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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T지식정보의 제공을 위해서 4~5명의 인력이 IT
관련정보를 유관기관 및 연구소 사이트에서 수집
하여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ITFIND사이트를 통하
여 서비스한다. ITFIND에서 제공하는 문서는 115

개의 분류로 나누어진다. 이 서비스 위하여 수집
된 데이터를 미리 설정해 놓은 분류에 가장 가까
운 분류가 무엇인지 결정하여 ITFIND 사이트에 
저장한다. 이때 작업자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
이 “문서를 어떻게 분류 할 것인가 ?”이다. 

빅데이터 환경에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공공문서 

분류체계의 적용사례 연구

심장섭* · 이강욱**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유진정보

Case Study on Public Document Classification System That Utilizes Text-Mining 

Technique in BigData Environment 

Jang-sup Shim* · Kang-wook Lee**

*IITP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Promotion)

E-mail : sjshl1iit@gmail.com, sjs@iitp.kr 

요  약

과거의 텍스트마이닝기법은 텍스트 자체의 복잡성과 텍스트 내에 산재한 변수의 자유도 때문에 
분석 알고리즘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의미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어렵게 알고리즘을 구
현했다고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텍스트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텍스트를 사람이 직접 읽어 분석 하
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요구 되었다. 그러나 최근 하드웨어와 분석 알고리즘의 발전과 함께 빅데이
터라는 기술이 등장하였으며, 앞에서 설명한 제약사항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텍스트마이닝을 통
한 분석이 현실세계에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만약, 텍스트의 탐색 수준에서 벗어나 
마이닝을 통하여 분석이 가능하다면 텍스트 분석에 소비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분야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창조적인 일에 더 많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적 자원이 수작업으로 하는 공공분야 문서 분류의 결과값과 빅데
이터 환경에서 텍스트마이닝기반의 문서내 단어 빈도수(TF-IDF)와 문서간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활용한 공공분야 문서분류의 결과값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ABSTRACT

  Text-mining technique in the past had difficulty in realizing the analysis algorithm due to text complexity and 
degree of freedom that variables in the text have. Although the algorithm demanded lots of effort to get 
meaningful result, mechanical text analysis took more time than human text analysis. However,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hardware and analysis algorithm, big data technology has appeared. Thanks to big data 
technology, all the previously mentioned problems have been solved while analysis through text-mining is 
recognized to be valuable as well. However, applying text-mining to Korean text is still at the initial stage due 
to the linguistic domain characteristics that the Korean language has. If not only the data searching but also 
the analysis through text-mining is possible, saving the cost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required for text 
analysis will lead efficient resource utilization in numerous public work fields. Thus, in this paper, we compare 
and evaluate the public document classification by handwork to public document classification where word 
frequency(TF-IDF) in a text-mining-based text and Cosine similarity between each document have been utilized 
in big data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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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텍스트마이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전형적
인 텍스트마이닝 작업은 classification (텍스트를 
분류), clustering (텍스트를 군집화), 개념/엔티티 
추출, 세분화된 분류, 감정 분석, 문서 요약, 엔티
티 관계 모델링을 포함한다. 텍스트마이닝은 정보 
검색, 단어 빈도 분포를 알아내기 위한 어휘 분
석, 패턴 인식, 태그/주석, 정보 추출, 링크 및 결
합 분석, 시각화, 예측 분석을 포함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텍스트마이닝의 주
요 목표는 자연 언어 처리와 분석 방법의 애플리
케이션을 통하여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
터로 변환시켜주는데 있다[1]. 

