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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지식 관리를 위한 동적 폴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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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I 서 론 m 문서 주제 관련성 
n 동적 폴더 W 실험결과 

1 . 서 론 

최근 지식 경영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지식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식관 

리시스템은 조직의 인적 자왼들이 개별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여 이를 원활히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시스댐적 접근 방법이다 [1] 많은 기업에서 이미 전자우편， 그룹웨어. 

문서관리시스템 둥과 같은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엽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처 

리 결과 또한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정보 시스댐에서 생성되고 관리되는 문서들은 

단순히 업무 내용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이 보유한 비정형의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지식관리 

시스뱀은 기존의 정보 시스탱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척인 검 

색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손쉽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지식관리시스뱀은 일반적으로 폴더 (folder)라고 부르는 계층적 저장 체계를 이용하는데. 기 

존의 시스댐은 대부분 하나의 관점으로 생성한 고정된 구조만을 지원한다. 이는 문서 접근에 

일관성을 주는 편리한 점도 있지만， 한 번 생성된 계충 구조는 그 변경이 곤란하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그 구조를 수정하는 것이 어렵다. 더욱이 이런 고정된 구조는 사용 

자의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다양한 지식 체계를 수용하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리고 지식관리시스뱀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검색 기능은 사용자의 질의를 만족하는 결과를 단 

순히 나열하는 일차원적 접근에 그치고 있다. 검색 결과를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다차왼적으 

로 분류하여 제시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보다 효과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을 것 

이다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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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존 지식관리시스템의 정적 구조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적 

폴더 개념을 제시한다. 동적 폴더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문서 체계를 통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즉，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계층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개별 

사용자의 요구 사항 또는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한 문서 저장 구조를 이용하므로 보다 효과 

적인 지식 관리와 공유가 가능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동적 폴더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설 

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소와 구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II. 동적 폴더 

기존의 폴더 구조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동적 폴더의 개념을 기존의 폴더와 비교해서 설 

명하였다 그리고 동적 폴더의 특성을 실제 사용 예와 함께 알아보았다 

2.1 폴더 구조 

기존의 지식관리시스템은 문서관리시스템 혹은 파일시스댐과 마찬가지로 폴더 또는 디헥토 

리를 이용하여 문서를 저장하고 관리한다. 폴더는 트리 구조를 이용하여 문서를 계충적으로 

저장하는 체계적 문서 관리 방법이다- 그러나 한번 정의된 폴더 구조는 변경이 어렵다는 정 

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기존의 폴더를 정적 폴더라 할 수 있다 이런 폴더를 실제로 사용할 

때는 문서들을 특정 프로젝트 혹은 부서 단위로 사전에 지정된 폴더 구조에 따라 분류하여 

저장한다-

문서수가 증가하거나 많은 수의 폴더가 존재할 경우 기존의 정적 폴더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즉，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문서를 찾기 위해서 폴더 구조와 각 폴더의 문서 포함 조건 

- 해당 프로젝트 또는 해당 부서 - 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원하는 문서를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문서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이는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 

폴더의 이름을 사용한 접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많 

아지는 오늘날에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비록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필요한 

문서를 찾을 수는 있지만 방대한 양의 파일 시스템 전부를 검색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 

이다 (7) 기존의 정적 폴더를 이용하여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지식 체계를 지원하려 

면 관점의 수만큼 폴더 구조를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문서를 중복해서 저장하거나 별도의 인 

텍스 파일을 유지해야 하므로 저장 공간의 낭비 또는 복잡한 인텍스 파일 관리의 문제가 생 

긴다. 

