 와 문서 의 가 치이다. 질의와 문서에서의 

가 치는 TFIDF를 이용하며, 유사도는 코사인유사

도 [식1]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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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1]

[9]에서는 웹페이지와 고간의 매칭 되는 키워드가 

없을 때, 웹페이지와 Topic이 같은 다른 웹페이지로

부터 새로운 키워드를 확장 추가해주는 방법에 해 

다양한 략에 하여 제시하 다[9].

2.2 연 키워드그룹 추출기법, 신뢰도  집 도

   연 키워드그룹추출기법[4]은 연 키워드를 추출

하기 한 기법으로서 연 규칙을 이용하여 상키

워드와 연  있는 후보키워드를 찾아내는 기법이다.  

 연 키워드그룹 추출기법은 검색엔진의 Web Log, 

디 토리 등록 사이트 정보, 고 사이트 정보, 키워

드 매 정보를 이용하며 상 키워드별로 사이트 

그룹을 형성한 후 각 사이트를 표하는 요 키워

드를 선별하여 연 규칙과 력  추천에 의한 연  

키워드 후보 집합을 조합하는 방법이다. [4]에서는  

상키워드에 한 사이트 그룹의 여러 문서에서 출

하면서 집 으로 출 하는 키워드가 상키워드

와의 연 성(Relevance)이 높은 키워드라고 제시하

고, 신뢰도(Confidence)와 집 도(Concentration)계

산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4].

 →

 
    [식2]

→ 

 
× 


  [식3]

   : 상 키워드
    : G 에서 이 출 한 사

이트의 수

   : 연  키워드 후보
     : 체 사이트  이 출

한 사이트의 수

   : 에 한 사이트 그룹
    : 이 출 한 사이트 그룹

의 수

   : 에 속한 사이트의 수    : 체 사이트 그룹의 수

3. 콘텐츠 련 연 키워드 묶음  사이트 추천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뉴스를 입력받아 

분석에 필요한 형태소 분석과정과 수정된 TFIDF식

을 이용하여 추출된 키워드의 가 치를 구하고, 추

출된 키워드들의 연 성을 검색하는 과정을 통해 연

된 키워드들을 묶음으로서 뉴스와 련된 여러 개

의 연 키워드 묶음을 생성해내고, 생성된 연 키워

드 묶음  뉴스와 련 있는 매칭키워드를 찾게 된

다. 찾아진 매칭키워드를 추천 상 사이트의 메타

정보와의 매칭을 통해 가장 많이 매칭 되는 사이트

를 검색결과로 제공한다.

(그림 1) 시스템 구조도

(그림 1)은 총 3개의 Step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과

정은 키워드 추출과정으로 수정된 TFIDF식을 이용

하여 키워드벡터에 장한다.









 




[식4] 수정된 TFIDF식

 섹션내출현문서수  섹션내전체문서수
 뉴스섹션별출현수  뉴스전체섹션수
 문서내출현빈도수   문서내출현빈도수값
 전체출현문서수  전체문서수
[식4]는 일반 TFIDF식에 섹션의 개념을 확장 용

한 것으로 체뉴스와 섹션에서 게나오고 사용자

가 본 뉴스 내에서는 많이 나타난 키워드를 요키

워드로 간주하 다. 두 번째 과정은 연 키워드묶음 

생성과정으로 뉴스로부터 추출된 키워드벡터내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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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키워드를 상키워드로 선정하고, 연 키워드 

리스트에서 상키워드와 련된 연 키워드들을 검

색하여 연 키워드리스트에 존재하면 연 이 있다고 

가정하여 연 키워드 묶음으로 생성하 다.

(그림 2) 연 키워드리스트 생성 1

 세 번째 과정은 연 키워드묶음 매칭과정으로 매칭

방법은 각 추천 상 사이트의 메타데이터를 역 일 

인덱스를 만들어 사용한다.

4. 실험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콘텐츠로부터 추

출된 키워드내의 연 된 키워드들을 묶어주고, 련

된 사이트를 추천해주는 것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명사 129,613단어, 인명 113,025명의 

사 , SiteDB에는 명사사  129,613개의 단어에 노

출된 네이버 디 토리에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  

인기도 상  10%이내의 총 260,322개의 사이트 메

타 데이터를 DB에 장하 고, NewsDB에는 네이

버뉴스를 2005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37999개

의 뉴스를 수집하여 DB에 장하여 각각 이용하

다. 연 키워드리스트는 상키워드의 연 키워드 

정보 460,091개를 찾아 일로 장하여 이용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연 키워드를 이용한 련 사

이트 추천의 는 다음과 같다.

<표 1> 뉴스 기사 

뉴스 / 날짜 본문

마이데일리

/

2005-08-25 

권상우가 유지태와 함께 출연 인 화 ‘야수’(김성수 감독, 팝콘필름 

제작) 공개 촬 장에 일본 60개 매체 80여명의 취재진이 열띤 

취재경쟁을 벌여 한류열풍을 실감  했다. ......( 략)......

 조감독 출신 김성수 감독의 데뷔작이며 지난 4월부터 촬 을 시작, 

다음달 크랭크업 정이다. 12월 개 된다.

