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
2
SS 기반의 정보검색 시스템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for R
2
SS

홍석주, 박영배

명지 학교 컴퓨터공학과

Seok-Joo Hong(sjhong@nate.com), Young-Bae Park(parkyb@mju.ac.kr) 

 요약

본 논문은 R2SS((Reverse Really Simple Syndication) 기반의 지능형 검색엔진의 설계  구 에 한 

것으로, 기존의 방식과 같이 사용자가 RSS 주소를 입력하여 제한된 RSS 정보를 받아보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는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입력만 하면, 자동화된 RSS 주소수집서버가 수집한 수많은 RSS 

주소들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RSS 규격 문서들  사용자가 원하는 규격 문서에 한 RSS 정보만을 

제공해 으로써, 수많은 정보를 찾아 그  원하는 정보만 추려서 제공해주는 R2SS 구독(Reverse RSS 

Subscribe) 방식을 설계하는데 있다. 제안된 R
2SS 기반 지능형 검색엔진을 통하여 양질의 정보를 찾아서 

헤매는 시간을 획기 으로 일 수 있고 개인 비서를 두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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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matters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n intelligent information search engine 

that is based on the R
2SS(Reverse Really Simple Syndication). Apart from to the previous 

method, where the user inputs the RSS address that one intends and obtains limited RSS 

information, the user just types in the information that one appoints to acquire the RSS 

information of standard documents that the user is interested among several RSS addresses by 

a Reverse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method, which is drawn by the automated RSS 

address collection server in realtime. Through the proposed R2SS(Really Reverse Simple 

Syndication) based intelligent information search engine, time can be significantly saved along 

with obtaining information with good quality, furthermore, it has the effects of having a personal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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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기존의 RSS 리더기(Reader)는 사용자가 RSS 주소를 

직  입력하면 해당 RSS 주소를 주기 으로 방문하여 

새로운 정보가 올라온 경우 사용자에게 알려주었다. 이

러한 RSS 리더기를 사용한 방식은 사용자가 해당 RSS 

주소를 직  알아야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는 사용 편

리성에 있어서 치명 인 단 과 각 사용자들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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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고 있는 RSS 주소의 수가 많지 않다는 단 이 

존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서 커다란 활용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RSS 리더기는 사용자층을 많이 확

보하지 못하 다[14][16][17].

한, 기존의 RSS 리더기가 가지는 두 번째 문제

을 해결하기 한 것  하나가 메타 블로그(Meta 

Blog)로서 이는 여러 사람이 수동으로 입력한 RSS 주

소를 공유해서 다양한 RSS 주소로부터 콘텐츠를 가져

와서 사용자에게 보여 주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게 RSS 주소가 좀더 많아지기는 하 지만 여 히 

사용자가 수동으로 입력한 극소수의 RSS 주소에 의존

하고 있다. 한, 사용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입력한 

RSS 주소로부터 정보를 받아 보면서 그 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1][2].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제안한 

것으로서, 본 논문의 목 은 RSS 규격 문서를 기존에 

사용자가 직  RSS 주소를 미리 알고 있으면서 입력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역 RSS 구독 방식을 사용하여 편

이성과 유용성을 증가시킨 역 RSS(R
2SS) 기반 지능형 

정보 검색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논문의  다른 목 은 RSS 리더기 부분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같이 사용자가 RSS 주소를 입력하여 제

한된 정보를 받아 보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는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입력만 하면, 자동화된 RSS 주

소수집서버가 수집한 수많은 RSS 주소들로부터 실시

간으로 수집하는 RSS 정보들 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한 역 RSS 문서 정보를 제공하여 RSS의 사

용 용이성 한계와 제공되는 정보 범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 역 RSS 기반 지능형 정보 검색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의 

이론  고찰을 하여 기존 RSS 특징과 문제 , 웹 크롤

러, 웹 문서 순 화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기존 RSS를 

이용한 정보검색시스템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R2SS 

기반의 지능형 정보검색시스템의 설계와 기술요소를 설

명한다. 4장에서는 본 제안 시스템의 성능 분석을 하여 

메타 블로그 사이트와의 성능 비교, R
2SS 출처 순 화의 

성능 평가, 그리고 R
2SS 색인어에 따른 성능 평가를 제

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1.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Really Simple Syndication, 혹은 Rich Site Summary

의 임말이며,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혹은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기반의 

콘텐츠 배  로토콜이다[12][13]. 이는 웹정보 제공자 

측에서 새로운 정보의 갱신 여부를 알려주는 용도로 쓰

인다. 재 RSS는 [표 1]과 같이 7가지 버 이 존재한

다[12][15].

표 1. RSS의 버전별 특징

RSS 기술을 이용하면 [그림 1]과 같이 신규 자료를 

찾기 해 해당 사이트를 반복 으로 근할 필요가 없

다. 사용자는 RSS Aggregator (Reader)라는 로그램

에 해당 RSS 채 의 주소만 기억해두면, 나 에는 

RSS를 통하여 자동으로 신규 자료로 단된 정보가 사

용자에게 달되므로 웹 정보를 습득하는데 있어 사용

자의 수고가 크게 어든다.

그림 1. RSS의 기술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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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는 1인 미디어 렛폼인 블로그의 확산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 PEW ONTERNET 조

사에 따르면 미국의 1억 2천만 성인 인터넷 사용자  

7%가 자신의 블로그를 만든 경험이 있고(800만 명), 

27%가 블로그를 주기 으로 구독하고 있으며, 5%가 

RSS Aggregator를 사용하고 있다[1][2].

