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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맞춰 평생 교육이 일반화되고 개인에게 요구되는 학습량은 많아지고 있으며 높아진 

학습량에 맞게 학습 시간 단축과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학습 정리를 위해 작성한 문서를 분석하여 해당 문서와 관련된 문서를 제안하고 본 문서와 엮어 

학습을 위한 문서 묶음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문서의 유사도, 중요도를 구할 수 있는 TF-IDF

를 이용하여 문서를 분석해 키워드를 추출한 다음 그와 관련된 문서를 제안하고 문서 묶음을 만들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시스템은 학습 정리 시 관련 문서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묶음으로 만들

어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키워드: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문서 분석(Document Analysis), 

유사도(Similarity), 키워드 추출(Keyword Extraction),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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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현대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평생 교육이

라는 단어가 일반화되고[1]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학습의 양은 많아지

고 있다. 높아진 학습량에 따라 학습 시간을 단축하고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학습 정리를 위해 작성한 문서를 분석하여 해당 문서와 관련된 문서를 

제안하고 본 문서와 엮어 학습을 위한 문서 묶음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다. 이 시스템은 작성된 문서의 단어 

빈도수를 파악하여 그와 비슷하거나 관련 있는 다른 문서를 제안하고 

문서 묶음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II. Preliminaries

문서를 자동 분류하는 알고리즘은 문서 내부의 단어로부터 문서 

벡터를 만들어 학습에 이용하고 문서에 범주를 지정한다. TF-IDF는 

단어별 가중치로 문서의 특징을 표현하여 두 문서 간 유사도를 비교하

거나 문서의 핵심어를 추출하는 방법이다[2][3].

  ×    (1)

식 (1)에서 TF(d,t)는 문서 d에서 단어 t의 등장 횟수를 말하며 

출현 횟수가 많을수록 중요한 단어로 판단한다. IDF(t,D)는 다른 

문서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단어일수록 가중치를 낮추기 위한 값이며 

전체 문서 D의 수를 단어 t가 포함된 문서의 수 + 1의 값으로 나눈 

다음 로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모에 1을 더하는 이유는 

t가 포함된 문서의 수가 0일 때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TF-IDF는 TF(d,t)와 IDF(t,D)의 곱으로 나타낸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TF-IDF 알고리즘 기반 문서 제안 시스템은 

사용자가 작성한 문서를 분석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와 관련 

있는 문서를 제안하여 문서 묶음을 만들 수 있도록 Fig 1.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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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stem Structure

Document Analysis System은 사용자가 문서를 작성 중일 때 

작성한 단어 빈도수를 파악하여 실시간으로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으며 작성이 완전히 끝난 문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현재까지 

작성한 문서가 하나일 경우 해당 문서 내부의 단어 빈도수를 측정해 

중요도를 결정하고 둘 이상일 경우 TF-IDF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특정 단어가 다른 문서에서 얼마나 흔하게 나타나는지를 가중치에 

반영하여 중요도를 결정한 다음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다. 문서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결정되면 Document Proposal System은 각 문서

의 키워드를 이용해 미리 설정된 목표 사이트에서 관련 문서를 찾아 

사용자가 참고하거나 문서 묶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안한다. 사용자

는 이렇게 제안된 문서를 단순히 열람하거나 선택적으로 Creating 

a Document Bundle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한 문서와 연관되는 

문서 묶음으로 만들어 추후 본 문서를 열람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작성 중이거나 작성이 끝난 문서로부터 추출되는 키워드를 이용한 

관련 문서 제안을 통해 사용자는 문서를 작성할 때 관련된 문서를 

참고하여 문서 작성에 활용하거나, 작성이 끝난 문서와 관련된 문서를 

참고 자료로 나타낼 수 있어 문서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IV. Conclusions

평생 교육의 시대에서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 정리를 위해 작성한 

문서 분석 후 관련 문서를 제안 및 본 문서와 엮어 문서 묶음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학습 정리를 

위한 문서를 작성할 때 제안된 관련 문서들을 학습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묶음으로 만들어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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