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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 2.0시 의 표 인 특징인 폭소노미(folksonomy)는 웹에 존재하는 리소스에 해 구성원이 자유롭

게 선택한 태그(tag)를 붙여서 정보를 체계화하는 새로운 분류 체계이다. 폭소노미를 기반으로하는 웹 

애 리 이션 시스템에는 WWW를 이용하는  세계의 수많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데이터가 축 되어 

있으며, 이러한 웹 데이터는 계속 으로 증가․확장․변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 한 양의 폭소

노미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해 형식개념분석기법을 기반으로, 사용자, 태그, 리소스들 

사이의 3항 계를 고려한 폭소노미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제안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을 

BibSonomy의 데이터에 용하여 분석한 실험 결과를 보고한다.

(그림 1) 폭소노미의 3항원소정보 구성의 

1. 서론

오늘날 World Wide Web의 발달과 더불어 웹2.0 시

가 도래하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커뮤니티들과 다양한 콘

텐츠들이 생성되고 있다. 웹 2.0시 의 표 인 특징인 폭

소노미(folksonomy)는 웹에 존재하는 리소스에 해 구성

원이 자유롭게 선택한 태그(tag)를 붙여서 정보를 체계화하

는 새로운 분류 체계이다(그림1). 폭소노미 기반의 시스템

에서는 사용자(user), 태그(tag), 그리고 리소스(resource) 

사이의 계를 나타내는 3항원소정보(triadic information)를 

제공한다. 즉, 부분의 폭소노미 기반 웹 애 리 이션에

서는 사용자가 웹에 존재하는 다양한 리소스(논문, 사진, 

동 상, 등)에 태그를 붙여서 3항원소정보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를 들

면, 사용자들의 북마크를 공유하는 del.icio.us1)와 북마크뿐

만 아니라 논문 등과 웹사이트에 공개된 리소스를 공유하

는 BibSonomy2), 그리고 온라인 사진 리  공유를 한 

Flickr3)와 동 상 공유를 한 YouTube4) 등은 3항원소(사

용자, 태그, 리소스)를 토 로 하는 폭소노미 기반 웹 애

리 이션이다.

폭소노미 기반의 웹 애 리 이션 시스템에는 WWW를 

이용하는  세계의 수많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데이터가 

축 되어 있으며, 이러한 웹 데이터는 계속 으로 증가․

확장․체계화되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1) http://delicious.com

2) http://www.bibsonomy.org/

3) http://www.flickr.com

4) http://www.youtube.com

있다. 폭소노미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용한 지식․정보들을 

추출하기 한 다양한 연구들[1-4]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Ching-man Au Yeung et al.[1]는 애매모호한 태그

의 의미를 악하기 하여 폭소노미의 구성요소들을 2부

그래 (bipartite graph)를 기반으로 하는 클러스터분석기

법을 제안하 다. Robert Jaschke et al.[2]는 tri-concept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기반으로 폭소노미에 내재되어 있

는 암묵 인 사용자 공유정보를 추출하기 한 기법을 제

안하 다. Suk-Hyung Hwang et al.[3]는 폭소노미의 3항

원소정보에 한 계층화된 동치류 분석기법을 제안하 다. 

한편, Kim et al.[4]은 폭소노미의 3항원소정보를 형식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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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형식개념분석기법 기반 폭소노미 데이터 분석 과정

(그림 2) 형식개념분석기법 처리과정

분석기법[5,6](FCA : Formal Concept Analysis)을 이용하

여 분석하고, 사용자들의 공통태그를 추출하기 한 기법

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는, Kim et al.[4]의 후속연구로서, 형식개념

분석기법을 기반으로, 사용자, 태그, 리소스들 사이의 3항

계를 고려한 폭소노미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제안한다. 

구체 으로는, 주어진 리소스에 한 사용자-태그정보로

부터 사용자들의 공통태그정보를 추출하고, 다시 각 공통

태그에 한 사용자-리소스정보로부터 태깅에 사용된 리

소스공유정보를 추출함으로써, 특정한 리소스에 한 공통

태그  공통사용자 추출뿐만 아니라, 공통태그를 사용하

는 사용자그룹과 태깅된 리소스 정보의 클러스터링을 제

공한다. 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을 BibSonomy의 

데이터에 용하여 분석한 실험 결과를 보고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형식개념분

석기법의 기본 인 정의에 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본 연

구에서 제안한 형식개념분석기법 기반 폭소노미 데이터 마

이닝 기법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

을 실제 폭소노미 데이터에 용하여 실시한 실험결과에 

해 보고하고, 결론  향후 연구과제에 해서 설명한다.

