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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스마트기기의 보 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데이터가 

기하 수 으로 발생되고 있고, 수 많은 다종다양한 데이터를 효율 으로 장/ 리/분석하기 한 유

용한 어노테이션(Anotation) 기법으로서, 리소스에 한 사용자의 태깅(Tagging)기능이 리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의 공통 태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WordNet을 기반으로 다양한 수 의 

태그/사용자 분류체계를 구축하기 한 지원도구개발에 한 연구결과를 보고한다.

(그림 1) 데이터테이블과 개념계층구조

1. 서론

   오늘날 여러 종류의 규모 웹사이트와 SNS 등이 기

하 수 으로 성장하여, 다종다양한 데이터가 생산되어 이

용되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를 효율 으로 장/ 리/분석

하기 한 유용한 어노테이션 기법으로서 리소스에 한 

사용자의 태깅기능이 리 활용되고 있으며, 웹 상에 내재

되어 있는 태그데이터(Tagged Data)를 효율 으로 리/

분석/응용하기 한 다양한 기법들이 등장하고 있다[1]. 

따라서, 인터넷에 량으로 생성되어있는 태그데이터를 

하게 수집, 분석하여 다양한 분야(정보검색, 시멘틱웹 

등)에 응용하려는 웹 데이터 마이닝(Web Data Mining) 

분야의 연구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북마크와 련 정보를 공유하고 태깅

기능을 제공하는 Bibsonomy(Bibsonomy.org)사이트 사용

자들의 태그데이터를 수집하고, WordNet[4]과 형식개념

분석기법(Formal Concept Analysis)[5]을 기반으로 분석

하여 다양한 수 의 태그/사용자 분류체계를 구축하기 

한 지원도구(TagLighter)를 개발하 다. 

   워드넷(http://wordnet.princeton.edu)[4]은 인간의 어

휘지식에 한 심리언어학  연구성과를 토 로 1985년

부터 린스턴 학 인지과학연구실이 구축해온 어어휘 

온라인데이터베이스로서, 단순한 단어의 자모순이 아닌 

단어의 의미에 의해서 어휘정보를 조직화함으로써 자연

언어처리와 정보검색 분야에서 리 이용되고 있다. 워

드넷은 어단어에 한 의미뿐만아니라 어단어들간의 

계정보를 망라하고 있는 사 으로서, 어단어를 동의어 

계에 있는 어휘들의 집합인 synset으로 묶고 synset간의 

내부  연결을 통해서 구축된 의미연결체계를 제공한다. 

드넷의 synset에 포함된 연결 계에는 synset의 각 요

소들에 한 정의와 더불어서, 동의(synonymy), 반의

(antonymy), 상의(hypernymy), 하의(hyponymy), 분의

(meronymy), 함의(entailment) 등과 같은 의미 계를 표

한 언어학 인 계층구조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형식개념분석기법[5]은 개념격자라는 수학  모델을 기

반으로 하는 데이터분석기법의 일종으로서, 개념 인 데이

터분석과 지식기반처리분야의 제반문제들에 한 수학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형식개념분석기법에서는, 분석 상

데이터를 객체와 속성, 그리고 이들 사이의 포함 계를 이

진형태로 나타낸 데이터테이블(formal context라고 부름)

을 입력으로 하여, 공통속성을 갖는 객체들을 개념(formal 

concept)이라는 기본정보단 로 추출하고, 개념들 사이의 

상하 계를 악하여 계층화함으로써 격자형태의 개념

계층구조(Concept Lattice)를 구축한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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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agLighter의 모듈구성

  (그림 3) TagLighter의 실행화면

   격자형태의 개념계층구조에서는, 각 개념들과 이들 사

이의 상하 계가 링크에 의해 표시되며, 특히, 개념들 

간의 링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로에 의해 상 개념으로

부터 하 개념으로 속성들이 상속되며, 하 개념으로부터 

상 개념으로 해당 객체들이 된다. 그림1(b)의 에

서, o2 객체는 고유한 속성으로서 a2를 갖고 있으며, 더불

어서, 상 개념들로부터 a1과 a5, 그리고 a3과 같은 속성

을 상속받는다. 한편, a3라는 속성을 갖는 객체로서는 o1, 

o2, o4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함으로

써, 주어진 문제 역의 객체들과 이들이 갖는 속성들을 

context형태로 악하여, 개념을 추출하고 개념격자형태로 

나타냄으로써, 도메인 내의 개념들을 분류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계층  개념구조를 수월하게 구축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배경을 토 로 본 논문에서는 WordNet을 기

반으로 하는 태그/사용자 분류체계 구축지원도구(TagLighter)

개발에 하여 보고한다. 태그/사용자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배경지식과 상황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공통 으로 

