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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에는 방대한 양의 정보가 있지만 현재 그 활용은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PC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했던 웹 정보를 TV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시공간의 제약

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보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수행되었다. 현재의 웹 정보를 TV나 모바일 기기

와 같은 일상적인 매체를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 디바이스의 화면에 적합하게 필터링과 

요약을 통해 재구성 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어처리 기술에 기반하여 온라인 뉴스 페

이지를 개인 디바이스에 적합한 형태로 내용과 레이아웃을 재구성하는 시스템인 ONASys(Online News 

Adaptation System) 에 대해 소개한다. ONASys는 공간적, 내용적 속성을 이용하여 웹페이지 상의 중

요 정보를 선별하는 ‘컨텐츠 필터링 모듈’, 요약 패턴의 분석과 공기 정보를 통한 문법적 주 요소 인식

을 통해 문장을 요약하는 ‘문장 요약 모듈’, 제목과 문장의 연관성을 통하여 문장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중요도 결정 모듈’로 구성된다. 

 

1. 서  론 

주지하다시피 웹은 정보의 바다이지만 그 많은 정보를 

유의미하게 활용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 이유는 

현재의 웹구조 자체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 

원인은 현재 웹 정보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디바이스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논문의 공학적 

관심은 바로 후자의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초점 맞추고 있다. 

특정 웹 정보를 PC로부터 가져오지 않고서도 직접 TV나 

휴대폰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정보검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컨대, 가수 ‘비’가 나오는 TV의 가요프로를 보다가 

갑작스레 ‘비’의 미국 콘서트 정보를 알고 싶어진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다른 채널에서 관련된 영상을 방영해 주고 

있지 않다면 사람들은 PC를 켜고 인터넷으로 뉴스 검색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만약 

인터넷에 떠도는 ‘비’에 대한 정보를 직접 TV로 가져 올 수 

있다면 굳이 컴퓨터로 검색하지 않고도 큰 화면으로 원하는 

영상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바일 

디바이스로도 사용자가 보고 싶은 인터넷상의 정보를 원하는 

즉시 찾아볼 수 있다면 특정 시공간에서 사용자가 누릴 수 

있는 행동의 자유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능은 검색한 웹 컨텐츠의 내용을 TV나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기능이다. 그림 1의 왼쪽 사진에서 

보듯, 대부분의 웹페이지는 특정 기사와 관련 없는 메뉴 및  

다른 기사로의 링크 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기사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이를 그대로 출력하면 시청자가 그것을 

한 눈에 알아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오른쪽 

사진과 같이 사용자가 원하는 컨텐츠만을 뽑아내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TV와 모바일 디바이스 등에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 온라인 뉴스기사와 재구성 된 뉴스기사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PC이외의 디스플레이 가능한 각종 

디바이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온라인 뉴스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며, 이를 ONASys(Online News 

Adaptation System)라고 부른다. ONASys는 크게 세가지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컨텐츠 필터링 모듈은 각 뉴스 

페이지의 기사와 관련 없는 메뉴나 광고 등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이 모듈을 통해 기사의 주제와 직접적 관련 

있는 페이지의 일부가 남게 된다. 다음의 두 단계인, 컨텐츠 

요약 모듈과 중요도 결정 모듈에서는 기사 본문의 문장을 

요약하고 각 문장의 중요도를 결정함으로써 TV 등의 각종 

디바이스에서 보여주기 적합한 최소화된 기사를 만들어낸다. 

ONASys의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림1의 오른쪽처럼 

재구성된 페이지를 얻을 수 있다. 



뉴스기사의 재구성을 위하여 ONASys의 각 모듈에서는 

자연어 처리를 이용하였다. 컨텐츠 필터링 모듈에서는 기사의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단어의 유사도를 

이용하였고, 컨텐츠 요약 모듈은 기존의 문장 요약(gist)의 한 

방법을 바탕으로 그것을 발전시켰다. 끝으로 중요도 결정 

모듈에서는 새로운 기사 제목, 4W
1
 등을 참조하여 문장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였다. 

