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2호 (2007. 11)

471

단어간 연 성을 사용한 kNN 알고리즘

승룡*, 이재문*, 오하령**

*
한성 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국민 학교 자공학과

e-mail:jmlee@hansung.ac.kr

kNN Alogrithm by Using Relationship with Words

Seong Ryong Jeun
*
, Jae Moon Lee

*
, Ha Ryoung Oh

**

*Dept of Multimedia Engineering, Hansung University
**Dept of Electronics Engineering, Kookmin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연 규칙탐사 기술에서 사용되는 빈발항목집합과 동일한 개념으로 문서분류의 

문서에서 빈발단어집합을 정의하고, 이를 사용하여 문서분류 방법으로 잘 알려진 kNN에 

용하 다. 이를 하여 하나의 문서는 여러 개의 문단으로 나뉘어졌으며, 각 문단에 나타나

는 단어들의 집합을 트랜잭션화하여 빈발단어집합을 찾을 수 있도록 하 다. 제안한 방법은 

AI::Categorizer 임워크에서 구 되었으며 로이터-21578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문서의 크

기에 따라 그 정확도가 측정되었다. 정확도의 측정된 결과로 부터 제안된 방법이 기존의 방

법에 비하여 정확도를 개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kNN(입력:분류C,학습문서D,시험문서d,이웃상수k,출력:등 화C)

스텝01 : =build_vector_normalize()

스텝02 : ={};

스텝03 : (


, 

)= ( , 0);    // 


: 최소의 유사성

스텝04 : foreach   ∊D {

스텝05 :     = compute_similarity(d,   )

스텝06 :     if(

 <  ){

1. 서론

   최근 웹 문서 등 자 문서 증과 인터넷을 통

한 이들에 한 정보 검색의 증으로 이들을 리

하는 정보 리시스템 분야에서 문서 분류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1-6]. 문서 분류에 한 연구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분류의 정확

도를 높이는 기술에 한 연구이고[1, 6], 다른 하나

는 문서 분류의 속도를 높이는 기술에 한 연구이

다[2, 3, 5]. 문서 분류에 한 부분의 연구는 자

에 집 되어 왔다. kNN[1, 5]은 가장 간단한 기법 

의 하나이면서 비교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이지

만, 실행 속도가 매우 느리다. 

   부분의 기존 문서분류에서는 단어별 가 치만 

용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단어간 가 치를 용하

는 기법은 사용하지 않는다[1]. 이것의 이유는 문서

에서 단어간의 가 치를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 규칙탐사 기술에서 사

용되는 빈발항목집합과 동일한 개념으로 문서분류의 

문서에서 빈발단어집합을 정의하고, 이를 사용하여 

단어간 가 치를 계산하여 kNN의 정확도를 높이고

자 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연 규칙탐사 등 데

이터마이닝에서 사용하는 빈발항목집합(Large Item 

Sets)[6, 7]과 동일한 개념의 빈발단어집합을 정의하

고 이를 이용하여 단어간 가 치를 계산한다. 이를 

하여 문서에서의 빈발단어집합을 정의하고, 연

규칙탐사에서의 빈발항목집합을 찾는 방법을 이용하

여 빈발단어집합을 찾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잘 알려진 문서분류 임워크상에서 

구 되었으며, 로이터-21578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험

되었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이 기존의 

kNN보다 정확도를 개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

다.

   2장에서는 kNN에 한 반 인 소개와 알고리

즘을 소개하며 한 빈발단어집합을 소개한다. 3장

에서는 문서에서의 빈발단어집합을 정의하고, 빈발

단어집합을 찾는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기존의 kNN와 제안된 kNN 사이의 성능 비교를 하

며, 5장에서 결론을 논한다.

