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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槪要

오늘날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정보

리소스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면서, 정보 리소스 네비게이션의 정확도를
높여주고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서로 관련 있는 정보를 제시할 수 있게 하는 개념
네트워크인 시맨틱 웹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토픽맵은 정보 리소스들의 복잡한 구조에 대한 지식을 표현하고 이를 토픽과 그
관계들로 조직화하는 온톨로지 언어이다. 토픽맵은 기존의 온톨로지 언어들과 달리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형태를 변환하지 않고도 정보리소스들을 통합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토픽맵을 쉽게 병합할 수 있으므로 많은 양의 이종 정보리소스를 통합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토픽맵 구축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의 방법들은 시간 및
비용과 토픽맵의 의미론적인 구조화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갖는다. 수동으로
구축하는 방법은 토픽맵을 의미론적으로 잘 구조화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자동 구축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현저히 절약되는 데에 반해 토픽맵의
의미론적 구조화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픽맵의 연관관계 업데이트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반자동
토픽맵 구축도구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기존의 토픽맵 편집기들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편집 기능에서 나아가, 빈발패턴 마이닝과 연관규칙 마이닝 결과를 토픽맵 상에
가시화함으로써 사용자가 토픽 간의 연관관계와 컨텍스트를 파악하고 유용한 연관관계와
그 의미를 추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였다.
본 반자동 토픽맵 구축도구는 토픽맵을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의미
있게 구조화할 수 있게 하므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토픽맵 구축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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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1.1

론

연구 배경

오늘날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정보 리소스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보의 검색과
이용은 오히려 어려워졌다. 현재의 네트워크는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데 있어서 높은
정확성을 제공하지 못하며,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서로 관련 있는 정보를 제시하여
주지도 못하고 있다. 사용자가 직접 관련 정보를 찾아 검색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때도 많다. 또한 많은 정보들이 다양한 형태로
인터넷 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조직화하고 재사용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중의 하나로써 시맨틱 웹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팀 버너스 리가 1999년에 주창한 것으로, 웹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러한 의미들을 기계가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맨틱
웹은 일종의 개념 네트워크이다[5]. 각각의 개념들은 관련된 리소스 그룹을 가지며 다른
개념들과도 연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념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정보 리소스간이나 웹
리소스들을

네비게이션할

수

있다.

최근에는

RDF[14],

RDFS[15],

OWL[16],

Topic

Maps[8]등의 온톨로지에 기반하여 웹사이트들이나 리소스들을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도구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이 중 토픽맵은 정보 리소스들의 복잡한 구조에 대한 지식을 표현하고 이를 토픽과
그 관계들로 조직화하는 일종의 가상맵으로, Charles Goldfarb는 [3]에서 이를 ‘정보세계의
GPS’라고 표현하였다. 기존의 온톨로지 언어들은 속성과 값으로 표현되므로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 정보들을 변환하여야 하지만, 토픽맵은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형태를 변환하지 않고도 정보리소스들을 통합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토픽맵을 쉽게
병합할 수 있으므로 많은 양의 이종 정보리소스를 통합할 필요가 있을 때 매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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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상거래 분야와 e-러닝, 전자 정부 등 자원의 효율적인 검색이 중요시되는
분야에서 토픽맵 구축 프로젝트가 제안되어 자원들을 상호 연관성에 따라 연결하고
조직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10].
XML 토픽맵 표준인 XTM 1.0이 제정된 이후, 효과적인 토픽맵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토픽맵 편집기가 개발되어 왔다[11][12][13]. 그러나 대용량의 토픽맵을 구축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되는 반복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정보 자원의
구조화에 탁월한 토픽맵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편집기를 사용한 토픽맵의 구축이 여러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다양한 정보 리소스들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토픽맵을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한

연구들이

제안되었다[4][5].

그러나

자원들의

연관관계에

시맨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수동적 개입이 불가피하므로, 자동화
구축 연구 분야 역시 토픽맵 자동 생성 방법으로는 의미 있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정보 자원을 구조화하기 어렵다. 기존의 정보 리소스들로부터 키워드와 위치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토픽과 어커런스는 비교적 쉽게 추출될 수 있으나 토픽간의 연관성은
계층구조나 사용자가 미리 정의한 내용 등에 한정되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추출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토픽맵은 정보 리소스로부터 대량의 정보를 추출하는 자동 구축을
기반으로 하여 의미 있는 구조 정보를 수동으로 추가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방향이
가장 적합하다. 이를 위해서는 토픽맵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토픽맵 업데이트 기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토픽맵 구축 관련 연구는 새로운 토픽맵 생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기존 토픽맵을 효과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기존의 토픽맵 편집기를 사용하여 토픽맵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가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토픽맵에 존재하는 많은 토픽들을
파악해야만 한다.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며 토픽맵 구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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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편집기를 이용한 토픽맵 수동 구축 방법과 토픽맵 자동
생성 연구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극복하여 토픽 간의 의미 있는 연관관계를 효과적으로
가시화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토픽맵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반자동 토픽맵 구축
기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기존의 방법들은 시간 및 비용과 토픽맵의 의미론적인 구조화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갖는다. 수동으로 구축하는 방법은 토픽맵을 의미론적으로 잘 구조화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반면 자동 구축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현저히
절약되는 데에 반에 토픽맵의 의미론적 구조화가 어렵다.

항목 간 연관관계
자동 생성 및 가시화

토픽맵 수동 구축

토픽맵
토픽맵
편집도구
편집도구

토픽맵
토픽맵
가시화
가시화 도구
도구

마이닝
마이닝 결과
결과
변환
변환
연관관계
연관관계
추가
추가
마이닝
마이닝 결과
결과
토픽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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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토픽맵 반자동 구축 기법
토픽맵의 의미있는 구조화를 위해 토픽맵의 수동 구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이닝을 사용하여 토픽맵의 토픽과 연관관계를 효과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반자동 토픽맵 구축도구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기존의 토픽맵 편집기들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편집 기능에서 나아가 [_][그림 1.1]처럼 토픽맵 수동 구축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토픽맵 편집도구와 그래프 가시화 도구를 개발하고, 마이닝 결과를 토픽맵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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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하여 사용자가 배경지식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생성된 토픽맵 연관관계를 인지하고
이 연관관계의 의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사용자는 토픽맵 상에 가시화된
빈발패턴 마이닝과 연관관계 마이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지식 조직화
과정 없이 토픽 간의 연관관계와 컨텍스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유용한 연관관계와
그 의미를 반자동적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된다.
본 반자동 토픽맵 구축도구는 토픽맵을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의미
있게 구조화할 수 있게 하므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토픽맵 구축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전망한다.
시스템은 토픽맵 데이터베이스, 토픽맵 편집기, 마이닝 결과 변환 및 가시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픽맵은 XTM(XML Topic Map) 1.0에 기반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현되었으며 편집기를 통해 토픽맵을 생성,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편집기에서는 토픽맵의 구조를 그래프의 형태로 가시화함으로써 토픽 간 관계
파악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연관규칙 마이닝 결과를 로드하여 토픽맵 상에
가시화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참조하여 토픽 간의 연관을 추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전체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토픽맵의 정의와 이를 구축하기
위한 기존 연구들의 진행상황을 소개하고, 연관규칙 마이닝이 어떻게 토픽맵 생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본다. 3장에서는 토픽맵 편집기와 연관규칙 마이닝 가시화를
이용한 연관 추가 기법의 설계 기법을 다루고 있으며, 4장에서 이 설계를 기반으로 한
실제 시스템 구현에 대해서 기술하고 실제로 Yahoo!Korea 의 뉴스 데이터를 마이닝하여
토픽맵을 구축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기술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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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기술 및 연구동향

본 장에서는 XTM(XML Topic Map)의 개념과 이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모델링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한 기존의 토픽맵 에디터, 자동 토픽맵 생성 연구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방법으로 토픽맵을 구축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
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빈발패턴 마이닝과 연관규칙마이닝
의 결과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 살펴보고 토픽맵 구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
는 지 알아본다.

2.1

토픽맵

웹의 사용은 인간에게 많은 지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보와 지식의 과잉 현상이 심
화되면서 여러 관점에서 이들을 조직화하고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토
픽맵은 지식의 구조를 표현하고 이를 정보 리소스들과 링크하는 ISO 표준으로, 웹 상의
다양한 정보를 인덱싱하는 연결된 토픽들의 집합이다[1]. 이는 문서나 정보 리소스들을
의미론적으로 특성화하고 카테고리화하는 인덱스를 제공하므로, 지식의 내용 기반 네비
게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토픽맵은 애플리케이션에 독립적이므로 상호 연결된 정보객체
들의 집합을 관리하기 위한 고차원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조직이나 기업은
각자의 링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대신에 좀 더 표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온톨로지를 구축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2.1.1 토픽맵의 구조

ISO는 2001년에 토픽맵 표준으로, XML과 URI에 기반한 XTM(XML Topic Ma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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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정하였다. XTM의 핵심 엘리먼트는 ‘TAO of Topic Maps’라고 불리는 토픽(Topic), 연관
관계(Association), 어커런스(Occurrence)로써, 개념적으로 그림 1과 같은 구조이다.

