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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XML 형태의 논문이나 보고서로 작성된 문서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논문이나 보고서에

서 지정한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보여준 뒤 사용자가 해당 문서 내에서 검색을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

하면 각 키워드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단들을 추출한다. 시스템은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들의 빈도수를 확인하고 가

중치를 계산한 뒤 가중치가 가장 낮은 키워드만을 포함한 문단들을 제거한다. 또한, 정제된 문단들을 10개의 영역으

로 나눈 뒤 영역별 문단들의 중요도를 계산하고 각 영역들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갖는 주요 영역

을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제안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기존의 문서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

여 논문이나 보고서를 분석하는 것보다 압축률이 높은 형태로 주요 문단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문서를 이

해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for analyzing documents in XML format and in reports. The system extracts the 
paper or reports of keywords, shows them to the user, and then extracts the paragraphs containing the keywords by 
inputting the keywords that the user wants to search within the document. The system checks the frequency of keywords 
entered by the user, calculates weights, and removes paragraphs containing only keywords with the lowest weight. Also, 
we divide the refined paragraphs into 10 regions, calculate the importance of the paragraphs per region, compare the 
importance of each region, and inform the user of the main region having the highest importance. With these features, 
the proposed system can provide the main paragraphs with higher compression ratio than analyzing the papers or reports 
using the existing document analysis system. This will reduce the time required to understand the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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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양한 종류의 문서 중에서도 보고서나 논문들은 일

반적으로 XML 문서 형태나 PDF 파일 형태로 보관한

다. 해당 문서들을 분석하기 위해 형태소 분석기를 기반

으로 개발된 문서 분석 시스템들은 문서의 내용을 분석

하여 문서 작성에 사용된 키워드들과 키워드들의 빈도

수를 정렬하고 해당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그러

나 사용자가 문서 작성에 사용된 주요한 키워드들에 대

해 시스템들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해서 해당 문서를 분

석하는 시간이 문서 내용 전체를 읽는 것에 비해 단축되

는 것은 아니다[1-3]. 이와 다른 방식의 문서 분석 시스

템들은 해당 문서에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포함되

어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다. 그리고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검색하여 정렬한 뒤 사용자에게 이를 보여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4,5].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기

능이 사용자의 문서 이해에 대한 시간을 줄여주거나 문

서 이해의 효율성을 높이지는 못한다. 사용자의 문서 이

해를 돕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의 주요 문단들을 추출하

여 사용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부가적인 정보들

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해당 문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6-9].
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가 XML 

형태의 보고서나 논문 등의 문서를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문서의 내용을 압축하고 정렬하고 추출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TF-IDF 모델 기반의 기존 문

서 분석 시스템들은 문서의 내용 중에서 핵심 영역을 분

석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의 미흡하

였다. 이에 반해 제안하는 시스템은 특정 문서의 작성자

가 해당 문서의 주요 키워드로 선택한 키워드들을 추출

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사용자가 검색을 위해 

키워드를 입력하면 시스템은 해당 키워드들을 포함하

고 있는 문단들을 추출한다. 또한 문단들의 순서를 유지

하고 중복으로 도출된 문단들을 제거하며 시스템은 키

워드의 가중치를 계산하여 가장 낮은 가중치를 갖는 키

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문단들을 제거한다. 가중치가 보

다 높은 다른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문단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는 가중치가 높은 키워드가 포함되

어 있는 문단을 제거할 경우 압축률은 상승하지만 문서 

내용의 흐림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압축률을 높인 

뒤 시스템은 도출한 문단들을 10개의 영역으로 분할하

여 각 영역의 중요도를 계산하고 주요 영역을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Ⅱ. 시스템 설계

기존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한 시스템들은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분석을 원하는 문서를 분석하여 문서 작성에 

사용된 키워드들과 키워드들의 빈도수를 결과로 나타나

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이는 사용자가 문서 작성에 사용

된 키워드들을 알 수 있게 해주지만 문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서를 이해하는데 도움

을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해당 문서의 주요한 문단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서의 키워드를 보여

주고 사용자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키워드들

을 포함하고 있는 문단들을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주

는 것이다. 그림 1은 전체 시스템의 구조도이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제안하는 시스템을 설계할 때 요구되는 기능들은 사

용자가 입력한 XML 형태 문서를 불러오는 기능과 해당 

문서 내에서 키워드 태그를 검색하고 태그 값인 키워드

를 추출하는 기능,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를 포함한 문

단들을 검색하고 추출하는 기능, 추출한 문단들의 순서

를 원래대로 유지하는 기능, 추출한 문단들의 중복을 확

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기능,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들



문서 분석 기반 주요 요소 추출 시스템

403

의 빈도수를 확인하고 가중치를 계산하여 비교하는 기

능, 키워드 가중치 비교 후 가장 낮은 가중치의 키워드

만을 포함한 문단들을 제거하는 기능, 문단들을 10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영역들의 중요도를 계산하여 비교

하는 기능 등이 필요하다. 해당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 

시스템은 3개의 계층 구조로 설계하고 Java로 구현하였

다. 그림 2는 시스템의 흐름도이다.

