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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키피디아의 백과사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주요한 

용어에 한 링크를 통한 태깅은 문서의 가독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웹 2.0에서도 사회  태깅(Social Tagging)

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시멘틱웹의 태그클라우드

(Tag Cloud) 형태로 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용량 통제어 사 에 등재된 주요 용어를 상문서에 태

깅하는 방법에 해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기본 으로 

사 에 있는 모든 용어(항목수 N)를 주어진 문서(길이 

m)에서의 출  여부를 문자열탐색을 통해 비교하여 태

깅하는 방식은 O(mN)의 계산복잡도를 가진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정보검색을 이용할 경

우에는 계산복잡도를 O(mlogN)으로 일 수 있었다. 정

보검색을 활용하면 단순문자열 탐색에 비해서 평균 17.8

배, 빠른 문자열탐색 알고리즘에 비해서도 평균 5.6배 이

상 태깅 속도가 향상되었다.

As shown in Wikipedia, tagging or cross-linking 

through major key-words improves the readability of 

documents. Recently, the Semantic Web rises the 

importance of social tagging as a key feature of the Web 

2.0 and Tag Cloud has emerged as its crucial phenotype. 

In this paper we provides an efficient method of 

automated keyword tagging based on controlled term 

collection, where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of 

O(mN) - if pattern matching algorithm is used - can be 

reduced to O(mlogN) - if Information Retrieval is 

adopted - while m is the length of target document and 

N is the total number of candidate terms to be tagged. 

The result shows that IR-based tagging speeds up 5.6 

times compared with fast pattern matching algorithm.

I. 서 론
웹이 등장한 이래로 링크를 구축하기 한 태깅(tagging)의 

요성은 매우 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구 의 성공은 이러한 

태그(tag)의 한 분석에 기인한 것이었다. 더욱이 웹 2.0의 

시 가 도래하면서 태그는 인터넷의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하

다. 문제는 자연어처리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태그 생성작업이 

부분의 경우 수작업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가장 성공 인 웹 

2.0의 사례로 꼽히는 키피디아(www.wikipedia.org)의 경

우에도 항목간의 링크 구성은 수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작업을 체하거나 는 보조도구

로써 활용할 수 있는 자동키워드태깅(automated keyword 

tagging)에 해서 논한다(이 논문에서 태깅의 의미는 키피

디아와 같은 백과사  서비스의 링크구성에 한 자동화와 동

일한 의미로 보아도 무방하다). 수작업에 의한 문서의 태깅 비

용은 매우 비싸다. 실례로 지역백과사 이라 할 수 있는 한국

향토 자문화 (www.grandculture.net)의 경우 모든 기본 

데이터가 XML로 작성되고 있으며 인명, 지명 등의 모든 요

한 정보를 태깅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원고 작성비용보다 더 

크다고 한다. 반면, 주요 인명과 지명의 경우에는 통제된 용어

의 집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자동 태깅을 보조도

구로 삼으면 그 비용을 크게 일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이 와 더불어 각 논문의 서지사항에도 요한 키워드가 

존재한다. 논문 DB의 경우에도 주요한 키워드 는 기존의 과

학기술용어사  등을 활용한다면 문서에 한 태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용어사 을 기반으로 상문서

에 출 하는 주요한 용어들에 한 자동 태깅에 한 실험결

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 용어 태깅 기능은 XML 

편집 시스템, 통제어 기반 자동키워드 추출, 문서내 주요어 기

반 고, 백과사 의 교차링크 구성, 자동 검색링크 구성(그림 

1; 문서의 태깅을 통해 가독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키워

드 자동추출을 통한 문서집합내 교차링크구성[1]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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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기록 조류 찰  사진촬

•국립공원 리공단(이사장 金在圭)은 2003년 10월 29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홍도(紅島)에서 국립공원내 조류상을 조사하던  국내에 

공식 인 찰기록이 없던 납부리새과(가칭)의 소형조류인 가칭

『얼룩무늬납부리새』( 명: Spotted Munia /학명: Lonchura 

punctulata)를 확인하 고,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에는 

지빠귀과의 가칭『흰머리바 딱새』( 명: White-capped Water 

Redstart /학명: Chaimarrornis leucocephalus)를 확인하 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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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자동키워드태깅 예: (위) 태깅을 하지 않은 문서; 
(아래) 동일한 문서에 대해 주요 용어를 태깅한 경우.

