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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온톨로지 어노테이션(Annotation)과정은 수동에 의해 대부분의 문서 처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
로 계획적이지 않은 문서 처리는 자칫 일관성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처리되는 문
서들의 도메인이 자주 바뀌면, 수동 어노테이션을 하는 작업자는 객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처리되는 문서집합의 도메인이 최대한 연관성이 유지되도록 처리 문서를 집합하여 나열하
는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첫번째로, 문서들을 유사한 주제 집합으로 형성한다. 두번째로, 두개 이상의 집
합에 겹치는 문서들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겹침이 최대화 되도록 문서들의 처리 순서를 나열한
다. 본 알고리즘을 IT관련 위키피디아 문서집합을 이용하여 평가를 시행했다. 평가 결과 우리의 알고리즘
을 이용하면 처리되는 문서들의 도메인 이동이 무작위로 처리하는 것 보다 연속적이었음을 수치상으로 계
산할 수 있었다.

1. 서  론
온톨로지는 복잡화된 현대의 지식, 정보, 관습, 체계를 표

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의 복잡한 일을 하기 위

해서, 자동차를 이루는 부품의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이

온톨로지를 여타의 추론에 이용하여 복잡한 정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이런 온톨로지의 구축은 (반)자동화된 프로

그램을 이용하거나 [2] 사람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다

[3]. 이런 추세 중에서도 사람이 만든 온톨로지는 그 정

확도나 자세함에 있어서, 기계로 만든 온톨로지보다 우

위에 있으며,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만

든 온톨로지는 기계로 만든 온톨로지보다 일관성의 유지

가 힘들고, 전체적인 평가를 하며 작성하기 힘들고, 많은

양을 만들기도 힘들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온톨로

지 작성을 도와주기 위한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온톨로지 작성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면에 있어서,

온톨로지 작성의 배경이 되는 처리 문서의 주제가 자주

바뀌면, 인간은 일관성을 쉽게 잃게 된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주제가 최대한 바뀌지 않으면

서 일관성있게 인간이 작업할 수 있도록 배경 문서를 나

열해 주는 문제 해결 방법을 소개한다.

우리의 문제 해결 방법은 우선 문서를 집합화하여 주

제 단위로 묶고, 묶여진 문서집합들을 가장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며, 그리고 그 세부 문서들을 가장 주제

연관성이 높도록 다시 나열 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여, 위키피디아의 IT관련 문서

들을 이용하여 시험하였다. 시험결과는 우리의 문제 해

결 방법이 무작위로 문서를 나열하는 방법보다, 더욱 주

제를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인간이 문서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여러 컴퓨터 작업 환경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

다. 왜냐하면 인간이 문서를 작업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

기 힘들다는 것은 종종 발견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이 문제해결 방식은 일반적인 자연언어 문서

처리의 여러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관련연구
온톨로지 제작 과정에서의 자동 및 수동 방법의 장단점

을 살펴보고 이를 돕기 위해 문서 집합을 군집화 하여

나열하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겠다.

2.1. 온톨로지의 구축에 대한 인간의 노력
Text2Onto [2] 프로그램은 문서 집합에서 개념간의 관계

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툴이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한

문서 집합에서 개념들 간의 상하위 체계와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장점이 있으나 추출된 정보의 검증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Stanford Univ. KSL에서 제작한 Ontolingua [3] 시스

템은 수동 온톨로지 제작을 도와주는 툴이다. 이 프로그

램의 특징은 사용자로 하여금 온톨로지 제작 환경을 제

공함으로서 개념 또는 개념간의 관계들을 편리하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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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제작, 수정 또는 재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은 하지만 모든

과정이 반수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생산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

2.2. 온톨로지의 구축 배경문서를 나열하는 방법
Kleinberg의 [5] “Hubs and Authorities” 알고리즘은 문

서간의 링크 정보를 이용하여 비슷한 문서끼리 집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문서들의 링크구조를 이용하여 각 문

서를 hub page와 authorities page로 구분하고 정해진

hub page를 이용하여 문서들을 집합화 하는 방법을 소

개하고 있다.

Lin et al.은 [6] MEDLINE 문서들에 대한 지식추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문서들을 주제별로 군집화 하고

각 문서집합의 중요도에 의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알고

리즘을 연구했다. MEDLINE 문서들의 citation정보에서

키워드를 사용하여 문서들을 집합화 하고 각 문서의

citation count per year (CCPY), citation count (CC),

and journal impact factor (JIF)을 이용하여 각 집합의

중요도를 결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키피디아의 "List_of_XXX" 페이지를

이용하여 문서들을 집합화 하고 문서중복이 최대화가 되

도록 문서집합들을 나열하여 그림1과 같이 사람의 문서

처리 작업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림 100 문서집합 나열을 통한 문서처리 계획

그림 101 문서집합들과 집합겹침 현상

3. 방  법
문서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1) 문

서를 주제에 따라 집합화하고, 2) 만들어진 문서 집합들

의 겹침을 최대화하도록 문서를 나열하는 알고리즘을 선

택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을 통해, 문서의 집합화 

방법과 겹침을 최대화하는 나열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3.1 문서 집합 생성 방법
문서의 집합은 그 안에 속한 문서들이 같은 도메인이 되

