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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검색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검색에 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TV
와 같은 장치에서 동 상 콘텐츠를 검색하는데 있어서 콘텐츠의 타이틀과 같은 정형 메타데이터를 이

용한 검색뿐만 아니라, 콘텐츠 주제와 같은 비정형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검색도 요구되고 있다. 이러

한 검색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해서는 주제와 같은 비정형 메타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어야만 가능하

다. 콘텐츠의 주제는 사람의 이해와 분석을 통해서 수작업으로 구축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수작업

만으로 구축 가능한 콘텐츠의 주제를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자동화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고, 제안

한 기법의 실험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한다.

1. 서론

   스마트TV가 새로운 스마트 기기(smart device)로 등

장함에 따라 콘텐츠(contents) 사업자는 무수히 많은 콘텐

츠를 스마트TV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형태의 생태계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공 되는 콘텐츠의 수가 지속 으로 증

가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원하는 콘텐츠를 정확히 찾아주

는 검색 서비스의 요성이 더욱 두되고 있다. 사용자의 

검색 요구에 맞추어 콘텐츠를 정확하게 검색하기 해서

는 사용자의 검색 패턴에 맞는 풍부한 메타데이터

(metadata)가 구축되어야 한다. 를 들어, 사용자가 화 

검색을 해 ‘피에타’, ‘김기덕 감독 화’, ‘하정우 출연 

화’와 같은 형태의 검색 질의어를 구성하면 기존에 구축된 

거시 콘텐츠 메타데이터로부터 검색이 가능하다. 하지

만, 사용자가 ‘휴머니즘 화’, ‘인류애 화’, ‘권선징악 

화’와 같은 형태의 검색 질의어를 구성하면 구축된 메타데

이터의 부재로 인해 정확한 검색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

용자의 검색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해서 주제, 소재, 배

경과 같은 메타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형태의 

메타데이터는 사람의 이해와 분석 과정을 거쳐 수작업만으

로 구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기반으로 콘텐츠의 주제 할당을 자동화하기 

한 기법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하여 제안 기법의 타당성

을 검증하 다.　

　본 연구는 미래부가 지원한 2013년 정보통신·방송(ICT)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학습 기반 주제 

할당 기법, 3장에서 자질 벡터 생성 방법, 4장에서는 지지 

벡터 기계를 이용한 주제 분류 방법에 해 설명하고, 5장

에서 실험에 한 결과를 분석하고, 6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 과제에 해 설명한다.

2 . 학습 기반 주제 할당 기법

   화 콘텐츠의 제목, 감독, 출연배우와 같이 정형화된 

메타데이터는 거시 데이터베이스(legacy database)로 잘 

구축되어져 있으며 사용자들은 콘텐츠의 정형 메타데이터

를 기반으로 검색 질의어를 구성하여 검색을 수행한다. 반

면, 화의 주제, 소재, 배경과 같이 사람의 이해와 분석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메타데이터는 구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거시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추출할 수 없

는 비정형 메타데이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논문에

서는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정형 메타데이터와 비정형 

메타데이터로 구분하고, 주제와 같은 비정형 메타데이터의 

구축을 자동화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는 화 콘텐츠로 도메인을 한정하고, 포털 사이트에 구축

된 1,400개의 화를 상으로 4,000개의 문가 리뷰

(review)를 수집하여 텍스트 분류(text classification) 기법

을 기반으로 68개의 화 주제를 분류하 다. 

   (그림 1)은 텍스트 분류 기반 주제어 할당 과정을 설명

하고 있다. 1단계로 수집된 화를 상으로 68개의 주제

어를 선정하고, 2단계로 리뷰 텍스트로부터 색인어(index 

term) 집합을 추출하고 화 리뷰별 자질 벡터(feature 

vector)를 생성한다. 3단계로 분류기를 용하여 학습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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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생성하고, 4단계로 새로운 화 콘텐츠 리뷰로부터 

학습 모델을 통해 주제를 할당한다.