II. 자동 키워드 태깅
이 연구에서 키워드태깅은 후보용어집합 구성과 용어태깅의 

2단계로 구성된다(그림 2). 후보용어집합 구성은 (통제어)사  

체에서 해당 문서에 출 할 것으로 상되는 용어군을 구성

하는 것이다. 용어태깅은 주어진 문서에 출 하는 정확한 용어

들을 태깅하는 작업이다. 1단계에서 문자열탐색을 이용할 경

우 후보용어군을 구성하는 작업은 주어진 문서의 크기(m)와 

사 의 체 항목수 N에 비례하므로 기본 으로는 O(mN)의 

계산복잡도를 가진다. 2단계인 용어태깅 작업은 문서의 길이 

m에 비례하여 O(m)의 복잡도를 가진다. 일반 으로 통제어 

사 의 항목수 N이 m보다 크기 때문에 자동키워드태깅의 복

잡도는 후보용어군 구성에 소요되는 O(mN)의 계산복잡도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자동키워드태깅의 병목단계는 후보용어군 구성이

다. 본 연구에서는 후보용어들을 추출하기 해 주어진 문서와 

용어사 의 비교에 단순문자열탐색, 고 문자열탐색, 정보검

색의 세 가지 알고리즘을 용하여 그 성능을 측정하 다. 단

순문자열탐색은 C++ string 클래스의 find() 함수를 사용하여 

문서와 사 을 비교하여 후보용어를 추출한다. 고 문자열탐

색은 보다 빠른  Boyer-Moore-Horspool(BMH) 알고리즘[2]

을 사용하 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정보검색엔진인 

KRISTAL 정보검색 리시스템(www.kristalinfo.com)[3]에 

용어사  체를 탑재하고 문서 체를 질의로 사용하여 벡터

검색모델로 상 에 검색되는 용어들을 후보용어로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 정보검색엔진은 모든 용어에 한 색인을 

미리 구성하고 있으므로 각 용어에 한 탐색은 O(logN)의 

복잡도를 가진다. 주어진 문서(길이=m)에 한 체 인 계산

복잡도는 정보검색을 이용한 후보용어군 추출에서는 

O(mlogN)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 그림 2. 자동키워드태깅. 후보용어군 추출과 용어태깅
(또는 키워드 추출)의 2단계로 구성된다.

III. 실험방법
1. 실험환경 및 데이타
실험은 펜티엄 IV 2.6GHz, 1GB RAM, 80GB SATA 

(Serial ATA) 장장치를 장착한 리 스 장비에서 수행하

다. 실험을 한 로그램은 C++ 언어로 작성하 으며 리 스

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g++ 컴 일러를 사용하여 실행모듈

을 생성하 다. 실험에 사용한 사 은 과학기술용어 사 의 

어 표제어와 한  표제어를 합하여 모두 40만 항목을 추출하

여 사용하 다. 태깅하고자 하는 문서는 어 학술논문으로 

한 길이로 잘라서 실험에 사용하 다.

2. 후보용어군 추출 방법
2.1 단순문자열탐색을 이용한 후보용어 선택(방법 A)

C++의 문자열(string) 클래스는 부분문자열 탐색을 해 

find() 함수를 제공한다. 단순문자열탐색 방식에서는 사 내의 

각 용어의 첫 번째 단어가 주어진 문서 내에 출 하는 지의 여

부를 find() 함수로 결정하여 후보용어를 추출하 다. 사 은 

단 로 구분된 용어목록 일을 사용하 으며 실험에서 사

 일을 읽어들이는 시간은 실행시간에 포함하지 않았다.

2.2 고 문자열탐색을 이용한 후보용어 선택(방법 B)

단순문자열탐색 방식과 같으나 문자열탐색 알고리즘으로 

C++ 표 문자열 클래스의 find() 함수 신 Boyer-Moore 

-Horspool 알고리즘[2]을 C++로 구 하여 사용하 다.

2.3 정보검색을 이용한 후보용어 선택(방법 C)

사 의 모든 항목을 KRISTAL 정보검색엔진[3]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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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로 구축하고 태깅하고자 하는 문서를 질의로 활용하여 

검색결과를 후보군으로 채택하 다.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본

인 벡터공간모델을 검색에 사용하 다. 한 문서 근을 빠

르게 하기 해 용어사 은 KRISTAL의 메모리 DB 기능을 

사용하여 주메모리 상에 탑재하 다. 본 실험에서는 검색결과

(후보용어군)를 최  2000개까지 받아오도록 제한하 다.

