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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XML 문서나 다른 문서는 단어를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이는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구현이 가

능하나 문서 내에 기재되어 있는 많은 단어를 분류할 뿐 문서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용자가 

문서를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단을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정규화 된 XML 문서 내에 키워드를 검색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단을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들의 빈도수와 가중치를 사용자에게 알려

주고 추출한 문단의 순서와 중복 제거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문서를 이해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였

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가 문서 전체를 읽지 않고 문서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문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시간

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analysis of existing XML documents and other documents was centered on words. It can be implemented using 
a morpheme analyzer, but it can classify many words in the document and cannot grasp the core contents of the 
document. In order for a user to efficiently understand a document, a paragraph containing a main word must be 
extracted and presented to the user. The proposed system retrieves keyword in the normalized XML document. Then, 
the user extracts the paragraphs containing the keyword inputted for searching and displays them to the user. In 
addition, the frequency and weight of the keyword used in the search are informed to the user, and the order of the 
extracted paragraphs and the redundancy elimination function are minimized so that the user can understand the 
document. The proposed system can minimize the time and effort required to understand the document by allowing the 
user to understand the document without reading the whole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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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데이터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문서 작성과 문서 이해

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가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 분야인 ‘빅 데이터’가 대두된 것처럼 

작성된 문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요

구되고 있다.

문서의 종류는 많고 문서 작성의 목적도 다양하다. 

반면에 문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은 동일하

다. 기존의 문서 분석 시스템은 형태소 분석기를 기반

으로 개발된 시스템이 대부분이다. 이는 문서 작성에 

사용된 단어들을 나열하고 사용 횟수를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에게 해당 문서의 주요 단어를 알 수 있게 해준

다[1-4]. 주요 단어를 알 수 있다고 해서 문서를 이해하

는데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 

다른 시스템들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나 문단을 찾고 사용자에게 이를 보여준다

[5-7]. 사용자가 문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

만 문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줄이거나 효율성

을 높이지는 못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단어를 형태

소 분석기로 알아내는 것처럼 주요 문단을 추출하여 사

용자에게 보여주는 기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가 문서를 이

해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문서 이해에 대한 효율

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문서의 전체 내용에서 문서 작

성자가 기재한 키워드를 알려주고 사용자가 입력한 키

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문단을 추출한다. 키워드와 관련

된 문단을 추출함으로써 중요도가 낮은 문단을 배제하

고 이로 인해 사용자는 문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시간

이 단축시킬 수 있다.

Ⅱ. 시스템 설계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설계를 다룬다. 시스

템은 사용자가 검색을 원하는 XML 문서를 입력하면 

해당 문서를 읽어온 뒤 키워드를 입력하면 키워드가 포

함되어 있는 문단을 추출한다. 문단을 추출하고 중복되

는 문단이 있을 경우 제거한다. 그리고 XML 문서 내에

서 문단의 순서를 유지한 채 결과를 도출해낸 뒤 사용

자에게 보여준다.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은 사용자가 입력한 

XML 문서를 불러오는 기능과 키워드를 추출하는 기

능, 입력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문단을 추출하는 

기능, 문단의 순서를 유지하는 기능, 문단의 중복을 확

인하고 제거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스템은 

3개의 계층 구조로 설계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Java로 구현하기 때문에 OS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환

경에서 실행이 가능하다.

Fig. 2 System Flowchart

Fig. 1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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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시스템의 흐름이다. 시스템은 사용자가 

XML 문서의 파일명을 입력하면서 시작된다. 해당 파

일명의 XML 문서를 읽어오고 해당 문서 내에 기입 되

어 있는 키워드 태그를 찾아서 키워드들을 저장한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키워드들을 보여줌으로써 사용자는 

검색을 원하는 키워드의 개수와 키워드를 입력하게 된

다. 사용자가 키워드 입력을 마치면 해당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단을 검색하여 추출한다. 문단을 추출

한 뒤에는 검색한 키워드들의 빈도수들을 계산하여 출

력한다. 키워드의 빈도수는 2가지 종류로 출력하는데 

추출한 문단 전체에서의 빈도수와 특정 문단에서의 빈

도수이다. 문단 전체에서의 빈도수는 키워드들 간의 가

중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횟수와 퍼센트로 표현하고 문

단 내에서의 빈도수는 특정 문단에 어떤 키워드가 사용

되었는지를 명시하기 위해 횟수로 표현한다. 