(그림 1) 텍스트 분류 기반 주제어 할당 과정

   

3 . 주제 분류를 한  자질 벡터 생성

   리뷰를 통한 화 주제 분류는 리뷰 문서에 한 주제 

분류 문제로 환원할 수 있으며, 입력된 리뷰 문서를 벡터

화하여 리뷰 문서를 표할 수 있는 자질 벡터로 변환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때 자질의 종류와 자질 집합의 크

기는 분류기 성능에 많은 향을 미친다[1,2]. 논문에서는 

텍스트 분류를 해 수집된 리뷰로부터 자질 벡터를 생성

하기 한 첫 번째 단계로 자질 분류를 한 색인어를 추

출한다. 이를 해 형태소 분석기(morpheme analyzer)를 

이용하여 명사를 추출하고, 개체명 인식기(named entity 

recognizer)를 통해 주제 분류에 불필요한 사람이름, 배역

이름, 국가명, 지역명 등의 색인어를 필터링한다. 이와 같

은 방법으로 후보 색인어가 선별되면 색인어 선정 작업을 

수행한다. 색인어 선정 방법은 entropy나 information gain

과 같은 방법이 리 알려져 있으나, 논문에서는 문서 분

류와 같은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에서는 리 활용되는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를 활용하 다. 색인어 선정을 한 가 치는 (식 1)과 같

이 정의한다. 각 화의 리뷰 문서에 포함된 후보 색인어

의 TF-IDF 값을 산출하고 모든 문서에서 색인어에 한 

합을 가 치로 정의하여 가 치가 높은 순으로 색인어를 

선정한다.

  
 



 × ∈


   (식 1)

   <표 1>은 (식 1)의 가 치를 통해 선별된 색인

어를 정리한 것이다.

순 색인어 가 치 순 색인어 가 치

1 엄마 1.50224 11 아들 1.00546 

2 아이 1.44564 12 가족 0.93640 

3 액션 1.26871 13 쟁 0.89881 

4 아버지 1.19498 14 여자 0.89753 

5 애니메이션 1.17759 15 음악 0.88242 

6 사랑 1.17676 16 남자 0.87826 

7 그녀 1.09647 17 코미디 0.77825 

8 친구 1.06525 18 게임 0.77374 

9 소년 1.04697 19 원작 0.75461 

10 다큐멘터리 1.01447 20 청춘 0.75056 

<표 1> 선별된 상  색인어

4. 지 지  벡터 기계를 이용한  주제 분류

   이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화 주제 분류는 리뷰 문

서에 한 주제 분류 문제로 환원할 수 있으며, 이는 문서 

분류 분야에서 리 사용되는 나이  베이즈(naïve bayes), 

결정 트리(decision tree), k-근 이웃(K-Nearest Neighbor; 

K-NN), 지지 벡터 기계(Support Vector Machine; SVM)

와 같은 분류기(classifier)를 용하여 주제를 분류할 수 

있다. 최근 문서 분류 분야에서는 SVM 분류기가 많은 양

의 데이터와 높은 차원의 자질 벡터를 가진 분류 학습에

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3]. 

   문서 분류 방법에는 단일 이블(single labeled) 분류

와 다  이블(multi labeled) 분류로 나  수 있다[4]. 논

문에서와 같이 한 화의 주제는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주제가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화 주제 분류는 다  이블 분류 기법을 용하여 화

의 주제를 할당할 수 있게 된다. SVM은 기본 으로 이진

(binary) 분류 기능을 제공하지만 논문에서와 같이 하나의 

화가 다수 개의 주제로 분류되는 경우, k 개의 주제에 

해당하는 독립 인 k 개의 SVM을 가지고 다  주제에 

한 분류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68 개의 주제에 해 각각 SVM 

학습 모델을 생성하고, 화 한 편의 리뷰를 68 개의 독립

인 SVM 분류기로 학습함으로써 다수의 주제로 분류하

도록 학습 모델을 설계하고 실험하 다. 