IV. 실험결과
1. 문서길이에 따른 자동태깅성능 비교
세 가지의 후보용어 여과방식에 해 문서길이가 체 성능

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 다(그림 3). 이 실험에서 체용어

의 수는 5만개로 고정하 으며, 문서 길이는 바이트 단 로 끊

어서 500byte～100kb 범 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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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문서길이와 자동키워드태깅 시간의 관계
(사전항목수=50,000)

C++ string 클래스의 find()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A)에 비

해 BMH 문자열탐색 알고리즘(B)을 사용하면 평균 2.8배가 

빨라졌다. 정보검색을 이용한 용어후보군 여과방식(C)의 경우

에는 A에 비해 13.8배, B에 비해서도 5.0배의 성능향상을 보

여주었다. 다만 세 방식 모두 문서길이(m)가 길어질수록 자동

키워드태깅 시간이 선형 으로 증가하 다. 이는 문서길이에 

해서 세 방식 모두 O(m)에 비례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

다.

2. 사전항목수에 따른 자동태깅성능 비교
자동태깅을 한 체 용어의 수와 자동키워드태깅 성능의 

계를 비교하 다(그림 4; 이 실험에서 태깅 상문서의 길이

는 5kb로 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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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사전항목수와 자동키워드태깅 시간의 관계
(문서길이=5kb)

단순문자열탐색(A)에 비해 BMH(B)는 평균 3.2배가 빨랐

다. IR을 이용한 용어후보군 여과방식(C)은 A에 비해 17.8배, 

B에 비해서도 5.6배의 성능향상을 보여주었다. IR 여과방식이 

문자열탐색 방법에 비해서 매우 큰 속도향상을 가져옴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사 의 항목수(N)가 커

질수록 문자열탐색 방식은 선형 으로 태깅 시간이 늘어나지

만 IR 여과 방식은 일정한 속도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사 항

목수 5만에서는 C는 A에 비해 2.7배 빨랐으나 40만에서는40

배 이상 속도가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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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사전항목수와 BMH(a) 및 IR(b)을 이용한 
자동키워드태깅 시간의 관계 (문서길이=5kb)

그림 5는 BMH 문자열탐색을 이용한 자동태깅과 IR을 이용

한 자동태깅의 성능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문자열탐색 방식에

서는 사 항목수와 태깅시간이 선형 으로 증가하지만 IR을 

활용하는 경우 로그형 그래 를 보여 을 알 수 있다. 이는 사

항목수에 해서는 문자열탐색 방식은 O(N)의 계산복잡도

를 가지는 반면 IR을 이용한 방식에서는 O(logN)으로 복잡도

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깅하고자 하는 문서의 길

이 m에 해서 O(m)의 복잡도를 가지므로 문자열탐색을 활

용하여 후보용어군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O(mN)의 복잡도를 

가지지만 정보검색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O(mlogN)으로 복잡

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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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용량 (통제어) 사 의 항목을 주어진 문서

내에서 태깅하고자 할 경우 일반 인 문자열 탐색을 용하면 

O(mN)의 계산복잡도를 가지지만 정보검색기법을 활용할 경

우 O(mlogN)으로 복잡도를 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반 

PC 장비에서 실험한 결과에서도 5～20kb(일반 인 논문의 

문이 이 정도 길이임)의 문서에 해서 40만개의 항목을 가지

는 사 을 상으로 태깅하는 속도가 0.5～2 에 수행될 정도

로 속도면에서는 실용 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 논문에서 고려하지 못한 은 재 율과 정확도에 

한 이다. 문자열탐색을 사용할 경우 모든 항목에 한 고

려가 이루어지므로 높은 재 율로 키워드를 태깅할 수 있다. 

반면 부분문자열도 모두 태깅될 것이므로 정확도는 감소될 것

이다. 정보검색을 이용하는 경우 부정확한 부분문자열에 한 

태깅은 - 검색시스템에 따라 의존 이기는 하나 - 개의 경

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는 증가하게 되지만 재 율

은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본 논문에서 구 된 알고리즘은 웹서비스의 활용례로서 동

물그림창고(www.animalpicturesarchive.com)의 검색 상세

보기에 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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