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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사이트의 블로그에서 등록된 게시물을 분류, 표현하는 방식으로 카테고리 분류방식과 Tag 
cloud 분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카테고리분류방식은 같은 게시물이라도 블로그 관리자 
별로 해당 분류의 생성기준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다른 분류에 속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찾고

자 하는 게시물을 검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사용되는 Tag cloud 방식은 태그들을 흩어놓아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는데 한계가 있
다. 이에 본 논문은 블로그에서 태그들을 그룹화하여 구현한 트리형 Tag cloud(이하 ‘TreeTag 
cloud’) 모델을 통해 카테고리 분류방식의 트리 구조의 장점인 직관성 및 구조화와 Tag cloud 분류

방식의 장점인 짧은 search depth 를 결합하여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1. 서론  

2004 년 10 월 실리콘 밸리에서 개최한 WEB 2.0 컨
퍼런스에서 오라이얼리의 Tim O’relly 가 WEB 2.0 이
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로 인터넷은 급격히 WEB 
2.0 으로 흐르고 있다[1]. WEB 2.0 은 Open, personality 
이라는 큰 키워드를 가지고 현재 인터넷을 통해 급
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 WEB 2.0 환경에서 블로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1 인 미디어로서의 
블로그는 일상적인 글에서부터 전문적인 글까지 다

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8] 또한 블로그는 서로 
연결되어 다른 사람과 쉽게 컨텐츠를 공유할 수도 
있고, 내용 또한 자주 업데이트가 된다[9]. 이러한 블
로그에서 등록된 컨텐츠 분류방식으로 태그를 활용

하는 방식의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 
Tag cloud 가 태깅된 정보들을 분류, 표현하는데 보편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블로그 서비스가 막 시작되는 시기에 게시물을 등

록할 때 등록자가 이미 생성한 그룹항목 중 게시물 
내용의 성격에 부합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

식으로 카테고리 분류방식을 대부분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분류방식은 해당 컨텐츠를 생성하는 생성

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그룹에 묶일 
수 있어 컨텐츠 생성자와 다른 관점에서 컨텐츠의 
성격을 판단하는 이용자에게는 찾고자 하는 게시물

을 검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

이 있다. 이에 이를 개선하는 분류방식으로 온라인 
쇼핑몰인 amazon.com, 온라인 소셜 북마크 사이트 
del.icio.us 를 비롯하여 blogger.com, 테터툴스 등의 블
로그 서비스 등 최근 많은 웹사이트와 블로그에서 
구현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분류방식으로 Tag 
cloud 분류방식이 있다[3][5]. 이 방식은 게시물을 등
록할 때 등록자가 내용과 관련 있는 단어들을 기입

하도록 하고 이용자는 이 단어들의 목록을 이용하여 
찾고자 하는 게시물을 찾을 수 있다. 즉, search depth
를 0 로 줄임으로써 이용자들이 추가 작업 없이 원하

는 게시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컨텐츠 별로 등록된 태그들이 중복되지 않고 
별개의 태그로 구성되는 경향이 짙어질수록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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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리스트에 표현할 태그가 많아져 도리어 이용자

가 원하는 태그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카테고리 방식의 
특성 중 하나인 트리구조와 Tag cloud 방식의 장점을 
결합하여 각 단점을 보완하는 TreeTag cloud 방식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관련 
분류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3 장에서 Tag cloud 방식

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4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TreeTag cloud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5 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를 기술한다. 

  
2. 관련분류 방식 

본 장에서는 현재 분류방식 중 대표적인 카테고리 
방식과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Tag cloud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2.1. 카테고리 방식 

카테고리란 범주라는 뜻이고 범주는 사물을 분류

한다는 뜻으로 가장 오래된 분류방식이며 가장 일반

적인 분류방식이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류

철 분류방식에서부터 PC 의 디렉터리 관리까지 다양

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7][10] 가장 익숙한 분
류방식 중 하나라고 하겠다.  

(그림 1)은 흔히 볼 수 있는 블로그의 카테고리 방
식의 게시물 분류 예이다. 

 

 
(그림 1) 국내 블로그 사이트 테터툴스에서 제공하

는 카테고리 예 

2.2. Tag cloud 방식 

태그는 꼬리표라는 말로 그 사물에 그것의 특징적

인 성질의 단어를 부여한다는 뜻이다. 최근 블로그에

서 카테고리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는 분류방식으로 이 태그를 활용한 방식

이 Tag cloud 방식이다[2][6][12]. 
사실 Tag cloud 는 정보검색 측면보다는 해당 블로

그에 등록된 컨텐츠 종류의 빈도수를 보여주는 방식

으로서 태그들을 일정 화면 영역에 나열함으로써 해
당 블로그의 성격과 다루는 분야 등을 파악할 수 있
으며 빈도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색깔을 달리하거

나 또는 크기를 달리하기도 한다. 
(그림 2)는 Tag cloud 의 예로 해당 블로그의 컨텐

츠들에 각각 다수의 태그를 입력하고 이를 태그의 
빈도에 따라 색깔과 글자크기를 달리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림 2) web2.0korea.org 의 Tag Cloud 화면 

 
3. 카테고리 분류 방식과 Tag cloud 분류방식의 문제

점 

3.1 카테고리 방식의 문제점 

게시물을 등록할 카테고리 방식에 부합되도록 하
려면 이미 생성되어있거나 또는 생성할 하나의 단어

를 선택하여 그 이름의 분류에 소속되어야 한다. 하
지만 블로그에서 게시물을 작성할 때 정확히 하나의 
분류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것이 카테고리 방식의 
가장 큰 한계이다. 어떤 목적에 의해 작성되는 문서

들은 해당 목적에 맞는 분류가 명확하지만 블로그 
같이 자유롭게 작성되는 글의 경우 등록시킬 카테고

리 항목을 하나로 명확히 잡기 힘들다. 이렇듯 하나

의 글이 하나의 카테고리 항목으로 표현할 수 없을 
경우 컨텐츠 작성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카
테고리 항목을 선택해야 하므로 방문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다를 경우 해당 컨텐츠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이 없게 된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 항목에 등록시키는 다중 카테고리 방식이 
있다[2]. 

