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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IT기술을 활용한 융합기술의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과 전자

책(e-Book)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도서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여 활용하는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대부분의 온라인 서점에서는 도서의 기본 서지정보와 같이 도서 본문 

내용과는 무관한 출판사나 서점에서 도서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키워

드 추출 및 장르 분류를 통한 검색의 효율성 제공이 미흡한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서의 본문 텍스트 정보를 마이닝 처리하여 도서 페이지의 흐름에 따라 포함되어있는 장르를 분류하고 이에 대

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시각화 기법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였다. 제안한 서비스 시스템은 의미 분석을 

기반으로 도서 정보의 구체적, 실제적, 직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도서 추천 서비스에 활용될 것이다.

키워드: 도서(book),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시각화(visualization)

I. 서 론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과 전자책(e-Book)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도서에 대한 대량의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서점 웹사이트들은 여러 도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관심 있는 책을 찾기 위해 서적 판매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주제 분류를 이용하면 되고, 책을 고르기 위해서

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면 서점에

서 책을 일일이 뒤지는 것보다 효과적이다[1].
하지만, 저작도구(authoring tool)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도서들과 문헌들이 출판되고 있고, 도서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도서들을 찾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 현재 국내외의 도서정보

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도서 이미지, 서명, 저자 등 

기본 서지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사이트에서 관련도서에 대한 

추천이나 도서의 일부분을 발췌한 내용을 서비스해주고 있지만, 도서 

전체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서 콘텐츠의 다양한 정보 전달과 서적 구매 유도 및 

도서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서 본문에 대한 의미 분석을 

기반으로 구체적, 실제적, 직관적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시각화시켜주

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서의 본문 텍스트 정보를 마이닝 처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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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흐름에 따른 장르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시각화 기법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였다.

II. 관련 연구

효과적인 도서 추천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서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직관적인 시각화 표현이 이루어져야한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 중 [1]에서는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인 

인터넷 서점 사이트를 인터페이스 측면, 정보원 구성 측면, 기능적 

측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조사, 분석하여 효과적인 인터넷 서점 

웹사이트 구축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내용의 충실성과 차별성 그리고, 
도서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3]은 서적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적의 장르를 

판별하고 판별된 장르 정보를 시각적 요소로 맵핑하여 이미지 형태로 

시각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도서 전체의 흐름에 따른 

상세 장르 분석 및 그에 대한 시각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현재 제공되는 온/오프라인 서점이나 도서관에서는 도서의 장르를 

하나로 분류하는데, 뉴스 등 일반 텍스트보다 텍스트 양이 많은 도서를 

하나의 장르로만 판단하는 것은 정보를 온전히 활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보의 빅뱅 시대에는 방대한 정보를 분류하고 유용한 정보를 

골라내어 사용자에게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중요하므

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도서 정보와 도서 본문 텍스트의 내용적 

의미 분석을 통합한 도서 정보 제공 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III. 도서 콘텐츠 장르 분석 및 시각화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도서 본문 텍스트를 활용하여 도서에 포함된 장르를 

분석하고 이를 사용자 친화적인 시각화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 구축한 모형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형은 도서 

데이터와 본문 텍스트 통합 마이닝을 기반으로 한 내용 중심의 지식 

마이닝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친화적 도서 정보 

시각화 및 사용자 참여형 도서 추천 큐레이션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연구이다. 다음 그림 1은 제안한 서비스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도이다. 도서의 본문 텍스트를 분석하는 처리과정을 거쳐 나온 

분석된 결과를 도서 장르 요약 분석, 도서 장르 상세 분석, 두 가지 

구성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한다.