[그림 2.1] TAO of Topic Maps

토픽은 사람, 엔티티, 개념, 의미 등 어떤 대상이라도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제
세계에서 ‘thing’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을 의미하며, 토픽맵 표준은 이를 서브젝트(subject)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특정 문서의 토픽은 그 문서의 작성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
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로 구성된다[7].
각 토픽은 자신이 참조하는 정보 리소스와 연결될 수 있다. 토픽과 정보리소스들 간
의 루트는 어커런스로 표현하는데, URI로 토픽맵 외부에 있는 리소스의 위치를 가리킬
수도 있고 리소스가 가지는 텍스트 데이터로 직접 나타낼 수도 있다. 토픽이 참조할 수
있는 정보 리소스는 문서 파일, 이미지 파일, 비디오 파일, 데이터베이스 내 특정 레코드,
텍스트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한 토픽에 대한 모든 어커런스는
토픽에 의해 표현되는 모든 속성을 공유한다.
토픽들 간의 관계는 연관관계로 표현된다. 연관관계는 토픽맵에서 매우 핵심적인 요
소로써, 시소러스(thesaurus)나 텍사노미(taxonomies)들과는 달리 토픽 간의 상하 관계뿐 아
니라 다양한 의미적 관계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연관된 토픽들은 연관관계의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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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며, 각각의 멤버는 관계 내에서 ‘역할’을 가진다.
XTM 표준에서 토픽의 연관이나, 연관에서의 멤버와 역할 등의 엘리먼트들은 문자
스트링 값을 가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TopicRef>라는 토픽 참조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토픽으로 표현된다.
또한 토픽, 연관, 어커런스 등의 엘리먼트들의 타입은 모두 <InstanceOf>라는 엘리먼
트로 표현되는데 이 역시 토픽으로 표현된다. 토픽 타입과 연관관계 타입은 지식 및 정
보 표현, 분류, 구조화를 위한 토픽맵에게 힘을 실어주는 기능이다[7]. 이들을 사용함으로
써 직관적이면서 사용자에게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픽맵을
네비게이션할 때 사용자가 관심 있는 분야를 쉽게 축소할 수 있고 검색 결과 또한 정확
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림 2.1]에 있는 오페라 토픽맵을 보면, 토픽은 ‘Tosca’, ‘Madame Butterfly’, ‘Rome’,
‘Italy’, ‘Puccini’, ‘Lucca’ 등의 주제를 표현한다. Puccini는 Lucca에서 태어났고 Tosca를 작곡
하였으므로 ‘Puccini’와 ‘Lucca’토픽 간에는 ‘born-in’이라는 연관이, ‘Puccini’와 ‘Tosca’토픽
간에는

‘Compose’라는

연관이

존재하게

된다.

이

토픽에

대한

어커런스는

http://www.ontopia.net/topicmaps/examples/opera/occurs/snl/puccini.htm,file:///C|/topicmaps/opera/o
ccurs/puccini-gallery.htm 등의 주소 형태나 1924/11/29, 1858/12/22 등의 텍스트 데이터 형태
를 갖는데, 텍스트 데이터로 나타나는 어커런스의 의미는 <InstanceOf>을 보면 알 수 있
으며 이는 어커런스의 타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 경우의 텍스트 데이터는 date of
birth, date of death 타입을 가지므로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XTM(XML Topic Maps) 1.0 Specification에 따른 DTD는 [그림 2.2]과 같은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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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XTM 1.0의 DTD 다이어그램
[그림 2.2]의 <topicMap>은 루트 엘리먼트로써 <topic>, <association>, <mergeMap>을 포함
하며, 나머지 TAO 중의 하나인 <occurrence>는 <topic>의 속성이므로 <topic>의 하위 엘리먼
트로 포함된다. 여기서 <mergeMap>은 두 토픽맵을 병합할 수 있도록 하는 엘리먼트로, 다
른 토픽맵 상에 있는 토픽들을 참조할 수 있게 한다.

2.1.2 토픽맵으로부터 RDB로의 매핑

Lars Marius Garshol[2]은 XML 토픽맵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엘리먼트들을 [그림2.3]
와 같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매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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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XTM 구조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링(Lars의 방법)

이 방법은 토픽맵을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편리하게 해줄 뿐 아니라 애플리
케이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향상시키면서도 토픽맵의 핵심 엘리먼트인 토픽, 연관, 어
커런스를 잘 나타내고는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단순화됨으로써 많은 중요한 엘리먼트들이 생략되었으며, 토픽, 연
관, 어커런스의 타입을 별도의 테이블로 저장함으로써 동기화 문제가 발생한다. XTM에서
타입은 대부분이 토픽 참조로써 표현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토픽을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Lars의 방법에서는 토픽, 연관, 어커런스 각각에 대해 정해진 타입들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토픽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타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
자가 토픽맵 요소들의 연관 특성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2.2 토픽맵 편집기
웹 상에는 다양한 오픈 소스 토픽맵 소프트웨어들이 공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토픽맵 편집기들은 토픽맵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일부로 구축되었으며 결과로써
XTM 파일을 생성한다. 토픽맵이 대부분 XTM(XML Topic Maps)의 형태로 사용되므로

10

대부분의 토픽맵 응용소프트웨어는 XML 문서를 다루기 위해서 많은 API를 제공하는
자바 언어로 구현되어 있다. 본 섹션에서는 대표적인 토픽맵 소프트웨어인 TM4J,
SEMANTEXT, NEXIST의 토픽맵 편집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2.1 TMTab
TMTab은 Techquilla 사에서 제공하는 토픽맵 편집기로 기존의 온톨로지 에디터인
Protégé에서 사용할 수 있는 plug-in의 형태이다. 사용자는 Protégé를 설치하고 TM4J의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설치 과정이 번거롭고 생성한 토픽맵을
바로 그래프 형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Protégé가 XTM을 위해
최적화된 에디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토픽맵 편집기들에 비해 인터페이스가 복잡하며
직관적이지 못하다. [그림 2.4]는 TMTab 플러그인을 사용한 Protégé-2000의 토픽맵
편집화면으로, 토픽맵 전용 편집기가 아니기 때문에 토픽맵의 개념과 무관한 메뉴들이
많아 사용법을 숙지하기 어렵다.

[그림 2.4] TMTab 토픽맵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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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SemanText
SemanText는 Python으로 구축된 토픽맵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토픽맵을 생성,
수정할

수

있으며

HTML

형태로

브라우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토픽맵

컴포넌트들과 통합되는 규칙기반의 추론 엔진(interence engine)을 제공하여 토픽맵 구조를
해석하여 시맨틱 네트워크의 형태의 사실들을 생성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는 폼을
사용함으로써 지식 베이스 내의 사실들을 해석하여 새로운 사실들을 추론할 수 있는
규칙을 생성할 수 있다. 동시에 이 프로세스는 새로운 사실들을 모델링하는 새로운
토픽맵을 구축한다.
그러나 이 애플리케이션은 Lars의 모델링 방법과 같이 XTM 1.0 Specification의 극히
일부분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관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멤버의 역할(role)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토픽맵 내부에 있는 기존의 토픽에서
선택할 수 없다. 또한 토픽, 연관, 어커런스의 타입에 해당하며 토픽을 직접 참조하는
<instanceOf>

엘리먼트

대신에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type이라는

애트리뷰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이 토픽과 동기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SemanText는
XTM 1.0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며, 결과가 HTML 방식으로 가시화되기 때문에 여러
토픽간의 연관성들을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2.2.3 Nexist
Nexist는 토픽맵 테스트 베드로 구축된 프로젝트로써 XTM을 생성하여 그 결과를
HypersonicSQL(HSql)이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토픽맵을

로드하면

존재하는 토픽들의 리스트가 보여지며, 특정 토픽을 선택하면 우측에 위치한 창에서
해당 토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토픽이나

연관

등을

추가할

때

타입이나

멤버,

역할

등

토픽을

참조하는

엘리먼트들은 직접 입력하는 대신 입력 창 하단의 토픽 리스트에서 선택하여 입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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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검색 기능이 없으므로 토픽의 개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해당 토픽을 찾기 위해
스크롤을 반복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내에서
가시화 도구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토픽 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2.3 토픽맵 자동 생성 연구

2.3.1 TM Builder
TM Builder는 XATA 2003에 소개된 토픽맵 자동 생성 시스템으로, XML 문서에서
사용자가 지정하는 엘리먼트들을 추출하여 XTM 문서로 변환하여 준다. 이 연구에서는
XML DTD 기반의 추출 레이어인 XSTM(An XML Language to Specify Topic Map
Extractor)언어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주어진 XML 문서 집합의 엘리먼트들 중 토픽맵
생성시 필요한 엘리먼트들을 정의하고 이를 XTM 문서로 표현할 수 있도록 스키마를
DTD로 정의한 것이다.
TM Builder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도는 [그림 2.6]과 같다. XSTM-P는 XSTM에
정의된 내용을 TM Builder 코드로 변환하는 프로세스이다. XTM 추출기는 문서를
입력으로 받아 XSTM-P에서 생성된 XSL을 적용하여 Topic Map으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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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D or
XSD

