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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많은 양의 뉴스가 보도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법이 필요하게 되었

다 는 기존 문. TDT(Topic Detection and Tracking)[1]

서 분류와 다르게 이슈 사건 를 중심으로(issue), (event)

생산이 되는 뉴스 기사와 같은 문서를 사건 별로 분‘ ’

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건을 뉴스 발생.

시간 장소 고유명이 동일한 것으로 정의하고 같은 사, ,

건을 다루는 뉴스 기사를 모아 사건 클러스터를 생성하

여 제공한다 이러한 뉴스 클러스터링은 결국 두 뉴스.

문서 간 또는 뉴스와 사건 클러스터와의 유사도를 측정

하는 분류문제로 볼 수 있다.

기존 문제에 대한 연구 기법들 은 주로 텍스트TDT [2,3]

자질을 이용했다 텍스트 데이터에서 가중치 키워드 방.

법을 이용해 단어들을 로 표현한다BoW(Bag-of-Words) .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전처리 단계의 차이나 문서 길이,

단어의 형태 등의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정보가 유실되

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간 자질 지리적 정보 이미, , ,

지 정보 등을 추가하여 많은 연구들 이 진행되[4,5,6,7]

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기반의 벡터유사도 뿐 아니라 두 문BoW

서에 포함된 사진들의 유사성 및 주제의 관련성을 측정,

이를 분류기의 자질로 추가하여 두 뉴스가 동일사건을

다루는지 판정하는 분류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이는 실제로 생성되는 많은 뉴스들이 동일이벤.

트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차별화된 뉴스를 생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으나 포함된 사진들이,

나 실제 기사내용의 주제는 상당히 유사하다는 직관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진들의 유사성 및 주제의 관,

련성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분

석 과 신경망 기반 문서임베딩 을 통해 측정하였다[8] [9] .

다.

문서임베딩 및 이미지분석방법에 대해서는 장에서 다2

루고 장에서 실제 뉴스데이터를 이용한 실험결과에 대, 3

해 기술한다.

문서 임베딩 및 이미지 분석 자질2.

문서 임베딩 자질2.1.

문서를 벡터공간으로 임베딩 하는 연구 중 가장 최근

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이하Paragraph Vector[8](

이다 은 문맥상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Doc2Vec) . [9]

가 가까운 벡터공간으로 임베딩되는 신경망 기반 언어모

형인 을 문서 구문 문장 단위로 확장한word2vec[10] , ,

뉴스 클러스터링 개선을 위한 문서 임베딩 및 이미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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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많은 양의 뉴스가 생성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기법이 최근 활발히 연구되어왔다 그 중 뉴.
스클러스터링은 두 뉴스가 동일사건을 다루는지를 판정하는 분류기의 성능에 의존적인데 대부분의 경우,

기반 벡터유사도를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반의 벡터유사도 뿐 아니라BoW(Bag-of-Words) . BoW
두 문서에 포함된 사진들의 유사성 및 주제의 관련성을 측정 이를 분류기의 자질로 추가하여 두 뉴스가,
동일사건을 다루는지 판정하는 분류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사진들의 유사성 및 주제의.
관련성은 최근 각광을 받는 딥러닝기반 과 신경망기반 문서임베딩을 통해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기존CNN .
의 기반 벡터유사도에 의한 분류기의 성능에 비해 제안하는 두 자질을 사용하였을 경우 의 성능BoW 3.4%
향상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문서 분류: , Deep Learning, visual feature, Document emb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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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 및 학습알고리즘을 제안하였는데 기존의 나, LDA

와 같은 토픽모델에 비해 실험도메인에서 우수한 성pLSA

능을 보여주었다.

그림 은 에서 문서임베딩을 위해 제안한 두 모델의1 [9]

구조를 보여준다 은 문서를 첫 단어부터 스캔해가면. DM

서 학습 중인 문서벡터 및 현재 스캔중인 단어 의 주, D w

변단어들에 대한 임베딩벡터들을 접합 혹(concatenation)

은 평균한 벡터를 입력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출력이. w

의 임베딩벡터와 유사해지도록 신경망의 가중치행렬과

문서벡터 를 조정해가는 모델이다 반면 는 입력을D . DBOW

현재 학습중인 문서벡터 로 고정시켜놓는다 문서를 슬D .

