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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대부분의 웹포털 사이트는 인기도 또는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태그 클라우드 형태와 연관 검색 서비스와 같은 사용자 친화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
로 뉴스기사는 날짜와 분야별로 기사들이 분류되어 있기에, 사용자는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진 기사를 읽을 수만 있을 
뿐 그 기사와 연관된 다른 기사를 쉽게 찾아보지는 못한 실정이다. 또한 연관 검색어 서비스도 사용자가 검색한 입력 
내용을 기반으로 연관성 정도를 분석하기에 충분한 객관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태그 클라
우드 방식에서 좀 더 나아가 축적된 뉴스 기사로 부터 검색 키워드와 밀접히 연관된 키워드를 추출하여 제공하는 기
사 검색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기본적으로 연관규칙 마이닝을 이용하여 키워드 연관성을 추출하게 되며, 뉴
스기사 특성을 반영하여 문장 내부에 존재하는 키워드에 한정하여 연관성을 추출한다. 연관된 키워드 집합을 이용하
여 키워드와 가장 밀접한 기사를 검색할 뿐만 아니라, 연관 키워드간의 관계성을 보여줌으로써 뉴스 기사들 속에 숨
겨진 연관정보의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

Abstract  The current Web portal sites provide significant keywords with high popularity or importance; 
specifically, user-friendly services such as tag clouds and associated word search are provided. However, in 
general, since news articles are classified only with their date and categories, it is not easy for users to find 
other articles related to some articles while reading news articles classified with categories. And the conventional 
associated keyword service has not satisfied users sufficiently because it depends only upon user queries. This 
paper proposes a way of searching news articles by utilizing the keywords tightly associated with users' queries. 
Basically, the proposed method discovers a set of keyword association patterns by using the association rule 
mining technique that extracts association patterns for keywords by focusing upon sentences containing some 
keywords. The method enables users to navigate the space of associated keywords hidden in large news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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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존의 웹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블로그(blog)나 검

색(search) 기능을 포함한 인터넷 환경을 웹 1.0으로 본

다면 개방 인 웹 환경을 기반으로 네티즌들의 정보공유

와 참여가 가능하게 된 요즘의 인터넷 환경을 웹 2.0이라

고 부른다. 웹 2.0 시 가 도래하면서 사용자들의 편의성

을 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표 으로 사이트에 새롭게 올라 온 을 사용자가 원하

는 정보만 볼 수 있도록 서비스화 되어있는 RSS(Really 

Simple Syndication)[1]나 사용자가 마음 로 지정해 놓은 

단어가 요한 정보로 검색 될 수 있는 태그(tag) 등을 

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최근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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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의 뉴스 기사페이지는 인기가 있거나 요도가 높

은 내용들을 사용자가 질문하기 에 미리 보여주고 정

보의 동향을 제공해주는 태그 클라우드(tag cloud) 기능

을 제공하고 있다
[2][3]. 하지만 아직도 부분의 뉴스기사 

페이지들은 날짜와 분야별로 기사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카테고리별로 나 어진 기사를 읽을 수만 있을 

뿐 그 기사와 연 된 다른 기사의 정보에 해서 한 에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태그 클라우드 방식에서 좀 더 

나아가 축 된 뉴스 기사로 부터 검색 키워드와 히 

연 된 키워드를 추출하여 제공하는 검색 기법을 제안

한다. 제안 기법의 핵심 요소인 연 검색 방식은 사용자

가 기사 검색을 하 을 때, 키워드와 가장 한 기사

를 검색해  뿐만 아니라, 키워드와 연 된 키워드들과 

연  정도를 보여 다. 이는 사용자가 검색한 기사의 내

용을 악할 뿐만 아니라 연 된 키워드에 한 정보를 

얻게 된다. 나아가 연  기사들끼리의 계성을 확인함

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정보이외에 심이 없었던 기사

의 연 까지 확인하여 정보 습득에 한 시야를 더욱 

넓   수 있다.