처음의 연구목표 달성과는 별도로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얻은 예상외의 수확은 ONASys를 일반 웹검색에 

활용할 때의 가치이다.  ONASys를 웹크롤러에 적용할 경우, 

각 뉴스 페이지마다 재구성된 페이지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각 기사의 주제와 관련된 정보만 담고 있어서 효율적인 

검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재구성된 페이지를 

이용한 검색을 할 경우 기사와 관련된 정보만을 참조하여 

매칭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일반 페이지를 텍스트 매칭하는 

것보다 좀 더 정밀한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2. 관련 연구 

2.1. 웹페이지 컨텐츠 필터링 

웹페이지 내용을 IPTV, PDA와 같은 다른 디바이스로 

적합하게 재가공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미블락
2
을 찾아내어 

그 의미블락들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1]. 의미블락의 중요도는 각 의미블락이 해당 

웹페이지의 주제와 연관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사에 대한 웹페이지가 있다고 하자. 해당 

기사의 제목과 본문 및 기사 관련 멀티미디어에 해당하는 

의미블락은 가장 중요도가 높다. 또한 기사 작성일, 기자 이름 

등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그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다. 

광고, 로그인 박스 등의 기사 주제와 관련이 전혀 없는 

부분은 가장 중요도가 낮다. 

의미블락을 나누는 잘 알려진 방법 중에 하나는 HTML 

태그, 배경색, 텍스트 길이와 같은 페이지의 표면적 구조 

정보에 근거하여 의미블락을 정하는 것이다[2]. 

정해진 각 의미블락들 간의 중요도를 정하는 방법들 중에서 

이 논문에서는 같은 의미블락이 반복되는 횟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낮다고 가정을 근거에 기초한다[4]. 한편, 

의미블락의 공간적 속성과 링크의 개수와 같은 내용적 

속성들이 의미블락의 중요도를 구하는 데 사용되었다[5].  

본 시스템에서는 이런 공간적 속성과 내용적 속성을 

사용하여 SVM을 학습시켰다. 

 

2.2. 문장 요약 

문장 요약과 관련된 연구로는 비주요 문법 요소
3

에 

대해서만 단어의 빈도수에 근거하여 요약하는 방법[6]과 구문 

                                            
1
 4W: Who, When, Where, What 

2
 의미블락: 웹페이지의 일부분으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원소

(element)의 집합이다. 
3
 주요 문법 요소: 문장 이해를 위하여 필수적인 문법적 요소

로 문법적 주 요소와 같은 의미. 비주요 문법 요소는 이와 반

대되는 의미이다. 

트리의 서브 트리가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한 요약 

방법[7]이 있다. 또한 [7]의 방법에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정보와 하위범주화(subcategorization) 정보를 추가한 

시도가 있다[8]. 본 시스템에서는 [7]의 방법을 확장하여 

비주요 문법 요소를 요약하는 데 사용하였다.   

 

2.3. 주제 관련 문장 선택 

Goldstein[9]은 코사인 유사도, TF-IDF 가중치 및 문장의 

위치 등의 통계적 특성(statistical features)와 인용문, 경어적 

표현, 품사 등의 언어학적 특성(linguistic features)에 근거한 

방법을, Hovy[10]는 의미의 다양성이 제한되는 단어들의 

쌍(전치사, 동사 또는 명사)을 이용한 방법을 제시 하였다. 

Metzler[12]는 의존관계에 있는 명사들이나 형용사로 수식이 

되는 명사 등의 독립적인 명사구 단위들을 사용하여 정보량을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존문법으로 분석된 제목의 구문트리를 

인접행렬(adjacency matrix)을 이용하여 단어 집합의 

주제와의 연관성을 판단한다. 또한 행렬의 정보로부터 4W와 

관련된 의존성을 띄는 단어가 연관성 판단에 반영한다. 

 

3. ONASys: 시스템 구조 

시스템의 전체 구조는 그림 2 의 모듈로 구성된다. 

컨텐츠 필터링 모듈 

각 페이지의 주제와 관련된 의미블락을 추출한다. 

컨텐츠 요약 모듈 

문장 단위로 핵심내용을 찾아낸다. 

중요도 결정 모듈 

기사 제목과 4W 에 근거하여 문장의 중요도를 결정한다. 

 

 
그림 2. ONASys 시스템 구조 

 

3.1. 웹페이지 컨텐츠 필터링 모듈 

이 모듈은 세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RSS 를 통해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뉴스 페이지를 

의미블락 단위로 나누는 기능이다. 이것은 VIPS[2]를 

사용하여 각 페이지의 의미블락을 정한다. 