  텍스트마이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지만 텍스트마이닝을 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텍
스트 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적인 데이터 마이닝 과정을 따라 텍스트마이닝 
과정에 적용하고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일반적인 
데이터와 달리 언어라는 데이터의 특수성을 보여
준다. 즉, 텍스트 내부를 구성하는 형태소와 형태
소의 관계라는 내부 변수 외에 생성, 변화(의미의
변화), 소멸처럼 선분이력적 시간의 변화와 언어
를 사용하는 환경을 고려한 외부 변수 또한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텍스트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치나, 문자형 데이터와는 달
리 선분이력 즉 텍스트가 발생했을 당시의 현시
성 이라는 변수가 추가 되므로 이러한 사항을 고
려해서 마이닝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텍스트마이닝 과정에서 외부변수를 마이닝 과
정에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알고리즘 구현의 
복잡성 보다는 기술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선분이
력이라는 시간 변수를 추가하여 텍스트에 대한 
마이닝을 진행하려면 그 분석 대상의 수에 비례
하여 지수분포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외부 변수
의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태반 이었다. 하
지만 구글(Google)에서 발표한 GFS (Google File 
System)과 관련된 논문을 토대로 Apache 재단의 
하둡 프로젝트에서 오픈한 HDFS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이라는 기술을 적용하면 
분산환경에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마이
닝 과정을 수행시 마이닝에 걸리는 시간을 원하
는 만큼 단축 시킬 수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전술한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수작업을 통해 문서를 분류한 것과 텍
스트마이닝을 이용해 문서를 분류하는 것의 정확
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기존의 텍스트마이닝 기법
을 사용해 문서를 분류하는 기법간의 문서 분류
의 정확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Ⅱ. 본  론

  마이닝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살펴 보면 
웹에서 자동으로 수집을 하기 위하여 Python에서 

제공하는 Scrapy라는 프레임워크을 사용하여 비
정형데이터인 문서를 수집하고 flume과 python의 
konlpy를 이용하여 수집한 문서에 대하여 1차적
으로 데이터를 정제하여 분석을 위한 클러스터
(HDFS)에 적재한 후 HIVE를 통해 정형데이터 형
태로 저장한 후 오픈소스 통계 패키지인 R과 기
계학습 도구인 mahout을 통해 텍스트마이닝을 수
행한다. 이 모든 절차를 Oozie 워크플로우 프레임
워크에서 자동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비정형의 텍스트에서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기존 텍스트마이닝의 문제점은 오로지 
자유로운 자연어 문서가 아닌 구조화된 데이터베
이스의 형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2]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University of Texas, 
Austin에서는 흥미로운 관계 수집을 위한 구조화
된 데이터로 텍스트를 변환시키기 위하여 학습 
정보 추출(Information Extraction; IE) 시스템을 이
용하여 DISCOTEX(Discovery from Text 
Extraction)이라 불리는 텍스트마이닝을 위한 프레
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이 프레임워크에서 IE는 중
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위하여 RAPIER(Robust 
Automated Production of Information Extraction 
Rules)와 BWI(Boosted Wrapper Induction) 두 방법
을 실제 구현에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추출
된 데이터를 KDD(Knowledge Discovery from 
Databases) 툴을 이용하여 마이닝하도록 하였다. 
이 IE와 KDD 두 가지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텍스트마이닝 성능 향상
에 효과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기존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에서 유용한 정보
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 DISCOTEX 방
법이 제시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제시된 프레임워
크는 컴퓨팅 능력의 한계상 소량의 데이터에 대
한 시험을 통한 성능의 향상에 대한 시험 자료만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IE방법을 빅데이
터 환경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성능(분
석속도)개선을 위한 개선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
도록 한다. 개선된 프레임워크의 특징은 텍스트 
데이터를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처리하
는 것이 아니라 분산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분
산환경에서 처리 하도록 하여 분석 속도를 높이
도록 구현하였다. 아울러 I/O의 입출력 속도 뿐 
아니라 분산 프로세싱의 효과를 높이고자 텍스트

그림 1. I E 기반의 텍스트마이닝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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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이닝하는 과정에서도 맵리듀스 방법을 사용
하여 성능 문제를 개선하였다. 맵리듀스는 매퍼와 
리듀서 함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력된 값을 파
티셔너에서 셔플링을 한 뒤 리듀서 함수로 보내
어 처리한다.