라이딩윈도우방식으로 스캔해가면서 가 입력되었을 때D

윈도우내의 단어들에 대한 출력노드들이 활성화

되도록 신경망의 가중치행렬과 문서벡터 를(activation) D

조정해가는 모델이다 이 과정을 거쳐 학습이 되면 유. ,

사한 주제의 문서들은 유사한 벡터공간에 위치하게 된

다 그러므로 판이하게 다른 어휘로 구성된 두 문서도.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벡터간의 유사도는 높이

계산된다 표 는 일치하는 단어가 없는 두 문장의 유사. 1

도를 문서임베딩을 통해 계산한 결과의 예를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모델 접합에 의한 와 평DM ( DMc

균에 의한 및 를 모두 사용하여 각각에 기반한DMm) DBOW

문서벡터를 생성하였고 추가적으로 의 결과벡터를, DBOW

및 과 접합시킨 확장문서벡터 및DMc DMm DBOW+DMc

도 생성하여 문서임베딩기반의 자질사용 효과를DBOW+DMm

실험하였다.

이미지 분석 자질2.2.

일반적으로 뉴스클러스터링을 위해 이미지 정보를 사

용한 연구 에서는 등 전통적인 이[5,6] SURF, SIFT, GIST

미지 표현 자질들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미지 인.

식 및 분류에서는 딥러닝에 기반한 이 월등이 우수한CNN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을[8]. CNN

통해 이미지 분석 자질을 추출한다 구체적으로 의. [8]

네트워크에서 마지막 의fully connected layer(fc7)

차원 출력값을 이미지를 표현하는 벡터로 사용하였4,096

는데 이 벡터는 많은 이미지 태스크에서 범용적인 자질,

벡터로 사용될 수 있음이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11].

두 기사에 출현한 이미지의 유사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는 위에서 언급한 의 차원 벡터 간 유사성을 계fc7 4,096

산하면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의 유사성 계.

산이 최종목적이 아니라 두 기사가 동일한 이벤트를 다

루는지 확인하는 자질로서 이미지의 유사성을 사용하는

데 있다 사전 관측을 통해 두 이미지의 거리가 가까울.

수록 두 기사가 동일한 이벤트를 다루는 기사일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두 이미지간의 거리가 일정수준 이,

상을 넘어서면 거리값 자체가 두 기사가 동일한 이벤트

를 다루는지에 대한 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류기의 자질로.

이미지간의 거리값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수식,

과 같이 특정 한계값 이상의 거리는 모두 동일한 값(1)

으로 취급하였다.

예시 구문 TF-IDF
Similarity

d2v
Similarity
(DMm)

헝클어진 단발머리 발랄한 핑크 립 메…

이크업
0.0000 0.2942

촉촉한 레드 입술 시선 강탈' '

헝클어진 단발머리 발랄한 핑크 립 메…

이크업
0.0000 0.1769

자체발광하는 미모

헝클어진 단발머리 발랄한 핑크 립 메…

이크업 0.0000 0.0691

대표팀과 뜨거운 안녕

표 문서 임베딩을 통한 구문 유사도 예시1

그림 1 모델 구조Doc2V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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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  i f 
(1)

위 수식에 따르면 두 이미지간의 거리가 특정 임계값,

이상일 경우 차이를 두지 않고 그 임계값을 자질로 사용

하였는데 극단적으로 임계값을 로 설정하면 모든 경우, 1

에 거리값을 그대로 자질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험 및 평가3.

실험 데이터 및 방법3.1.

실험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 로그에

서 특정기간 내의 질의빈도순으로 상위 개의 인물 질100

의를 추출하고 년 월부터 월까지 날짜 제한을 하2015 1 6

여 각 인물에 대한 뉴스 검색 결과를 랜덤으로 수집하였

다 명의 작업자가 각 뉴스 기사에 대하여 고유한 사건. 2

을 태깅한 뒤 작업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Id

를 최대한 배제하고 개의 사건에서 개의 기사1,139 9,208

를 얻었다.

한편 인물관련 뉴스의 특성상 아주 짧은 시간 간격 내

에 발생한 동일인 관련 두 뉴스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반대로 아주 긴 시간간격을 두고 생성된,

두 뉴스는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사건과 다른 사건을 다룰 가능

성이 혼재되어 있는 시간 이상 시간 이하의 생성 시12 72

각 차이를 나타내는 뉴스 쌍 개와 그 동일사건 여24,331

부를 실험데이터로 삼았다.

분류기 학습에는 을 사용하였으며 자질로는 제목SVM

및 본문에 대한 기반 벡터 간 거리에 본 논문에서TF*IDF

제안한 문서임베딩기반 벡터 간 거리 및 이미지 간 거리

를 추가하였다 계산을 위한 단어 분리에는 네이. TF*IDF

버의 색인어 추출기를 이용하였다 성능은 교차. 10-fold

검증을 수행 값으로 측정하였다, F1 .