Fig. 2 System Flowchart

사용자가 입력한 파일명의 XML 형태 문서를 불러온 

뒤 해당 문서 내에 있는 키워드 태그를 검색한다. 그리

고 키워드 태그의 태그 값인 키워드들을 불러온 뒤 키워

드들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사용자는 검색을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한다. 사용자가 키워드의 입력을 완료하

면 시스템은 해당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단들을 

검색하고 이를 추출한다. 추출한 문단들을 해당 문서의 

원래 순서에 맞게 정렬하고 중복된 문단들이 있는지 확

인한다. 중복된 문단들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 1번
만 출력되도록 한다. 또한 시스템은 키워드들의 빈도수

를 확인하고 가중치를 계산한 뒤 키워드들의 가중치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가중치를 갖는 키워드만을 포함한 

문단들을 제거한다. 압축률을 위한 작업이 완료되면 시

스템은 문단들을 10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각 영역의 

중요도를 계산한다. 계산은 키워드들의 합을 문단의 개

수로 나눈다. 이는 곧 영역 내에 문단에 키워드가 나타

나는 평균 빈도수이고 이 수치가 높은 문단들이 많은 영

역이 해당 문서의 주요 영역이 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 사용자는 형태소 분석기 기반

의 기존 시스템들이 제공했던 기능들을 모두 제공받을 

수 있다. 첫째, 형태소 분석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키워

드 중심 분석 시스템이 제공했던 키워드 정보를 제공한

다. 둘째, 형태소 분석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문단 중심 

분석 시스템이 제공했던 문단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추출한 문단들을 10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각 영역의 

중요도를 계산하고 주요 영역을 알려줌으로써 문서 이

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Ⅲ. 시스템 구현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현을 다루고 효율

성을 검증한다. 구현 및 실험에는 Windows 운영체제 기

반의 CPU – Intel i5-4690, RAM – 8의 PC 1대를 사용

하였다. 
사용자는 시스템이 시작되면 원하는 XML 형태 문서

의 파일명을 입력 받게 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문서의 파일명과 일치하는 파일을 FileInputStream 메소

드의 기능을 사용하여 불러온다. 그리고 Buffer 메소드

의 기능을 활용하여 시스템이 해당 파일의 내용을 읽기 

시작한다. 해당 문서의 키워드 태그를 찾은 뒤 키워드 

태그의 태그 값인 워드들을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보여

준다. 시스템의 키워드 추출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검색

을 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하게 된다. 시스템은 사용

자가 입력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문단들을 검색하

고 이를 추출한다. 사용자가 키워드 입력을 완료하면 시

스템은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

단들을 검색하고 이를 추출한다. 시스템은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단들의 수와 키워드들의 가중치를 보

여준 뒤 문단의 순서를 유지하는 기능과 중복을 제거하

는 기능을 진행한다. 순서 유지 기능과 중복 제거 기능

을 수행한 뒤 시스템은 키워드들의 빈도수를 확인하다. 
그리고 해당 확인 과정 후 키워드들의 빈도수를 퍼센트

로 표현하여 출력한다. 키워드들의 가중치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가중치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문단들을 

제거한다. 해당 과정에서 가장 낮은 가중치의 키워드가 

1개가 아닐 경우 문단 제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2개 이상의 키워드가 포함되어있는 문단들을 제

거할 경우 문서 이해에 대해 도움을 주는 시스템의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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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압축률을 높이

는 것은 사용자가 읽어야 하는 문단의 수를 줄이기 때문

에 사용자가 문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문서의 내용을 온전히 사용자에게 전달한

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장 

낮은 키워드 가중치의 키워드가 1개일 경우 해당 작업

을 수행한다. 압축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의 작업이 완

료되면 도출된 문단들을 10개의 영역으로 분할한다. 그
리고 영역 내 문단들이 포함하고 있는 키워드의 빈도수

를 계산하여 해당 영역의 중요도를 계산한다. 그림 3과 

4는 사용자가 문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키워드를 입

력한 화면과 중복 문단을 제거한 화면이다. 그리고 그림 

5와 6은 시스템이 문서 분석을 마치고 도출한 결과화면

과 영역 별 중요도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중요도의 영역

을 해당 문서의 주요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용자에

게 보여주는 화면이다.