그림 1. 시스템 구조

Fig. 1. The proposed System 

Architecture

1. 도서 장르 요약 분석

도서 본문 전체 텍스트를 분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장르의 정도를 

간략하게 표현한 서비스이다. 먼저, 도서 본문을 이용, 형태소 분석하여 

추출된 단어들을 가지고 도서에 포함되는 장르들을 파악한다. 장르 

파악은 그림 3와 같이 장르별로 관련 단어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Knowledge Set을 미리 구축해놓고 이를 활용하였다. 두 번째는 

텍스트 마이닝하여 분석된 모든 장르들 중 일정 기준치 이상에 부합하

는 3~4개를 선택하여 도서 요약분석의 항목(장르)으로 적용하여 

나타내었다. 즉, 그래프의 항목들이 해당 도서를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르들인 것이다. 도서 본문 전체 텍스트가 없을 

경우는 도서의 요약/서지 정보만 형태소 분석하여 장르의 정도를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장르의 정도는 항목(장르)의 많고 적음, 늘고 

줄어드는 양을 쉽게 비교하여 볼 수 있는 가로 막대그래프를 형태로 

시각화 처리하여 제공하였다. 

그림 2. 도서 장르 요약 분석 결과 및 시각화

Fig. 2. Book Analysis Result Summary and Visualization

그림 3. Knowledge Set을 이용한 장르 분석

Fig. 3. Genre Analysis using Knowledg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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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 장르 상세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구축한 시스템에서는 도서 안에 포함되어있

는 다양한 장르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서의 구간별로 나타나는 

장르의 정도를 Area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도서의 

구간을 구분하고, 장르의 해당 정도를 구분하여 장르의 포함률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용자는 한 권의 도서 안에 어떤 장르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도서를 읽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서 본문 full text를 형태소 분석하여 추출된 단어들은 도서의 

장르를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 분야별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고, 본문에 사용된 단어가 동음이의어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단어의 장르파악은 그림 4의 Knowlege Set을 이용해 해당하는 장르를 

파악한다. 분석된 모든 장르들 중 일정 기준치 이상에 부합하는 n개의 

장르를 그래프의 계열로 적용하여 시각화하였다.
또한, 그래프의 x축은 페이지 단위로 도서의 구간을 구분하고, 

y축은 장르의 해당 정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x축, y축은 도서에 

따라 각각 n구간, m단계로 설정될 수 있다. y축이 커질수록 해당 

장르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그래프를 

통해 책 한권의 장르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5에서는 300페이지 부근에는 액션과 추리 

장르의 성격이 강한 반면, 700페이지 부근에서는 판타지 장르의 

성격이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Knowledge Set

Fig. 4. Knowledge Set

그림 5. 도서 장르 상세 분석 결과 및 시각화

Fig. 5. Book Detailed Analysis Result and Visualization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도서 본문 텍스트를 활용하여 도서의 흐름에 따라 

포함된 장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한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 
구축한 모형을 제시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도서 본문 

텍스트를 형태소 분석하여 추출한 단어들을 Knowledge Set을 이용하

여 마이닝한다. 장르 요약 분석에서는 분석된 장르들 중 일정 기준치 

이상에 부합하는 장르들을 각각 항목으로 두어 포함정도를 막대그래프

로 표현한다. 장르 상세 분석에서는 x을 페이지 구간, y축을 포함 

단계로 설정하여 도서의 페이지 흐름에 따라 포함되는 장르와 그 

정도를 Area 그래프를 통해 나타낸다.
이는 도서 데이터와 본문 텍스트 통합 마이닝을 기반으로 한 내용 

중심의 추천 지식 마이닝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친화적 도서 정보 시각화 및 사용자 참여형 도서 추천 큐레이션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연구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의미 분석을 기반으로 도서 정보에 대해 정확한 추천을 

가능하게 하고 양질의 도서 콘텐츠를 제공하여 고객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 도서 정보의 구체적, 실제적, 직관적 

정보 전달을 통한 서적 구매 유도 및 도서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기존의 베스트셀러 중심에서 양서 중심으로 

도서 선택의 폭을 넓혀 도서 콘텐츠의 균형 잡힌 소비를 유도하고 

소량 다품종 판매 형태로의 온라인 서점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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