문서 임베딩 최적 파라미터의 결정3.2.

본 연구에서는 문서임베딩을 위해 에 포함된gensim

오픈소스 라이브러리doc2vec 1)를 사용하였다 문서임베.

딩을 위해서는 결정해야 할 파라미터가 몇 가지 있는데,

벡터의 크기 와 학습과정에서 사용할 윈도우크기 그d w,

리고 학습속도를 제어하는 학습율 가 그것이다 우alpha .

선 학습 데이터로는 인터넷 검색사이트 검색로그로부터

질의수가 높은 인물 명에 대한 년부터 년간225 2005 2015

의 뉴스 기사 건을 사용하였으며 뉴스기사의 제942,236

목과 본문에서 형태소 분석으로 명사 동사만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최적파라미터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결정하였다 우선.

제목 및 본문에 대한 기반 벡터 간 거리 자질에TF*IDF

문서임베딩기반 벡터 간 거리 자질을 추가하고 를, w 10,

를 으로 고정한 뒤 표 와 같이 를 통d 100 2 greedy search

해 최적의 학습율로 를 결정한 뒤 다시 이 학습0.0094 ,

율을 바탕으로 표 과 같이 와 를 변화시켜가며 최종3 w d

적으로는 는 는 으로 결정하였다w 10, d 400 .

이미지 거리 한계값 학습3.3.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분석을 위해 오픈소스 딥러닝

　 　 Model.

　 alpha DMc DMm DBOW DBOW
+DMc

DBOW
+DMm

TT+BD 　 0.7252

TT+BD+d2v
(d100, w10)

0.0250 0.7248 0.7266 0.7277 0.7271 0.7303

0.0238 0.7252 0.7278 0.7263 0.7302 0.7277

0.0226 0.7248 0.7317 0.7292 0.7317 0.7343

0.0214 0.7245 0.7354 0.7289 0.7311 0.7289

0.0202 0.7246 0.7346 0.7290 0.7342 0.7321

0.0190 0.7233 0.7343 0.7265 0.7343 0.7351

0.0178 0.7230 0.7357 0.7270 0.7356 0.7358

0.0166 0.7234 0.7365 0.7267 0.7367 0.7371

0.0154 0.7227 0.7367 0.7267 0.7358 0.7367

0.0142 0.7221 0.7360 0.7260 0.7354 0.7352

0.0130 0.7223 0.7355 0.7257 0.7363 0.7360

0.0118 0.7233 0.7358 0.7259 0.7364 0.7359

0.0106 0.7230 0.7364 0.7250 0.7372 0.7363

0.0094 0.7229 0.7374 0.7247 0.7377 0.7373

0.0082 0.7227 0.7363 0.7248 0.7371 0.7367

0.0070 0.7221 0.7372 0.7250 0.7375 0.7373

0.0058 0.7222 0.7372 0.7249 0.7373 0.7371

표 문서 임베딩 모델 학습 가중치 학습 결과2 (Doc2Vec)

　
dimension
/window

Model.

　 DMc DMm DBOW DBOW
+DMc

DBOW
+DMm

TT+BD 　 0.7252

TT+BD+d2v

d100,w6 0.7238 0.7263 0.7252 0.7262 0.7263

d100,w10 0.7229 0.7374 0.7247 0.7377 0.7373

d100,w16 0.7246 0.7273 0.7244 0.7277 0.7282

d200,w6 0.7246 0.7245 0.7243 0.7253 0.7252

d200,w10 0.7245 0.7267 0.7249 0.7263 0.7261

d200,w16 0.7245 0.7269 0.7250 0.7271 0.7265

d400,w6 0.7249 0.7259 0.7249 0.7253 0.7254

d400,w10 0.7243 0.7392 0.7260 0.7390 0.7387

d400,w16 0.7245 0.7269 0.7250 0.7265 0.7265

표 학습 결과3 dimension/window size



제 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년27 (2015 )

패키지인 caffe2)를 사용하였다 이 패키지는 다양한 딥.

러닝 실험을 손쉽게 할 수 있어 널리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모델인, pre-trained

을 사용하여 레이어의 출bvlc_reference_caffenet fc7

력값을 이미지에 대한 벡터표현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장에서 제안한대로 이미지 간 거리2 3)의 유의미

한 한계값을 찾기 위해서 이미지 분석 자질 만으로 분류

학습을 하였는데 그림 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2 .

즉 두 이미지간의 거리가 이하일 경우 거리를 그대, 0.7

로 자질로 사용하고 그 이상은 실제 거리값을 무시하고

로 고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장 분류기 성능이 좋음0.7

을 알 수 있었다.