둘째, 의미블락의 중요도는 공간적 속성과 내용적 속성에 

의해 정해진다. 공간적 속성에는 의미블락의 위치와 크기가 

있다. 내용적 속성에는 순수 텍스트의 길이, 폰트, 링크의 

개수, 멀티미디어의 개수, Table 의 개수 등이 있다. 이러한 



속성에 근거하여, SVM 을 학습시킨다. 웹페이지 컨텐츠 

필터링 모듈은 한 페이지 내에서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제거하여 중요한 정보만 남도록 하는 과정이다. 

자세한 과정은 그림 2 와 같다. 실시간으로 모이는 뉴스 

페이지를 VIPS 를 통해 작은 단위의 의미블락으로 나눈다[2]. 

그 다음 각각의 의미블락에서 속성을 추출하게 되며, 그 

속성을 추출한 결과를 SVM 에 돌려 각 의미블락의 중요도를 

얻게 된다[5]. 중요도가 정해진 각각의 의미블락에 대해 

중요도가 낮은 것은 버리고 높은 것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의미블락끼리 묶게 되면 전체 과정이 마무리 된다. 

셋째, VIPS 는 표면적 구조 정보에 근거하여 의미블락을 

나누기 때문에 사이트에 따라서는 의미블락의 크기가 

적절하게 나누어 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문제를 본 

시스템에서는 각 의미블락의 주제와의 연관성과 의미블락의 

분류를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이 연관성은 각 의미블락에 

나타나는 명사들과 기사 제목의 의미적 유사도를 워드넷을 

참조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각 의미블락을 제목, 본문, 

멀티미디어 블락으로 분류 하였다. 연관성이 높은 의미블락 

중에 같은 분류에 속하는 것들은 하나의 의미블락으로 재구성 

된다. 

 

3.2. 컨텐츠 요약 모듈 

이 모듈은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코퍼스를 사용하여 요약에 사용될 구문 트리 변화 

규칙을 찾는다. 이 코퍼스는 각 문장과 그것의 요약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문분석된 문장들을 이용하여 원래 

문장에서 요약된 구조를 만들기 위한 규칙들을 찾는다[7].  

규칙들은 다음 세 가지 변환을 나타낸다. 

REDUCE: 요약된 내용에 포함된 단어들 또는 부분 구문 

분석 트리를 묶어 새로운 구문 분석 트리를 만든다.  

SHIFT: 해당 단어가 요약된 내용에 포함된다. 

DROP: 해당 단어가 요약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동사의 공기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expect’는 주로 to-부정사와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동사는 이를 필요치 않는다. 따라서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변환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코퍼스를 이용한 방법의 한계로서, 이 규칙들이 모든 

가능한 요약 방식을 찾을 수 없다. 

둘째, 이 규칙들을 사용하여 문장을 요약한다. 규칙을 

적용할 때 공기 정보를 포함하여 위의 한계점들을 극복한다. 

 주요 문법 요소를 표시한다. 만약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DROP 명령어가 실행되어야 한다면, 해당 

단어를 강제로 SHIFT시킨다. 

 어떤 동사가 요약된 문장에 포함되면(SHIFT), 

워드넷에서 추출한 그 동사의 공기 정보를 이용하여 

필요한 부분을 표시한다. 

 What, Which와 같이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단어가 

DROP되는 경우와 관사의 품사를 가지는 단어가 

DROP된다면, 해당 구는 요약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3.3. 중요도 결정 모듈 

각 문장의 주제와의 관련성의 정도의 결정은 주제와 

관련되는 단어들의 집합을 구하는 단계와 문장들의 정보 

함유량을 판단하는 두 단계를 거친다. 

첫째, 뉴스제목에서 VNA
4
집합을 구하고 각 VNA원소들의 

패턴이 나타나는 본문 문장에 가중치 점수를 부여한다. VNA 

집합은 동사, 명사, 형용사 및 부사의 묶음이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며 중요도에 따라 원소의 레벨이 나뉘어 진다. 

VNA집합을 구하기 위해 뉴스 제목을 의존문법 파서로 

분석하여 얻은 의존함수들을 근거로 인접행렬을 생성한다. 