2. 웹 크롤러

인터넷 사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해 검색 사

이트를 이용한다. 이러한 검색 사이트는 내부 DB를 가

지고 있으며, 이러한 DB 구축을 해 웹 크롤러가 동작

한다. 웹 크롤러란 URL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웹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일종의 소 트웨어이다. 하지만, 웹 상

에 존재하는 정보에 근하기 한 URL 목록 장소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크롤러가 웹 페이지에 

존재하는 정보를 가져오기 해 URL을 수집하는 유일

한 방법은 웹 페이지에 존재하는 하이퍼링크를 이용하

여 아직 수집되지 않은 다른 URL에 근하는 방법을 

취한다.

크롤러는 주어진 기 URL집합으로 시작해서 진

으로 새로운 URL을 얻기 해 웹 페이지에 존재하는 

링크를 수집하고, 차례로 무한 반복하여 정보를 수집한

다. 이러한 방식의 이동은 웹 상에 자신의 가리키는 링

크가 없는 문서에는 크롤러가 근하지 못하는 한계

을 가진다. 이러한 링크를 따라 탐색할 수 없는 역을 

히든 역이라 부르며, 이에 근하여 정보를 수집하기 

한 웹 크롤러 구 에 한 연구가 진행 에 있다

[14][15]. 

웹 크롤러의 구 에서 고려되는 사항은 DNS서버에 

한 병목 상 최소화, 웹 사이트에 한 부하 감소, 

URL의 복 처리, 문서 내용의 복처리, 문서 탐색 방

법 등이 있다[14][16].

3. 웹 문서의 순위화

부분의 탐색 엔진들은 순 화를 하여 불리안과 

벡터 모델의 변형을 이용한다. Yuwono와 Lee[18]는 고

인 TF-IDF 방식 외에 세 가지 순 화 알고리즘을 

제안했는데, 이들은 Boolean Spread, Vector Spread, 

Most-Cited라 불린다. 

처음 두 개는 응답 내의 한 페이지가 가리키는 페이

지들 혹은, 응답 내의 한 페이지를 가지키는 페이지들

을 포함하기 해 확장된 불리안과 벡터 모델의 정규 

순 화 알고리즘들이다. 세 번째에 있는 Most-Cited는 

응답 내의 페이지들에 한 링크를 갖고 있는 페이지들

에 포함된 용어들에 기반 한다. 2400개의 웹 페이지들

로 구성된 컬 션에 하여 56개의 질의들을 고려하여 

이들 기법들을 비교하면, 벡터 모델이 평균 75%의 정

확률을 가진 더 좋은 재 율-정확률 곡선을 나타낸다.

HITS(Hypertext Induced Topic Search)에서는 하이

퍼링크 정보를 이용하여 순 화 한다[19]. 한 페이지를 

가리키는 하이퍼링크의 수는 평 도(popularity)와 질

(quality)의 수 을 제공한다. 한 페이지들에 공통

인 많은 링크들 혹은 동일 페이지에 의해 참조된 페이

지들은 종종 그 페이지들 사이의 계를 나타낸다. 

HITS에서는 응답에 있는 페이지들을 가리키거나 그 

페이지들이 가리키는 페이지들의 집합 S를 고려한다. 

S에서 자신을 가리키는(들어오는) 많은 링크들을 갖고 

있는 페이지들은 권 자(Authorities)라 하고, 나가는 

링크들을 많이 갖고 있는 페이지들은 허 (Hub)라 불

린다. 

웹 문서들의 상 인 요성을 측정하기 해 제안

된 것이 페이지랭크(PageRank)이다. 권 자와 허  값

은 검색 시 매번 계산하는 반면 페이지랭크는 색인 작

업 시 미리 계산하여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따라서 페이지랭크는 상업 인 정보 검색기에 더 많

이 사용된다. 페이지랭크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연결되

어 있는 웹 문서들을 그래  구조로 생각하고 웹 문서

들의 순 를 계산한 것이다. 많은 문서들이 가리키고 

있는 문서가 더 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한 값을 

수치로 표 한다. 

4. 색인어 추출

텍스트 문 표  방법을 취하는 경우 텍스트에 나타

난 모든 단어가 색인어로 사용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모든 단어를 색인어로 사용하지 않고 좀 더 추상 인 

을 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색인에 사용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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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집합을 선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서지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색인어 선정이 문가에 의해 보통 이루어지는

데, 다른 안은 색인어 후보를 자동으로 선정하는 것

이다[16].

자동 색인어 선정의 경우, 여러 가지 다른 근 방법

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명사 집단 식별 방법을 로 

든다[16]. 자연언어 텍스트 문장은 일반 으로 명사, 

명사, 사, 동사, 형용사, 부사, 속사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법 범주에 속한 단어들이 나름 로 특정 

목 에 사용되는 반면, 부분의 의미는 명사에 의해 

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색인어 선정에 있어서

는 텍스트에 나타난 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직 으로 

보아 타당한 략이며, 이 방법에서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를 체계 으로 제거하면 된다.

Ⅲ. R
2
SS 기반의 정보검색 시스템

1. 시스템 개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R2SS 기반의 웹 크롤링 정보 

검색 시스템은 인터넷 상의 방 한 웹 콘텐츠를 기존의 

방식과 같이 사용자가 RSS 주소를 입력하여 제한된 정

보를 받아 보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는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입력만 하면 자동화된 R
2SS 주소 수집 

처리가 수집한 수많은 RSS 주소들로부터 사용자가 원

하는 정보에 한 R2SS 문서 정보를 제공하여 RSS의 

사용 용이성 한계와 제공되는 정보 범 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도록 한 R
2SS 기반의 정보 검색 시스템이다.