16 



효과적 지식 관리를 위한 동적 폴더 구조 

2.2 문서 포함 조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통적 폴더에서는 문서 집합을 정의할 때 문서가 가지는 여러 속성을 

이용한다 문서 포함 조건은 문서의 속성에 대한 조건이며， 이 속성은 크게 구조적 속성과 

비구조적 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 속성은 파일 생성일， 작성자， 종류， 작성 부서 동과 

같이 컴퓨터에 의한 직접적 연산이 비교적 쉬운 속성으로， 단순 연산에 의해 분류가 가능하 

다. 예를 들면， 작성일을 기준으로 폴더를 생성할 경우， 특정 기간별로 폴더가 생성되어 문서 

집합이 나누어진다 

비구조적 속성은 문서의 주제나 내용과 같은 속성을 말한다 이런 속성들은 컴퓨터의 단순 

연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문서 주제나 내용의 관련성 유무는 ‘예’ 또는 ’아니오’ 

로 답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관련성의 정도를 따져야 하는 퍼지 (fuzzy)한 성질을 지닌다는 

점과， 여러 주제간의 관련성이 서로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파생되어 생기는 관련성도 고려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생긴다 

본 논문에서는 비구조적 속성을 문서 분류에 이용하기 위해 컴퓨터가 연산할 수 있는 정량 

적 관련성 계산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정보 검색 분야의 연구 결과를 개선한 것이 

다 본 연구에서 비구조적 속성은 문서의 주제에 한정하기로 하고， 이 주제는 사용자가 시스 

템에 새로운 문서를 등록할 때에 입력하여야 한다 문서 주제별 관련성을 퍼지 관계를 통해 

정의하도록 하였고， 주제어 사이의 관련성을 정의한 개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관 

련성 뿐 아니라 간접적인 관련성까지 고려한 문서 분류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문서 주제의 

관련성에 대한 연산은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2.3. 동적 폴더 

통적 폴더는 전술한 문서 포함 조건에 따라 포함되는 문서 집합을 통적으로 변경할 수 있 

는 폴더를 말한다， 즉， 문서 포함 조건을 만족하는 문서가 해당 폴더에 능동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신의 관점을 시스뱀에 입력하여 폴더의 구조를 통적으로 생성할 수 있 

다 〔그림 1J은 사용자의 관점에 의해 문서를 분류한 예이다 

〔그림 1]은 연도， 문서 종류， 문서 주제를 이용해 문서를 분류한 예이다 이 예는 최상위 

수준의 문서 집합을 일차적으로 연도별(‘ 1997년，’ ‘ 1998년，’ ‘그 외’)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 

고 같은 방식으로 다른 기준을 이용하여 문서 집합을 세분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예에서 재미있는 것은 ‘ doc’ 문서 집합을 문서 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다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최하위 폴더 가운데 하나인 ‘C3-2’는 1997년 1윌부터 199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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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작성된 ‘ .doc’ 문서 중 문서 주제 workf1ow와의 관련성이 0.6 이상인 문서만을 포함 

하게 된다 

〈그림 1 > 동적 폴더를 이용한 문서 분류 예 

그g 

1("0'‘" •• 。‘”

“‘·。‘’•• ‘ •.• ‘” 

동적 폴더는 사용자가 폴더 생성 혹은 삭제를 통해 문서 집합을 세분화 혹은 일반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폴더와 다르다 즉， ‘C3-2’와 ‘C3-3’ 폴더를 삭제하면 이 폴더에 포함 

되어 있던 문서들이 상위의 ‘C2-3’ 폴더로 이동된다 또， ‘C2-2’ 폴더의 하위에 새로 폴더를 

추가하고 이 폴더의 문서 포함 조건을 workf1ow와의 관련성이 0.6 이상인 문서로 설정하면 

‘C2-2’ 폴더의 문서 집합은 workf1ow와의 관련성에 의해 세분된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문서 집합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기존 폴더와의 또 다른 차이점으로 문서 포함 조건을 변경하여 문서 분류를 통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즉， 폴더 ‘C3-2’의 문서 포함 조건이 workf1ow와의 관련성이 0.6 이상인 것을 

0.8로 변경할 경우 좀 더 작은 문서 집합으로 변경된다 반대로 관련성을 0.2로 할 경우 문 

서 집합이 확대된다 

2.4 동적 폴더의 특징 

기존의 문서관리시스템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폴더에 새로운 문서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사용 