그림 3(a)는 제목의 파싱 결과이며 이를 통해 의존함수들이 

인접행렬을 표현한다. 그림3(b)의 인접행렬에 표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  ai,j n× n
, n 은 제목의 토큰 갯수 

 ai,j = k , 토큰 i가 토큰 j에게 k의 의존성을 갖음 

 토큰 m이 root이면 am,m = ∗ 

 토큰 m이 문장부호 이면 am,m = 문장부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의존문법 분석이 트리의 

너비우선탐색 (BFS)으로 되어 온 것을 시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3. 중요도 결정 모듈 

(a): 각 단어의 토큰번호, 원형, 의존함수, 형태소 정보 

(b): 의존함수에 의해 생성된 인접행렬(adjacency matrix) 

(c): VNA원소들에 대한 위상적 표현 

 

 루트로 지정된 단어(그림 3(b)의 토큰번호②)는 

제목문장의 중심 동사이므로 루트에 의존하는 단어와 

함께 핵심주제를 표현한다 

 핵심 주제를 찾기 위해 그림 3(b)와 같이 루트의 

토큰번호 열에 있는 단어(토큰번호 ①②⑤)들을 찾으면 

                                            
4
 VNA: 동사, 명사, 형용사 



이 원소들이 VNA Level 1이 되며 제목의 주요 내용을 

나타낸다. (“produces Samsung DRAM”) 

 핵심주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문장들을 찾기 위해 

①번 열과 ⑤번 열에 존재하는 단어 토큰번호들(④)을 

찾음으로써 VNA Level 2를 구한다. (“Samsung DRAM 

fastest”) 

 의존관계가 끝날 때까지 재귀적으로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을 찾으면 VNA집합의 모든 원소들을 구하게 

된다. (그림 3(c)) 

의존관계가 끝날 때까지 재귀적으로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을 찾으면 그림 3(c)와 같이 VNA집합의 모든 원소들을 

구하게 된다. VNA집합을 모두 구한 다음 각 문장마다 주제 

관련성 가중치를 부여한다. VNA Level 1의 단어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문장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레벨이 

높아지면서 점수를 낮추어 가중치를 부여하면 모든 문장의 

중요도를 결정 할 수 있다. 

 

둘째, 뉴스본문의 문장에서 when, where, why, who와 

관련된 의존형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찾아서 해당 점수를 

문장의 주제 연관성의 판단에 반영한다. 뉴스는 시간, 장소, 

인물, 사건을 중심으로 어떻게 또는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 장소, 인물, 사건에 대한 

단어가 많은 문장이 정보 응집력이 크다. 한 단어가 

전치사구의 의존성을 보이면 주체에 대한 보완이 

대부분이므로 when, where의 정보가 따를 확률이 높아진다. 

주어의 의존성을 보이면 동사에 연관된 주어이므로 who의 

정보를, 목적어의 의존성을 보이는 단어는 타동사와 연관이 

있으므로 what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4. 실험결과 및 분석  

4.1. 웹페이지 컨텐츠 필터링 모듈 

SVM 은 다음과 같은 학습용 집합을 이용하여 학습되었다. 

속성(Features): 3.1 에서 언급한 속성들. 

클래스(Class) 

Class 1: 메뉴바, 헤더, 하단의 저작권 등 모든 페이지에 

반복되는 정보 

Class 2: 최신뉴스, 인기 있는 뉴스 등 대부분의 페이지에 

반복되나 가치 있을 수 있는 정보 

Class 3: 저자, 날짜, 태그 등 기사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 

Class 4: 기사의 제목, 본문, 관련된 이미지나 영상 

학습용 집합은 ZDNet
5
뉴스의 300 개의 기사가 사용되었고, 

테스트 집합으로는 ZDNet 뉴스와 CNN
6
 Tech 뉴스의 각 

100 페이지가 SVM 이 구한 의미블락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학습, 테스트 집합은 같은 의미블락이 

반복되는 횟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낮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만든 후 사람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SVM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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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ttp://www.cnn.com/TECH/ 

libsvm
7
을 사용하였고, SVM Type 은 C_SVC, Kernel Type 은 

RBF 가 사용되었다.  