기존의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연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는 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에

서 제공되는 연 검색 기능은 사용자들이 입력한 키워드 

간에 유사성이나 동일한 사용자에 의해 연속 으로 입력

된 키워드들을 분석함으로써 키워드들 간의 연 성을 부

여한다. 반면에 본 연구내용은 텍스트 형식의 뉴스 기사

들을 분석하여 기사 내에 키워드들의 연 성을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객 성을 보장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연 검색은 포털사이트에 축

된 뉴스 정보를 웹 크롤링(web crawling) 방식으로 수집

한 후, 다양한 검색 기술들을 활용하여 키워드간의 연

성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의 연  정도를 

분석하기 해 통계 기반한 키워드 련도(keyword 

association)를 정의하 다. 기존 방법과 다른 은, 키워

드 련도를 하나의 문서 혹은 문서 집합에 해서 고려

했다는 것이며, 이는 기존 정보검색의 문서표  기법인 

TF-IDF 가 치 방식[4][5]과 연 규칙 탐색 방식인 

Apriori 알고리즘[6]을 각각 개선한 형태를 취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키워드 연

분석과 련된 기존 연구들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키워드 

연 검색 기법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제안 기법의 성능 

분석을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배경연구

1. 연관규칙 마이닝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문서집합내에 

존재하는 단어들 간의 연  패턴을 추출하기 해 연

규칙 마이닝(association rule mining) 기술을 이용한다. 

연 규칙 마이닝의 기본 개념은 데이터들에 한 발생 

빈도를 기반으로 각 데이터 간의 연 계를 도출하는 

기법이다. 를 들어, 연 규칙 '{A, B}→C' 의 의미는 상

품 A, B를 구입하는 사람은 많은 경우 상품 C를 구입한

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연 규칙 마이닝의 표 인 

알고리즘인 Apriori 알고리즘[6]을 토 로 한다. 

일반 으로 연 규칙 마이닝은 2단계로 구성되는데, 1

단계는 빈발항목집합(large itemset)을 구하는 것이고, 2

단계는 1단계에서 생성된 빈발집합을 이용하여 연 규칙

을 생성하는 것이다. '빈발항목집합'이란 해당 집합 내에 

존재하는 항목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확률인 지지도 값이 

최소치(minimum support) 이상의 항목집합들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상품 집합 신 키워

드 집합이 마이닝 상이기 때문에, 2단계 연 규칙 생성

단계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즉, 1단계에서 구해진 빈발

집합에 포함된 단어들이 모두 서로 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를 들어, 빈발항목집합 {A, B, C}가 구해졌

다면, 단어 A, B, C가 서로 연 된 것으로 처리된다.

그림 1은 기존의 Apriori 연 규칙 마이닝 알고리즘의 

1단계 부분인 빈발집합(large itemsets)을 구하는 부분을 

문서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우선 k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후보항목집합(candidate itemset)을 생

성하여, 이를 주어진 문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최

소 지지도를 만족하는 빈발항목집합을 찾게 된다.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발항목집합이 공집합이 될 때까

지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k+1개의 항목을 가지는 

후보 집합 은 k개의 항목집합을 가지는 빈발항목집

합 를 셀  조인(self-join)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얻어

진다. 이때 반복과정의 시간을 이기 해서 Apriori 성

질, 즉 빈발하지 않은 k개의 항목집합을 포함하는 항목집

합 한 빈발하지 않는다는 성질을 활용한다. 결과 으

로, 생성된 빈발항목집합 을 모두 결합한 결과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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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candidate itemset with k items

 :  a frequent itemset with k items

n : the number of transactions (i.e., documents)
begin

build 
for( k= 1;  != ∅ : k++) do

     = candidates generated from 
     for each c ∈ 
         for each document d in database do

if (c is contained in d) c.count++

         = { c | c ∈   and c.count/n >= minimum support }

     end

return 




end

그림 1. 기존 Apriori 연관규칙 마이닝 알고리즘
Fig. 1. Conventional Apriori association rule mining algorithm

된 키워드들의 집합이 되는 것이다.

2. 키워드 추출 및 연관관계 분석

키워드 추출은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eval), 문서

분류(text categorization), 주제탐색(topic detection), 문

서요약(document summarization) 등을 포함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분야의 연구에서 주요 속성(feature) 

추출을 해 사용되는 기술이다. 키워드간의 연 성을 

분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키워드 추출이 선행되어야 하

고, 키워드 추출과 련된 기술들을 활용되기도 한다. 키

워드의 가 치를 결정하기 해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가 치 기법

을 활용할 수 있는데[7][8],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추출의 

문제와 키워드 연 성 탐색 문제를 유사한 문제로 바라

보았다.