XSTM

XML
Document

XSTM-P

XTM
Extractor
Topic Map

[그림 2.6] TM Builder 시스템 구조
이 방법은 사용자가 해당 XML 문서 집합의 스키마와 매핑되는 XTM 엘리먼트들을
XSTM 언어로 직접 명세하므로, 특정 도메인에 대한 토픽맵을 (비교적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토픽 간의 연관성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미리 정의하는
내용으로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2.3.2 Oveia
Oveia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로써 TM Builder의 확장된 버전이다. XML문서
외에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텍스트 파일, 웹 문서 등 다양한 소스로부터 토픽맵을
추출할 수 있다. Oveia 시스템은 [그림 2.7]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우선 각 데이터
원본에 맞는 dataset extractor를 선택하여 XS4TM(XML Specification for Topic Maps)
프로세서의 입력인 중간 표현으로 변환한다. 이 때 XS4TM은 XTM DTD에 기반한 문법을
가지므로 XTM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용자는 별도의 문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XS4TM
프로세서는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토픽맵을 구축하기 위해 XSDS에 정의된 대로 변환된
중간 표현으로부터 토픽과 연관, 어커런스 정보를 추출해서 온톨로지를 생성하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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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온톨로지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XTM 문서의 두 가지 형태로 저장될 수 있다.

XML, TXT, CSV, HTML…

Information
Resources

DATASET

Dataset Extractor

Relational Datatase

XS4TM Processor

parent

DATASET

DATASET

Intermediate
Representation

datasources specification

ontology specification

mother

father

children

child

Ontology
Generated

ONTOLOGY
DB

XTM

TM

datasets specification

Output

instance specification

XSDS.XML

XS4TM.XML

[그림 2.7] Oveia 시스템 구조
그러나 이 방법 역시 TM Builder와 마찬가지로 토픽 간의 연관 관계가 사용자가
미리 정의하는 내용으로 한정되므로 의미 있는 토픽맵 연관 구조를 구축하기 어렵다.

2.4 연관규칙 마이닝

연관규칙 마이닝은 대규모 데이터 항목의 집합 사이에서 빈번하게 함께 발생하는
항목들

간의

유용한

연관성과

상관

관계를

찾아내는

기법이다.

계속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저장되어 오는 동안 많은 산업 분야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연관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규모 비즈니스 트랜잭션
데이터들 사이에서 흥미 있는 연관 관계의 발견은 카탈로그 디자인, 교차 마케팅, 손실
원인 분석 등의 비즈니스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많은 도움이 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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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규칙 마이닝 알고리즘에서는 먼저 항목과 항목 집합들의 빈도수를 구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최소 지지도 이상의 빈도로 나타나는 항목집합들을 빈발패턴으로
얻는다. 그 후 얻어진 빈발 항목집합들 중 사용자가 지정한 최소 신뢰도 이상의
신뢰도를 가지는 연관규칙들을 추출해냄으로써 연관규칙 마이닝을 완료하게 된다.
빈발 패턴을 발견하는 다양한 알고리즘(_)[][]이 존재하며,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즉, 빈발 항목 집합의 특성들은 모든 연관 규칙 마이닝의 기초를
이루지만, 빈발 패턴 마이닝이 별도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검색 엔진의 키워드 검색 로그를 분석의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웹 로그에서
사용자의 키워드 입력 패턴을 추출하여 마이닝하면 키워드들 간에 나타나는 빈발패턴과
연관규칙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수능 -> 배치표’,’수능, 배치표 ->
대학’등과

같은

연관규칙이

발견되었다면

키워드

‘배치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배치표의 의미이며, 이를 참고하여 대학에 지원하려는 지원자들이 많다는 최근의
트렌드를 알 수 있다. 사용자는 대부분의 경우 연관성이 있는 주제에 대해 검색하게
되므로, 마이닝을 통해 빈발하게 나타나는 키워드들과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규칙을
분석하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그 컨텍스트까지도 알 수 있다.
인간은 연관규칙마이닝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항목(토픽) 간의 연관관계를 인지할
수 있으므로 이 기법을 사용하면 토픽맵 수동 구축 시에 사용자의 인지를 도울 수 있다.
토픽맵의 핵심 엘리먼트는 토픽과 그들 간에 존재하는 연관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토픽맵을 구축할 때 토픽 간의 연관은 인간의 지식을 기반으로 수동적으로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 그러나 항목(토픽) 간의
연관관계를 가시화함으로써 이러한 비용과 시간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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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반자동 토픽맵 구축도구의 설계

본 논문에서 구현한 반자동 토픽맵 구축도구는 토픽맵 편집 기능 외에도 연관
마이닝의 결과를 입력으로 받아서 가시화함으로써 사용자가 토픽 간의 의미 있는 연관
관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이닝 결과로 나타난 항목들을 토픽으로
선택하여 쉽게 토픽맵에 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사용자는 편집기를 통해
토픽과 어커런스, 연관 엘리먼트와 그 속성들을 추가할 수 있고, 빈발패턴 마이닝과
연관 규칙 마이닝 결과 가시화 메뉴를 통해 보여지는 항목들 간의 연관관계 중 기존에
존재하지 않으며 흥미로운 연관관계도 토픽맵에 추가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은 빈발 패턴 마이닝과 연관관계 마이닝 결과를 가시화함으로써 사용자가 의미 있는
연관을 반자동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시스템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토픽맵 구축과 가시화를 위한
토픽맵 구축도구 부분, 다양한 정보 리소스들로부터 연관 관계를 추출하는 데이터
마이닝 부분, 마이닝 결과를 변환하여 가시화 함으로써 토픽 간의 연관을 추가할 수
있게 하는 마이닝 결과 가시화 부분이다. 본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결과를
포맷팅함으로써 어떤 마이닝 도구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라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구축도구 부분과 결과 가시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본 장에서는 토픽맵 데이터 모델링, 연관관계 마이닝 결과의 가시화와 이를 통한
연관 추가 기법의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3.1 토픽맵 데이터베이스 설계

본 시스템은 XTM 1.0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데이터 모델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위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다.

17

그러나 토픽맵의 모든 엘리먼트들을 사용하는 편집기를 작성하게 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모델링이 매우 복잡해진다. 따라서 토픽맵 편집기 사용자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의 사용편이성(usability)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잘 구축된 토픽맵 예제인 Ontopia의 opera.xtm을 참조하여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엘리먼트들을 위주로 토픽맵 구축이 가능하도록 편집기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토픽맵 구조는 [그림 3.1]와 같은 DTD로 나타낼 수 있으며,
XTM 1.0 명세에서 <MergeMap>과 <SubjectIdentity>, <SubjectIndicatorOf>를 제외한 모든
엘리먼트들을 구현하였다.

[그림 3.1] 토픽맵 데이터베이스의 DTD 다이어그램
<Topic Map>은 크게 <topic>과 <association> 두 개의 하위 엘리먼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Topic>은 토픽의 타입을 나타내는 <InstanceOf>와 이름을 나타내는 <baseName>,
해당 토픽의 실제 리소스들을 의미하는 <occurrence>를 포함하게 된다. <baseName>에서
실제 토픽의 이름은 <BaseNameString>로 표현되며 그 속성은 <scope>로 나타낼 수 있다.
<occurrence>는

리소스의

주소를

URI로

나타내거나

실제의

값을

가지게

된다.

<association>은 연관관계를 구성하는 토픽들을 참조하는 <member>를 가지며, 각각의
멤버들은 그 역할을 <roleSpec>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DTD를 기반으로 하여 토픽맵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18

설계하였다. 토픽맵이 XML 기반의 표준이기는 하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구현이 더욱 용이하며, 계층적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쉽게 매핑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Lars의 모델링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확장하였다. 특히 엘리먼트의 속성이 토픽을 참조하여 표현될 수 있는 XTM 1.0에
충실하게 모델링함으로써 Lars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였다.

[그림 3.2] 토픽맵 데이터베이스의 엔티티-관계 다이어그램
토픽맵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는

[그림

3.2]와

같으며

각

테이블을

구성하는

필드들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 엘리먼트 명과 필드명을 동일하게 하였다.
[표 3.1] TopicMap 테이블

1

Field

Type

Null

Description

TopicMap_id

Int

Not Null

토픽맵 아이디 (주요키)

TopicMapName

Varchar2

Not Null

토픽맵 이름

BaseURI

Varchar2

Not Null

토픽맵의 기본 URI

Encoding

Varchar2

Null

토픽맵의 인코딩

Xmlns

Int

Not Null

네임 스페이스1

Xmlns_xlink

Varchar2

Not Null

네임 스페이스 Xlink

기본값 : xmlns=‘http://www.topicmaps.org/xtm/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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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편집기에서는 여러 개의 토픽맵을 다룰 수 있다. [표 3.1]의 TopicMap 테이블은
토픽맵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TopicMap_id는 각 토픽맵을 구분하기 위한 id를,
TopicMapName은 토픽맵의 이름을 나타내며 BaseURI는 토픽맵의 실제 위치를 가리키는
주소이다.