R
2SS 기반 웹 크롤링 시스템은 크게 R2SS 주소 수집 

부분과 데이터 크롤링 부분으로 나 어진다. 제안한 

R2SS 기반 웹 크롤링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으며 인터

넷 상에서 RSS 주소들을 수집하여 각 사용자 정보들 

 각 사용자 요청 정보별 형태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장  리한다. 이 게 장된 각 R
2SS 일에 

한 웹 문서 데이터의 형태소를 분석하여 각 사용자 

요청별 형태소들과 비교한 후, 각 사용자 요청정보와 

동일한 범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단하여 용량 

처리가 가능하도록 원격 객체 호출(RMI) 기능을 부여 

한다. 한, 해당 사용자 요청 정보에 한 R
2SS 문서 

정보를 해당 사용자 단말의 화면에 디스 이 해주는 

웹 서버도 포함하고 있다.

그림 2. R
2
SS 기반의 정보검색 시스템 플랫폼

2. R
2
SS 주소 수집 처리 

R2SS 주소 수집 처리는 크게 블로그 주소 자동 수집 

모듈과 R
2SS 유효성 체크 모듈, 주소의 동  디 토리 

구성  R
2SS 주소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처리와 같은 

단계를 거친다.

2.1 블로그 주소 자동 수집  

R2SS 블로그 주소 자동 수집 처리는 블로그에 존재

하는 RSS 출처 주소를 찾아서 수집해 온다. 블로그 주

소 자동 수집 처리를 해 고려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블로그는 하나의 정형화된 구조를 띄지 않으며, 

내용을 기반으로 구분되는 웹 페이지가 아니다. 따라서 

웹을 상으로 블로그 여부를 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둘째 RSS 출처 주소 링크는 개 블로그 메인 

페이지에 존재한다. 따라서 블로그에서 RSS 출처 주소

를 찾기 한 링크 탐색 범 는 블로그의 메인 페이지

에 존재하는 링크 개수로 제안되어야 한다.

언 된 두 가지 고려사항을 해결하고 RSS 출처 수집 

효과를 늘이기 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된 크롤러는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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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 태그에서 URL 매칭 

_LINK_RE = re.compile(r'<\s*(a|img).+href\s*=\s*"?(.+?)"?(\s|>)',
                      re.MULTILINE | re.IGNORECASE)

# <frame src="bla"> 태그 매칭
_FRAME_RE = 

re.compile(r'<\s*(frame).+src\s*=\s*"?(.+?)"?(\s|>)',
                       re.MULTILINE | re.IGNORECASE)

# HTML 문서의 타이틀을 조사
_TITLE_RE = re.compile(r'<\s*title.*?>(.+)</\s*title\s*>',
                       re.MULTILINE | re.IGNORECASE)

# GDS로 등록하기 해 GUID를 plug-in한다.
_GUID = '{5e1788fe-a6e6-429f-816c-80cb969028d3}'

public void AddChannel(ChannelData cData)
{
   if (!m_ChannelDAO.ExistXmlUrl(cData.XmlUrl))
   {
   
       // 아이템과 디 토리 색인어가 유사도 계산
       iData.ItemDirIndex = Compute(item, directory)

       // 아이템과 디 토리 선정
       cData.GroupIndex = xxxx(선정된 디 토리의 인덱스)
                              
       m_ChannelDAO.Insert(cData); 
       foreach (ArticleData aData in cData.ArticleList)
       {

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의 랜덤 블로그 

근 모듈을 사용한다. 해당 모듈의 호출을 통해 크롤러

는 지속 으로 블로그 주소를 획득하며, 블로그 메인 

페이지에 존재하는 링크의 수로 탐색 큐의 사이즈를 제

한하여 Breadth-First 방식으로 링크들을 조사한다.

단, 블로그 메인 페이지가 임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임에는 실제 링크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링크가 존재하

는 웹 페이지를 찾기 해선 임을 구성하고 있는 

페이지로의 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R
2SS 블로그 주소 자동 수집 처

리는 메타 블로그와 같이 사람이 수동으로 블로그 주소

를 등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로 이 알아서 블로그 주

소를 수집하는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의 작동원리는 

댓 이나 트랙백 등 링크를 분석하여 새로 생성된 블로

그를 자동으로 찾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2.2 R
2
SS 유효성 체크 

R2SS 유효성 체크를 하기 해서는 R2SS 싱 모듈

이 필수이다. 유효성 체크는 [그림 3]과 같이 유효한 블

로그 주소를 체크한다. 이때 크롤러는 각 블로그 사이

트 메인 페이지에 존재하는 태그들을 조사하기 하여 

“정규 표 식(Regular Expression)”을 이용한다[13]. 

그림 3. 정규 표현식의 유효한 블로그 체크 분석기

해당 블로그가 임으로 되어 있을  경우, 각 

임에 해당하는 주소를 획득하여 실제 블로그 메인 페이

지 주소를 재설정한다. 블로그의 메인 페이지에 존재하

는 링크들을 조사하기 해 <a href> 형식의 태그에서 

링크 주소를 획득한다. 크롤러는 획득된 링크 주소들에 

근하여 RSS 출처가 가져야할 태그 여부를 확인 후 

RSS 출처라 단되면, 기존에 이미 탐색된 출처인지의 

비교를 통해 신규 출처일 경우 해당 RSS 출처 주소를 

장한다.