2. 기존 연구

   kNN은 학습 단계에서는 학습 문서에 한 벡터

화정도만 한다. 벡터화는 하나의 문서를 문서에 나

타나는 단어들에 하여 <단어, 가 치>의 목록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부분 가 치는 해당 문서에 나

타나는 발생수를 사용한다. kNN이 학습단계에서 학

습문서에 하여 벡터화 정도만 하므로 kNN이 어

떻게 동작하는 가는 분류 단계만의 설명으로 충분하

다. kNN은 분류 집합, 학습 문서 집합, 시험 문서 

 상수 k를 입력받는다. 다음은 [1, 5]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 로 한 kNN에 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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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07 :         = ∪{< , >}-{


, 

}

스텝08 :         (


, 

)= find_minimal_similarity()

스텝09 :      }

스텝10 : }

스텝11 : C의 계수를 0으로 기화 한다.

스텝12 : foreach  


 ∊ {

스텝13 :     가 속한  모든 ={ 
,  

, ...,  
 

∊C}의 계수를 증가 시킨다.

스텝14 : }

스텝15 : C를 계수값으로 정렬하여 출력한다.

상기 알고리즘에서 스텝01의 벡터화  정규화는 주

어진 문서에 하여 <단어, 가 치>를 찾고, 이의 

크기를 1로 하는 것이다[1, 2, 3]. 

는 에서 가

장 작은 유사성을 의미한다. 스텝05에서 

compute_similarity( ,  ) 함수는 두 입력 문서 d, 

의 유사성( )을 계산하는 함수이다. 스텝07에서 

는 k개의 가장 큰 유사성을 가지는 문서의 집합이고 

find_minimal_similarity()는 에서 가장 작은 유

사성을 가지는 문서와 유사성을 찾는 함수이다.  

kNN에서 유사성의 계산으로 두 문서에 한 벡터

의 내 으로 한다[1, 2, 3]. 

2.2 빈발항목집합

   빈발항목집합은 연  규칙 탐사 문제에서 정의된 

것이다[6, 7]. I={i 1, i 2,..., im}를 m개의 복이 

없는 항목의 집합이라 하자. 트랜잭션 T는 고유한 

식별자를 가지고 있으며 I의 부분집합인 항목들의 

집합이다. 데이터베이스 D는 이러한 트랜잭션 T의 

집합이라고 하고, |D|를 D에 포함된 트랜잭션들의 

개수라 할 때 X⊆I인 X가 sup(X)≥ |D |×s를 만족

하면 항목집합 X를 빈발항목집합이라 말한다[7]. 여

기서 sup(X)는 D의 트랜잭션  X를 포함하는 

트랜잭션들의 개수를 의미하고, s(%)는 사용자가 지

정하는 최소지지도이다.

3. kNN에 빈발단어집합의 용

   부분의 기존 문서분류에서는 단어별 가 치만 

용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단어간 가 치를 용하

는 기법은 사용하지 않는다[1]. 이것의 이유는 문서

에서 단어간의 가 치를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 규칙탐사 기술에서 사

용되는 빈발항목집합과 동일한 개념으로 문서분류의 

문서에서 빈발단어집합을 정의하고, 이를 사용하여 

단어간 가 치를 계산하여 kNN의 정확도를 개선하

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3.1 문서에서의 트랜잭션 정의

   문서에 나타나는 빈발단어집합을 정의하고 탐사

하기 해서는 단어집합(), 트랜잭션(), 데이터베

이스 ( )를 정의하여야 한다. 문서는 여러 개의 문

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문단은 한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하나의 문장은 한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문서에서의 문단, 문

장, 단어의 계층  계는 문서 작성에 한 기본

인 규칙이다. 본 논문에서도 하나의 문단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고려한다. 이 경우 하나의 문단에 

속하는 모든 단어들은 그 트랜잭션에 속하는 단어들

()이 된다. 한 단어집합()는 모든 문서에 나타나

는 단어들의 체 집합이 되며, 데이터베이스( )는 

문단으로 구성된 문서가 된다. 