Xmlns는

XTM의

네임스페이스로써

‘http://www.topicmaps.org/xtm/1.0/‘가,

기본값으로

XTM

Xmlns_xlink

1.0

명세가

역시

있는

기본값으로

‘http://www.w3.org/1999/xlink‘가 할당되도록 하였다.

[표 3.2] Topic 테이블
Field

Type

Null

Description

TopicMap_id

Varchar2

Not Null

토픽맵 아이디 (주요키)

Topid_id

int

Not Null

토픽 아이디 (주요키)

InstanceOf

int

Null

토픽의 타입

DisplayName

Varchar2

Not Null

토픽의 첫번째 베이스네임

[표 3.2]의 Topic 테이블은 각 토픽맵에 존재하는 토픽들에 대한 정보를 갖는다.
TopicMap_id는 해당 토픽맵의 id이며 Topic_id는 토픽의 id, InstanceOf는 토픽의 타입이다.
DisplayName은 토픽의 베이스네임 중 첫번째로 생성되는 것으로써 토픽을 가시화할 때에
토픽의 대표 이름으로 보여지게 되며, 토픽의 첫번째 베이스네임은 DisplayName과 같게
된다. 구현의 편의를 위하여 첫번째로 입력되는 토픽 이름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표 3.3] baseName 테이블

2

Field

Type

Null

Description

TopicMap_id

Varchar2

Not Null

토픽맵 아이디 (주요키)

Topid_id

int

Not Null

토픽 아이디 (주요키)

BaseNameString

Varchar2

Not Null

토픽의 베이스네임 (주요키)

Scope

Int

Null

토픽 베이스네임의 스코프

기본값 :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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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의 baseName 테이블은 토픽의 베이스네임에 대한 정보를 갖는다. baseName은
topic의

하위

topic의

엘리먼트이므로,

아이디를

가지며

토픽이

실제로

표현되는

이름(BaseNameString)과 이 이름의 속성(Scope)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작곡가인 Verdi에
관한 토픽은 일반적인 형태인 ‘Verdi, Giuseppe’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shortname의
형태인 ‘Verdi’로 나타낼 수도 있다.

[표 3.4] occurrence 테이블
Field

Type

Null

Description

TopicMap_id

Varchar2

Not Null

토픽맵 아이디 (주요키)

Topic_id

int

Not Null

어커런스와 연결되는 토픽

Occurrence_id

int

Not Null

어커런스 아이디 (주요키)

InstanceOf

Int

Null

어커런스의 타입

Scope

int

Null

어커런스의 스코프

IsOccURI

int

Not Null

Occurrence

Varchar2

Not Null

URI인지

어커런스가
resourceData인지의 여부
어커런스 위치 혹은 내용

토픽의 어커런스 정보는 [표 3.4]와 같은 occurrence 테이블에 저장된다. 토픽의 실제
리소스를

의미하는

어커런스의

경우,

이것이

URI인지

데이터

값인지를

의미하는

IsOccURI 필드를 가진다. InstanceOf는 리소스가 기사인지 웹페이지인지 날짜 데이터 값을
갖는지 등 어커런스의 타입을 나타내며, Scope는 리소스가 어느 나라 것인지, offline인지
등의 속성을 나타낸다.
토픽 간의 연관관계는 [표 3.5]와 같이 association 테이블에 저장된다. 연관관계의
종류는 InstanceOf 필드로 나타내며, 속성은 Scope으로, 멤버와 그 역할을 각각 Member1,2,
RoleSpec1, 2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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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association 테이블
Field

Type

Null

Description

TopicMap_id

Varchar2

Not Null

토픽맵 아이디 (주요키)

Association_id

int

Null

연관 아이디 (주요키)

InstanceOf

int

Null

연관의 타입

Scope

Int

Null

연관의 스코프

Member1

int

Not Null

연관의 멤버

Member2

int

Not Null

연관의 멤버

RoleSpec1

Int

Null

연관 멤버의 역할

RoleSpec2

int

Null

연관 멤버의 역할

예를 들어 [그림3.3]와 같은 XTM을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로 표현하면 InstanceOf는
born-in, Scope은 biography, member1은 Verdi, roleSpec1은 person, member2는 le-roncole,
roleSpec2는 place라는 값(혹은 해당 토픽의 아이디)을 갖게 된다.

<association>
<instanceOf><topicRef xlink:href=‘opera-template.xtmp#born-in’/></instanceOf
<scope><topicRef xlink:href=‘ontopsi.xtmm#biography’/></scope>
<member>
<roleSpec><topicRef xlink:href=‘ontopsi.xtmm#person’/></roleSpec>
<topicRef xlink:href=‘#verdi’/>
</member>
<member>
<roleSpec><topicRef xlink:href=‘geography.xtmm#place’/></roleSpec>
<topicRef xlink:href=‘geography.xtmm#le-roncole’/>
</member>
</association>
[그림 3.3] XML Topic Map Association의 예

3.2 토픽맵 구축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토픽맵을 구축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토픽맵
구축도구를 구현하였다. 토픽맵 구축도구는 크게 편집 도구와 가시화 도구로 나뉜다.
대부분의 엘리먼트들이 토픽을 참조하는 토픽맵의 특성 상 토픽을 여러 번 검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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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최초로 토픽맵을 로드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토픽들의 아이디와 디스플레이 네임을
가져와서 배열로써 메모리 상에 위치시킨다. 편집기 로드 후 토픽맵의 수정 사항들은
우선 메모리에 저장된 후,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기 원하거나 편집기를
종료하는 경우에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진다. 따라서 토픽이 많아지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여러 번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없이도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3.2.1 토픽맵 편집 도구
사용자는 토픽맵을 생성하고 토픽, 연관관계, 어커런스 등의 엘리먼트를 추가, 수정,
삭제함으로써 토픽맵을 편집할 수 있다. 편집기에서 각각의 메뉴를 선택하여 편집할 수
있으며, 수정 시에는 토픽맵 가시화 도구에서 해당 토픽을 선택하여 수정할 수 있게
하였다.
토픽 추가 메뉴에서는 사용자가 토픽의 베이스 네임과, 베이스네임의 특성인 베이스
네임 스코프, 토픽의 타입인 InstanceOf, 해당 토픽의 어커런스를 입력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때 토픽의 아이디는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하였고, 가시화의 편의를 위하여 처음
입력한 베이스네임을 토픽 테이블에 디스플레이 네임이라는 필드로 저장한 후 베이스
네임 테이블에도 함께 저장되도록 하였다. 토픽의 베이스 네임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해당 토픽에 대한 베이스 네임을 추가하고자 할 때 별도의 베이스
네임 입력 창이 활성화 되어 베이스 네임과 그 속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DisplayName>은 이전에 사용되었지만 XTM 1.0이 발표되면서 사라진 토픽맵 엘리먼트
중의 하나로, 토픽을 가시화할 때 여러 개의 베이스 네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토픽맵을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용이하게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토픽 가시화를 위하여 <DisplayName> 엘리먼트를 사용하였다.
어커런스 추가 메뉴에서는 어커런스를 가리키는 해당 토픽과 어커런스의 종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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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커런스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커런스 값은 주소 또는 데이터 내용이 될 수
있으나 이 둘을 별도의 입력 값으로 받게 되면 사용자가 혼동할 수 있으므로, 어커런스
값이 URI인지 문자열인지를 구분하는 항목을 함께 입력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연관관계 추가 메뉴에서는 연관관계에 참여하는 멤버 토픽들과 그들의
역할, 연관관계의 종류 및 특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각각의 요소들은 모두
토픽을 참조하게 되며, 참조하고자 하는 토픽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토픽을 새로
생성할 수 있게 한다.

3.2.2 토픽맵 가시화 도구
토픽맵 가시화 도구는 크게 그래프 생성 모듈과 속성 가시화 부분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그래프 생성 모듈이 토픽맵을 그래프 형태로 구축하여 가시화한다.
그래프 생성 모듈은 노드를 표현하는 부분과 링크를 표현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토픽을 노드로, 토픽 사이의 연관관계는 링크로 가시화하는데 [그림 3.4]와 같이
노드에는 토픽의 디스플레이 네임이 표시되며, 연관관계의 종류는 링크의 레이블로
표현된다.

