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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인터넷 기술의 비약 인 발 으로 웹상에 많은 양의 정보가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검색
하고 활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검색방식은 단순히 텍스트 매칭(Text matching)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많은 자료들 사이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검색할 
자료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와 유사한 자료를 검색해주는 웹 문서 검색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를 해 울산 학교 어휘 지능망인 U-WIN을 기반으로 개념  도와 단어 간의 유사성 측정을 이용

하여 의미 인 검색이 되도록 하 다.

1. 서론

  인터넷 사용 증가와 련 기술의 발달로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웹상에 분포하게 되었다. 이런 정보

들을 효율 이고 합하게 검색하는 방법에 한 필

요성이 두되면서 각 분야의 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련된 시스템이나 검색 엔진들이 개발되어지

고 있다. 

  그러나 재의 검색기법은 텍스트 매칭(Text- 

matching) 기반으로 동음이의어(homonym) 문제, 텍

스트 자원이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 외에 공통개념이 

공유되지 않아 분산자료에서 정보통합의 어려움 등

을 가지고 있어 정확한 검색결과에 한계가 있다.[1]

  이런 문제들로 인해 차세  지능형 웹인 시맨틱 

웹(Semantic Web)이 등장하게 되었다. 시맨틱 웹 

응용의 가장 심  개념으로 지식을 서술하는 온톨

로지(Ontology)는 웹 기반의 지식 처리나 응용 로

그램 사이의 지식 공유, 재사용 등이 가능한 단어와 

계들로 구성된 일종의 사 으로서 생각할 수 있

다.[1][2] 이러한 어휘 사 의 역할 이외에 지식을 

효과 으로 표 하기 해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보간의 계를 설정하며 범 한 도메인에 용

이 가능하도록 표 을 제시한다. 최근에는 의료나 

자, 기계 등의 특정 도메인에 련된 단어들을 계

층 으로 표 한 Domain Ontology와 WordNet등을 

이용해 단어 간의 계를 정의한 Linguistic 

Ontology 분야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Linguistic Ontology의 일종인 울

산 학교 어휘 지능망(UOU-Word Intelligent 

Network : U-WIN)을 기반으로 개념간 의미 유사도 

측정방안을 통해 의미 으로 유사한 문서를 검색하

다. 특히 검증을 하여 분류가 명확한 교육 분야

의 웹 문서를 이용해 실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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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연구 

  지능 인 정보검색을 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

는 기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텍스트를 이루고 있

는 단어들을 추출하여 통계 인 데이터를 산출하는 

문서 색인(indexing)방법과 텍스트를 통계 으로 분

석하는 내용 기반 여과(content-based filtering) 방

법, 유사한 취향의 다른 사용자가 선호하는 아이템

을 추천하는 방식인 동에 의한 정보 추천

(collaborative recommendation), 사용자를 신해 

작업을 수행하는 소 트웨어 에이 트(software 

agent),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피드백을 얻는 방식과 

사용자 로 일을 변경하는 알고리즘에 따라 구분

할 수 있는 사용자 기호에 한 학습 방법 등이 있

다.[3]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여 히 사용자가 원

하는 검색 결과를 충족 시켜주지 못하고 있어 의미

 유사도 측정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3. 체 시스템의 구성

  제안하는 웹 문서 검색 시스템의 체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사용자 웹 문서의 메타데이터

(MetaData) 정보와 상이 되는 문서의 메타데이터 

정보 간의 유사도 측정을 통해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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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한 웹 문서 검색 시스템의 개념도

3.1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교육정보 메타데이터의 구 방법으로는 LOM 방

식과 Dublin Core 방식, ERM 방식, KEM 방식이 

있다. LOM 방식은 SCORM (Sharable Contents 

Object Reference Model)에서 채택해  세계 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방식이며, Dublin Core 

방식은 교육 분야에서 특정한 한정어를 강화하고 자

원의 신속한 검색이 가능하여 가장 범용 인 방식이

다. ERM 방식은 e-learning 분야를 포함한 교육 분

야, 자책, 디지털 도서 , 지식 리 등에서의 교

육 자원에 한 기술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직

인 목 으로 하고 있고, KEM (Korea Educational 

Meta-data)방식은 학습용 컨텐츠를 포함한 교육 정

보에 한 일 성 있는 설명을 도울 수 있는 일반

인 명명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 방식이다.