2. 형식개념분석기법(Formal Concept Analysis)

형식개념분석기법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공통속성을 

갖는 객체들을 클러스터링 하여 개념(Concept)으로 추출

하고 그들 사이의 계를 토 로 계층화하여 데이터에 내

재된 개념들의 구조를 가시화 해주는 데이터분석기법이다

(그림 2). 형식개념분석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실세계의 데

이터에 함축된 개념들에 한 계층구조를 효과 으로 구

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재 의학, 정보과학, 소 트웨어 공

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하여 활용되고 있다[6,7].

형식개념분석기법에서는 분석 상이 되는 데이터가 

Formal context라는 일종의 이진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주

어진다. Formal context K=(G, M, I)는 객체들(Objects)의 

집합 G와 속성들(Attributes)의 집합 M, 그리고 G와 M사

이의 이항 계 I⊆G✕M로 구성된다. 즉, 어떤 객체 g가 

속성 m을 가지고 있을 경우, gIm 는 (g, m) ∈ I 로 나

타내며, g는 m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Formal context K=(G, M, I)에 하여, O⊆G, A⊆M 

일 때, Oʹ=A ∧ Aʹ=O를 만족하는 (O, A)를 개념(formal 

concept)이라고 한다. 단, O  ʹ := {a∊M|∀o∊O:(o, a)∊I}, 

A  ʹ := {o∊G|∀a∊A:(o, a)∊I}. 즉, formal concept (O, A)

는 O의 모든 객체들이 공통 으로 갖는 속성들의 집합이 

A와 같고, A의 모든 속성들을 공통 으로 갖는 객체들의 

집합이 O와 같은 객체집합과 속성집합으로 구성된다. 

한, 임의의 개념 (O1, A1), (O2, A2)에 하여, O1⊆O2 (⇔

A1⊇A2)라면, (O1, A1)은 (O2, A2)의 상 개념( 는, (O2, 

A2)는 (O1, A1)의 하 개념)이며, (O1, A1)≤(O2, A2)와 같

이 표 한다. Formal context K=(G, M, I)로부터 만들어

진 모든 개념들의 집합 C와 그들 사이의 상 -하 개념

계≤로 이루어진 계층구조L:=(C, ≤)을 개념격자(Concept 

Lattice 는 Galois Lattice)라고 부른다.

개념격자를 나타낸 Hasse Diagram에서는, 각 개념들과 

이들 사이의 상하 계가 링크에 의해 표시되며, 특히, 

개념들 간의 링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로에 의해 상 개

념으로부터 하 개념으로 속성들이 상속되며, 하 개념으

로부터 상 개념으로 해당 객체들이 된다. 형식개념분

석기법에서는, 주어진 문제 역의 객체들과 이들이 갖는 

속성들을 context형태로 악하여, 개념을 추출하고 개념

격자형태로 나타냄으로써, 도메인 내의 개념들을 분류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계층  개념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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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다양한 측면에서의 폭소노미 데이터 분석

3. 형식개념분석기법 기반의 폭소노미 데이터 분석

본 장에서는 형식개념분석기법을 기반으로 폭소노미 데

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해서 설명한다.

① 주어진 폭소노미로부터 특정한 리소스 r을 선택하고, 

리소스 r을 태깅하고 있는 사용자집합 U와 U의 각 사

용자들이 리소스 r을 태깅할 때 사용한 태그들(T)을 

추출하여 Formal Context Kr:=(U, T, J)을 생성한다. 

단, J = {(u, t, r)| (u, t, r)∈I}.

② 생성된 Formal Context Kr에 형식개념분석기법을 

용하여 리소스 r에 한 Concept Lattice Lr을 구축한

다. Concept Lattice Lr:=(Cr,≤)에는 리소스 r을 어떤 

사용자들이 어떤 태그들을 공통 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에 한 정보가 개념 단 로 클러스터링 되어 격자 

구조로 계층화되어 있다.

③ 제2단계에서 구축된 Concept Lattice Lr에 포함되어있는 

개념집합(Cr)의 원소 에서 심 있는 공통태그를 포함

한 개념 c = (A, B)를 선택한다(A⊆U, B⊆T). 선택된 

개념c를 토 로, 아래의 ③-1 는 ③-2를 수행한다.