Is a
male

Is a

woman

human

[그림 3.4] 토픽맵 연관관계의 예

그러나

디스플레이

네임과

연관관계

종류

외의

모든

속성들이

그래프

상에

가시화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복잡해지고 사용자의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노드와 링크 외의 속성들은 별도의 창으로 가시화한다. 그래프 상의 모든 노드는 토픽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토픽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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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를 선택하면 그래프 생성 모듈이 토픽맵 편집기에 있는 다이얼로그 객체를
호출하여 매개변수로써 해당 토픽의 아이디를 넘겨주게 되므로, 사용자는 편집기의 편집
메뉴 외에 가시화 화면에서도 토픽맵 편집기를 통해 해당 토픽에 대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직접 토픽맵을 보면서 토픽과 그들 간의 연관관계 및 컨텍스트를
파악하면서 토픽맵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3.3 연관규칙마이닝 가시화를 이용한 연관 추가 기법

본 연구에서는 빈발 패턴 마이닝이나 연관 규칙 마이닝 도구를 이용하여 얻은
마이닝 결과를 가시화하고, 사용자가 이를 참조하여 연관을 반자동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는 직접 자신에게 익숙한 마이닝 도구를 사용하여 빈발 패턴
마이닝이나 연관규칙 마이닝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외부에서 수행된 마이닝 작업의
결과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때 마이닝의 결과는 변환 프로세스를 거쳐 일정한 입력
형식 파일로 변환되므로 결과를 파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마이닝 도구라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얻어진 마이닝 결과를 간단한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토픽맵 매핑 모듈을
거치면 그래프 생성 모듈을 통해 토픽맵 상에 가시화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토픽맵
상에 가시화된 마이닝 결과를 참조하여 토픽 간의 의미 있는 연관관계를 추가할 수 있다.

3.3.1

마이닝 결과 변환기 및 가시화

일반적으로 빈발패턴 마이닝과 연관규칙 마이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행들을
가지는 리스트 형태로 가시화된다. 빈발 패턴 마이닝의 경우 최소 지지도 이상의 빈도로
함께 나타나는 항목 집합과 그 항목 집합의 지지도 값이 함께 보여진다. 연관 규칙
마이닝은 빈발패턴을 찾아 항목집합들 사이에 존재하는 규칙을 발견하며 항목 집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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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도와 규칙의 신뢰도를 함께 가시화한다. 즉, 연관규칙 마이닝은 빈발패턴마이닝의
결과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빈발패턴 마이닝과 연관관계 마이닝의 결과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로 나타난다.
빈발패턴 마이닝의 경우에는 [그림 3.5]의 a와 같이 빈발항목집합과 지지도가, 연관규칙
마이닝의 경우에는 [그림 3.5]의 b와 같이 연관규칙의 전건, 후건, 지지도, 신뢰도가
리스트 형태로 표현된다. 그런데 마이닝 도구마다 결과를 출력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빈발 패턴의 경우 항목집합 내의 항목들을 구분하는 방식이 쉼표, 공백, 탭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연관규칙은 {전건 → 후건}의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고 {전건, 후건}의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다. 또한 신뢰도나 지지도를 표현하는 실수의
소수점 자리수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변환 과정에서는 마이닝의 종류를 알려주는
헤더를 더해주고, 지지도나 신뢰도의 길이를 소수 점 3자리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간단한 과정을 거쳐 csv 형식의 입력 파일로 변환한다.
빈발패턴과 연관규칙의 가시화는 사용자의 인지를 돕기 위한 것으로써, 실제로는
항목집합과 지지도만이 의미를 갖는다. 연관규칙 마이닝에서 연관규칙은 빈발패턴
마이닝의 결과를 사용하게 되므로 규칙의 전건과 후건에 있는 항목들의 합은 빈발패턴
마이닝의 항목집합과 같다.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두 가지 마이닝의 결과를 같은
관점에서 보고 이용하였다. 실제 토픽맵 가시화에서 필요한 항목집합과 지지도 값을
가지는 빈발패턴 마이닝 결과 외에 연관규칙 마이닝의 결과도 가시화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이를 통해 토픽 간 연관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며, 좀 더
다양한 마이닝 도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편집기에서 변환된 마이닝 결과 파일을 임포트하면 [그림 3.5]의 내용이
화면에 리스트 형태로 가시화된다. 이 때 특정 빈발 패턴이나 규칙의 행을 선택하면
시스템은 선택된 행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토픽으로 보고 그래프 생성 모듈을 통해
가시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토픽맵 상에서 각 항목들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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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빈발 패턴 마이닝의 결과
(최소 지지도 : 0.6)

b. 연관규칙 마이닝의 결과
(최소 신뢰도 : 0.7)

항목집합

지지도

연관규칙

지지도

woman

0.72353

child → school

0.64279

0.74832

mother

0.83242

woman → mother

0.57365

0.73215

school

0.65714

parent → mother

0.60127

0.71195

Child

0.79214

신뢰도

…

…
child, school

0.64279

woman, mother

0.57365

parent, mother

0.60127

…
[그림 3.5] 마이닝 결과의 예

3.3.2

토픽맵 매핑 모듈

앞 단계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집합이나 연관규칙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토픽맵
상에 가시화될 수 있다. {항목집합|지지도}의 형태를 갖는 빈발패턴이 가시화될 때,
시스템은 항목집합에 존재하는 항목들을 각각 토픽으로 보고 이를 토픽맵에 매핑한다.
그러나 마이닝 결과에서 나타난 항목들은 토픽맵 상에 이미 존재하는 토픽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토픽맵 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항목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항목을 토픽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때 토픽의 아이디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부여하며, 토픽의 베이스 네임과 디스플레이 네임은 항목 자체가 된다. 토픽의
속성은 추후에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으며, 어커런스와 기타 연관 관계 등의 항목 역시
추후에 수정 가능하다. 자동으로 토픽을 추가하는 경우 외에도 사용자가 토픽의 여러
속성들을 편집하고 싶은 경우에는 수동 추가 옵션을 선택하여 토픽 편집기를 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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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child, school}, 0.3}과 같은 빈발패턴이 선택되면 시스템은 ‘child’과
‘school’이 토픽맵 상에 존재하는 토픽인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child’는 토픽이지만
‘school’은 토픽이 아니라면 시스템은 이를 토픽맵에 토픽으로 추가한다. 이 토픽의
아이디는 시스템이 생성하는 정수로 자동 부여되며 디스플레이 네임과 베이스네임은
‘school’이 된다.
사용자가 빈발패턴 마이닝 대신 연관규칙 마이닝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선택된
연관규칙은 {전건|후건|신뢰도|지지도}의 형태를 갖는다. {child → School, 0.3, 0.7}이라는
연관규칙이 입력으로 들어왔다면, 전건과 후건에 속하는 항목들의 합은 빈발패턴
마이닝의 항목집합인 {child, school}과 같게 된다. 시스템은 이와 같이 (전건의 항목집합)
∪ (후건의 항목집합)을 구하여 하나의 항목집합으로 보고 빈발패턴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토픽맵 매핑을 수행한다.

3.3.3

마이닝 결과에 기반한 새로운 연관관계 추가

그래프 생성 모듈이 마이닝 결과를 가시화할 때 토픽 간의 연관관계는 링크로
표현되며, 사용자는 이를 선택하여 간단히 연관관계를 추가할 수 있다.
마이닝 결과를 토픽맵 상에 가시화할 때 사용자에게 보여질 수 있는 링크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서로 구별되어 표현된다.

y

[Type I] TM : 마이닝 결과와는 무관하며 토픽맵 상에 이미 존재하는 기존 토픽
간의

연관관계이다.

이

링크는

가시화되어

사용자가

연결된

토픽간의

컨텍스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y

[Type II] MR : 마이닝 결과로 나타났으나 토픽맵 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연관관계이다. 마이닝을 통해서 발견된 새로운 연관관계로 토픽맵에 추가될 수
있는 후보가 된다. 사용자는 토픽맵 상에 나타난 연관관계를 보고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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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파악한 후 흥미로운 연관관계로 판단된 경우에 이를 추가할 수 있다.

y

[Type III] TM&MR : 토픽맵 상에 이미 해당 토픽들 간의 연관관계가 존재하며
마이닝 결과로도 나타난 토픽(항목) 간의 연관관계이다. 이 경우, 마이닝 결과로
나타난 연관관계의 의미가 기존 토픽맵 연관관계의 의미와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 링크 역시 토픽맵에 추가될 수 있는 후보가 된다. 즉, 두 토픽 간에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 연관관계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으므로 마이닝 결과를 통해
새로운

연관관계가

생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

토픽

간에

하나

이상의

연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토픽맵 상에 이를 별도로 가시화한다. 토픽 간에
하나 이상의 링크를 가시화 해줌으로써 사용자가 토픽 간의 다양한 컨텍스트를
인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빈발패턴

마이닝과

연관규칙

마이닝의

결과로

항목간에

존재하는

흥미로운 연관관계가 나타나므로 이를 참고하여 토픽맵 내 토픽 간의 연관 관계를
추가할 수 있다. 이 때에 원하는 토픽 간에 생성된 링크를 클릭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연관관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5]에서 마이닝 결과로 나타난
{{parent, mother}, 0.60127}의 경우 두 항목 사이에 연관관계가 토픽맵 상에 이미
존재하므로 [그림 3.6]의 ①처럼 [Type3]의 링크가 되며, 사용자가 의미를 파악하여
기존의 연관관계와 다른 의미를 가진 경우에는 새로운 연관관계로 추가할 수 있다. 앞
절에서 본 {child, school} 예제의 경우에는 [Type2]의 링크가 되며 기존에 없는 새로운
링크이므로 [그림 3.6]의 ②와 같이 ‘go-to’라는 의미를 추가하여 새로운 연관관계를
생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토픽 간의 연관관계가 생성되면 각 토픽 간에 링크가 생성되는 것
이외에도 연관관계로 묶인 클러스터들 사이에도 링크가 생성됨으로써 토픽맵이 더욱
의미 있게 조직화될 수 있다. 기존의 토픽맵에 human과 man, woman 사이에 연관관계가