  분산처리 시스템인 하둡은 다수개의 데이터 노
드를 통하여 잡을 처리 후 마스터 노드에 값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I/O의 입출력 및 시스템의 처
리 속도를 높였지만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지 않
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하둡 아키텍처에 대한 접근
이 어렵다 그래서 분산처리 시스템인 하둡에 쉽
게 접근 할 수 있는 오픈소스 third party 그룹을 
총칭하여 하둡ECO 시스템을 구성한다.

  문서를 분류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텍스트마이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서를 
수집하여 분산처리 파일시스템에 저장한 후 Map 
Reduce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여 형태소를 추출하
고 추출 된 형태소별로 어떤 단어가 문서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어별 클러스터
링을 수행하여 가중치를 부여 알고리즘을 결정한 
후 부여된 가중치 별로 문서 분류를 실행한다. 단
어의 개념/엔터티 모델을 만든 후 분류별 단어사
전을 작성하여 문서분류를 실행한다.

 첫번째, 문서의 수집이다. 본 연구에서 행해지는 
텍스트마이닝은 선분이력적 데이터의 특성을 반
영하도록 구현하기 때문에 문서의 자동 수집 기
능이 반드시 마이닝 기법 중에 포함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Scrapy를 사용하여 ITFIND에서 수
집되는 문서를 제목,요약,본문의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을 나누어 자동 수집하도록 구현 하였다. 

  두번째, 형태소 분리는 텍스트마이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영어의 경우 형태소가 다
른 언어에 비해 쉽게 분리 될 수 있는 특징도 가
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어권 이라
는 커다란 자원 및 기술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한국어 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적 축적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서야 텍스트
마이닝에 필수 요소인 형태소 분석에 관심을 가
지고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오
픈 소스 형태소 분석기인 코엔엘파이(konlpy)를 
사용하였다[3]. 좀더 좋은 형태소 분석 결과를 얻
기 위해 konlpy에서 제공하는 각 형태소 분석 라
이브러리들을 텍스트 별로 학습시켜 텍스트 유형
별로 다른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알고
리즘을 개발하였다.

  혼합적용 알고리즘은 다섯 개의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각각 결과를 도출 하여 각 센
텐스에서 동일하게 분리한 형태소는 사전에 등록 
시키고 다르게 분리한 단어에 대하여 형태소 분
석 라이브러리의 결과를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
였으며 다수결로 선택된 형태소는 다시 사전에 
등록되고 사전을 경험확률로 삼아 나이브 베이지
안 분류를 적용하여 학습되도록 알고리즘을 구현
하였다.[4]

 형태소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문장의 단어를 
분리하는 형태소를 분리한 결과 하나의 라이브러
리를 사용할 때 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림 2. 맵리듀스 동작원리

그림 3. 빅데이터 환경의 텍스트마이닝프레임워크

그림 4. 문서분류를 위한 텍스트마이닝 절차

그림 5.문서수집을 위한 수집 에이전트프레임워크

그림 6. 형태소 분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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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형태소추출을 위해 새로운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형태소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각 
ID(ex 02-004-130708-000011)기준으로 형태소가 
추출 되었다.

  세번째, 단어별 가중치 부여는 형태소가 분리된 
명사, 동사, 부사를 추출한다. 추출 방법은 분류별
로, 타이틀, 초록, 본문을 나누어 사용하여 
ITFIND에서 사용하는 분류에 따라 TF-IDF 알고리
즘을 사용하였다. 타이틀, 초록, 본문을 모두 합쳐 
TF(Term Frequency)를 추출하였다. 다음은 IT+자
동차에 대한 분류에서 얻은 단어 빈도수 이다.