된다 따라서 , 폴더 구조의 변경 새로운 폴더의 추가나 기존 폴더의 삭제 이 발생하면 변 

화된 구조에 맞도록 사용자가 해당되는 모든 문서들을 재배치해야만 한다 반면에 통적 폴더에 

서는 문서 집합의 자동 재분류가 가능하다- 즉， 폴더 구조가 변하면 문서 포함 조건에 맞는 문 

서가 해당 폴더에 자동으로 포함되게 된다 이같이 문서 집합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동적 폴더의 특성을 그 구조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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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변에서의 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동적 폴더는 폴더 구조 변화를 통한 세빌도 

(granularity) 조정이 가능하다， 즉， 폴더의 삭제나 새로운 하위 폴더 생성과 같은 폴더 계 

층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문서 분류의 기준이 변화하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혹은 더 세밀한 

기준에 의한 문서의 재분류가 가능하다. 전 절의 예에서와 같이 사용자는 폴더 구조의 변경 

을 통해 관심 있는 문서 집합을 세분화하거나 혹은 일반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적 폴더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동적 특성을 지닌다. 

내용적인 변에서 통적 특성은 단일 폴더의 문서 포함 조건을 변경할 때 나타난다 각각의 

폴더는 자신의 문서 포함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 조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경이 가능 

하기 때문에 폴더에 포함되는 문서 집합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문서 생성일을 문서 포함 조 

건으로 사용하는 예를 생각해보자 조건이 1997년 1월부터 12월까지에서 1997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로 변경되면， 폴더에 포함되는 문서 집합이 확대된다 이처럼 문서 포합 조 

건의 변경을 통해 폴더에 포함되는 문서 집합을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이러한 동적 폴더의 특정을 이용하여 모든 사용자는 자신이 관심 있는 문서에 대한 조건을 

정량화 하여 이를 문서 포함 조건으로 나타냄으로써 조직 내의 문서를 자신의 관점을 반영하 

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조직 전체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문서 집합을 가고 있지만 개 

별 사용자들은 각각 자신의 관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정리된 폴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ill. 문서 주제 관련성 

전술한 동적 폴더에서 홍미로운 것은 문서와 주제 사이의 관련성에 따라 문서를 분류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문서 분류에 있어 주제와의 관련성을 계산하고 이를 조직화 하는 개념 네 

트워크(concept network) 방법론에 대해 셜명한다 

3.1 개념 네트워크 

개념 네트워크(8)는 조직에서 관리하는 중요 주제어들을 네트워크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다 이 개념 네트워크에 퍼지 관계 (fuzzy relation)를 도입하여 주제간의 관련성과 문서와 

주제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시도가 (4)과 (5) 등에 의해 있었다， 여기서 개념 (concept) 

은 사용자 혹은 시스템이 정의한 문서의 주제어 (keyword)를 말한다 

사용자는 문서를 등록할 때 문서의 주제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시스템은 정해진 방법 

으로 문서와 각 주제(개념)와의 관련성을 정의한다 개념 l와 개념 J의 관련성 그리고 개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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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개념 k의 관련성이 설정되면， 개념 k와 개념 l의 관련성을 이행 속성 (transitivity)으로 

구할 수 있다， 이는 개념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이용하여 개념 사이의 간접적인 관련성 

을 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개념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을 나타내는 개염 행렬을 M이 

라 하연.M의 이행폐쇄행렬 (transitive closure matrix) T를 구함으로써 개념 사이의 간 

접적 관련성까지 고려한 개념 행렬을 구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퍼지 정보 검색에서는 개념 네트워크가 이미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업에서 사용되는 주제어(개념)는 그 수가 상당히 많으므로， 사용자 혹 

은 관리자가 개념 네트워크를 직접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 

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개념 네트워크를 생성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단어의 발 

생 빈도를 이용하는 기존의 방법을 개선하여 개념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3.2 주제 관련성 

개념 네트워크의 자통 생성을 위해서는 유사어 사전( thesauri)에 관한 연구[8J를 이용할 

수 있다 유사어 사전은 사용자 질의 (query)를 확장하여 보다 효과적인 검색을 가능하게 하 

는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개엽 사이의 관련성을 계산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다 유사 

