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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 측정(Cluster Measurement)과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문서 클러스링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유 자 알고리즘의 요소를 클러스터링에 입하고 클러스터 측정을 합도 함수에 

입하여 문서 클러스터링을 구 하 다. 성능 평가를 하여 한국일보-20000/한국일보-40075 문서범주

화 실험문서집합의 데이터 셋을 이용하 다. 클러스터링 성능 평가 결과 AS Index가 DB Index, RS 
Index 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 다. 한 제안한 알고리즘이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비교해 안

정 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 다.

  

1. 서론

   용량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하기 해서 문

서 클러스터링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 

문서 클러스터링은 미리 정의된 분류 주제 없이 주어진 

문서 집합에서 문서와 문서 사이의 유사도에 근거하여 문

서를 그룹화 하는 비교사학습(unsupervised-learning) 기

법이다.[1,2,3] 표 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인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그 속도가 빠르면서 그 성능이 비

교  좋아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임의로 정의되는 기 

센트로이드 벡터에 따라 그 성능의 편차가 커 안정 이지 

못한 단 이 있다.[4]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링 측정법을 

기반으로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 의 해를 구해 

안정 으로  좋은 성능을 가지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본 논문은 2장에서 클러스터링 측정법에 하여 살펴보

고, 3장에서 유 자 알고리즘과 문서 클러스터링에 유 자 

알고리즘을 용하는 과정을, 4장에서 클러스터링 알고리

즘의 실험 평가  결과 분석에 해 살펴본다. 끝으로 5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Cluster Measurement

   클러스터링은 부분 비교사학습 방법을 통해 진행 된

다. 그 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평가는 매우 

요한 부분이다.[5,6] 클러스터링에는 미리 정의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클러스터 측정법은 주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재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

가할 수 있는 측정법이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살펴볼 클

러스터 측정법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호와 기호의 의

미이다.

<표 1> 클러스터 측정법에 사용된 기호

기호 의미

 총 클러스터의 개수

   사이의 거리(cosine similarity)

 번째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 벡터

 번째 클러스터

∥∥ 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문서 수

2.1 Davies Bouldin Index

   DB Index(Davies Bouldin Index)는 클러스터 사이의의 

유사도 평가 ()를 심으로 측정한다. 는 클러스터 

내부의 분산 평가()와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사이의 비유

사도()로 이루어져 있다. 는 자유롭게 정의될 수 있

으나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5,6]

    

  

         ∥∥
 

∈
           (1)

- 490 -

제3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7권 2호 (2010. 11)



의 에 따라 DB Inde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5,6]

     

 
 



 

          ≠              (2)

   의 식에 따라 DB Index는 클러스터와 클러스터에 

속한 문서 사이의 유사도와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사이의 

유사도에 의하여 결과 값이 도출되게 된다. 결과 으로 더 

높은 값을 가지는 클러스터가 더 좋은 클러스터로 평가된

다.

2.2 RS(R Squared) Index

   RS(R Squared) Index는 공식 으로 클러스터 간의 균

질성을 측정하여 클러스터를 평가한다. RS Index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5,6]

    

  
 

    









 

  

 





 

   (3)

   의 식에 따라 RS Index는 체 문서 집합의 분산 

값과 클러스터의 분산 값을 바탕으로 클러스터를 측정한

다. 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값이 1에 가까울 

수록 더 좋은 클러스터라고 평가한다.

2.3 Average Similarity Index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클러스터 측정법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직 으로 사용되는데 부족하다는 단에 

AS(Average Similarity) Index라는 클러스터 측정법을 제

안한다. AS Inde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4)

   의 식에 따라 AS Index는 각각의 클러스터에 속하

는 문서와 문서 사이의 유사도 평균값을 나타낸다. 결국 

각각의 클러스터에 속하는 문서와 문서 사이의 유사도가 

높을 수록 더 좋은 클러스터라고 평가한다.