2.3 R
2
SS 주소의 동적 디렉토리 구성 

습득된 R2SS 출처는 RSS를 통해 동 으로 디 토리

를 구성한다. 블로그가 어떤 디 토리에 속하는지 여부

는 사용자가 특정 질의 키워드를 모를 경우, 필요한 블

로그를 찾는데 도움을  수 있다. 재의 블로그 서비

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나 여러 포털의 블로그 들을 

한 데 모아서 제공하는 메타 블로그 사이트의 경우, 블

로그별 디 토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는 경우에

도 블로그 사용자가 가입 시 설정한 디 토리로 고정되

어 존재한다.

블로그의 특징  하나는 1인 미디어이므로, 사용자

의 심분야는 항상 바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

라서 고정된 디 토리는 해당 블로그의 특성을 히 

나타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메타 블로그 서

비스를 제공하며, 블로그의 디 토리가 존재하는 

Xpider 사이트[6]의 경우를 볼 때, 각 디 토리별 상  

랭크된 블로그가 해당 디 토리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 같은 을 보완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그림 4]와 

같이 R
2
SS 문서에 포함된 아이템이 어떤 디 토리에 

속하는지 유사도 계산과 단 방법을 통해 각각의 RSS 

출처는 디 토리별 수를 가지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디 토리를 동 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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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ta.ChannelIndex = cData.Index;
       }
       m_ArticleDAO.InsertAll(cData.ArticleList);
     
       if (AddChannelEvent != null)
         AddChannelEvent(cData);
   }
}

그림 4. R
2
SS 주소의 동적 디렉토리 구성 방법

2.4 사용자 질의에 따른 R
2
SS 출처 순위화

R
2
SS의 기본 목 은 RSS를 통한 콘텐츠의 자동 

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꾸 히 올라오는 순서 로 RSS 출처의 

순 를 정하여 제시해  필요성을 가진다. 재가지 조

사해본 바로는 정보 달을 목 으로 정보 갱신을 고려

하여 블로그의 순 를 매기는 검색 도구는 존재하지 않

는다.

재 사용자들이 RSS 출처를 이용하기 해 차선책

으로 사용자는 블로그의 제목과 소개  상의 검색이 

주로 이루어지므로 정보 갱신 여부와는 무 한 순 가 

제시된다. 한 기존에 제안된 순 와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 기존의 유사도에 따른 순 화는 

사이트 단 가 아닌 문서 단 의 유사도 계산이 합하

다. 를 들어, 사용자가 질의한 단어를 다수개 포함한 

이 1개 올라온 RSS 출처와 사용자가 질의한 단어를 

한 개씩 포함한 다수개의 이 올라온 RSS 출처의 경

우를 생각해 보면, 단순한 유사도 계산으로 순 를 매

기면 자가 우선 순 를 가질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에게 우선 으로 추천

되어야 할 RSS 출처는 “자료의 갱신주기가 짧고, 사용

자가 심 있어 하는 이 많이, 그리고 꾸 히 올라올

만한 출처”라 정의하고 이를 해 사용자 질의 단어를 

포함하는 게시물의 수, 자료의 개인률, 자료의 갱신 주

기 등을 고려한 RSS 출처 순 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을 용하기 해서는 샘  기간

과 샘  주기 설정을 필요로 한다.

R
2SS 출처의 순 를 정하기 한 첫 번째 기 은 식 

(1)과 같다. 

 
 



× (1)

channel_rank1은 질의 단어를 포함한 게시물 수와 질

의 단어 치에 따른 우선순  값을 의미하며, 수식의 

변수에서 k는 질의 단어수, n은 질의 단어  해당 게시

물과 매칭된 수, m은 샘  기간 내 질의 단어를 포함한 

게시물의 수, 그리고 wi는 질의 단어 치에 따른 가

치를 의미한다.

첫 번째 기 은 샘  기간내에서 존재하는 질의한 단

어를 포함한 게시물의 양에 기반하여 순 를 매기게 된

다. 만약 첫 번째 기 의 결과가 동일한 경우, 식 (2) 와 

같은 두 번째 기 을 용하여 순 를 정한다. 두 번째 

기 은 사용자의 정보 갱신의 일 성 여부를 악하기 

한 것이다.






 



  (2)

channel_rank2는 식 (1)의 결과가 동일할 경우 두 번

째 기 을 용하여 순 를 정하기 한 것으로, 수식

의 변수에서 n은 샘 링 기간을 샘 링 주기로 나  결

과 이며, ki는 I번째 주기의 질의 단어를 포함하는 게시

물의 수, 그리고 m은 샘 링 기간내 평균 게시물 개수

를 의미한다. 

를 들어, 샘  기간 2달, 샘  주기 1주로 설정하

고, 블로그1과 블로그2의 샘  주기 당 질의 단어 포함 

게시물의 수가 블로그1(1,2,1,2,1,2,1,2)이고 블로그

2(0,4,0,5,0,2,0,1)로 가정한다면, 샘  기간내 질의 단여 

포함 게시물의 수는 같지만 블로그1과 블로그2보다 더 

작은 분산 값을 가지므로 더 높은 순 를 가지게 된다.

만약 식 (1)과 식 (2)의 기 이 모두 같을 경우라면, 

식 (3)과 같이 샘  기간 내 질의 단어 포함 게시물의 

갱신 주기를 악하여 갱신 주기가 짧은 것이 더 우선

순 를 가지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짧은 기간을 1년 

이내로 제안하며, 샘  주기와 자료 갱신 주기는 모두 

일단 로 처리된다.