 
(그림 3)은 다중 카테고리 방식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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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중 카테고리 방식 

3.2 Tag cloud 방식의 문제점 

Tag cloud 를 통해서 방문자들은 해당 블로그에 등
록된 컨텐츠들의 성격과 빈도를 알 수 있지만 어떤 
자료를 찾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한 방문자인 
경우 찾고자 하는 자료의 키워드를 찾기 위한 어떤 
일관된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선형검색 
방법을 이용해 검색하게 되므로 O(n)의 수행복잡도를 
가진다[4]. 

  
4. TreeTag cloud 모델 

4.1 TreeTag cloud 모델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TreeTag cloud 방식은 해당 
블로그에 등록된 컨텐츠 목록을 분류하는데 등록된 
태그들을 그룹화하여 구현한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표 1)과 같다. 
 

(표 1) 사용 용어 설명 

용 어 설       명 
Cn 태그가 붙은 content (n : 상수) 
c 최상위 노드의 조건 태그 수 
d 트리의 depth 
T 태그 
Tx 해당 블로그에 있는 태그  x 의 수 
Nd 트리구조의 d  depth 노드 
cnt( x) x 의 개수 

 
블로그에 게시되는 컨텐츠는 (그림 4)와 같은 구조

로 형성된다.  
 

 
(그림 4) 블로그 컨텐츠 구조 예 

방문자로부터 입력 받은 c 를 이용하여 cnt(Tx) >= c 

조건에 부합하는 T 를 최상위 노드(N0)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Tag cloud 로 구성한다. 그 뒤 각 N0의 T 를 
포함하는 Cn의 T 들을 그룹화하여 cnt(Tx) > c 인 T 를 
하위 노드(N1)로 두고 나머지는 역시 Tag cloud 로 구
성한 뒤 각 노드(N1)의 T 를 포함하는 Cn 들을 그룹화

하여 위를 반복한다. 만일 Nd = d 이거나 그룹화한 T
가 없을 경우 반복을 종료한다. 이때 Nd = d 로 종료

되었을 경우 나머지 T 를 Tag cloud 로 구현한다. 다
음의 (그림 5), (그림 6)은 각각 본 논문에서 제안한 
TreeTag cloud 구성 데이터 XML, 구현결과 화면이다. 
구현결과는 c = 2, d = 3 의 조건으로 구현하였다. 

 

 

(그림 5) TreeTag cloud 구성 데이터 XML 

 

 

(그림 6) Tag-Tree cloud 화면 

 
4.2 TreeTag cloud 모델 장점 

한 연구원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유저인터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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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설계 시 매뉴항목 따위를 나열 할 때 2 단 이상의 
가로-세로 배열은 세로 배열보다 상대적으로 긴 시선

이동 경로가 복잡하여 사용자가 화면의 내용을 인식

하는 속도를 느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11]. 이 연구의 
결과를 적용해본다면 현재 Tag cloud 방식의 표현형식

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 텍스트문서 단어나열방식

은 시선이동경로가 좌에서 우로, 그리고 다시 좌로 
돌아와야 하는 긴 시선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어 필
요한 태그를 검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태그를 세로로 나열한다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누적되는 태그의 특성으

로 볼 때 긴 페이지를 만들어 스크롤이 필요하게 되
어 더 불편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TreeTag cloud 는 트리구조

의 특징으로 세로배열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른

쪽 사선방향으로 시선이동을 유도함으로써 Tag cloud 
방식보다 짧은 시선이동 경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식노드를 닫거나 열 수 있어 화면에 필요한 부분

만 검색할 수 있으며 등록된 태그를 구조화 함으로

써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데 좀 더 용이하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Tag cloud 분류방식을 사용하는 웹사이트들은 단점

을 보완하고자 카테고리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 단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사용

하기 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둘을 결합하여 
서로의 단점을 보완한 분류방식을 사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컨텐츠들을 분류할 수 있고 방문자 입장

에서는 찾고자 하는 정보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게시물 게시자의 비 연관성 태그 
및 모든 게시물에 별도의 태그 하나씩만 입력을 할 
경우 효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컨텐츠에 태
깅 하는 주체는 컨텐츠 생산자(작성자)가 되므로 태
그 값은 전적으로 작성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에 타 블로그 간 같은 부류의 컨텐츠

라도 다른 분류에 속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띄어쓰기나 영문과 한글의 중복표현으로 실제 같은 
뜻인데도 두 개 이상의 태그가 생성될 수 있는 문제 
또한 안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자동 태깅 시스템

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된 상태이다[6][12]. 이 부분

은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로컬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저장 시 디렉터리 

분류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분류방식으로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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