동일사건 분류실험3.4.

표 는 위에서 설정한 최적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문4

서임베딩기반 벡터 간 거리 자질 및 이미지 간 거(d2v)

리 자질 을 추가하여 분류기의 성능을 실험한 결과(Img)

를 보여준다 먼저 제목에 대한 기반 벡터 간 거. TF-IDF

리 자질 만으로 실험을 했을 때는 으로 매우(TT) 0.2586

좋지 않은 성능을 보였고 제목과 본문 모두의 기, TF-IDF

반 거리 자질 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를 보(TT+BD) 0.7252

였다.

자질만 추가했을 때 로 약간의 성능향상이Img 0.7392

있었으며 자질만을 추가했을 때는 모델에 따라 차이, d2v

가 있었으나 와 을 결합했을 때의 성능향상이 가DBOW DM

장 뚜렷했는데 이는 에서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12] .

마지막으로 자질과 자질을 모두 결합했을 경우Img d2v

에 비해 가량의 성능향상을 보여주었다TT+BD 3.4% .

결과 분석4.

본 장에서는 이미지 분석 자질과 문서 임베딩

기사가 복수개의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경우 두 기사에 나타난 이미,
지 쌍의 거리 중 최소값을 두 이미지간의 거리로 간주하였음.

자질을 추가 했을 때 성능이 더 좋아진 경우와(Doc2Vec)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케이스를 분석해 본다.

그림 34)는 이미지 분석 자질을 추가한 에(TT+BD+Img)

대한 분류 결과의 예시이다 왼쪽의 예처럼 실험데이터. ,

로 사용한 인물에 대한 사건에서 그 종류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경우 예 공연 행사 참석 이미지 분석 자질( : / ),

을 추가했을 때 더 성능이 좋았다 오른쪽의 예와 같이.

사건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오히려 좋지 않은 결

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동일 사건을 다룬 뉴스 기사여도.

최근의 인물 이미지나 프로필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 사

건에 완전히 관련된 이미지가 아닌 다른 이미지를 사용

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인물 관련 사건의 특성상.

에서 정의한 사건 과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 사TDT[1] ‘ ’

건이 실험데이터에 일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

으로 보인다.

그림45)은 문서임베딩 자질을 추가했을 때(TT+DB+d2v)

분류결과 예시이다 뉴스 기사에 따라 동일한 사건을 각.

기 다른 주제로 언급할 수 있다 왼쪽 사례의 경우 단어.

선택과 문서 길이의 차이로 자질만 사용했을 때TF-IDF

는 동일 사건으로 분류하지 못했지만 문서의 주제 기자, (

회견 소감 가 동일해서 문서임베딩 자질을 추가하면 올, )

바르게 분류하였다 하지만 오른쪽 사례의 경우 언론 시.

사회 참석이라는 동일한 사건이지만 문서의 소주제가

인터뷰 내용 과 장면 묘사 로 서로 달라서 오히려‘ ’ ‘ ’

다른 사건으로 분류한 것을 볼 수 있다 동일 사건이지.

만 사건의 소주제가 상이 한 경우 오히려 문서 임베딩

자질을 추가함으로써 성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발생함을

볼 수 있다.

5) 결과 분석 예시 기사 출처 :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PYH20150304070
300013&did=1196m
http://zine.istyle24.com/Star/StarView.aspx?Idx=21264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6091736045992760_8
http://fashion.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10/201506100
1192.html

그림 2 이미지 한계값에 따른 값F1

선택 자질 Model. F1 meaure

TT 　 0.2586

TT+BD 　 0.7252

TT+BD+Img 　 0.7392

TT+BD+d2v

DMc 0.7243

DMm 0.7392

DBOW 0.7260

DBOW+DMc 0.7390

DBOW+DMm 0.7387

TT+BD+d2v+Img
DBOW+DMc 0.7502

DBOW+DMm 0.7503

표 실험결과4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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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5.

본 논문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문서임베

딩기술과 이미지분석기술을 두 뉴스기사의 동일이벤트여

부 분류기 학습의 자질값 생성에 사용하는 실험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 방식의 기반 유사도를 자질로. BoW TF*IDF

사용하는 것 보다 소폭의 분류성능향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성능 향상폭이 크지 않았던 원인 중 하나는 실,

제 인터넷에서 대규모로 생성되는 뉴스기사들에는 뉴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나 동일 이벤트,

와 관련된 판이한 내용을 기술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

다는 사실이었는데 일반적인 연구에서 정의하는, TDT[1]

사건 에 정확히 부합하는 문서로 실험을 진행한다면‘ ’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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