문서 단어에 한 연 규칙 마이닝에 한 연구는 

[9][10][11]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에서는 통

계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본 연구와는 달리 단어와 해당 

텍스트간의 련성을 분석하기 해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을 도입하 다. 이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자연어 처리 부하에 비해 

그다지 성능이 높지 못하다. [11]은 문서내의 주요 단어

와 주어 어구를 추출함으로써 단어와 텍스트를 연 시키

는 기법을 제안하 다. [12]에서는 주어진 문서로부터 문

서요약을 실 하기 한 빈발 에피소드를 생성하는 범용 

임워크를 제안하 으며, [13]에서는 텍스트 데이터

에 한 연 규칙을 시각화하는 시스템을 실 하 다.

Ⅲ. 키워드 연관성 분석

본 장에서는 두 키워드간의 련성 정도를 정량화하

기 한 방안을 기술한다. 자연어처리는 구문 분석  의

미 분석 과정을 통해 고유명사간의 련성을 측정할 수 

있으나[12], 정확도와 시간복잡도 문제를 감안하여 본 논

문에서는 통계기반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제안 기법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해 정보검

색에서 흔히 사용하는 TF-IDF 가 치 모델[4][5]을 분석

해보자. 기본 으로 TF-IDF 가 치는 한 문서 내에서 

한 단어의 가 치를 결정할 수 있는 모델로서, 이는 

TF(term frequency)와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값을 곱한 것이다. 여기서 TF값은 한 문서 내

에서의 특정 단어가 출 하는 횟수 ( 는 이를 정규화한 

값)를 의미하며 이는 한 문서 내에서의 그 단어의 요도

를 반 한다. 그리고 IDF값은 특정 단어가 출 하는 문

서의 수(DF, document frequency)의 역수( 는 이를 정

규화한 값)를 의미하며, 이는 체문서집합에서 단어의 

요도를 반 한다. DF값이 큰 단어는 많은 문서에서 공

통 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TF값이 크더라도 

그 요도를 낮춰져야 한다. IDF값은 TF값의 오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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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는 측면에서 요한 작용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키워드간의 련도를 측정하기 

해서 TF-IDF 가 치 모델과 유사한 근방식을 취한다. 

첫째, TF 측면에서 문서 내에서 두 키워드간의 련도

(Association Frequency, AF)를 정의한다. AF는 TF와 

유사하게 한 문서 내부에 존재하는 두 개체간의 횟수를 

정규화한 값이다. 이는 기본 으로 두 개체간의 련성

은 한 문장 내에서 두 개체가 공존하는 횟수로부터 도출

될 수 있다. 

다음은 문서 내의 키워드 와 간의 련도 

를 정의한 것이다.

   
∈
  (1)

 는 문서 의 각 문장 

에 존재하는 키워드 와 의 련도를 측정한 값으로

서, 이는 한 문장에 존재하는 키워드들 간의 모든 조합 

수의 역수로 정의한다. 즉, 한 문장에서 다른 키워드들이 

포함된 경우에 와 간의 련도가 약화됨을 반 한 

것이다. 를 들어, 그림 2의 첫 문장에 존재하는 키워드

의 수는 3개이므로,  값은 1/

  = 1/3이 된다. 이러한 SentenceAssoc값을 모두 더하

여 한 문서 내에서의 Association Frequency (AF) 값으

로 측정한다. 단, 한 문장에서   는 가 단독으로 출

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둘째, IDF 측면에서, 체 문서 집합 속에서 두 키워드

간의 련성을 정의하자. TF-IDF 가 치 모델에서 IDF 

인자는 체문서집합에 퍼져 있는 단어에 한 가 치를 

이기 한 용도로 사용한다. 이에 반해서, 두 키워드간

의 계에 한 정보가 체 문서집합에 퍼져 있는 것은 

그 련성의 정도가 크다고 단하는 것이 합리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F 개념을 그 로 반 하여 키워

드 간의 련도를 계산한다. 

결론 으로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모든 문서 내

에서 두 키워드 와 의 련도  는 다

음과 같다.