 



 



  (3)

channel_rank3은 식 (1)과 식 (2)의 결과가 동일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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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세 번째 기 을 용하여 순 를 정하기 한 것으

로, 수식의 변수에서 m은 샘  기간 내 질의어 포함 게

시물의 개수, 그리고 dj는 j번째 게시물의 갱신일을 의

미한다. 

실제로 국내 블로그를 상으로 모아진 RSS 출처 정

보에 제안된 순 화 방법을 용한 결과, 검색 순  선

정 시 부분 첫 번째와 두 번째 기 에 따라 순 가 정

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유는 아직까지 일

성을 가지고 꾸 히 자료를 올리는 RSS 출처의 수가 

그만큼 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2.5 R
2
SS 주소 데이터베이스

R2SS 주소 수집은 자동 인 확장방식으로 표 인 

인터넷 자원( 컨 , RSS 는 ATOM 등) 주소 표  

형태를 이용하여 인터넷(Internet) 상에 있는 웹( 컨

, IPv4에서는 일반 웹, IPv6에서는 자제품을 포함

한 웹 등) 문서 (HTML 일)에서 RSS 주소를 자동

으로 추출하고, 해당 웹 문서에 있는 링크(link)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RSS 주소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즉, 미

리 설정된 주요 포털이나 블로그 웹 문서를 시작으로 

해서 차 으로 해당 웹 문서들의 외부로 향하는 링크

를 따라 방문하면서 RSS 주소를 자동 추출하거나, 

RSS 주소를 추출할 웹 문서를 주요 메타 사이트들이 

제공해주는 최신 RSS 일을 주기 으로 방문하면서 

이에 들어 있는 링크 주소를 방문하여 RSS 주소를 추

출하는 방식이다. 

이 게 수집된 RSS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를 체크한 다음에 없으면, R
2SS 주소 데이터베이스에 

새로 추가한다. R2SS 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표 2]

와 같다.

표 2. R
2
SS 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조

RSS 주소 
마지막
방문날짜

갱신 
주기

http://mensa-barbie.blogspot.com/rss.xml 2009-07-31 0

http://thecaveman.blogspot.com/rss.xml 2009-07-31 0
  

3. R
2
SS 데이터 수집 처리 

3.1 블로그 내에서 본문 추출 

사용자가 원하는 RSS 출처를 찾았으면, 이 주소를 

R
2SS 데이터 수집 처리와 같은 소 트웨어에 등록함으

로써 신규 정보를 자동으로 달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문서의 구조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R
2
SS 문서의 구조

[그림 5]에서 R2SS 문서의 처리를 해 R2SS 데이터 

수집 처리를 구 하 으며, 등록된 출처 정보를 이용하

여 URL 객체를 생성한다. 생성된 URL 객체를 이용하

여 RSS 일을 가져와 R
2SS Parser를 이용하여 싱

한 후, 출처 객체로 만들어 필요한 엘리먼트를 추출한

다. 만약 기존 출처 객체가 일로 존재할 경우, 출처 

객체를 복원해 내어 재 출처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사이트의 신규 자료 여부가 단된다.

3.2 신규 데이터의 분류

[그림 5]에서와 같이 R2SS에 포함된 아이템의 하  

타이틀과 설명 엘리먼트에는 신규 자료의 제목과 내용 

정보가 치한다. 따라서 이 정보에서 색인어를 추출하

고 R
2SS 데이터 수집 처리가 가지고 있는 분야별 색인

어 집단의 유사도 비교를 통해 데이터의 분류를 하게 된다.

(1) 유사도 계산

R
2SS 문서에 포함된 신규 정보의 제목과 내용에서 

어  단  분리, 조사, 불용어 제거 작업을 통해 문서 내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을 추출하고 해당 단어의 빈도수

를 기억한다. 추출된 모든 단어와 단어 빈도수는 웹 콘

텐츠 분류 시에 사용된다.

이력 문서 내에서 추출된 단어들은 분야별 색인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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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계산을 통하여, 유사도가 가장 높은 분야에 분류

된다. 유사도 계산을 통하여 유사도 계산식은 식 (4) 와 

같이 간략화시켜 용한다.

 
 


 




  

(4)

S_Comp(C,d)는 R
2SS 문서에 포함될 신규 데이터 분

류를 한 것으로, 수식의 변수에서 Nc는 c분야 색인어 

집단에서의 총 색인어 수, freqi,d는 입력문서 d에서 매

칭되는 단어 i의 빈도수, 그리고 maxi,d는 문서 d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수를 의미한다.

(2) 외 처리

R2SS 문서를 분류 시에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스팸 분류와 데이터 복  펌 문서 체크, 그리고 

자동 분류 기능을 추가하 다. 

스팸 분류는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을 활용한 자동분류기를 이용하여 개발 

하 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통계 분류와 회귀 분석을 

쓰는 지도 학습 방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커  트

릭을 써서 비선형 분류 문제에 선형 분류의 테크닉을 

용한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재 알려져 있는 많은 학습법 

에서 가장 인식 성능이 뛰어난 학습 모델의 하나이다. 

서포트 벡터 머신이 뛰어난 인식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미 학습 데이터에 해서 높은 식별 성능을 얻기 

한 방법이 있는 것이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선형 문

턱 소자를 이용하고, 2 클래스의 패턴 식별기를 구성하

는 기법이다. 훈련 샘 로부터 「마진 최 화」라고 하

는 기 으로 선형 문턱 소자의 라미터를 학습한다. 