29

존재하고, parent와 mother, father, children 간에도 연관관계가 존재하지만 woman과
mother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마이닝의 결과로 {{woman,
mother}, 0.7}이라는 빈발 패턴이 발견된 경우에 토픽맵 상에 [그림 3.6]의 ③와 같이
[Type3]의 링크가 나타나므로 새로운 연관관계 후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는 화면에
나타난 토픽 사이의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토픽맵에 연관관계와 그 의미를 추가할 수
있다. 이 연관관계의 멤버인 woman과 mother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토픽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별도로 입력해 줄 필요 없이, 연관관계의 종류인 ‘to-be’만을 입력해 주어도 된다.
필요에 따라서 기타 역할이나 스코프도 추가할 수 있다.

is a
man

is a

woman

is a

human

man

father

is a

parent
is a

school

mother

② go to

has a

child

father

bring-up

Type I

③ to be

human

school

mother
①
has a

is a

woman

parent
is a

Type II

go to

is a

child
bring-up

Type III

Type I(TM): 토픽맵 상에 이미 존재하는 기존 토픽 간의 연관관계
Type II(MR): 마이닝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연관관계
Type III(TM&MR): 토픽맵 상에도 존재하며 마이닝 결과로도 나타난 연관관계

[그림 3.6] 마이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관관계 추가의 예
위의 경우 woman과 mother 사이에 ‘to-be’라는 연관관계가 생기면서 두 토픽
클러스터들이 연결되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woman이 human이라는 토픽이 포함된
클러스터 외에도 parent라는 토픽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와도 연결됨을 알 수 있으며,
컨텍스트를 통해 father와 man 사이에도 연관관계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school과 parent는 토픽이 나타나는 컨텍스트를 보고 ‘학부모’라는 토픽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이닝 결과를 토픽맵 상에 가시화함으로써, 사용자는 단순히 마이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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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참조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컨텍스트를 인지하여 토픽 간의
연관관계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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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스템 구현

본 장에서는 앞에서 설계한 바와 같이 빈발패턴 마이닝과 연관규칙 마이닝 결과를
참조하여 토픽 간의 연관관계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토픽맵 편집기를
구현하였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로부터 얻어진 마이닝 결과들이 3장에서 정의된
리스트 형태의 파일로 변환되고, 사용자가 이를 표의 형태로 본 후 관심 있는 행을
선택하면 그 내용이 토픽맵으로 매핑되어 가시화된다.
또한 본 구현에서는 토픽 참조가 빈번한 토픽맵의 특성을 살려 토픽을 쉽게
검색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였으므로

기존의

편집기들보다 더욱 편리한 토픽맵 구축 환경을 제공한다.

4.1

시스템 구현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토픽맵 편집기의 구현 환경은 [표 4.1] 과 같다.

[표 4.1] 시스템 구현 환경
운영 체제
데이터베이스
빈발패턴마이닝,
연관규칙마이닝 도구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Oracle 9i Database Release 2
ARtool 1.0
Java

개발 도구 및

J2SDK1.5, Ultra Edit-32

언어

IBM VisualAge for Java 4.0
Oracle9i 9.2.0.5 JDBC Driver

본 토픽맵 편집기는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환경을 기반으로 상용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오라클사의 Oracle 9i Database를 사용하였다. 마이닝 결과 변환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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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K1.5와 Ultra Edit-32 Text Editor를, 편집기와 가시화 부분은 IBM의 Visual Age를 사용하
여 Java로 구현되었으며 데이터베이스 위해서 Oracle9i 9.2.0.5 JDBC Driver를 사용하였다.

4.2

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은 [그림 4.1]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토픽맵 편집도구, 데이터
마이닝 결과 변환기, 데이터 마이닝 결과 가시화 도구로 나누어볼 수 있다.

토픽맵
토픽맵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마이닝 입력데이터

DBHandler
DBHandler

전처리
전처리 과정
과정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빈발패턴
빈발패턴
마이닝
마이닝
엘리먼트
처리모듈
EntityBeans
EntityBeans

연관규칙
연관규칙
마이닝
마이닝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마이닝

그래프
생성모듈
TopicmapView
TopicmapView
NodeTopic
NodeTopic

TopicMap
TopicMap
Manipulation
Manipulation

LineAssociation
LineAssociation

토픽맵
토픽맵
편집도구
편집도구

토픽맵
토픽맵
가시화도구
가시화도구

토픽맵
토픽맵 구축도구
구축도구

데이터의 흐름

TopicMapMapping
TopicMapMapping

ResultTransformer
ResultTransformer

마이닝결과
마이닝결과
가시화도구
가시화도구

마이닝결과
마이닝결과
변환기
변환기

프로세스 호출
[그림 4.1] 전체 시스템 구조도

전체 시스템의 주요 모듈과 함수는 [표 4.2]와 같다.

데이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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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시스템의 주요 모듈과 함수
모듈
DbHandler
TopicMapManipulation

함수

설명

connect( )

데이터베이스로의 연결을 담당

SaveData( )

엔터티빈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getTopicList( )

해당

토픽맵의

토픽리스트를

메모리로

로드
getTopicLike( )

사용자 입력 문자열과 베이스네임이 가장
유사한 토픽을 검색

TopicMapView

paintComponent( )

토픽맵을 가시화하기 위한 패널

NodeTopic

drawcomponent( )

토픽을 노드의 형태를 가시화

updateNode( )

토픽 변동 사항을 적용하여 가시화

drawComponent( )

토픽 간 연관관계를 링크로 가시화

updateLine( )

연관관계 변동 사항을 적용하여 가시화

ResultTransformer

main( )

마이닝 결과를 csv 파일로 변환

MiningResultView

findFrequentPatterns( )

빈발패턴

LineAssociation

마이닝의

결과를

토픽맵과

비교하여 분석
findAssociationRules( )

연관규칙

마이닝

결과를

토픽맵과

비교하여 분석
drawNodeGraph( )

마이닝 결과를 가시화

findAssociatedNode( )

마이닝

결과로

나온

토픽(항목)과

연관관계를 가지는 다른 토픽을 검색
AddAssociation

Promote2AssociationItem

새로

_ActionPerformed( )

토픽맵에 추가

발견된

토픽

간

연관관계를

`

4.2.1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DBHandler 클래스에서는 모든 DB 쿼리 작업을 담당한다.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위해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하였으며 사용자가 편집기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토픽맵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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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데이터를 불러올 때 DBHandler를 거치게 되며, 주요 메서드는 다음과 같다.

y

Connect(): JDBC 오라클 드라이버를 선언하며 데이터베이스로의 연결을 담당한다.

y

SaveData(): 엔터티 빈으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4.2.2 토픽맵 편집기
토픽맵 편집 도구에서는 토픽맵 데이터의 편집과 가시화 모듈을 제공한다.
토픽맵 편집 도구는 TopicMapManipulation 모듈로 구현하였으며 데이터를 표현하는
부분은 앞 절에서 설명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매핑되는 엔터티빈인 TopicMapBean,
TopicBean,

BaseNameBean,

OccurrenceBean,

AssociationBean으로

구현하였다.

이러한

정보들은 각각 토픽맵 정보, 토픽 정보, 토픽의 베이스네임, 어커런스, 연관 관계 입력을
담당하는 다이얼로그를 통해 편집 가능하다. 이 때 대부분의 엘리먼트가 기존의 토픽을
참조하는 토픽맵의 특성 상 사용자가 토픽을 반복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토픽을 입력할 수 있도록 토픽 베이스네임의 글자를 하나씩 입력하면
매치되는 토픽이 아래의 리스트에 보여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위한 주요
함수들은 다음과 같다.

y

getTopicList() : 토픽 베이스네임을 검색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처음 토픽맵을 로드할 때 메모리에 토픽의 아이디와
베이스네임을 메모리에 로드한다.

y

getTopicLike() : 모든 다이얼로그의 토픽 검색 UI에서 쓰여진 문자열과 가장
비슷한 문자열을 찾는 함수이다. 사용자가 토픽의 베이스네임을 한 글자씩
입력할 때 마다 이벤트가 발생하여 getTopicLike() 함수가 호출된다. 이 때 해당
글자들로부터 시작되는 베이스네임을 찾아서 토픽의 아이디와 베이스네임을
반환해 주는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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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토픽맵 데이터를 입력하면 시스템은 해당 엘리먼트에 대한 엔터티 빈
객체에

이를

임시로

저장한다.