3. 문서 클러스터링을 한 유 자 알고리즘

유 자 알고리즘 

   생물의 유 과 진화의 매카니즘을 공학 으로 모델화

한 유 자 알고리즘은 자연선택과 자생존의 원리에 의

한 최 화 알고리즘이다. 개체(population), 유 자(gene) 

염색체(chromosome)로 표 되는 내부 변수와 합도 함

수라는 내부 평가 규정으로 구성되고 선택(selection), 교

배(crossover), 돌연변이(mutation)라는 기본 연산을 통하

여 최 의 해를 찾는다.[7,8] 그림 1은 유 자 알고리즘의 

기본 구성요소를 그림으로 표 한 것이다.

(그림 1) 유 자 알고리즘의 기본 구성 요소

유 자 알고리즘 용(문서 클러스터링)

   

   유 자 알고리즘을 문서 클러스터링에 용[8]시키기 

하여 개체는 클러스터 솔루션(Cluster Solution)으로 염

색체는 체 문서 집합(Document Set)으로 유 자는 각 

문서가 속하는 클러스터 번호(Cluster Num)를 할당하

다. 본 논문에서는 유 자 알고리즘과 클러스터 측정법을 

이용한 문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GA(CM) 문서 클러

스터링이라고 명명한다. 그림 2는 GA(CM) 문서 클러스터

링의 구조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GA(CM) 문서 클러스터링 구조도

개체 기화

   GA(CM) 문서 클러스터링은 기 100개의 개체를 가

진다. 개체의 수는 GA(CM) 문서 클러스터링 결과의 정확

도(성능)와 알고리즘 수행 시간에 향을 미친다. 개체는 

각 문서가 속하는 클러스터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기에

는 임의의 클러스터 번호가 할당된다.

합도 평가

   생성된 개체는 합도 함수에 따라 각 개체의 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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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가받게 된다. GA(CM) 문서 클러스터링에서는 클러

스터링 측정법에 의하여 합도를 평가한다. 클러스터 측

정법에 따라서 GA(CM)은 다음과 치환하기로 한다.

   GA(DB) : Davies Bouldin Index

   GA(RS) : RS(R Squared) Index

   GA(AS) : Average Similarity Index

선택 연산

   GA(CM) 클러스터링에서는 품질 비례 룰렛 휠 선택을 

이용하여 선택 연산을 구 하 다. 가장 표 인 선택 연

산으로 각 해의 합도를 평가하여 가장 좋은 합도의 

개체가 가장 나쁜 합도의 개체보다 t배 높은 선택 확률

을 가지게 되는 연산이다. 일반 으로 사용되는 t=3을 

용한다. 다음은 품질 비례 룰렛 휠 선택 알고리즘을 정의

한 것이다.

                       (5)

   는 재 개체가 선택될 확률을 는 재 개체의 

합도를 는 체 합도  최하 를 는 체 합도 

 최상 를 나타낸다. 모든 개체에 한 C를 구하여 합

하고, 그 값까지의 범 에서 Random한 숫자를 출력 그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범 에 있는 개체를 선택한다.

교배 연산

   

   교배 연산으로는 균등 교차 연산(uniform crossover)을 

사용하 다. 일반 으로 사용되는 교차 연산으로 임계값 

P를 심으로 임계값 이상이면 parent 01로부터 그 지 

않으면 parent 02로부터 특징을 물려받는 연산이다. 본 논

문에서는 0.5를 임계값으로 삼아 같은 확률로 두 부모를 

선택하도록 하 다.

(그림 2) 균등 교차 연산

돌연변이 연산

   

   돌연변이 연산을 통하여 우리는 개체가 가지지 못한 

특성을 물려받을 수도 있는데 가끔 발생하는 성공 인 돌

연변이는 클러스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부분의 실패

인 돌연변이는 자연 으로 도태되어 사라진다. GA(CM) 

문서 클러스터링에서 사용한 돌연변이 연산은 형  변

이로 0-1 범 의 난수를 발생시키고 임계값 미만의 수가 

나오면 돌연변이를 시키는 연산으로 본 논문에서는 일반

으로 사용되는 0.015를 임계값으로 사용하 다.