  교육정보의 일반 인 메타데이터는 자료의 표제

(Title), 내용을 기술한 개인 는 단체명(Creator), 

내용에 한 개요(Description), 발행처 정보

(Publisher), 자료내용 유형(Type), 자료처리에 필요

한 정보와 크기(Format), 자료 근 정보(Identifier)

등을 이용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웹 문서의 제목

과 목차의 명사만을 이용하여 메타데이터 정보를 구

성한다.

3.2 U-WIN

  U-WIN은 울산 학교 한국어처리연구실에서 

WordNet을 기반으로 구축한 우리말 어휘 데이터베

이스로, 한국어의 명사를 가지고 제작하여 재 18

만개의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4] WordNet과 같이 

의미를 기 으로 계층 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은 U-WIN에서 “학문”에 한 계층  구조

를 보여주고 있다.  

학문

수학 생물학 윤리학물리학

식물유전학식물생태학 식물생리학

[그림 2] U-WIN에서 “학문”에 한 구성도

3.3 유사도 측정을 한 개념  근

  유사한 문서의 검색을 해서는 확장된 메타데이

터인 단어간 유사도 측정이 필요하다. 단어들 간의 

유사도 측정을 해 고려될 수 있는 특징으로는 깊

이(Depth), 정보량(Information Content), 도

(Density), 거리(Distance)가 있다.[5] 본 논문에서는 

단어의 깊이 정보가 상이함에 착안해 단어들 간의 

거리와 단어의 의성 문제를 해결하기 한 개념  

도를 고려하여 유사도를 측정한다. 다음 4장과 5

장에서는 각각의 방법에 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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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념간 유사도 측정

  구성된 메타데이터 정보, 즉 단어들의 개념  거

리를 이용해 웹 문서간 유사도를 측정한다. [그림 3]

은 “물리학”과 “운동학”의 개념간 구조  거리를 

로 나타내고 있다.

물리학

광학 역학

반사광학기하광학 분광학

고주파분광학

운동학 유체역학

학문

수학

항공역학공기역학

[그림 3] “물리학”과 “운동학” 사이의 구조

  두 개념간 거리를 이용한 유사도 측정 방법은 아

래와 같다.

Distance = min[len (C 1,C 2 )] ------------ (1)

                       1
Sim(C 1,C 2 ) = --------------  ------------ (2)
               Distance 

여기서 len (C 1,C 2 )는 비교 상이 되는 C 1과C 2의 

개념간 거리로 최단거리(min 값)를 구한다. 유사도

는 거리에 반비례하므로 수식 (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림 4]는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운동학”과 

“물리학” 간의 최단거리  유사도를 측정한 결과이

다. 

 HyperTree:*Root*#n#1 인지#n#7 지식#n#2 학문#n#1 

 과학#n#1 자연과학#n#1 물리학#n#1 역학#n#2 운동학#n#1

 HyperTree:*Root*#n#1 인지#n#7 지식#n#2 학문#n#1 

 과학#n#1 자연과학#n#1 물리학#n#1

 최단거리 : 3,          유사도 측정값 = 0.3333333333

[그림 4] 거리  유사도 측정

  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표 1>과 같이 교육

과 련된 웹 문서들의 유사도를 측정해 보았다. A

문서는 유사도 측정시 기 이 되는 사용자의 문서로 

5개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고 B문서는 검

색 상이 되는 문서  하나로 7개의 메타데이터 정

보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웹 문서간 유사도 측정 결과 

       A문서 

 B문서    

문명 수학 종류 교과 언어

#n#2 #n#3 #n#2 #n#1 #n#1

정수론 #n#1 0.10000 0.50000 0.14285 0.10000 0.12500

소개 #n#1 0.10000 0.10000 0.14285 0.08333 0.12500

수치 #n#3 0.11111 0.11111 0.16666 0.09090 0.14285

연산 #n#2

개념 #n#1 0.12500 0.25000 0.20000 0.12500 0.16666

군 #n#16 0.12500 0.12500 0.20000 0.10000 0.16666

범 #n#2 0.11111 0.11111 0.16666 0.09090 0.14285

평균,계 0.72460 0.67222 1.19722 1.01902 0.59013 0.86902

  <표 1>에서 평균값 0.72460은 A문서와 B문서 간

의 유사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n개의 웹 문서들과 비교하여 유사성이 높은 문서 순

서로 검색하게 된다.  