 

(2)

그림 2. 문서, 문장, 키워드의 개념도
Fig. 2. Conceptual diagram of sentences, sen 

tences, and keywords

여기서, 는 각 문서에 해 와 의 련도

를 모두 더한 값이며, 는 와 가 공존하는 

문장이 존재하는 문서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 때 

의 값이 커지는 경우에 AF값의 신뢰성을 떨어

뜨릴 수 있으므로, DF값에 log를 취하여 DF값의 증감에 

따른 향을 인다. DF를 고려한 이유는 와 가 하나

의 문서에 집 으로 나타남으로써 AF값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여러 문서에 걸쳐 동시에 출 하는 것이 련성

이 더 높은 것으로 간주하기 해 설정한 요소이다.

추가 으로 와 의 련도 는 다음

의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뉴스 기사는 부분 

기사 제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제목에 키워드가 나

타나는 경우는 키워드의 요도가 당연히 높아짐으로 이

에 한 가 치를 부여할 수 있다. 한 뉴스 기사 내에

서 문서의 앞부분에 나타나는 키워드일수록 해당 기사와 

련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키워드들이 나타나는 

문장이 문서의 어느 치에 존재하는 가에 해 가 치

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추가 조치 방안은 기존의

부분의 검색 시스템에 용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

서는 이와 련한 구체 인 방안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3은 기존 Apriori 연 규칙 마이닝 알고리즘을 

토 로 식 (2)의 키워드 련도 함수를 반 하여 개선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Keyword_Apriori 알고리즘

라고 명한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발항목집합 

Lk로부터 셀 조인 연산을 수행하여, 후보항목집합 CK+1

을 생성하고, CK+1 집합에서 한 항목씩에 하여 문서 데

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AFd(c) 함수값을 계산한다. 여

기서 AFd(c) 함수는 식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개체인자가 들어가는데 AFd(c)는 후보항목집합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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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candidate itemset with k items

 :  a frequent itemset with k items

begin

build 
for( k= 1;  != ∅ : k++) do

     = candidates which are generated from 
     for each c ∈ 

 for each document d in database do // 

 
∈
 

  

  end   

          
     end

    = { c | c ∈  and Assoc(c) >= minimum support }

end

return 




그림 3. Keyword_Apriori 연관규칙 마이닝 알고리즘
Fig. 3. Keyword_Apriori association rule mining algorithm

존재하는 항목들의 2  조합들의 값을 계산함을 의미한

다.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모든 문서에 하여 

AFd(c) 값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한 결과가 AFd(c)에 할

당된다. 최종 으로 후보항목집합 내에 존재하는 각 항

목 c에 한 AF(c) 값과 DF(c) 값을 이용하여 Assoc(c) 

함수 값을 도출한다. 빈발항목집합 Lk+1은 Assoc(c) 값이 

미리 주어진 최소 지지도 (minimum support) 이상인 항

목 c를 가려냄으로써 얻어진다.

Ⅳ. 실험 및 결과

1. 실험 방법 및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Keyword_Apriori 알고리즘이 기

존 알고리즘보다 연 검색에 얼마나 효율 인지를 검증

하기 해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은 2011년 3월부터 6

월까지 연합뉴스의 정치 련 기사 1000여건을 상으로 

하 다. 이 뉴스기사들로부터 가장 많이 언 된 정치인 

16인을 선별하고 이들과 가장 연 성이 있는 인물들을 

기존 Apriori 알고리즘과 Keyword_Apriori 알고리즘을 

이용해 검색을 실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 다. 선별된 

16인은 다음과 같다.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유시민  노무현  
김정일  이재오  강재섭  홍준표  김대중  
엄기영  최문순  황우여  오세훈  나경원  
이광재

제안 알고리즘을 연 검색에 활용하기 해 그림 3의 

기 집합인 은 최소한 3건 이상의 기사에서 언 된 인

물들로 제한하 고, 이로부터 일 일 연 성을 갖는 집

합인 를 생성하 다. 일반 으로 연 검색 시스템에서

는 특정 검색어에 해서 직 으로 연 된 검색어들을 

순 별로 결과를 제공하므로   이상(크기가 3 이상인 

후보 집합들)은 큰 의미가 없다. 생성된   집합 내에서 

각 원소에 한 연 성 정도는 지지도(support) 값을 활

용하 다. 즉, 특정 검색어에 연 된 인물들에 한 검색 

결과는, 로부터 검색어가 포함된 부분집합들을 추출하

고 이들을 지지도를 기 으로 정렬하여 최상  10인의 

인물들을 추출하여 얻어진다. 를 들어, 정치인 16인 

에서 ‘오세훈’과 연 된 인물을 찾기 해 기존 Apriori와 

Keyword_Apriori 알고리즘으로 검색된 상  10  결과

는 표 1의 (a), (b)와 같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물 16인에 해서 검색을 실시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 다. 그런데 본 실험에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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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연 검색 방식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해서는 객