도록 만들었다. 위키피디아 문서들을 집합화할 때 카테

고리 정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 카테고리 분류는

사람의 임의대로 한 것이므로 문서의 분류가 자의적인

케이스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st_of_XXX’ 제

목의 hub page들을 가지고 문서들의 집합들을 형성 하

였다. 위키피디아 카테고리 정보는 하나의 문서가 여러

도메인에 포함이 되어야할 경우 정보가 결여되거나 부정

확할 수 있지만 ‘List_of_XXX’ 페이지 안의 문서들은 해

당 도메인을 중심으로 그 안에 해당되는 모든 페이지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페이지간의 연관성이 더 높다. Hub

page들은 또한 그들끼리의 링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

선 hub page간의 링크를 모두 찾아서 401개의 허브페이

지 집합을 발견했고, 각 hub page 집합의 hub page에

링크되어 있는 페이지들을 찾아 하나의 문서 집합을 형

성했다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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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문서의 중복을 최대화하기 위한 알고리즘
하나의 문서는 일반적으로 한개 이상의 hub page에 속

하게 된다. 예를 들어 ‘Database_algorithm’ 페이지는

‘List_of_Algorithms’라는 허브페이지와 ‘List_of_

Database_Algorithms’ 허브페이지에 모두 링크가 있다.

문서처리를 하는 작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복되는

페이지들이 많은 집합들부터 일처리를 하면 이후의 작업

부담이 덜어지게 되기 때문에 클러스터 시퀀스를 중복페

이지가 많은 클러스터부터 나열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

다.

  우선 Page distribution(pd)과 Cluster priority(cp) 두

개의 변수를 설정하였다. Page distribution(pd)은 해당 

페이지가 포함된 문서집합의 개수이다. 즉, pd값이 높으

면 그만큼 그 페이지는 여러 도메인에서 자주 나타나는 

페이지라는 의미이다. Cluster priority(cp)는 해당 문서

집합에 포함된 페이지들의 pd값의 총합이므로 cp값이 높

을수록 빈도수가 높은 페이지들이 많은 문서집합이다. 

Page distribution과 Cluster priority 값들을 구하는 공

식은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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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Page distribution과 Cluster priority 공식

4. 평  가
실험에 사용된 문서들은 7532개 위키피디아 IT관련 페

이지를 사용했다. 이 페이지들은 IT온톨로지 제작을 위

해 작년 CoreOnto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코퍼스이다.

  본 연구에 대한 평가는 처리되는 문서 개수에 대한 완

료되는 문서집합의 개수의 비율로 하였다. 완성되는 문

서집합의 개수가 빠를수록 처리되는 문서들의 도메인이 

자주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4.1 클러스터링 결과
전체 7532개 페이지 중 hub page는 568개였으며 총 

401개의 hub page 집합을 형성했다. 하나의 hub page 

집합은 1개에서부터 19개까지의 hub page로 구성되는 

집합들이 생성되었다. 각 hub page 집합에서 문서 집합

을 만든 결과 1개에서 부터 1086개의 문서를 지니고 있

는 문서 집합들이 생성되었다. 문서가 1개인 문서집합은 

집합 안에 hub page만 존재한다는 뜻이므로 이러한 집

합들은 관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총 401개의 문서집합 

중 hub page만 포함되어있는 집합은 38개이므로 문서집

합 나열에 적용되는 문서 집합은 총 363개이다.

항 목 수 치

총 페이지 개수 7532

총 wikipedia page 개수 6964

총 hub page 개수 568

총 클러스터 개수 401

hub page만 있는 집합 개수 38

관심대상 클러스터 개수 363

표 2 문서 집합 세부 통계 수치

4.2 문서집합 나열
문서집합 나열의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베이스라인을 

무작위 문서 선택으로 정했다. 랜덤 시드값 1에서부터 

30까지를 사용하여 실험한 30개의 실험 평균과 문서집

합 나열을 통한 실험을 시행하여 그 성능을 비교했다.

  실험결과 문서집합 나열을 이용하여 작업을 한 결과 

그림3과 같이 작업 완료되는 문서집합의 숫자가 월등히 

빠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문서처리의 효율이 더욱 

우수하다는 뜻이며 또한 하나의 문서집합 단위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입장에서 문서들의 도메인 변

동이 많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림 102 문서처리 계획에 따른 문서집합 완료 속도

(Baseline은 문서를 30번 무작위로 나열한 결과)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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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문서를 집합화하여 주제 단위로 묶고, 묶여진 문

서 집합을 가장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며, 그 세

부 문서들을 가장 주제 연관성이 높도록 재나열 하는 방

식을 사용했다.

  우리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여, 위키피디아의 

IT관련 문서들을 이용하여 시험하였다. 시험결과는 우리

의 문제 해결 방법이 무작위로 문서를 나열하는 방법보

다, 주제를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결과

를 보여주었다.

  무작위로 나열한 문서순서로 작업을 한 결과 처리된 

문서들이 많아도 완성된 문서집합의 개수가 증가하지 않

았다. 그 뜻은 문서를 처리할 때 하나의 도메인에 집중

을 하지 않고 산재되어 있는 문서집합에서 작업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문서집합 나열을 하여 문서처리를 한 결과 완

성되어지는 문서집합의 개수가 빠르게 증가했으며 그 이

유는 도메인단위로 문서처리를 하기 때문에 도메인 이동

이 적었음을 뜻한다.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인간이 문서를 이용하여 작업하

는 여러 컴퓨터 작업 환경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왜

냐하면 인간이 문서를 작업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

들다는 것은 종종 발견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4]. 그

러므로 이 문제해결 방식은 일반적인 자연언어 문서 처

리의 여러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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