어 사전을 생생하는 방법은 단어의 발생 빈도(term co-occurrence)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이 빈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문서 내 단어들 사이의 관련성 계산을 위해 각 단어가 문서에 

서 동시에 나타나는 빈도(co-occurrence)를 사용한다 두 단어가 같은 문서에 발생하는 횟 

수가 많으면 두 단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것이 이 방법의 기본 가정이다 이 

방법은 관련성의 대청성 여부에 따라 대칭적 (symmetric) 방법과 비대칭적 (asymmetric) 

방법으로 구분된다 [2. 3J 전자는 단어 J에 대한 단어 k의 관련성과 단어 k에 대한 단어 J 

의 관련성이 동일하게 계산되는데 대표적으로 cosme 알고리즘이 있다 후자는 이 두 관련성 

이 서로 다른 값으로 계산되는 것으로cluster 알고리즘이 있다 일반적으로 후자가 전자보다 

보다 정확한 관련성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cluster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l를 더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Cluster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단어 j (η)와 단어 k (Tk)의 관련성은 다음의 식 (1) 

로 계산한다. 문서 1에서 단어 J의 발생 여부를 du라 할 때 (1: 발생 .0 발생하지 않음) . 단 

어 J에 대한 단어 k의 관련성은 단어 j. k가 동시에 발생하는 문서의 개수를 단어 J가 발생하 

는 문서의 개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단어 k에 대한 단어 J의 관련성은 단어 j. k가 동시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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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문서의 개수를 단어 k가 발생하는 문서의 개수로 나누어 구한다 

、n d"xd Weight(Tj. 자) = 으;=1 ~ij "'-C ilc 

ε;ld” 
、” 서 xd Weight(Tk. Tj) = 으류I-ij"-ik 

I,;_,d; 
(1) 

이 식은 두 단어가 동시에 발생하는 문서의 개수가 많으면 두 단어 사이의 관련성을 높게 

평가한다 

3.3. 빈도-거리 관련성 

전절에서 소개한 단어 발생 빈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단순히 단어의 발생 빈도만을 이용한 

다‘ 이 방법은 단어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필요 

로 하는 개염 사이의 관련성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어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단어의 의미적 관련성을 고려한 개염 

네트워크 자동 생성 방법론을 제안한다 단어 사이의 발생 거리를 고려한다는 것은 같은 문 

서 내에서 두 단어가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두 단어가 같은 단락에 위치하고 있는지 같은 문 

장에 위치하고 있는지， 혹은 같은 문장의 인접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부여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단어들의 빈도를 구할 때， 기존의 알고리즘에서는 문서 내에 발생하 

는 횟수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이 기존의 방법에 각 단어 사이의 발생 거리에 대한 〈표 1)과 

같이 가중치를 적용하여 의미적 관련성을 반영하였다 

〈표 1 > 단어간 발생 거리에 따른 가중치 

문서 단락 문장 인접 가중치 

관련성이 낮다 × × × × 0 
。 × × × al 

0 。 × × a2 

0 0 0 × a3 

관련성이 높다 0 0 0 0 a4 

( a 4;:>: a 3;:>: a 2;:>: a 1;:>: 0: I.:=l a, = 1) 

21 



經營↑홉￥a論훌홍 

즉， 발생 빈도가 통일하게 높지만 두 단어 사이의 거리가 멀다변 이는 의미적 관련성이 낮 

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발생 빈도는 낮지만 두 단어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연 이 두 단어는 

의미척 관련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기존의 cluster 알고리즘이 같은 문서에 발생하는 단어의 

개수를 이용한 단순한 방법인 것에 반해， 제안하는 방법은 통일하게 같은 문서에서 발생하지 

만. 같은 단락에서 발생하는지， 같은 문장에서 발생하는지， 혹은 인접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지가 의미적 관련성을 발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영한 방법이다 〈표 1)의 가중치 