표 1. SVM으로 구한 의미블락 중요도의 평가 

 ZDNet News CNN TECH 

SVM 으로 구한 중요도와 

테스트 집합과의 일치도 

94.5194% 82.1341% 

표 1 에 따르면 ZDNet 에 대해서만 학습하였지만, CNN 

페이지에 대해서도 높은 확률로 중요도를 예측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뉴스 페이지의 구성이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4.2. 컨텐츠 요약 모듈 

3.2에서 서술한 방법은 결정 트리(decision tree)로 

학습되었다. Ziff-Davis 코퍼스
8
가 학습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Korean Herald에서 무작위로 가져온 996개의 문서가 

테스트를 위해 사용되었다
9
. 또한 스탠포드 구문 분석기

10
가 

사용되었다. 

표 2. 실험결과 비교: 압출율, 중요도, 문법성 

 압축율 중요도 문법성 

방법1 55.0323.58% 5.161.99 6.351.92 

방법2 73.1327.65% 6.862.69 7.412.24 

사람 62.9119.65% 6.941.22 8.210.94 

방법1은 [8]의 결과이고, 방법2는 본 모듈의 결과이다. 본 

모듈의 요약 결과물은 압출율은 비교적 낮으나,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문법적으로 올바르며 원문의 내용을 사람이 

요약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3] 

 

표 3. 문장 요약 결과 

Original: However , SK Telecom , the nation ` s largest 

mobile carrier with a 52 percent market share , and thus 

subject to the government ` s plan , expressed 

skepticism . 

Reduced: SK Telecom expressed skepticism 

Original: The two mobile carriers are expected to have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ready by October this 

year .  

Decision-Tree Only :  The two mobile carriers are expected 

Reduced : The two mobile carriers are expected to have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ready by October  

                                            
7
 http://www.csie.ntu.edu.tw/~cjlin/libsvm/  

8
 [7] 및 [8]에서 사용되었다. 

9
 현재 Marcu[2002] 및 Nguyen[2004]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저자와 연락 중이며, 최종본에는 비교 결과를 넣을 수 

있을 것이다. 
10

 http://www-nlp.stanford.edu/downloads/lex-

parser.shtml 

http://www.zdnet.com/
http://www.cnn.com/TECH/
http://www.csie.ntu.edu.tw/~cjlin/libsvm/


Original : As the Science Ministry is involved in R&D when it 

comes to policies on climate change , the ministry will also 

establish a climate change R&D consultation group , 

possibly headed by Science Minister Kim Woo-sik , 

according to ministry official Kim Sang-jun . 

Reduced : the ministry will establish a climate change 

R&D consultation group headed by Science Minister Kim 

Woo-sik 

첫 번째는 요약이 잘 된 예이다. 두 번째 문장은 동사에 대한 

공기 정보를 사용했기 때문에 주요 문법 요소가 삭제되지 않은 

경우이다. 세 번째는 문법상으로는 요약이 잘 되었으나, ‘the 

ministry’가 지시하는 바가 ‘the Science Ministry’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약된 문장의 뜻이 달라진다 

 

4.3. 문장의 주제와의 연관성 판단 

총 31명에게 뉴스기사를 2개씩 제공하고 제목과 관련이 높은 

문장을 선택하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다. 문장의 중요성 

판단 모듈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해 설문조사에서 선택된 

중요문장들과 문장 중요도 결정 모듈의 선택문장들을 비교한 

결과 평균 68%의 일치도를 보였다. VNA집합 단어들의 

동의어나 머리글자에 의한 단어를 인식 못하기 때문에 성능 

저하를 보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각종 디바이스로 웹 컨텐츠를 보여주기 위해 

웹페이지를 재구성하는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했다. 컨텐츠 

필터링 모듈은 웹페이지의 공간적 속성, 내용적 속성을 

바탕으로 SVM 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문장 요약 

모듈은 요약 패턴의 학습과 공기 정보를 통한 주요 문법 

요소의 인식을 통해 요약된 문장을 만든다. 중요도 결정 

모듈은 제목의 단어들과 4W 와 관련된 단어에 대하여 각 

문장의 의존성을 분석함으로써 중요도를 결정한다. 세 모듈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사이트의 특성에 따라서는 모든 