5. 실험  결 과  분석

   3장에서 설명한 자질 벡터 생성 방법에 따라 자질 벡

터를 생성하고, 생성된 자질 벡터의 색인어 개수를 100 개

부터 20,000 개로 차원을 증가시키면서 분류 성능을 검증

하 다. 실험에 사용된 자질 벡터는 포털 사이트로부터 수

집된 1,400 개의 화에 한 4,000 개의 문가 리뷰로부

터 자질 벡터를 생성하 으며, 사용된 SVM 분류기는 웨

카(weka)의 SMO(Sequential Minimal Optimization)을 사

용하 다. 선정된 화의 주제  3개의 주제에 하여 일

반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0-fold cross valida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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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2)는 자질 벡터 차원에 따른 주제 분류 성능을 

설명한다. 자질 벡터의 차원 증가에 따라 일정한 분류 성

능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형태소 분석기

와 개체명 인식기를 활용하여 자질 벡터를 생성함으로써 

불필요한 텀들을 제거하고, 리뷰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자질 벡터 차원에 따른 주제 분류 성능

   분류기의 성능 평가를 해서는 통 으로 정보 검색 

분야의 성능 평가를 해 사용되는 정확도(precision rate; P)

와 재 율(recall rate; R)을 하나로 표 하는 F-measure(F)  

사용한다[5]. 정확도, 재 율, F-measure는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True Set False Set

Positive prediction TP (True Positive) FP (False Positive)

Negative prediction FN (False Negative) TN (True Negative)

<표 2> 정확도, 재 율, F-measure

 


 ,  


 ,  


   (식 2)

   (그림 3)은 미리 선정된 68 개의 주제에 한 각 분류

기의 주제 분류 성능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분류기 

선정은 문서 분류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지 벡터 기계, 

나이  베이즈, 결정 트리를 선정하고 웨카의 SMO(SVM), 

J48(Decision Tree), NaiveBayes를 활용하 으며, 1,000 

개의 색인어로 구성된 자질 벡터를 생성하여 실험을 수행

하 다. 앞 실험과 마찬가지로 10-fold cross validation을 

이용하여 분류기의 성능을 검증하 다. (그림 3)과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SVM이 나이  베이즈와 결정 트리

에 비해 조  더 우수한 분류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일반

으로 문서 분류에 있어 SVM이 결정 트리나 나이  베이

즈 보다 우수한 분류 성능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그림 3)의 그래 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성능이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각 주제에 해당하는 실험 

데이터의 양이 풍부하지 못함에 따라 분류 성능이 향상되

고 있다. ‘사랑’, ‘꿈’, ‘가족애’와 같이 충분한 실험 데이터

가 마련된다면 비슷한 성능을 보여  것으로 상된다. 

(그림 3) 분류기의 주제 분류 성능

F-measure

SVM 0.91596

Naïve Bayes 0.89827

Decision Tree 0.90396

<표 3> 각 분류기의 F-measure 평균

   실험을 통하여 논문에서 제안한 것처럼 화의 리뷰를 

자질 벡터로 생성하고 일반 문서 분류에 활용되는 분류기

를 주제 분류에 용하여 화 주제를 할당할 수 있음을 

증명하 다. 

6. 결 론  향후 연 구

   논문에서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콘텐츠의 주제 할당을 

자동화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사람의 이해와 분석을 통

해 화의 주제를 할당해야하는 문제를 화 리뷰 문서에 

한 주제 분류로 환원함으로써 기존 문서 분류 기법을 

용하여 화 주제를 자동으로 할당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 다. 

   향후에는 다  이블 분류기를 활용하여 다수 주제 

할당에 한 실험을 진행하고, 논문에서 제안한 다수의 

SVM을 생성하여 주제를 분류하는 방법과 성능 평가를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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