제목: 부끄러운 세계 1 , 온실가스 증가 -- 조선일보 
2007년9월10일 사설
      亞太아태경제 력체(APEC) 정상들이 8일 시드니 
APEC 첫날 회의에서 溫暖化온난화를 막기 해 에 지
효율을 2030년까지 25% 올리고 山林산림을 2020년까지 
2000만㏊ 늘리자는 ‘시드니선언’을 채택하기로 했다. 
APEC 21개국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 로 1

(미국) 2 ( 국) 4 (일본) 10 (한국) 국가가 들어 있
고 회원국 배출량을 다 합치면 세계 배출량의 60% 이상
을 차지한다.
      앞서 지난 3월 EU 정상회담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 략)
      1997년 체결된 교토議定書의정서는 선진 38개국에
만 2012년까지 온실가스 ... ( 략)
      EU는 기업 간 온실가스 배출權권 거래제를 도입
했고 국은 개인별 배출량 ... ( 략)

(그림 1) 제문서

   그림 1의 제문서는 2007년 9월 10일자 조선일

보 사설 의 하나이다. 이 문서는 4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앞의 정의에 따라 4개의 트

랜잭션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고, 각 트랜잭션에 

포함된 단어들은 고유 명사와 동사들을 제외하는 특

정 규칙을 용하 다고 할 때 표 5와 같이 찾을 수 

있다. 표 1에서 가 치는 단어의 발생수로 하 다.

  

<표 1> 제 문서에 한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단어, 가 치> 목록



<국가, 1><미국, 1><에 지, 1><온난화, 1><온실가스, 

1><이산화, 1><일본, 1><정상, 1>< 국, 1><한국, 

1>< 력, 1><시드니, 2><배출, 3>


<미국, 1><이산화, 1><한국, 1><배출, 2><에 지, 

2><온실가스, 2><일본, 2><EU, 2><정상, 3>



<국가, 1><규제, 1><선진, 1><온실가스, 1><체결, 

1>< 약, 1><교토의정서, 2><배출, 2><한국, 2><감축, 

3><의무, 3>



<경제, 1><국가, 1>< 국, 1><이산화, 1><일본, 1>

<정부, 1><캠패인, 1><EU, 1><국제, 2><배출, 2><온

실가스, 2>

3.2 빈발단어집합을 찾는 알고리즘

   2장에서 설명한 kNN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 인 

데이터는 compute_similarity( ,  )를 계산하기 하

여 사용되는 문서의 <단어, 가 치> 목록이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kNN 알고리즘에서 문서를 벡터

화할 때 <빈발단어집합, 가 치> 목록을 찾는 방법

만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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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집합 <TID, 가 치> 목록



국가:온실가스 < ,2>< ,2>< ,3>

배출:온실가스 < ,4>< ,4>< ,4>

배출:이산화 < ,4>< ,3>< ,3>

배출:일본 < ,4>< ,4>< ,3>

온실가스:이산화 < ,2>< ,3>< ,3>

온실가스:일본 < ,2>< ,4>< ,3>

온실가스:한국 < ,2>< ,3>< ,3>

이산화:일본 < ,2>< ,3>< ,2>



배출:온실가스:이산화 < ,8>< ,7>< ,7>

배출:온실가스:일본 < ,8>< ,8>< ,7>

배출:이산화:일본 < ,8>< ,7>< ,6>

온실가스:이산화:일본 < ,4>< ,7>< ,6>

 배출:온실가스:이산화:일본 < ,16>< ,15>< ,14>

Find_LargeWordSet(입력：문서d,최소지지도  출력：빈발단어집합  )

스텝01 :
하나의 문서를 분석하여 문단별(TID) <단어, 발생수>의 
목록을 만든다.

스텝02 :

문단별 <단어, 발생수>를 단어별 <TID, 발생수>의 목록으로 

변환하고, 이들  목록의 요소수가  *||보다 큰 경우 집합 

L 1에 포함한다.

스텝03 : for( k=2; |L k-1| != 0; k++){

스텝04 :      forall l 1 ∈ L k-1
 {

스텝05 :
         Lx={ c | c ∈ L k-1

, c [1]= l 1 [1]^...^ c [ k-2] 

= l 1 [ k-2]^ c [ k-1]≠ l 1 [ k-1]}

스텝06 :           forall l 2  in Lx  {

스텝07 :
    c = l 1 [1] l 1 [2]... l 1 [ k-1] l 2 [ k-1]로 구성된 

c를 생성한다.