5.  개념  도 측정

  개념  도란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

고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한 것이다. 즉 의

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각 의미별 역을 설정한 

후 각 역의 개념  도를 구하기 해 역내 노

드의 수를 세어 구할 수 있다. 이때 역내 노드 수

가 많을수록 높은 도값을 가지고 노드 수가 을

수록 상 으로 낮은 도값을 가진다.[6] 

Sense 1

Sense 2

Sense 3
Sense 4

W

[그림 5] 개념  도

  [그림 5]는 개념  도를 통해 단어의 모호성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를 들어 단어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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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각각은 U-WIN의 

subhierarchy에 포함되며, 이는 각 의미(Sense)별 

역이 된다. 역내의 각 은 의성이 있는 단어 

W와 W가 존재하는 문맥상의 다른 단어들 간의 유

사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4가지 역  하나

의 역에 포함된다. 각 역내 존재하는 인 노드

의 수를 세는 방법을 이용하여 개념  도를 구한

다. 개념  도가 클수록, 즉 역이 클수록 각 문

맥에서 정확한 의미를 표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5]의 경우 Sense 4의 도가 가장 크므로 찾고자 하

는 문맥에 가장 알맞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표 2>는 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이용 로 

“수학”이라는 단어는 U-WIN에서 “물의 상에 

하여 연구하는 학문#n#1”과 “수량  공간의 성질에 

하여 연구하는 학문#n#3”으로 의성이 있어 유사

도 측정시 개념  도를 고려해 유사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표 2> 개념  도에 의한 의성 해소

단어 통계학 부호 검정 제 순 부여 방식 비교 계

수학

#n#1 0.2500 0.1250 0.1250 0.0769 0.1111 0.1250 0.1428 0.0909 1.0467

#n#3 0.5000 0.1250 0.1250 0.0769 0.1111 0.1250 0.1428 0.0909 1.2967

   결과로 이 웹 문서가 3번째 의미의 “수학”이라

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의성 문제는 해결 될 수 

있다.

6. 실험  평가

  실험을 해 본 논문에서는 웹 문서  워포인

트 문서를 5개 과목(생물학, 수학, 물리학, 경제학, 

윤리학)으로 사 에 분류하 다.  각 문서에서의 

제목과 목차를 구문 분석하여 명사만을 추출한 후 

메타데이터 정보를 구축하 고 U-WIN 1.0 버 을 

이용해 실험하 다. 

  성능 평가의 척도를 해 재 률과 정확률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 다. 재 률과 정확률 값을 구

하기 해 각 요소 a, b, c, d의 계를 [그림 6]과 

같이 표  하 다. a+b+c+d는 체 데이터베이스이

고, a+c는 검색과 련된 총 웹 문서, a+b는 검색에 

의해 검색된 웹 문서로 해석할 수 있다. 

재현률

     a
  --------- = 83%    a + c

정확률

     a
  --------- = 71 %    a + b

[그림 6] 실험 결과  요소별 계

  실험 결과에서 측정 결과를 감소시킨 요인으로, 

정제된 메타데이터 정보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으

로 단된다. 실험시 사용한 웹 문서는 규격화가 되

어있지 않아 메타데이터로 구성할 단어의 수가 거

나 외국어인 경우가 많았고 요 단어에 비해 비

이 낮은 단어들이 많이 존재해 측정 결과를 떨어뜨

렸다.   

7.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Linguistic Ontology의 일종인 

U-WIN을 기반으로 개념  거리와 개념  도를 

이용하여 유사한 웹 문서 검색을 제안하 다.  결

과를 토 로 개념 기반 문서 검색  문서 분류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좀 더 높은 정확률을 

해서는 메타데이터 련 연구  유사도 측정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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