③-1 : 공통태그B를 태깅하고 있는 사용자집합A와 A

에 포함된 각 사용자들이 태깅한 리소스들의 집

합Z를 추출하여 Formal Context Kc:=(A, Z, P)를 

생성한다. 

③-2 : 사용자집합A가 태깅하고 있는 공통태그B와 A

에 의해 공통태그B가 태깅된 리소스들의 집합Z'

를 추출하여 Formal Context Kc':=(B, Z', P')를 

생성한다.

④ 제3단계에서 구축된 Formal Context Kc( 는 Kc')를 

토 로 형식개념분석기법을 용하여 개념c에 한 

Concept Lattice Lc( 는 Lc')를 구축한다. 이 Concept 

Lattice Lc( 는 Lc')는, 제1단계에서 선택한 리소스 r

에 태깅된 공통태그B( 는 선택한 리소스 r을 태깅하

고 있는 사용자집합A)를 기 으로 련된 사용자들과 

리소스들( 는 련 태그들과 리소스들)에 한 구조화

된 정보를 나타낸다.

한, 다른 분석 방법으로서, 표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임의의 사용자 u 는 임의의 태그 t를 선택하여 와 같

은 ① ~ ④의 방법을 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폭소노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4. 실험  결론

본 장에서는, 실제 폭소노미 데이터에 본 연구에서 제

안한 형식개념분석기법 기반의 폭소노미 데이터분석 기법

을 용하여 실시한 실험결과에 해 보고한다.

Bibsonomy로부터 특정한 리소스 r15)을 선택하고, r1을 

태깅하고 있는 임의의 사용자 8명과 그들이 리소스 r1을 

태깅할 때 사용한 모든 13개의 태그들에 한 정보를 추출

하여 표2와 같이 Formal Context Kr1을 생성하 다(①). 

표2에 형식개념분석기법을 용하여 리소스 r1을 태깅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한 태그들에 의해 사용자들

을 클러스터링하여 개념들을 추출하고, 그들 사이의 계

를 토 로 그림 4와 같이 Concept Lattice Lr1을 구축하

다(②). Concept Lattice Lr1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들 에

서 "tagging"과 "folksonomy" 태그를 포함한 개념c = ({jb

oy701, domenico79, rabeeh}, {tagging, folksonomy})를 선

택하고, 개념c를 토 로 공통태그"tagging"과 "folksonomy

"를 태깅하고 있는 3명의 사용자(jboy701, domenico79, rab

eeh)들과 각 사용자들이 공통태그("tagging"과 "folksonom

y")를 사용하여 태깅한 31개의 리소스들(r1~r31)에 한 정

보를 추출하여 표3과 같은 Formal Context Kc를 생성하

다(③-1). 표3에 형식개념분석기법을 용하여 그림5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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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oncept Lattice Lr1

<표 3> Formal Context Kc

<표 2> Formal Context Kr1

(그림 5) Concept Lattice Lc

이 개념c에 한 Concept Lattice Lc를 구축하 다(④). Co

ncept Lattice Lc는, 리소스 r1에 태깅된 공통태그("tagging

"과 "folksonomy")를 기 으로 련된 사용자들과 리소스

들에 한 구조화된 정보를 나타낸다. 를 들어, Concept 

Lattice Lc의 개념c1은 사용자 jboy701과 domenico79가 태

그"tagging"과 "folksonomy"를 사용하여 공통 으로 태깅

한 리소스들(r1, r2, r3, r4, r5, r6, r7, r8, r9, r10)에 한 

클러스터이다. 한, 개념c2는 사용자 jboy701과 rabeeh가 

태그"tagging"과 "folksonomy"를 사용하여 공통 으로 태

깅한 리소스가 r1과 r12임을 나타내는 클러스터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은 특정 태그들을 기 으로 처

음 선택하여 입력한 리소스 r1과 련된 리소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리소스들을 기 이 되는 태

그들을 사용하여 어떤 사용자들이 태깅하고 있는지에 한 

정보를 수월하게 추출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

법을 용하여 구축된 Concept Lattice Lc를 토 로 특정 

리소스와 련 있는 리소스들, 는 특정 사용자와 심사

가 같은 사용자그룹, 특정 태그와 련된 태그들을 추출하

고자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재, 본 논문의 연구

5)Towards the semantic web : Collaborative tag suggestions 

(http://www.ibiblio.org/www_tagging/2006/13.pdf)

결과를 토 로, 실제 폭소노미 기반의 웹 애 리 이션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방 한 양의 태깅 데이터를 분석하기 

한 지원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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