으로 정확한 검색결과라고 단할 수 있는 비교 상

이 있어야한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트 터에서 언 된 인물들 간의 연 정도 결과를 비교

상으로 활용하 다. 비록 트 터에서의 연 정도가 가장 

정확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지만 트 터 기사들에서 연

성을 가진다면 으로 그 연 성에 심이 많다는 것

에 한 간 인 표 이 될 수 있으므로 비교 상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트 터에서의 인물에 한 연 정

도는 트 드시크(http:// www.trendseek.co.kr)의 결과를 

활용하 다. 트 드시크는 SNS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주

요 검색어에 한 동향을 분석하는 사이트이다. 를 들

어, 트 터에서 인물 16인  ‘오세훈’과 련된 연 검색 

결과는 표 1 (c)와 같다.

표 1.‘오세훈’으로 검색된 연관인물 검색 결과
Table 1. Search results of associated people by 

the query 'Oh Sehoon' 

순 검색결과

1 박근혜

2 남경필

3 손학규

4 권 세

5 원희룡

6 이명박

7 나경원

8 홍 표

9 유시민

10 박진

(a) 

Apriori

검색결과

순 검색결과

1 남경필

2 박근혜

3 정몽

4 이재오

5 손학규

6 김문수

7 유시민

8 이명박

9 권 세

10 원희룡

(b) 

Keyword_Apriori 

검색결과

순 검색결과

1 김문수

2 박근혜

3 이명박

4 안상수

5 이재오

6 손학규

7 정몽

8 유시민

9 남경필

10 원희룡

(c) 

트 터

검색결과

2. 성능평가 기준

본 실험에서 검색 결과를 비교하기 한 측정치로서 

DCG(Discounted Cumulative Gain)[14]를 활용하 다. 

DCG는 검색엔진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  하나이다. DCG는 검색결과로 나온 각 단

어 - 일반 으로 문서 검색 엔진에서는 문서를 의미하나 

본 논문에서는 연  단어를 검색하므로 문서라는 용어 

신 단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에 해서 검색어와의 실

제 련도에 따라 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DCG

에는 검색 결과의 순서(랭킹)보다 결과들의 련도만을 정

량화하여 계산하는 CG(Cumulative Gain) 방식이 있고, 검

색결과의 랭킹이 요한 요소로 활용하면서 정규화된 측

정방식이 nDCG(Normalized Discounted Cumulative 

Gain)가 있다. 우선 CG는 검색 결과의 순서에 계없이 

각 결과 단어의 련정도를 수화 하여 그 값을 모두 합

한 수치로 평가한다. 즉, 검색결과가 개일 경우 CG는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한다.

  
 



  (3)

여기서 는 검색 결과에서 번째 치한 단어의 

련도를 나타낸다. 반면에 DCG는 련도가 높은 단어

가 검색 결과에 우선 으로 랭킹된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그 지 않을 경우 감 을 부과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따

라서 DCG는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한다.

  
 



 

   

(4)

일반 으로 DCG는 의 수식 그 로 사용하지 않고 

0부터 1까지의 정규화된 수치인 nDCG로 표 하는데 수

식은 다음과 같다.

 


(5)

는 련도 값에 따라 정확하게 정렬되었다는 가

정하의 DCG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nDCG는 1에 가까울수

록 좋은 검색 결과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CG와 nDCG

를 검색 결과의 평가에 모두 활용하 다. 단어 간의 련도

를 평가하기 한 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 다. 첫째

는 검색 결과로 제공된 상  10 의 각 인물에 해서 비교

상인 트 터에서의 상  10 에 존재하는 인물이면 1을 

그 지 않으면 0을 부여하 다. 즉,  ∈ 이 되고 

이를 련도라 정의한다. 둘째는 검색 결과로 제공된 

상  10 의 각 인물에 해서 트 터 검색결과에 상  10

의 번째 존재하면  를 부여하고, 상  10 에 존

재하지 않으면 0을 부여한다. 즉,  ∈   의 

값을 갖고 이를 상 련도라 정의한다.