GA(CM) 문서 클러스터링

   

   GA(CM) 문서 클러스터링은 개체 기화, 합도 함

수, 선택, 교배, 돌연변이 연산을 이용하여 문서를 클러스

터링 한다. 그림 3은 GA(CM) 문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을 나타낸다.

1.  초기 설정

  - P 개체 생성, N 문서 K 클러스터에 배치, 적합도 평가

2.  선택, 교배, 돌연변이 연산

  - 새로운 P개체 생성

3.  적합도 평가

4.  if 클러스터 & 적합도 안정 then End

    else 2, 3 반복

(그림 3) GA(CM) 문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4. 실험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링 측정법과 유 자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구 하 다. 

제안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한국일보-20000/한국일보-40075 문서범주화 실험문서집합

의 데이터 셋을 이용하 다.[9] 총 3개의 Topic Set을 만

들어 실험하 고, 각각의 Topic Set은 4개의 주제를 할당

하 다. 각 주제별로 주제에 속하는 문서  임의의 50개

씩의 문서를 선택하여 한 Topic Set당 200개의 문서로 이

루어져 있다. 그림 4는 Topic Set에 포함되는 주제를 보

여 다.

   Topic 01

     여가생활_실내_바둑, 문화와 종교_생활_날씨 스트레스

     정치_외교_외교(대중),  사회_사회질서_사건사고(폭력)

   Topic 02

     건강과의학_건강_영양 식품 식사, 문화와종교_공연_음악

     경제_국가_재정 경기전망, 산업_제조업_전자부품

   Topic 03

     여가생활_실내_바둑, 경제_기업_도산 

     문화와 종교_공연_음악, 산업_농축산수산_근해원양

(그림 4) Topic Set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Topic Set에 포함되

어 있는 4개의 주제들은 문서 집합의 분류에서 추출한 

것으로 주제별 구분이 명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클러스터링 성능 평가는   척도를 사용하

다. 과 의 분기 으로 이루어지는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6)

에 사용되는 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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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8)

로 정의된다.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실험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성능을 Topic별로 표 한 것이다.

(그림 5) Topic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성능

   

   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클러스터 평가도와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클러스터링의 성능을 볼 수 있다. 기존

의 클러스터 평가도는 클러스터를 생성하는데 사용하기는 

부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 특히 DB Index의 경우는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보다 더 낮은 성능을 나타

내었다. DB Index의 경우 알고리즘이 가지는 특성 상 클

러스터링에는 부 합 하 다. 한 제안한 AS Index의 경

우는 클러스터의 평가에도 그리고 클러스터를 생성하는데 

매우 합하 다.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비해

서 3가지 Topic Set에서 모두 약 20%정도의 성능향상을 

보 다.

5. 결론  향후 방향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클러스터링 측정법과 유 자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안정 이면서도 높은 성능을 보이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구 하 다. 클러스터링의 성능 평

가를 하여 한국일보-20000/한국일보-40075 문서범주화 

실험문서집합의 데이터 셋을 이용하 다. 클러스터링 결과

의 평가 척도로는 정확률, 재 율에 의한 F1-Measure를 

사용하 다. 기존 연구된 클러스터링 측정법(DB Index, 

RS Index)은 재 클러스터의 합도를 별하기에는 좋

은 성능을 보이나,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사용하기에는 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안한 AS Index는 클러스

터의 합도를 별하기에도, 한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사용하기에도 합하 다. 

   GA(CM) 문서 클러스터링의 객 인 성능 평가를 

하여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과의 성능을 비교하

다. 모든 Topic Set에 하여 제안한 GA(AS) 문서 클러

스터링 알고리즘이 GA(DB), GA(SR) 클러스터링 알고리

즘이나,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비하여 클러스

터링 결과에 훨씬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GA(AS) 문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성능에 있어서 편차가 큰 것을 수

정, 보완한다면 더 좋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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