스텝08 :
    c의 k-1 서  단어집합들이 L k-1

에 모두 

없으면 스텝06을 수행한다.

스텝09 :
             l 1의 TID목록과 l 2의 TID목록을 교집합하여 

c의 TID목록을 생성한다.

스텝10 :
    c의 TID목록의 개수가  *||보다 크면 

Lk= Lk ∪{ c }를 한다.

스텝11 :  }

스텝12 :       }

스텝13 : }

스텝14 : L ={ L 1 , L 2 , ..., Lk }을 출력한다.

   

빈발단어집합을 찾는 방법으로 [7]에서 제시한 

Partition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비교  구 이 

쉽고,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메모리에 상주하여야 하

므로 비교젓 소규모 데이터베이스에 합하다.  

Find_LargeWordSet은 [7]에서 제시한  Partition 방법

을 변형한 빈발단어집합을 찾는 알고리즘이다. 를 

들어 표 1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소지지도( ) 75%

을 만족하는 단어에 하여 이를 단어별 <TID, 가

치>로 변환하면 표 2를 얻을 수 있다.

<표 2> 단어별 <TID, 가 치> 목록, 

단어 <TID, 가 치> 목록

국가 < , 1>< , 1>< , 1>

배출 < , 3>< , 2>< , 2>

온실가스 < , 1>< , 2>< , 1>< , 2>

이산화 < , 1>< , 1>< , 1>

일본 < , 1>< , 2>< , 1>

한국 < , 1>< , 1>< , 2>

표 2에서 '국가'의 <TID, 가 치> 목록인 '< , 

1>< , 1>< , 1>'의 의미는 '국가'라는 단어는 

 ,  ,  문단에서 발생하 으며, 각각은 1, 1, 1

번씩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가 

3(=4*75%)이고, '국가', '배출', '온실가스', 이산화', '

일본', ‘한국’은 각각 3, 4, 4, 3, 3, 3번 다른 문단에

서 나타나기 때문에 L 1={'국가', '배출', '온실가스', 

이산화', '일본', ‘한국’}이 된다. 스텝05에서 c [ i ], 

l 1 [ i ]는 각각 c , l 1의 단어집합  i번째 단어를 

의미한다. 표 2의 목록을 이용하여 '국가:배출'의 

TID 목록을 얻기 해서는 '국가', '배출'의 TID 목

록인 {< , 1>< , 1>< , 1>}와 {< , 3>< , 

2>< , 1>< , 2>}을 TID 에서 교집합하여 

{< , 4>< , 2>< , 3>}이라는 '국가:배출'의 

TID 목록을 얻게 된다. 이 경우 {< , 4>< , 2>

< , 3>}는 *||를 만족하므로 에 속하게 된

다. 여기서 가 치는 합하는 것으로 하 다. 반면, '

국가:이산화'의 TID 목록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 , 2>< , 2>}를 얻게 되고 이는 *||를 만

족하지 못하므로 에 속하지 못하게 된다. 표 3은 

표 2에 하여 Find_LargeWordSet을 이용하여 구해

진 단어집합별 <TID, 가 치> 목록이다. 본 논문에

서는 문서에 한 벡터로써 뿐만 아니라  ,  , 

.., 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표 3> 단어집합별 <TID, 가 치> 목록

4. 실험  성능비교

4.1 실험 환경  측정 요소

   제안된 알고리즘과 기존의 알고리즘을 문서분류

의 실험 데이터로 잘 알려진 로이터-21578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비교 한다[1, 4]. 이

를 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을 [2]에서 개발한 

AI::Categorizer 임워크를 사용하여 구 하 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로이터-21578 ApteMod 버