복  펌 문서 체크 기능은 블로그에서 가장 큰 이

슈가 펌  즉, 복된 을 어떻게 체크하는가이다. 본 

논문에서 구 한 복 문서 체크 모듈은 80% 이상 비

슷한 문서이면 복이라고 단하고, 원문은 작성일자

가 가장 이른 것을 기 으로 한다. 댓 은 사람들이 특

정 포스트에 얼마나 심이 많은지 보여주는 객 인 

지표임으로, 따로 분리를 하여 리 할 필요가 있다. 

재는 댓 의 개수만 세고 댓 의 내용은 장 하고 있

지 않다. 

자동 분류 기능은 효율 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해

서 필수이다. 분류는 사람들이 심이 있는 분야를 

찰하여 분류 6개 (IT.과학, 시사, 연 , 일상, 게임, 스

포츠) 그리고 25개 소분류로 구성 하 다. 자동분류 알

고리즘은 스팸분류와 같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자동분류 엔진을 활용하여 구 하 다. 

3.3 R
2
SS 문서 데이터베이스

R2SS 데이터수집 처리는 R2SS 주소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장된 RSS 주소들에 해당하는 RSS 일들을 제

공받아 각 RSS 일이 제공해주는 링크정보를 이용하

여 웹 문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R
2SS 데이터수집 처리는 R2SS 주소 데이터베이스

와 연동되어 R
2SS 주소 수집 처리에 의해 수집 장된 

R2SS 주소 목록을 주기 으로 제공받아 각 RSS 주소를 

방문하면서 해당 RSS 일을 다운로드(Download)받은 

후, 각 RSS 일이 제공해주는 RSS 정보들( 컨 , 제

목(title), 링크(link), 요약설명(description), 카테고리

(category)  등록날짜(publication date) 정보 등)  소

스 링크정보에 존재하는 링크(link)를 방문하여 해당 웹 

문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R
2SS 데이터 데이터베이

스에 송한다. R
2SS 데이터 수집 처리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표 3]과 같다.

표 3. R
2
SS 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조

제목 링크 요약설명
카테
고리

등록
날짜

개발자들의 

아카데미 

상

http://agile.egloos.

com/323897

IT업계에도 노벨상과 

아카데미상이 있다. 

튜링상을 노벨상에 

비유할 수 있고, 

졸트상을 

아카데미상.....

IT

2007

-05-

26

이때, 상기 소스 링크정보에 존재하는 링크 방문 시 

R
2SS 문서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장된 RSS 일 목

록과 이미 다운로드(Download)받은 RSS 일을 비교

하여 RSS 일 내용 에서 갱신된 RSS 정보의 소스 

링크정보에 존재하는 링크를 방문하여 수집함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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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다.

3.4 R
2
SS 데이터 분석 처리  

R2SS 데이터 분석 처리는 R2SS 주소수집 처리와 

R2SS 데이터수집 처리로부터 수집된 수많은 RSS 주소

들, 각 주소간의 링크 계, 각 사용자 정보들  각 사

용자가 요청한 정보별로 형태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

여 장  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5 사용자 R
2
SS 문서 제공

R2SS 데이터 분석 처리는 R2SS 데이터 DB 에서 

리하는 형태소 에서 R2SS 주소들에 해당하는 R2SS 

일들을 제공받아 각 R
2SS 주소들을 방문하면서 해당 

R
2SS 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각 R2SS 일의 R2SS 

정보들 (제목(title), 링크(link), 요약설명(description), 

카테고리(category)  등록날짜(publication date) 정

보 등)  소스 링크정보에 존재하는 링크를 방문하여 

해당 웹 문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R
2SS 정보제공 

DB에 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 R
2
SS 데이터 DB에 장된 R

2
SS 일 목록과 

다운로드 받은 R2SS 일을 비교하여 R2SS 일 내용 

에서 [그림 6]과 같이 갱신된 R
2SS 정보의 소스 링크 

정보에 존재하는 링크를 방문하여 해당 웹 문서 데이터

를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R
2SS 데이터 분석 처리는 R2SS 데이터 수집 처리 엔

진에서 수집하여 R
2SS 데이터 DB에 장된 각 R2SS 

일에 한 웹 문서 데이터를 제공받는다. 한 형태

소 분석모듈을 통해 형태소를 분석하여 R
2SS 데이터 

DB에 장된 각 사용자 요청정보별 형태소들과 비교한 

후, 각 사용자 요청정보와 동일한 범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구체 으로 설명하면 R
2SS 데이터 DB의 형태

소 DB에 장되어 있는 형태소명 들과 재 분석 인 

웹 문서 데이터를 형태소 분석한 형태소명 들을 비교하

여, 재 웹 문서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형태소 ID를 

추출한다.

사용자 R
2SS 문서 제공은 R2SS 데이터 수집 처리에

서 형태소 분석된 웹 문서 데이터가 각 사용자 요청정

보와 동일한 범주에 포함되면, 해당 웹 문서 데이터에 

한 R
2SS 일의 R2SS 정보들을 제공받아 해당 사용

자 요청정보에 한 R
2SS 문서 정보를 생성  장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item>
   <title><![CDATA[개발자들의 아카데미 상 ]]>
   </title>
   <link>http://agile.egloos.com/3238987</link>
   <guid>http://agile.egloos.com/3238987</guid>
   <description>
   <![CDATA[
 IT업계에도 노벨상과 아카데미상이 있습니다. 
 류링상을 노벨상에 비유할 수 있고, 졸트상을 
 아카데미상에 &nbsp;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발자들에게 아카데미상을 보는 기 감과
 즐거움을 주는졸트상에 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졸트상은 1990년부터 .....
 <a herf="http://agile.egloos.com/3238987">
 <font style="font-size:11px;">  체보기
 </font></a>]]>
    </description>
    <category>미분류</category>
    <pubDate>Mon, 23 Nov 2008 10:34:50
 GMT</pubDate>
 </item>

그림 6. 적용된 R
2
SS 파일의 소스

 

Ⅳ. 실험 및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웹 2.0기반의 용량 데이터 검색을 

한 R
2SS 웹 크롤러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메타 블로그 사이트와의 성능 비교, R2SS 출처 순 화

의 실험과 성능 평가, 그리고 R
2SS 데이터 형태소 분석 

처리의 실험과 성능 평가를 실시한다. 