모듈이 작동될 필요가 없는 경우와 각 모듈의 순서가 바뀌면 

좋은 경우가 있다. 이는 적용 프로그램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또한 뉴스가 아닌 일반 웹사이트로의 확장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컨텐츠 필터링 모듈의 경우 아직은 학습량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용 집합의 도메인을 벗어나는 

부분은 10% 정도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나 여러 도메인의 

웹페이지 학습과 SVM 매개변수 조정을 통해 각종 도메인에 

적용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포탈의 메인 

페이지와 같이 한 페이지에 여러 가지 주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컨텐츠 필터링 모듈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굳이 포탈의 메인 페이지와 같은 복잡한 페이지를 재구성 할 

필요 없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는 페이지들만 ONASys 를 

적용 한 후 이들의 연관성을 만들고 이를 각 디바이스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하여 사용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문장 요약 모듈과 중요도 추출 

모듈은 일반적인 텍스트에 적용 시킬 수 있는 모듈이므로 

확장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문장 요약 모듈의 경우 

지시사가 무엇을 가리키는 지 찾아내고, 주요 문법 구조를 

정밀하게 판별함으로써 요약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요도 추출 모듈은 워드넷을 이용하여 VNA 원소들의 

동의어와 및 약어를 찾아냄으로써 VNA 집합을 확장시키면 

더욱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모듈을 향상시키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는 

웹페이지의 경우에는 각 페이지의 주제와 연관된 중요도가 

높은 부분만 추출할 수 있게 되어 재구성 여부에 따라서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적합한 형태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 온톨로지를 이용한 기사간의 연관성 생성 

ONASys 를 각종 디바이스에 적용하기 위해선 재구성 된 

페이지들 중에 무엇을 사용자에게 보여줄 지 결정해야 한다. 

서론의 예와 같이 ‘마이클 잭슨’의 영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마이클 잭슨’의 특정 영상을 찾아서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단순 텍스트 매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실제로는 ‘마이클 

잭슨’의 영상이 아닌데, 내용 중에 ‘마이클 잭슨’이라는 단어가 

포함 되어 검색 결과로 선택 될 수 있다. 개인 컴퓨터의 

경우에는 많은 결과를 보여주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단지 몇 개의 

결과만 출력할 수 있는 TV 나 모바일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각 기사의 중요한 

단어를 찾아 그 단어만 검색에 이용할 경우 잘못된 결과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너무 검색되는 정보가 

적을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연구에서는 두 가지 단점을 모두 

보완하기 위해, 하나의 기사에서 여러 가지 속성을 추출하여 

이를 온톨로지와 매핑함으로써 다각적인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온톨로지 추론을 통한 검색을 이용하여 질문에서 

원하는 답을 정확히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속성이라 함은 다음 예제의 것들을 말한다.  

 

주체: 삼성, LG, SK 등 

사건: 신제품 개발, 정전, 주가 급등 등 

시간: 2007/8/16 등 

장소: 서울, 뉴욕 등 

 

주체, 사건, 장소 등을 온톨로지와 그림 5 와 같이 매핑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에서 일어난 정전사고”에 관한 기사를 

찾고자 하면 주체 온톨로지의 ‘삼성’과 사건 온톨로지의 

‘정전’과 매핑되어 있는 기사를 모두 검색하면 된다. 또한 

“2007 년 8 월 6 일 주가가 상승한 기업”을 찾으려면 시간, 

사건, 주체가 각각 2007/08/06, 주가상승, 기업과 매핑되어 

있는 기사를 검색하면 된다.  



 
그림 4. 기사의 속성과 온톨로지의 매핑 

 

이 방식을 따르면 원하는 것과 관련 없는 결과는 모두 

제외하고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인터넷 검색에 

적용하여도 위에서 말한 정확성과 다각적 각도의 검색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그대로 가질 수 있다. 단지 이를 구현함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웹페이지에서 사건 등의 속성을 추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꼭 사건이 아니라 기사가 쓰인 날짜와 행위 

주체 등의 쉽게 얻을 수 있는 속성만 이용해도 행위 주체에 

따라 시간순서로 사건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양질의 검색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웹페이지에 대해 속성을 매칭시키려면 정치, 

경제, 스포츠 등 각종 분야의 온톨로지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온톨로지는 전세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각 응용분야에 따라 적합한 온톨로지를 찾아 

매핑 시키면 원하는 검색결과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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