Fig. 3 Screen of Insert Keyword

Fig. 4 Screen of System Result

Fig. 5 Screen of Analysis Processing

Fig. 6 Screen of Centrality Output

Ⅳ. 고 찰

기존의 사용되었던 문서 분석 시스템들은 대부분이 

형태소 분석기를 기반으로 구현되었고 활용한 알고리

즘은 TF-IDF 모델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 

해당 시스템들의 주 기능은 문서 작성에 사용된 키워드

들을 분류하고 해당 키워드들의 빈도수를 확인하는 것

이었다. 또한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해당 문서 작성

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기존 시스

템들은 검색어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

었기 때문에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 기능적 한계가 발생

할 수밖에 없었다. 기능적 한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사용자가 문서를 이해하는데 효율적으로 

도움을 주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문서를 이해

하는 필요한 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시스템

은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문단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문단들의 순서를 유지하며 중복된 문

단들을 제거한다. 그리고 키워드들의 빈도수를 확인하

고 가중치를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보여준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TF-IDF 

모델 기반의 문서 분석 시스템과 제안하는 시스템의 정

확도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대상은 정규화 된 

XML 형태 문서이고 주제 구분 없이 선정한 XML 형태 

문서 6개와 주제별로 정리된 XML 형태 문서 7개로 진

행하였다.

Fig. 7 Test Result 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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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주제 구분 없이 선정한 XML 형태 문서들로 

진행한 실험의 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한 것이다. 총 6차
례의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시스템은 총 437개의 

문단을 도출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총 302개의 문

단을 도출하였고 이는 TF-IDF 모델 기반의 기존 시스템

에 비해 135개의 문단을 적게 도출하여 사용자에게 제

공했다는 뜻이 된다. 수치로 나타낼 경우 제안하는 시스

템은 기존 시스템이 도출한 문단에 비해 69.1 퍼센트 정

도의 문단을 도출하였고 사용자는 기존 시스템이 비해 

약 30퍼센트 적은 수의 문단으로 문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Fig. 8 Test Result Graph 2

그림 8은 주제별로 정리된 XML 형태 문서들로 진행

한 실험의 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한 것이다. 총 7차례의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시스템은 총 361개의 문단을 

도출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총 269개의 문단을 도

출하였고 이는 TF-IDF 모델 기반의 기존 시스템에 비해 

92개의 문단을 적게 도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했다는 

뜻이 된다. 수치로 나타낼 경우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이 도출한 문단에 비해 74.5 퍼센트 정도의 문단

을 도출하였고 사용자는 기존 시스템이 비해 약 25퍼센

트 적은 수의 문단으로 문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총 13차례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는 기존 시

스템에 비해 보다 높은 압축률과 다양한 정보들을 제안

하는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제

안하는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에 비해 사용자의 효율적인 

문서 이해를 위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문서 분석 시스템은 문서 내에 

있는 키워드를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사용자

는 시스템이 보여준 키워드들 중에서 검색을 원하는 키

워드 3개를 입력한다. 시스템은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

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단들을 검색하고 추출한다. 그
리고 키워드들의 빈도수를 확인하고 해당 키워드들의 

빈도수를 기반으로 키워드 가중치를 계산한다. 키워드 

가중치 계산이 완료되면 키워드들의 가중치를 비교하

여 다른 키워드가 포함되어있지 않고 가장 낮은 키워드 

가중치의 키워드만을 포함하고 있는 문단들을 제거한

다. 이 때, 다른 키워드가 포함되어있는 문단이라면 해

당 문단을 제거하지 않는다. 압축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

템의 동작이 끝나면 도출된 문단들을 10개의 영역으로 

분할한다. 각 영역 내에 있는 문단들의 키워드 빈도수를 

계산하여 영역들의 중요도를 계산한다. 그리고 가장 높

은 중요도를 가진 영역을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준

다. 이는 키워드들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영역이기 때문

에 해당 문서 내에서 가장 주요한 영역으로 선정한다.
이러한 기능들로 인해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 시스

템들에 비해 향상된 압축률과 정확도를 보였다. 이로 인

해 사용자가 기존 시스템들보다 효율적으로 문서를 이

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문서를 관리

하고 분석하는 분야에서 사용될 경우 파급 효과를 클 것

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로는 시스템의 처리 결과를 직관적으로 표

현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수정 보완과 문서 

분석 결과를 가시화 및 그래프로 출력하기 위한 추가 연

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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