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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문서의 종류는 많고 문서 작성의 목적도 다양
하다. 반면에 문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은 동일하다. 기존의 문서 분석 시스템은 형태
소 분석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시스템이 대부분이
다. 이는 문서 작성에 사용된 단어들을 나열하고 
사용 횟수를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에게 해당 문서
의 주요 단어를 알 수 있게 해준다[1,2]. 다른 시

스템들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
는 문서나 문단을 찾고 사용자에게 이를 보여준
다[3]. 사용자가 문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는 하지만 문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줄
이거나 효율성을 높이지는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문서를 이해하는데 필
요한 시간을 줄이고 문서 이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문단을 추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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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isting morpheme analyzers classify the words used in writing documents. A system for extracting 

sentences and paragraphs based on a morpheme analyzer is being developed. However, there are very few 

systems that compress documents and extract important paragraphs.

The algorithm proposed in this paper calculates the weights of the keyword written in the document and 

extracts the paragraphs containing the keyword. Users can reduce the time to understand the document by 

reading the paragraphs containing the keyword without reading the entire document. In addition, since the 

number of extracted paragraphs differs according to the number of keyword used in the search, the user can 

search various patterns compared to the exi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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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Ⅱ. 시스템 설계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설계를 다룬
다. 그림 1은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내고 그림 2는 
시스템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림 1. 시스템 구조도

그림 2. 시스템 흐름도

그림 1은 시스템의 구조이다. 프로그램이 필요
로 하는 기능들은 사용자가 입력한 XML 문서를 
불러오는 기능과 키워드를 추출하는 기능, 입력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문단을 추출하는 기능, 
문단의 순서를 유지하는 기능, 문단의 중복을 확
인하고 제거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

스템은 3개의 계층 구조로 설계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Java로 구현하기 때문에 OS에 종속되
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실행이 가능하게 하였
다.

그림 2는 시스템의 흐름이다. 사용자가 입력한 
XML 문서를 읽어오고 해당 문서 내에 기입 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저장한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키
워드들을 보여줌으로써 사용자는 검색을 원하는 
키워드의 개수와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고 키워드
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단을 검색하여 추출한다. 

문단을 추출한 뒤에는 검색한 키워드들의 빈도수
들을 계산하여 출력한다.

Ⅲ.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가 검색
을 원하는 XML 문서를 입력하면 해당 문서를 불
러온 뒤 키워드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용자가 
검색을 원하는 키워드와 키워드 개수를 입력하면 
이에 따라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문단들을 추
출한다. 문단을 추출한 뒤 시스템은 각 키워드들
의 빈도수와 가중치를 계산하여 해당 검색에서 
사용된 키워드들의 가중치를 보여준다. 또한 검색
에 사용된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단의 개
수를 알 수 있고 문단의 순서 유지 기능과 중복 
제거 기능을 통해 XML 문서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시스템에 비해 정확도와 압축률이 높기 때문에 
XML 문서로 보고서나 논문 등의 자료를 분석하
는 연구 분야에서 사용자들에게 문서를 이해하는
데 높은 효율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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