3. 성능평가 결과

성능평가는 표 2와 같이 CG와 nDCG 값을 측정하고 

각각에 해서 상 련도와 련도를 이용하여 계

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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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도

방식
상 련도 련도

CG 
 



nDCG 
 



표 2. 평가 지표
Table 2. Evaluation metrics

성능 평가 결과는 그림 4～7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그

림 1은 
의 결과를 보여 다. 상  10 을 검색

했을 때 가장 이상 인 
의 값은 10이 된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16인의 검색어  반인 8

개의 검색어에서 Keyword_Apriori가 Apriori에 비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고, 나머지 8개의 검색어는 동일

한 결과를 나타냈다. 평균 으로는 14.3%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4는 
의 결과를 보여 다. 이상

인 
의 값은 1부터 10까지의 합인 55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16인의 검색어  12개의 검

색어에서 Keyword_Apriori가 Apriori에 비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고 나머지 4개의 검색어는 결과가 동일

하 다. 평균 으로는 13.5%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 그

림 4와 그림 5를 비교해보면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다. 따라서 련도와 상 련도에 따른 서로간의 

평가결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의 결과를 보여 다. 이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16인의 검색어  13개의 검색어

에서 Keyword_Apriori가 기존 Apriori에 비해 더 우수한 

측정치를 보여주었고, 2개는 반 의 결과를 보 으며 나

머지 1개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평균 으로는 9.1% 

향상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림 7은 
의 결과

를 보여 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16인의 검

색어 에서 12개의 검색어에서 Keyword_Apriori가 

Apriori에 비해 더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2개는 오

히려 성능이 떨어졌으며 나머지 2개는 동일하 다. 평균

으로는 8.5%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 nDCG의 경우도 

CG의 경우처럼 련도와 상 련도에 따른 서로간

의 평가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결론 으로 4가지 평가 항목에서 평균 8%~14%까지 검

색 결과의 정확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기존 방식에 비해서 제안된 알고리즘이 기사의 

특성을 이용하여 문장내에서 단어간의 련도를 세 하

게 측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으

로 분석할 수 있다. CG에 의한 평가 방식이 nDCG의 평

가 방식보다 약간 우수하게 나타났다. CG는 연 된 단어

가 얼마나 많이 상 권에 포함되었는가(본 실험에서는

상 10 )를나타내는 지표이고 nDCG는 상 권에서의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단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실험의 결과만으로 해석한다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

은 상 에 랭크된 검색 결과의 순서보다는 상 권에

되도록 많은 연 된 단어를 포함하도록 검색하는 방법에 

좀 더 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으

므로 큰 의미는 없다고 단된다.

그림 4. 
를 이용한 성능평가결과

Fig. 4. Empirical results using 


Ⅴ. 결 론 

본 논문은 연 규칙 마이닝  통계 처리를 바탕으로 

뉴스 기사집합에 존재하는 연 된 키워드 집합을 도출하

는 방안을 제안하 다. 연  키워드 집합 추출은 연 검

색  문서요약 시스템에 활용되며, 이는 사용자에게 검

색 방향을 잡아주고 검색 효율을 높여 다는 측면에서 

연구가치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 개체간의 연 도

의 정량화를 해 TF-IDF 가 치 기법의 아이디어를 차

용하 으며, 단어 개체의 문장내 공존성을 주요 인자로 

삼았다. 연  키워드 집합의 도출은 기존 Apriori 알고리

즘을 변형한 Keyword_Apriori 알고리즘으로 실 된다. 

DCG 기반 성능평가를 통해 제안한 Keyword_Apriori 알

고리즘이 기존 Apriori 알고리즘에 비해 최  14%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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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능을 보 다. 향후 실험 데이터 집합을 인물 이외의 

사회  이슈가 되는 키워드들로 확 하여 TextMap[15]과 

유사한 형태의 범용  연 분석 시스템으로 발 시켜 나

갈 정이다.

그림 5. 
를 이용한 성능평가결과

Fig. 5. Empirical results using 


그림 6. 
를 이용한 성능평가결과

Fig. 6. Empirical results using 


 

그림 7. 
를 이용한 성능평가결과

Fig. 7. Empirical results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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