이후

토픽맵을

데이터베이스로

내보내는

함수를

사용하거나 편집기를 종료할 때에 이 함수를 호출하여 앞서 살펴본 DBHandler 클래스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토픽맵 가시화 부분은 크게 그래프 형태의 가시화와 테이블 형태의 가시화로 나뉘어
진다. 토픽들과 그들의 연관관계는 그래프의 노드와 링크로, 각 노드와 링크의 세부
속성들은 테이블 형태의 다이얼로그로 구현하였다.
TopicMapView 클래스는 가시화 전반에 걸친 기능을 담당하며 주요 함수는 다음과
같다.
y

TopicMapView.paintComponent(): 실제로 JPanel을 상속한 TopicMapView가 도형을
component 상에 그리기 위해 필요하며, Component 클래스에서 파생된 함수이다.
이 함수로 인해 TopicMapView는 단순한 JPanel이 아닌 스케치북의 역할을 하게
된다. Repaint()함수에도 역시 반응하므로 무효화 영역에 대해 새로 그리기를 할
수 있다.

NodeTopic은 노드를 그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클래스로, 토픽 객체의 디스플레이
네임을 화면의 정해진 위치에 출력한다. 주요 함수들은 다음과 같다.
y

drawComponent(): 노드의 실제 형태를 그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y

updateNode(): 사용자의 편집으로 인해 토픽맵이 변화된 경우 노드의 변화된
형태를 갱신한다.

LineAssociation은 토픽(노드) 간에 링크의 형태로 존재하는 연관관계를 그리는
부분을 담당한 클래스로, 주요 함수들은 다음과 같다.
y

drawComponent(): 토픽 간 연관관계의 실제 형태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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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updateLine():

토픽

간

연관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링크의

변화된

형태를

갱신한다.

4.2.3 데이터 마이닝 결과 변환
빈발패턴마이닝과 연관규칙마이닝 도구로부터 얻은 결과를 시스템이 가시화하고
토픽맵에 매핑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가 연관관계를 추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이닝 결과를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ARtool이라는

마이닝

도구의

결과를

변환하도록

하였다.

ARtool은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빈발패턴 마이닝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관규칙마이닝을 수행한다. APRIORI, CLOSURE, CLOSUREOPT,
FPGROWTH등의 다양한 빈발패턴 마이닝 알고리즘을 제공하며, 빈발패턴 마이닝의
결과로부터 연관 규칙을 찾아내기 위한 기법 역시 APRIORIRULES, COVERRULES,
COVER RULES OPT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esultTransformer
모듈을 사용하여 ARtool을 결과를 변환하도록 하였는데, 이 클래스는 마이닝 결과
파일을 읽어 들인 후 이 파일이 어떤 마이닝의 결과인지의 레이블을 파일로 출력하고,
이어서 빈발패턴마이닝의 경우에는 항목집합, 지지도 순으로, 연관규칙마이닝의 경우에는
규칙, 지지도, 신뢰도 순으로 리스트를 출력한다.

4.2.4 데이터 마이닝 결과 가시화

사용자가 변환된 마이닝 결과를 시스템으로 로드하면, 시스템은 이를 읽어들여
토픽맵에 매핑 시킨 후 MiningResultView 모듈을 통해 토픽맵 상에 가시화 한다.
읽어 들인 빈발패턴 마이닝 결과 파일과 연관규칙 마이닝 결과 파일은 각각
FrequentPatternBean,

AssociationRuleBean에

저장되며,

findFrequentPatterns(),

findAssociationRules() 함수를 통해 연관관계의 종류를 판단한 후 drawNodeGraph() 함수를

37

호출하여 가시화 한다. 주요 함수는 다음과 같다.
y

findFrequentPatterns(): 토픽맵과 빈발패턴 마이닝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우선
선택된 토픽들을 둘씩 페어로 만든 후, 각 페어를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y

findAssociationRules(): 토픽맵과 연관규칙 마이닝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마찬가지로 우선 선택된 토픽들을 둘씩 페어로 만든 후, 각 페어를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y

drawNodeGraph(): Frequent Pattern 분석이나 Association Rule 분석에서 이 함수를
호출한다. 마이닝 결과에서 나온 항목들의 연관관계 분석을 행하기 위한 시작
함수이며 하나의 시작 토픽으로부터 방문한 토픽(노드)들을 Vector로 저장해서
반환한다. 나중에 반환된 Traversal History 정보는 간접 관계를 찾는데 쓰인다.

y

findAssociatedNode(): drawNodeGraph() 함수가 호출하는 함수로, 이후 재귀적으로
작동한다. 찾아낸 노드에 다른 노드와의 연관관계가 있으면 다시 재귀 호출된다.
이때 방문한 정보는 파라미터로 받는데 한번 방문한 노드가 있을 경우는 다시
방문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함수들을 사용하여 마이닝의 결과로 나타난 항목들과 연관된 항목들을
토픽맵 상에 함께 표현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컨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

4.2.5 데이터마이닝 결과를 참조한 연관관계 추가

AddAssociation

모듈에서는

사용자가

마이닝

결과를

토픽맵

상에서

확인하고,

흥미로운 연관관계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 토픽간에 생성된 링크를 선택하여 간단하게
연관관계를 추가할 수 있게 한다. 이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Add this link to
association’

메뉴를

선택하면

이벤트가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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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e2AssociationItem_ActionPerformed()가 작동하고 해당 토픽들이 연관관계의 멤버가
되는 연관관계 편집 다이얼로그가 호출된다. 다음 장의 뉴스 토픽맵 예제를 살펴보면서
시스템의 구성과 실제 토픽맵의 구축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4.3 뉴스 토픽맵 구축 예제

본

연구에서는

Yahoo!Korea의

뉴스

XML 데이터

980건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관관계 마이닝의 결과를 사용하여 뉴스 토픽맵을 구축하였다.

4.3.1 예제 데이터 설명

[그림 4.2]는 Yahoo!Korea 뉴스 데이터의 엘리먼트들을 구조화한 DTD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4.2] News XML 의 전체 D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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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 엘리먼트는 <KNewsML>로써, 뉴스 리소스의 정보를 담고 있는 <Catalog>
엘리먼트와 뉴스 데이터의 긴급도, 날짜 및 시기 등의 속성 정보를 담고 있는
<NewsEnvelope> 엘리먼트, 실제 뉴스 내용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NewsItem>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2] News XML 중 News Component 부분의 DTD

뉴스 기사 본문은 <NewsItem> 의 하위 엘리먼트인 <ContentItem> 엘리먼트 중
<Body>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며, 키워드로써 자주 등장하게 되는 중요한 단어들을
분류하여 속성과 함께 <Info> 엘리먼트로 표현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뉴스 XML의 본문
내용 중 주요 키워드인 <Info> 엘리먼트만을 SAX Parser로 추출하여 연관관계 마이닝을
수행하였다.
다음

XML 파일은

실제

뉴스

데이터의

일부로써

실제

기사

엘리먼트들을 포함하고 있는 <DataContents> 엘리먼트 부분의 일부이다.

내용과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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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Contents><Body xml:space=‘preserve’>
<Info Etc=‘N’>경의선</Info>.<Info Etc=‘N’>금강산</Info>육로 이달중 연결
(<Info Etc=‘N’ Weather_Area=‘N’>서울</Info>=연합뉴스)
<Info
Person=‘N’>이강원</Info>기자
=
<Info
Person=‘N’>김석수</Info>(金碩洙)
<Info
Etc=‘N’>국무총리</Info>는 5일 정부는 2월중에 경의선 <Info Etc=‘N’>철도</Info> 연결과 금강산
시범
육로<Info
Etc=‘N’>관광</Info>이
이뤄지고
<Info
Etc=‘N’>개성공단</Info>도
<Info
Etc=‘N’>착공</Info>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Info Etc=‘N’ Govern_Org=‘N’>국회</Info> <Info Etc=‘N’>본회의</Info>
`국정보고를
통해
북핵문제가
아직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Info
Etc=‘N’>남북관계</Info>는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한 뒤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정을 한층 투명하게 함으로써 <Info Etc=‘N’>대북정책</Info>과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Info Etc=‘N’>북한</Info> <Info Etc=‘N’>핵개발</Info> 문제는 <Info
Etc=‘N’>안보</Info>와 <Info Etc=‘N’>세계</Info>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지만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도 <Info Etc=‘N’>한반도</Info> 긴장이 고조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Info Etc=‘N’>동북아</Info> 평화.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Info
Etc=‘N’>주한미군</Info>은
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서 <Info Etc=‘N’>통일</Info>후에도
동북아 안정을 위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ija007@yna.co.kr
(끝)</Body>
</DataContents>

[그림 4.3] News XML의 예
위 XML 파일에서 <Info> 태그를 추출하면 ‘이강원, 김석수, 국무총리, 철도, 관광, 개
성공단, 착공, 국회, 본회의, 남북관계, 대북정책, 북한, 핵개발, 안보, 세계, 한반도, 동북
아, 주한미군, 통일’의 키워드가 추출된다.
[그림 4.5]과 [그림 4.6]는 980건의 뉴스 데이터를 ARtool을 사용하여 마이닝한 결과
이다. 최소 지지도를 0.02로 하여 빈발패턴 마이닝을 수행한 결과 총 225개의 항목집합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연관관계의 후보가 될 수 있는 2개 이상의 항목을 가진 빈발항목집
합은 총 61개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 신뢰도가 0.6인 연관규칙 마이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총 309 건의 연관 규칙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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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빈발패턴 마이닝 결과 (최소 지지도 0.01)