<표 2> 요키워드 추출 

키워드(TF) Score(TF)
키워드
(TFIDF)

Score

(TFIDF)

키워드
(ModifyTFIDF)

Score

(ModifyTFIDF)

매체 1.0 매체 0.9921 유지태 0.4531

화 0.8571 권상우 0.8551 권상우 0.3576

권상우 0.8571 화 0.7949 야수 0.1696

일본 0.8571 일본 0.7511 취재 조 0.1321

야수 0.5714 유지태 0.5708 취재신청 0.1321

촬  0.5714 야수 0.5698 경쟁언론사 0.1321

유지태 0.5714 촬  0.5467 홍보 계자 0.1321

<표 3> 매칭키워드 묶음 

매칭키워드

(TF)

Score

(TF)

매칭키워드

(TFIDF)

Score

(TFIDF)

매칭키워드

(ModifyTFIDF)

Score

(ModifyTFIDF)

매체,언론 0.6428 매체,언론 0.6301
유지태,권상우,야
수,김성수, 화,주
연,감독,출연 

0.1357

권상우, 화,
유지태,야수,
주연,김성수,
감독,계단,출
연,데뷔 

0.4285 야수,김성수 0.4272 야수,김성수 0.1093

야수,김성수 0.4285

권상우, 화,유
지태,야수,주연,
김성수,감독,계
단,데뷔,출연 

0.4173
권상우,야수,김성
수, 화,주연,감독,
계단,데뷔,출연 

0.0718

<표 4> TF, TFIDF, 수정된 TFIDF 매칭결과 2

<표 2>에서 TF와 TFIDF는 ‘매체’, ‘ 화’, ‘권상우’

가 요키워드로 뽑혔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수

정된 TFIDF는 뉴스를 표하는 요키워드로 ‘유지

태’, ‘권상우’, ‘야수’가 선정되었다. <표 1>의 뉴스기

사 내용상 화 ‘야수’에 한 소개이므로 화 ‘야

수’ 련 키워드들이 요키워드로 추출되어야하며 

화 ‘야수’ 련 사이트들을 추천해주는 것이 문맥

고에서 좀 더 련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 다고 

볼 수 있다. <표 3>은 <표 1>에서 추출된 키워드

들의 연 키워드를 매칭키워드 묶음으로 나타내고,  

매칭키워드를 구성하는 키워드가 치의 평균으로 얻

은 결과이다. <표 4>는 매칭키워드의 매칭결과로서 

TF와 TFIDF는 언론 련 사이트가 제공되었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수정된 TFIDF는 뉴스와 련 있

는 사이트를 제공한 것을 볼 수 있다.

4.1 평가

  의 실험과 련해서 재 포털사에서 제공된 사

이트와 본 논문에서 추천된 사이트가 얼마나 뉴스와 

련이 있는지에 하여 사용자 설문을 통해 뉴스의 

내용과 련된 사이트가 추천되었는지에 하여 평

가하 다. 비교 상 서비스 업체는 미디어다음,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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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 조선일보를 상으로 하 으며 평가항목으로

는 련정도에 따라 1 에서 5 까지 수를 부여하

다. 비교설문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비교설문 결과

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오버추어 코리아사에서 제

공하는 CM(Contents Match), Google사에서 제공하

는 AdSense, 미디어다음에서 제공하고 있는 

Clixmax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비교해 본 

결과 (그림 3)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동아일보, 미디어다음, 조선일보 보다 련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결론  향후 연구

  문맥 고에서는 몇 개의 타겟 된 키워드보다는 

콘텐츠에서 추출된 여러 개의 키워드를 동시에 고려

하는 것이 문맥상 효율 이기 때문에 카테고리에 한

해서 제공되는 몇 개의 타겟 된 키워드만을 사용하

는 것은 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논

문에서 제안한 방법인 콘텐츠내의 키워드를 이용한 

연 키워드 묶음을 사용하여 콘텐츠와 련된 여러 

개의 매칭키워드  가장 요하다고 생각되는 매칭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자동 이고 효율 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로부터 추출된 키워드에 

해서 수정된 TFIDF식을 이용하여 키워드 가 치를 

구하고, 키워드벡터 내에 존재하는 키워드들을 연

키워드리스트를 이용하여 키워드간의 연 성을 검색

하 다. 한 콘텐츠(뉴스)와 련된 연 키워드 묶

음을 생성하여 콘텐츠 련 사이트를 추천해주는 기

법을 제안하 다. 실험평가방법으로는 비교설문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재 제공되고 있

는 서비스보다 콘텐츠와 련성이 높다고 조사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연 키워드 묶음 수행시 요키워

드에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연 키워드리스트에 키워

드 정보가 부족하여 연 키워드 묶음이 생성되지 않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연 키워드리

스트 생성시 어휘가 풍부한 사 과 불용어 사 을 

이용하여 구성하고, 자연어 분석에서 사용하는 좋은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콘텐츠의 내용을 악할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

다. 한, 뉴스 는 지식서비스, 블로그 등 타이틀

에서 추출되는 키워드의 가 치에 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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