[4]이다. 총 10,788개의 문서로 구성된 로이터

-21578 데이터는  시험 문서로 788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10,000개의 문서를 임의 으로 선택하여 학

습문서(DxK) 생성하 다. 여기서 DxK란 x천개의 문

서로 학습문서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서 분류에서 정확도의 측정은 [1]에서 설명한 

통 인 방법을 사용하 다. 즉, 리콜(R:Recall), 정

도(P:Precision)를 각 분류별로 측정하여 평균을 구

하는 매크로 방법와 체에 하여 측정하는 마이크

로 방법을 사용하 다. 리콜()과 정 도( )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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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을 아래 식과 같이 계산하 다[1].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  , 매크로 만 측정하

으며, 각각 이들을  , 로 표기한다. 기존의 

kNN을 로 표시하며 제안한 알고리즘을 

로 표시한다.

4.2 성능 측정

   제안된 알고리즘에서 정확도는 최소지지도에 의

존한다. 이것은 최소 지지도에 때라 생성되는 빈발

단어집합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빈발단어집합

의 수가 크다는 것은 해당 문서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kNN의 

정확도에 향을  수 있다. 표 4는 D9K에 하여 

최소 지지도를 10%에서 90%까지 변화 시키면서 

   을 측정한 것이다.  ,   모두 

최소지지도가 70%, 90%에서 보다 10%, 30%, 50%에

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

로부터 빈발단어집합이 문서분류의 정확도 개선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한 최소지지

도가 감소할수록 정확도가 개선됨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최소지지도의 감소는 빈발단어집합의 수를  

증가시키므로 kNN의 속도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kNN의 속도와 정확도의 개선에는 trade-off가 있다.

<표 4> 최소지지도 변화에 따른  , 

학습데이터 최소지지도(%)  

D9K

10 0.3457 0.4674

30 0.3457 0.4674

50 0.3457 0.4674

70 0.3486 0.4663

90 0.3486 0.4663

0.10

0.15

0.20

0.25

0.30

0.35

0.40

0.45

0.50

0.55

D1K D2K D3K D4K D5K D6K D7K D8K D9K D10K

kNNo의 maF1

kNNn의 maF1

kNNo의 miF1

kNNn의 miF1

(그림 2) 학습문서의 크기( )에 따른 

   다음 실험은 표 4로부터 최소지지도를 50%로 고

정한 후 학습문서를 변경하면서 제안된 방법의 정확

도를 측정한 것이다. 학습문서의 크기에 따른 의 

변화는 그림 2에서 보이고 있다. 그림 2에서 축은 

학습 문서의 크기를 나타내며, 축은 의 값을 나

타낸다. 그림 2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매크로의 경

우 와 가 거의 비슷한 정확도를 나타내

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의 경우 확실히 가 

보다 높은 정확도를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안된 방법의 경우 학습문서의 크기가 클 때 

더 좋은 정확도 개선효과를 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부분의 문서분류에서 과도 학습을 나

타내지 않는 학습문서의 범  내에서는 학습문서가 

많은 경우 더 좋은 정확도를 주기 때문이다.

5. 결론

   본 논문은 연 규칙탐사 기술에서 사용되는 빈발

항목집합을 변형하여 문서분류의 문서에서 빈발단어

집합을 정의하 고, 이를 잘 알려진 kNN에 용하

여 이 방법의 정확도를 개선하 다. 이를 하여 하

나의 문서를 여러 개의 문단으로 나 었으며, 각 문

단에 나타나는 단어들의 집합을 트랜잭션화하여 빈

발단어집합을 찾을 수 있도록 하 다. 제안한 방법

은 기존의 잘 알려진 문서분류 임워크에서 구

되었다. 한 로이터-21578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 정

확도가 측정되었다. 실험은 학습문서의 크기를 변화

하면서 기존의 kNN와 제안한 방법의 정확도를 측

정하 다. 실험으로부터 마이크로 측정에서는 두 방

법이 거의 유사한 정확도를 나타내었고, 매크로 측

정에서는 제안한 방법이 많은 정확도 개선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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