를 이용하여 기존의 cluster 알고리즙을 식 (2) 와 같이 수정하여 사용한다 

I，:‘~，찌k 
Weight(η Tk) = 중펴 X ~k 

d’ijk = a 1 * ifd i)k + a 2 * ifP !jk + a 3 * ifs ,jk + a 4 * ifa ijk 

ifa ijk 단어 J와 k가 운서 l에서 인접 위치에 발생한 횟수 

ifs ijk 단어 j와 k가 문서 l에서 인접하지 않지만 같은 문장에서 발생한 횟수 

φ Uk 단어 J와 k가 문서 l에서 다른 문장이지만 같은 문단에서 발생한 횟수 

ifd ijk 단어 j와 k가 문서 l에서 서로 다른 문단이지만 동시에 발생한 횟수 

ifij 문서 1에서 단어 J의 발생 횟수 

3 .4 알고리즘 적용 예 

(2) 

전절에서 제안한 단어간 관련성 계산 방법을 〈그립 2)의 예제에 적용하였다 이 예는 논문 

초록으로. 1개의 단락. 10개의 문장. 1327fl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실험 예제 1 

InfoFlow: A Wet• based Workflow Management System 

ln this paper, we intr，여uce a wet←벼양d workflow management syslem implemented using pure java technolo;양 
The goal of the devel뼈d system is 10 manage various business processes occurring m 따 디끼S (Contractor 
Integrated Technical lnfonnation Services) envirorunent 끼1e develo야d system is comφ똥d of Process Designer, 
Workf1ow Engine. and Client programs. The Process Designer is a module that provides the environment for the 
build-time function, which generates the s야cification of a process. The Process Designer Module for the modeling 
of business processes prcsents the capability of dξfming nested process models. Since the World1ow Engine is 
developcd using the java lan멤age， it can be implemented 00 any platfonn. The Client programs can be accessed 
via the WWW interface, wt뼈 indicatcs t때 there is 00 need 10 ins때1 any 이，e띠 때얽ms at the c1ient-si야S 
Users who are cOMected 10 the intem히 with web browsers, such as Intemet Explorer and Ne끼scape Navigatoπ. can 
utilize the nonnal c\ icnt program, monitoring client program, and system administration clicnt program 뼈잊d on their 
access privileges. Communications between the workflow engine and Ihe clients arc implemented using the java 
seπlet mechanism. The workflow system αm be used as a process manag'ξment t。이 in CALS and CITJS 

enVlf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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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제에서 많이 발생하는 단어는 〈표 2)의 14개이다 기존의 cluster 알고리즘과 수정된 

cluster 알고리즘으로 단어간의 관련성을 계산하면 〈표 3)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2) 실험 예제 1 으| 단어 발생 횟수 

단어 발생 횟수 단어 발생 횟수 

Client 8 Develop 3 

Process 8 Engine 3 
Program 6 Environment 3 

System 6 Implement 3 

Workflow 6 Java 3 

Base 3 Management 3 
Designer 3 Web 3 

〈표 3) 실힘 예제 1 으| 관련성 계산- ‘client’와 다른 단어들과의 관련성 

관련단어 기 존의 cluster 알고리 즘 수정된 cluster 알고리즙 

Process l 0.0875 

Program 0.75 0.375 

System 0.75 0.0875 

Workflow 0.375 0.175 

Designer 0.375 0.0875 

Engine 0.375 0.0875 

(a1=0.1. a2=0.2. a=0.3. a4=0.4l 

〈그림 3> 개념 네트워크의 생성 예 

기존의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client .2} process의 관련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예제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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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살펴보면 client는 program과 가장 관련성이 높다 제안한 방법 식 (4)는 이 것과 일 

치하는 결과를 제공한다 즉， 수정된 cluster 알고리즘은 두 단어 사이의 거리의 가까운 정 

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두 단어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을 기존의 방법에 비하 

여 정확히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수정된 cluster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 

된 개념 네트워크의 예이다 

N. 실험 결과 

단어 사이의 발생 거리를 이용한 개념 네트워크 자동 생성 알고리즘의 유의성 여부를 다음 

과 같은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4.1 실험 설계 

설험 대상으로 IEEE Knowledge and Data Engineering에 게재된 논문 초록을 이용하 

였으며 .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총 350여 편의 논문 초록 중 10 가지 주제의 문서 1497H 