선택한 태그(키워드, 핵심단어)그룹  공통태그를 사용하

는 사용자그룹을 추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태그

/사용자 분류체계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웹 데이터 분류 

체계가 구축될 수 있으며, 공통 인 태그 검출에 의한 사

용자들의 공통 심사의 악과 사용자 커뮤니티의 추출 

 구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후,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지원도구

(TagLighter)의 시스템구성, 제3장에서는 용사례, 그리고 제4

장에서는 결론에 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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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rawling실행결과 수집된 Tag/User Data 

Table

(그림 5) WordNet어휘계층구조

(그림 6) 공통태그/사용자 분류체계

2. 지원도구(TagLighter)의 구성요소

(1)태그데이터 수집모듈
   태그데이터 수집모듈에서는 Open API를 제공하고 있

는Bibsonomy.org사이트로부터 사용자가 심있어하는 태

그데이터를 수집하여 Tag/User Data Table를 구성한다. 

따라서 Tag/User Data Table에는 어떤 User가 어떤 Tag

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한 정보가 표 되어 있다. 

(2)WordNet 어휘계층구조 추출 모듈
   WordNet 어휘계층구조 추출 모듈에서는, Bibsonomy 

사이트에서 수집된 Tag/User Data와 wordnet.princeton.edu 

사이트( 린스턴 학에서 개발  운 하는 온라인 사 . 

단어의 뜻과 단어들 사이의 상 어/하 어/등 어 등의 

계를 나타냄)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태그들에 한 상하  

어휘계층 구조를 추출하여 트리형태의 계층구조를 구성한

다.

(3)형식개념분석모듈
   형식개념분석기법(Formal Concept Analysis)은, 격자

이론(Lattice Theory)을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데이터분석

기법으로서, 다양한 데이터들로부터 공통 인 속성을 갖는 

데이터요소들을 개념(Concept)이라는 기본 정보단 로 추

출하여 개념들 사이의 상하  계를 토 로 개념계층구

조(Concept Hierarchy)를 구축하기 한 이론 인 토 를 

제공한다. 형식개념분석 모듈은 Tag/User Data와 어휘계

층구조를 토 로, 사용자가 선택한 분석 수 에 따라서 형

식개념 분석 기법을 용하여 태그 유 분류체계를 구성

한다.

3. 지원도구의 용사례

  TagLighter는 그림 3과 같이 Tag/User Data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①Crawling 실행”기능과 WordNet의 

어휘계층정보를 토 로 사용자 태그들에 한 상하

 어휘계층구조를 나타내고 용선택을 할 수 있는 

“②WordNet어휘계층구조 선택”기능, 그리고 형식개

념분석 기법을 용하여 태그/사용자 분류체계를 출

력하는 “③FCA 용”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본 연구에서 개발한 TagLighter의 용사례

를 설명한다.

(1)태그/사용자 데이터 수집
   Bibsonomy.org에서 태그/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기 

하여, 심태그들(software, Java, C, linux, freeware)을 

Crawling 실행 역에 입력하여 태그데이터 수집모듈에 의

해 그림 4과 같이 5개 심태그들을 사용한 9명의 사용자

들에 한 Tag/User Data Table을 입수할 수 있다. 

(2)WordNet어휘계층구조 추출
   수집된 태그/사용자 데이터(그림4)의 태그정보를 토

로 WordNet으로부터 다양한 수 의 어휘계층구조들을 

추출한다(그림5) 를 들면, 그림5의 어휘계층구조는 사

용자가 입력한 태그들 에서 Java의 상  개념어휘로서 

object_oriented_programming_language가 존재하고, Java

와 C의 공통 상 개념어휘로서 programming_language가 

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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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다양한 수 의 태그/사용자 분류체계

(3)형식개념분석 용

   그림4의 Tag/User Data Table에 하여 형식개념분석

기법을 용하면, 그림 6와 같은 공통태그/사용자 분류체

계가 구성된다. 를 들면 software와 Java 태그를 공통

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는 총 4명 (helloh2, jeenbroekstra, 

sjbutler, gresch)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4의 Tag/User Data Table에 하여 그림 

5의 WordNet어휘계층구조를 토 로 형식개념분석을 용

하면, 그림7과 같은 다양한 수 의 태그/사용자 분류체계

들을 추출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TagLighter는, Bibsonomy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태그/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WordNet을 토

로 어휘계층구조를 악하여 형식개념분석처리를 수행함으

로서 다양한 수 의 태그/사용자 분류체계를 구축하기 한 

지원도구이다. 다양한 배경지식과 상황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합한 수 의 태그/사용자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공통 으

로 선택한 태그(키워드, 핵심단어)그룹  공통태그를 사용

하는 사용자그룹을 추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태그/

사용자 분류체계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수 의 웹 데이터 분

류 체계가 구축될 수 있으며, 공통 인 태그 검출에 의한 사

용자들의 공통 심사의 악과 사용자 커뮤니티의 추출 등

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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