[그림 4.6] 연관관계 마이닝 결과 (최소 신뢰도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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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마이닝 결과를 분석하면 어떠한 키워드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각 항목들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배경지식에 기반하여 각
항목들의 연관관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4.5]의 ‘육로, 금강산’ 항목
집합을 보면 ‘육로를 통해 금강산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두
항목 사이에는 ‘통행하다’라는 연관관계가 형성되며, 이 연관관계의 멤버와 역할은 각각
육로(교통 수단), 금강산(장소)임을 인지할 수 있다. [그림 4.6]의 ‘현대아산, 금강산 -> 북
한’이라는 규칙을 보면 배경 지식을 통해’현대 아산’이 ‘금강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
으며 이는 북한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아산’과 ‘금강산’ 항목 사이에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다’라는 연관관계가, ‘북한’과 ‘금강산’항목 사이에는 ‘~에 위치하다’라는 연
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4.3.2 토픽맵 생성 및 편집

본 예제에서는 토픽맵 편집기를 사용한 토픽맵 구축 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림
4.7]과 같이 간단한 뉴스 토픽맵을 구축하였다. 뉴스 토픽맵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토픽맵을 생성하고 기본적으로 사용될 단어 토픽들을 우선적으로 추가하였다[그림 4.8].
토픽의 속성을 기존의 토픽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토픽들을 미리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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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토픽맵 생성 다이얼로그
먼저 아무 속성도 가지지 않는 Default Vocabulary 토픽을 생성하고 토픽의 속성을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토픽들을 생성하였다. 뉴스 토픽맵의 속성을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인물’, ‘장소’, ‘국가’, ‘지역’ 등의 객체를 표현하는
토픽, ‘포함’, ‘발생’, ‘연루’ 등 토픽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토픽, ‘명사형’, ‘서술형’, ‘English’
등 토픽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토픽 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림 4.8] 토픽 생성 다이얼로그
토픽은 여러 개의 베이스네임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포함관계’토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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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다’라는 베이스네임을 추가하였다.

[그림 4.9] 토픽 베이스네임 추가 다이얼로그
다음은 Default Vocabulary에 Occurrence를 추가하는 화면으로, 본 시스템의 데이터가
위치하게 될 데이터베이스의 주소를 입력하였다.

[그림 4.10] 토픽 어커런스 추가 다이얼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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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마이닝 결과 가시화 및 연관관계 추가

이전 단계에서는 몇 개의 기본적인 토픽만을 생성하였다. 그러나 뉴스 마이닝의
결과를 사용하면 많은 토픽들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의미 있는 연관관계도 추가할 수
있다. 앞에서 ARtool을 이용하여 구한 마이닝 데이터를 변환한 입력파일을 임포트하여
가시화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11]에서 보여지는 항목집합에 있는 항목들은 모두
토픽이 될 수 있으며, 함께 나타나는 항목들은 연관관계의 후보가 된다. 이 때 지지도를
참고하면 어느 정도의 연관관계가 존재하는 지 알 수 있으므로, 지지도와 배경 지식에
근거하여 의미 있는 연관 관계와 그 속성을 추가할 수 있다.

[그림 4.11] 빈발패턴 마이닝 결과 가시화

46

위의 화면에서 ‘후세인, 이라크’항목집합을 선택하고 토픽맵 상에 마이닝 결과를
가시화 하면 [그림 4.12]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후세인’과 ‘이라크’는 토픽맵 상에
존재하는 토픽이 아니므로 토픽을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이 때 토픽의 아이디가
부여되고 해당 항목이 토픽의 베이스네임이자 디스플레이네임이 되어 저장된다. 기타
속성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토픽을 수동으로 편집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두 토픽은 새로
생성된 것이므로 아직 연관관계로 연결된 다른 토픽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두
토픽만 화면상에 보여지게 된다.

[그림 4.12] 마이닝 결과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연관관계 가시화
위 그림에서는 ‘후세인’과 ‘이라크’토픽이 자동으로 추가된 후에 보여지는 화면이다.
새로 생성된 토픽이며 연관관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붉은 색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이 링크를 연관관계로 추가하면 [그림 4.13]과
같은 연관관계 편집 다이얼로그가 로드되며 연관관계를 추가할 수 있다.

[그림 4.13] 연관관계 편집 다이얼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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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맵에 두 토픽 간의 연관관계가 이미 존재 하는 경우에도 두 토픽 간에 마이닝의
결과로 링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림 4.14]과 같은 초록색 실선으로 표시되며
마이닝의 결과가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연관관계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속성을 수정할 수 있다.

[그림 4.14] 토픽맵에 존재하는 연관관계가 마이닝 결과로 가시화된 경우
사용자는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그림 4.15]와 같이 토픽맵 가시화 패널에 보여지는
토픽과 연관관계들의 속성을 확인하거나 수정, 삭제 할 수 있다.

[그림 4.15] 연관관계 속성 확인

연관규칙 마이닝에서 연관규칙은 빈발패턴 마이닝의 결과를 사용하여 얻어낼 수
있으므로 규칙의 전건과 후건의 합은 빈발패턴 마이닝의 항목집합과 같게 되므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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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서는 연관규칙의 가시화 부분에서 항목집합과 지지도만이 의미를 갖도록 하였다.
따라서 [그림 4.16]와 같은 연관규칙 마이닝의 결과를 추가하는 것도 빈발패턴 마이닝
결과 이용 방법과 같다. (후세인 → 이라크, 대통령 지지도: 0.018, 신뢰도: 0.81) 행을
선택하는 경우 시스템은 빈발패턴 마이닝 결과와 같은 방법으로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지지도: 0.018)이라는 정보만을 고려해서 토픽맵 상에 가시화 한다.

[그림 4.16] 연관규칙 마이닝 결과 가시화
이 때 항목집합(연관된 토픽)에 항목(토픽)이 셋 이상이 되면, [그림 4.17]처럼 각
항목에 대한 페어로 링크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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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연관규칙 마이닝 결과 토픽맵 가시화
[그림 4.18]는 위에 설명된 방법을 반복하여 구축된 토픽맵의 일부이다.

[그림 4.18] 생성된 뉴스 XTM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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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향후과제
토픽맵은 정보 리소스들의 복잡한 구조에 대한 지식을 표현하고 이를 토픽과 그
관계들로 조직화하는 온톨로지 언어이다. 토픽맵은 기존의 온톨로지 언어들과 달리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형태를 변환하지 않고도 정보리소스들을 통합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토픽맵을 쉽게 병합할 수 있으므로 많은 양의 이종 정보리소스를 통합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토픽맵 구축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의 방법들은 시간,
비용과 토픽맵의 의미론적인 구조화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갖는다. 수동으로
구축하는 방법은 토픽맵을 의미론적으로 잘 구조화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반면 자동 구축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현저히 절약되는 데에 반에 토픽맵의
의미론적 구조화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편집기를 이용한 토픽맵 수동 구축 방법과 토픽맵
자동 생성 연구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극복하여 토픽 간의 의미 있는 연관관계를
효과적으로 가시화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토픽맵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반자동 토픽맵
구축도구를 구현하였다. 기존의 토픽맵 편집기들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편집 기능에서
나아가, 빈발패턴 마이닝과 연관관계 마이닝 결과를 토픽맵 상에 가시화함으로써
사용자가 토픽 간의 연관관계와 컨텍스트를 파악하고 유용한 연관관계와 그 의미를
추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토픽맵의 연관관계 업데이트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토픽맵을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의미 있게

구조화할 수 있게 하므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토픽맵 구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향후

토픽맵의

일부와

전체를

효과적으로

가시화하는

문제와

연관관계를 효과적으로 가시화하는 문제를 향후 연구 과제로 제시한다.

토픽

간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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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and Development of Semi-automatic Topic Map Builder
`
Depar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Ewh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wha Womans University
Hahm, Hwa Jean

As everyday new information resources are linked to the web, it became important to organize
them effectively. Several works were undertaken to improve accuracy of navigation and to provide
related information among plentiful resources. And a new area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merged:
the one called Semantic web to solve this problem.
From the undertaken initiatives one became an ISO standard: Topic Map ISO 13250. Topic map
is an ontology that structures complicated information and knowledge structure. Topics are used to
represent objects and associations between topics are used to represent their various relationships in
topic maps. Topic maps integrate information resources without changing their format and are easily
merged in each other. So it is useful in case of integrating numerous heterogeneous information
resources.
Several researches that are trying to build topic maps are in progress, but they have a trade-off
between cost and semantic structuring in construction. It takes much time and cost to construct topic
map manually. Although this method makes topic maps semantically rich, it is very repetitive and
tedious task. So there emerged several alternatives that extract topics and their associations from
various information resources. Automatic construction of topic maps can save much time and cost.
But it is difficult to make topic maps semantically rich in this method.
In this paper, we introduce semi-automatic topic map builder. It provides useful interface to
construct topic maps easily and update them using mining results. Visualization of results of freq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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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mining and association rule mining makes users to find new associations among topics and to
understand context and to add useful associations and their meaning to topic maps. So it supports
effective topic map update. This system makes topic map construction with considerably lower costs
and more semantically ri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