1. 메타 블로그 사이트와의 성능 비교

1.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구 한 R2SS 기반의 정보검색 시스템은 

다수의 블로그 사이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한 곳에

서 리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메타 블로그 사이트와 

유사하다. 따라서 국내에 존재하는 메타 블로그 사이트

(AllBlog, BLOZINE, BLOG KOREA)와의 블로그 정보 

리 기능을 비교한다. 

1.2 성능 평가

국내에 존재하는 메타 블로그 사이트의 블로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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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기능을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RSS 채  수

집 기능을 보면, 재의 메타 블로그 사이트의 경우 가

입자가 스스로 자신이 리하는 블로그의 RSS 채  주

소를 입력함으로써 수집되는 반면, 제안하는 시스템은 

RSS 채 만을 탐색하는 웹 크롤러를 통해 자동으로 수

집할 수 있다. 블로그 검색 도구의 경우 아직까지 블로

그의 정보 갱신 정도를 바탕으로 검색 순 를 지정하는 

검색도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블로그 디 토리 기능은 

BLOZINE 사이트에서도 지원하지만, 사용자가 가입 시 

설정한 디 토리로 고정 으로 유지되므로, 사용자가 

디 토리 근을 통해 블로그 검색 시 효율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

표 4. 메타 블로그 사이트와 기능 비교

비교 상
비교항목

제안 
시스템

AllBlog BLOZINE
BLOG 
KOREA

RSS 채널의 

자동 수집
○ × × ×

RSS를 이용한

주기적인 블로그 

정보 수집

○ ○ ○ ○

블로그 검색도구 ○ △ △ △

블로그 디렉토리

제공
○ × △ ×

역 RSS를 이용한

관련 정보 구성
○ × × ×

기존 RSS 제품은 정보수집 범 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본 R2SS 기반의 정보검색 시스템은 역 RSS 정보 

검색.수집 방식으로 체 인터넷 망을 상으로 범

한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단순히 정보를 많이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용량 데이터 자동 분류 기

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조직화 하고 분류하여 정보의 활

용도를 극 화 시킨다.

기존의 국내 메타 블로그는 략 20만 ~ 30만 정도의 

RSS 주소만 수집 되어 있으며, 기존 방식으로 새 을 

수집하기 하여 하루에서 심지어 며칠씩 걸리는 반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R2SS 기반의 정보검색 시스템

은 수집 시간이 몇 시간 내외이며 워 블로그나 뉴스

같이 자주 업데이트 되는 사이트는 수집 시간이 몇 십

분 심지어 10분 이내로 이루어지고 있다. 

2. R
2
SS 출처 순위화의 성능 평가

2.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제시한 사용자 질의에 한 R2SS 출처 

순 화를 사용한 경우와 국내의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

하는 포털 사이트  엠 스(www.empas.com)에 존재

하는 블로그 검색 도구와 비교 실험한다. 엠 스)에서 

제공되는 블로그 검색 도구는 블로그 제목(소개  포

함) 상 검색과 블로그 카테고리 검색, 블로그 신규 게

시물 검색을 제공한다. 다음, 란, 하나포스, 코리아닷

컴, 메이  등도 동일한 검색 도구를 지원한다.

2009년 9월 13일 기 으로 검색하 으며, 각 검색 도

구의 상  랭크된 10개 블로그의 RSS 주소를 취하여 

사용자가 질의한 검색어를 포함한 신규 자료의 갱신 정

도를 비교하 다. 검색어는 ‘ 도우’ 이며, 문 

‘Windows’도 함께 포함하여 검색한다. 제안된 시스템

의 R
2SS 채  순 화 방법을 이용하기 해서는 샘  

주기와 기간 설정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샘  주기는 

14일로 선택하고 2009년 8월 17일부터 2009년 9월 13일 

까지(27일)을 샘 링 기간으로 설정하 다.

2.2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 제시한 사용자 질의에 한 R2SS 출처 

순 화를 사용한 경우와 국내의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

하는 포털 사이트  엠 스에 존재하는 블로그 검색 

도구와 비교 실험을 해본 결과 [그림 7[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7. R
2
SS 출처 순위화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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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포털 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검색 결과를 사용한 경우보다 제안된 시

스템의 검색 결과를 사용한 경우의 심 자료의 갱신률

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왔다. 이는 기존 블로그 검색엔

진을 통해서는 블로그의 사이트 제목과 소개 에 바탕

을 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갱신성에 한 

고려는 없었다. 하지만 제안된 시스템은 사용자 질의어

에 기반한 자료의 수, 갱신 주기, 갱신률의 분산도 등을 

모두 고려하 기 때문에 기존 결과에 비해 우수한 성능

을 보일 수 있었다.