Ⅲ. 시스템 구현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키워드 가중치 기반 XML 문

서 문단 추출 시스템의 구현을 다룬다. 또한 효율성을 

검증한다. 시스템이 시작되면 XML 문서의 파일명을 

입력 받게 된다. 그림 3은 해당 기능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Fig. 3 XML Document File Open Flowchart

사용자가 XML 문서의 파일명을 입력하면 Java 

FileInputStream 클래스의 기능으로 파일을 열고 Java 

Buffer를 활용하여 파일을 읽기 시작한다. 그림 4는 키

워드 추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Fig. 4 Keyword Extraction Flowchart

키워드 추출이 완료된 뒤 검색을 원하는 키워드의 개

수를 입력 받게 된다. 해당 XML 문서의 키워드를 보여

주고 사용자는 키워드들 중에서 검색을 원하는 키워드

를 입력하게 된다. 그림 5는 해당 기능의 흐름이다. 

Fig. 5 Insert Keyword Flowchart

검색을 위한 키워드 입력이 완료되면 시스템은 키워

드가 포함되어 있는 문단들을 검색하고 추출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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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은 키워드 빈도수로 비교하는 기능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Fig. 6 Frequency Compare Flowchart

키워드들의 비교 내용 출력 다음에는 키워드 빈도수

와 가중치를 보여주고 중복 제거된 문단의 수를 알려준

다. 그리고 각 키워드들의 빈도수와 빈도수를 퍼센트로 

환산하여 가중치를 보여준다. 그림 7은 중복 제거 기능

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8은 사용자가 입력한 키

워드들의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Fig. 7 Frequency Compare Flowchart

Fig. 8 Screen of Compare Output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를 보여준 뒤 문단 내

에 키워드들의 빈도수와 추출된 문단을 보여준다. 시스

템은 사용자에게 기존 시스템에 비해 압축률이 높고 검

색한 키워드와 관련된 문단을 보여줌으로써 정확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림 9는 문단 내에 키워

드들의 빈도수와 추출된 문단을 출력하는 기능의 흐름

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10은 해당 기능의 결과이다.

Fig. 9 Check Keyword Frequency in Paragraph Flowchart

Fig. 10 Screen of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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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기존의 문서 분석 시스템들은 문서 작성에 사용된 단

어들을 분류하고 빈도수를 확인하는 동작을 주목적으

로 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문서를 이

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입력

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문단들을 추출하고 키워드

들의 빈도수와 가중치를 계산하고 사용자에게 보여준

다. 또한 추출된 문단들을 중복 제거 처리를 진행하고 

사용자에게 추출한 문단들을 보여줌으로써 사용자가 

검색한 키워드 외에 내용을 배제한 체 문서를 읽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림 11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 실험을 진행한 뒤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Fig. 11 Test Result Graph

실험은 4개의 정규화 된 XML 문서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압축률이 약 

78.0 퍼센트였고 기존 시스템보다 약 13.9퍼센트 높은 

압축률을 보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은 압축률이 약 67.4 퍼센트였고 기존 시스템보다 약 

14.0퍼센트 높은 압축률을 보였다. 세 번째 실험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압축률이 약 59.4 퍼센트였고 기존 

시스템보다 약 45.9퍼센트 높은 압축률을 보였다. 네 

번째 실험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압축률이 약 88.8 

퍼센트였고 기존 시스템보다 약 3.9퍼센트 높은 압축

률을 보였다.

교집합 연산처리를 진행하는 기존 시스템은 추출 문

단의 개수가 적지만 정확도가 낮아서 정확한 문단 추출

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

분의 문서 분석 시스템들은 합집합 연산처리를 통해 문

서 분석을 진행한다. 그러나 합집합 연산 처리를 하는 

기존 시스템들은 압축률이 낮아 사용자가 읽어야 할 문

단이 많은 단점이 있었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합집합 

연산처리로 문단을 검색하고 교집합 연산처리로 중복

되는 문단을 제거하였고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의 빈

도수와 가중치를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의 문서 이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가 검색을 원

하는 XML 문서를 입력하면 해당 문서를 불러온 뒤 키

워드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용자가 검색을 원하는 키

워드와 키워드 개수를 입력하면 이에 따라 키워드가 포

함되어 있는 문단들을 추출한다. 문단을 추출한 뒤 시

스템은 각 키워드들의 빈도수와 가중치를 계산하여 해

당 검색에서 사용된 키워드들의 가중치를 보여준다. 또

한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단의 개

수를 알 수 있고 문단의 순서 유지 기능과 중복 제거 기

능을 통해 XML 문서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시스템에 비해 정확

도와 압축률이 높기 때문에 XML 문서로 보고서나 논

문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 분야에서 사용자들에게 

문서를 이해하는데 높은 효율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가중치와 빈도수 비교, 중복 제거 처리, 순서 

유지 기능 등 문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문서 작성 및 분석과 관련된 분야에 높은 

파급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시스템의 편리성

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UI 수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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