  IT+자동차에 나온 단어를 빈도별로 확인해 보
면 차량, 자동차, 부품 등 자동차 관련 단어가 주
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IDF(Inverse 
Document Frequence)의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 

[5]  )/df( log  idf 10 tt N=  를 사용했다. 역문서 빈도는 

한 단어가 문서 집합 전체에서 얼마나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전체 문서의 
수를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의 수로 나눈 뒤 
보통은 스케일링을 취해 상용로그를 취하여 얻을 
수 있다. 

  네번째, 개념/엔터티 분류를 한다. 먼저 단어들
의 개념과 엔터티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
어를 의미 있는 분류작업을 위해 클러스터링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군집화 작업을 수행했다. 군집
화는 어떤 단어가 문서분류에 영향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계층적 군집화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결과를 알아보았다. 먼저 형태소 분석을 통해 
추출한 명사 400만개와 동사 1000여개 부사 300
여 개가 추출 되었지만 동사, 부사 같은 형태소는 
명사에 비해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에 명사 400만
개를 대상으로 계층적 군집화를 적용하였다. 군집
화 결과 15번째 노드에서부터 군집의 개념이 유
의미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번째, 분류기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단어사
전을 작성한다. 단어사전은 각 [6]계층적 군집화
를 통한 군집 클러스터 노드별로 차등적으로 가
중치를 부여하여 단어사전을 만든다.

  각 문서별로 단어 빈도수를 가진 데이터 형태
의 매트릭스를 만들어 [7]코사인 유사도를 적용한
다. 코사인 유사도는 텍스트마이닝 분야에서, 단
어 하나 하나는 각각의 차원을 구성하고 문서는 
각 단어가 문서에 나타나는 회수로 표현되는 벡
터값을 가진다. 이러한 다차원 공간에서 코사인 
유사도는 두 문서의 유사를 측정하는 매우 유용
한 방법이다.

  문서분류를 비교해 보면 사람이 수작업을 통해 
했던 결과와 형태분석을 통해 작성한 단어사전을 
이용하여 문서분류를 테스트한 결과 86%정도 일
치했다. 115개의 분류에 우연히 일치하는 확률이 
0.8%정도 임을 감안 할 때 굉장히 높은 일치 결
과를 보였다. 

그림 7. 형태소 분석 결과

그림 9. IT + 자동차 분류의 단어 빈도 그래프

그림 8. IT + 자동차에 나온 단어 빈도수 (TF)

그림 10. TF-IDF를 적용한 단어사전의 예시

그림 11. 문서별 단어 메트릭스

그림 12. 단어사전으로 분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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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문서내 텍스트에 코사인 유사도를 적
용하여 문서분류를 수행하였을 경우 일치할 확룔
이 91%로 좀 더 향상됨을 보여 주었다.

Ⅲ. 결  론

기존 한글 텍스트마이닝 연구에서는 형태소를 
분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형태소 분석 결과의 
정확성 문제 때문에 텍스트마이닝의 핵심인 개념/
엔터티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생략하거
나 특정 문서의 도메인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기
존 사전을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분석 결과
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빅
데이터 환경에서 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IT분야관련 문서 23만건 전체에 대하여 [8] 
bagging 및 boosting으로 대표되는 앙상블 학습법
을 적용하여 개념/엔터티를 만들고 단어들에 대한 
계층적 군집화를 통해 문서에 대한 단어별 가중
치를 스코어링 하는데 적용하였다. 또한 단어사전
에 TF-IDF기법을 바로 적용한 경우와 코사인 유
사도를 반영하여 적용하였을 경우 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사용해서 수행한 결과 분석 속도에는 거
의 차이가 없었지만 정확성은 약 5%정도 향상된 
결과를 도출 하였다. 

기대효과로는 Human fault에 따른 오분류의 감
소 및 1차 분류기를 통한 필터링 후 사람에 의한 
점검을 통해 텍스트 분류 작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기존 문서 분류 수행인력을 창조
적인 일로 재배치가 가능 하여 관련 산업 현장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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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코사인유사도적용 단어사전 분류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