3. R
2
SS 색인어 처리에 따른 성능 평가

3.1 실험 환경

(주)에버아이티에 재직 인 근로자 5명을 상으로 

각 분야별로 색인어를 추출 작업을 실시하 다. 실제 

사용자가 해당 분야에 련된 색인어를 선정할 때는 개

인의 경험에 비추어 각 분야를 표하는 명사를 선정하

는 경향을 보 다. 그리고 선정 개수는 최소 5개에서 최

고 20개 다. 실험에 참가한 5명이 선정한 색인어를 바

탕으로 각 분야별 10~20개 정도의 색인어를 선별 으

로 부여하 다. 제안된 시스템의 빈도수 기 의 색인어 

추출 방법과 사용자의 명시  색인어 선정 방법으로 비

교하 다. 

3.2 성능 평가

그림 8. R
2
SS 색인어 처리에 따른 성능 비교 (단위 : %)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가 만든 분야에 기 문서

를 지정해 놓으면, 기 문서로부터 요 빈도수 기

과 분야별 복 색인어 제거 기 을 가지고 분야별 색

인어 집단을 자동으로 추출해낸다. 이의 효율성을 알아

보기 해 사용자의 분야별 명시  색인어 추출 경우와 

비교 실험을 해보았다.

[그림 8]에서와 같이 제안된 방법이 평균 19% 정도 

성능 향상을 보 다. 이 결과는 실제로 사용자가 임의

로 설정한 색인어는 그 수가 무 어 분류시 미분류 

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 으며, 한 색인어가 분야별 

복 색인어의 제거 기  없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잘못 

분류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 다.

Ⅴ. 결론

기존의 RSS 리더기가 가지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한 것  하나가 메타 블로그(Meta Blog)로서 이는 여

러 사람이 수동으로 입력한 RSS 주소를 공유해서 다양

한 RSS 주소로부터 콘텐츠를 가져와 사용자에게 보여 

주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게 RSS 주

소가 좀더 많아지기는 하 지만 여 히 사용자가 수동

으로 입력한 극소수의 RSS 주소에 의존하고 있다. 

한, 사용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입력한 RSS 주소로부터 

정보를 받아 보면서 그 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선

택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사

용자가 RSS 주소를 입력하여 제한된 정보를 받아 보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는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입력만 하면, 자동화된 RSS 주소수집서버가 수집한 수

많은 RSS 주소들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RSS 정

보들 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한 역 RSS 문

서 정보를 제공하여 RSS의 사용 용이성 한계와 제공되

는 정보 범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 R
2SS 기반 

지능형 정보 검색 시스템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들은 다른 기법들과의 비

교 실험을 수행하여 실제 성능이 우수함을 증명하 다. 

성능 평가는 기존 메타 블로그와의 RSS 채 의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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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주기 인 정보 수집 등의 성능 비교, 제안한 시스

템의 RSS 채  순 화 방법에 따른 RSS 채  추천의 

성능 비교, 색인어에 따른 형태소 분석을 통한 분야별 

색인어 검색의 성능 비교, 그리고 용량 처리에 따른 

성능 비교를 실시하 다. 그 용 사례로 블로그 코리

아, AllBlog, BLOZINE 블로그 사이트와 용량 처리를 

한 벤치마크 애 리 이션을 상으로 실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다.

성능 평가 결과, 첫 번째로 메타 블로그 사이트와의 

성능 비교에서  기능면에서 자동 수집, 주기 인 블로

그 정보 수집, 블로그 검색 도구, 블로그 디 토리 제공, 

역 RSS 기법을 용한 정보 수집에서 우수하 으며, 

속도면에서 기존의 국내 메타블 로그는 략 20만 ~30

만 정도의 RSS 주소만 수집이 돼있으면 기존 방식으로 

새 을 수집하기 하여 하루에서 심지어 몇일씩 걸리

는 반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R
2SS 기반의 정보검색 

시스템은 수집 시간이 몇시간 내외이며 워블로그나 

뉴스같이 자주 업데이트 되는 사이트는 수집시간이 몇

십분 심지어 10분 이내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로 R
2SS 출처 순 화의 성능 평가에서 실제 포

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 결과를 사용한 경우보다 

제안된 시스템의 검색 결과를 사용한 경우의 자료 갱신

률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왔다. 이는 기존 블로그 검색

엔진을 통해서는 블로그의 사이트 제목과 소개 에 바

탕을 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갱신성에 한 

고려는 없었다. 하지만 제안된 시스템은 사용자 질의어

에 기반한 자료의 수, 갱신 주기, 갱신률의 분산도 등을 

모두 고려하 기 때문에 기존 결과에 비해 우수한 성능

을 보일 수 있었다.

셋째로 R
2SS 색인어에 따른 성능 평가에서 제안된 

방법이 평균 18% 정도 성능 향상을 보 다. 이 결과는 

실제로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한 색인어는 그 수가 무 

어 분류시 미분류 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 으며, 

한 색인어가 분야별 복 색인어의 제거 기  없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잘못 분류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

다.

본 논문의 기 효과는 사용자가 단순히 자신이 원하

는 정보를 입력만 하면, 자동 수집된 수많은 RSS 주소

들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RSS 규격 문서들 에

서 사용자가 원하는 RSS 규격 문서에 한 RSS 정보

만을 제공해 으로써, 사용자는 수많은 정보를 찾아서 

그  원하는 정보만 추려서 제공해주는 개인 비서를 

두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어서 양질의 정보를 찾아 헤

매는 시간을 획기 으로 일 수 있다.

향후의 과제로는 용량 콘텐츠의 자동 수집을 한 지

능형 정보검색시스템을 역 RSS 기술과 웹 크롤러 기술을 

용하기 하여 한, , 일, 어에서의 각각 많은 RSS 

주소(각각 140만, 50만, 30만, 50만)를 확보하여 이러한 

RSS 주소를 통하여 량의 문서를 수집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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