를 선택하여 실험하였다 아래 〔표 4)와 같이 모두 네 가지 예제 집합을 가지고 실험을 실시 

하였다 1번 예제 집합의 초록은 모두 하나의 단락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2번과 3번 예제 집 

합은 각각 단락이 2개와 4개인 문서들이다 4번 예제 집합은 단락의 수가 그 이상인 문서들 

이다 

〈표 4> 실험 예제의 설정 
번호 j 예제 크기(개수) I 한 문서에 포함된 초록 수 

1 149 1 1 

2 74 I 2 

3 I 32 4 

4 10 

실험 예제를 이와 같이 설정한 것은 제안한 알고리즘이 단어 발생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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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결과 및 분석 

실험 결과 생성된 인텍스(index)는 총 1.518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발생 빈도가 상 

대적으로 높은 20개를 선택하여 R-norm 값을 비교하였다 R-norm은 전문가가 제시한 관 

련성의 우선 순위와 시스템이 제시하는 관련성의 우선 순위를 비교하여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볍으로 다음 식 (3)과 같이 계산한다 [9J ‘ 이는 O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 에 

가까울수록 더 정확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R” (f)=5(1+穩)
(3) 

L::.. usr 전문가(평가자)가 제시하는 관련성의 우선 순위 

~ sys 시스뱀이 제시하는 관련성의 우선 순위 

s. 관련성이 높은 단어가 더 높게 평가된 개수 

S 관련성이 높은 단어가 더 낮게 평가된 개수 

S+max ‘ s+가 발생 가능한 최대 개수 

관련성을 평가하는 전문가는 실험 대상 문서 전체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뒤， 선택 

된 207R 의 단어들 각각 마다 관련성이 높은 단어 5개씩 제시한다 제시된 단어 집합은 개선 

된 알고리즘과 기존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는 단어 집합과 각각 비교되어 R-norm 값을 계 

산한다 〈표 5)는 계산된 R-norm 값을 비교하고 있다 

〈표 5) 실험 결과 요약 

실험 예제 기존의 알고리즘 개선된 알고리즘 

1 0 ‘ 61 0.62 

2 0.56 0.57 

3 0.53 0.58 

4 0.69 0.76 

위의 실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단어 사이의 발생 거리를 이용한 개념 네트 

워크 자동 생성 알고리즘이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더욱 정확하게 개염 네트워크를 생성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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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준다 이는 단어 사이의 발생 거리를 이용한 것이 의미적 관련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실험 예제의 크기가 작을수록 - 문서의 단락 수가 증가할수록 - 개선된 

알고리즘의 R-norm 값과 기존 알고리즘의 R-norm 값의 차이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선된 알고리즘이 단어 발생의 상대적 위치- 단락의 위치 - 를 사용함과 동시에 문서의 개 

수가 작아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로， 실험 예제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 문서의 단 

락 수가 1인 경우 - 개선된 알고리즘의 R-norm 값과 기존의 알고려즘의 R-norm 값의 차 

이가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선된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단어 발생의 상대적 위치- 단락 

의 위치 - 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된 알고리즘과 기존의 알고리즘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 지식 공유를 위해 동적 폴더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그 구현 

방안을 제안했다 동적 폴더는 사용자의 관점과 관심도에 따라 문서 포함 속성을 동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 개념 네트워크를 이용함으로써 문서 내용에 의한 분류를 

가능하게 하였고， 문서와 주제어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 뿐 아니라 간접적 관련성까지 고려가 

가능하다. 정확한 개념 네트워크를 생성하기 위해 단어 사이의 거리를 고려한 개념 네트워크 

자동 생성론을 제시하였고， 단어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여 좀 더 정확한 단어의 관련성을 구 

할 수 있음을 보였다 

통적 폴더는 지식관리시스뱀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식 공유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도 

구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용자가 나름대로의 문서 구조를 가지지만 실제 문서는 

한 번만 저장되므로 효과 대비 저장 효율도 매우 높일 수 있다. 한편， 수정된 cluster 알고 

리즘의 최적화， 적절한 가중치에 대한 튜녕 , 반자동 및 자동 분류 지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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