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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사용자들은 각자의 목적 및 취향에 따라 여러 매체를 동시
에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에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터넷 
뉴스, 블로그 등 여러 매체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문서들은 
서로 유사한 주제, 심지어는 동일한 내용을 다루더라도 각 매체 별 정책 및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 카테고리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이종 매체를 아우르는 범위에서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탐색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매체 고유의 카테고리 체계는 그대
로 유지하면서 이종 매체 간 카테고리 매핑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개별 문서를 다양한 매체의 관점
에서 재분류하고 이러한 결과를 문서에 2차원 레이블로 저장함으로써, 이종 매체에 속한 다양한 문서들을 마치 
한 매체에 속한 것과 같이 동일한 카테고리 기준으로 탐색할 수 있는 논리적 장치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인터넷 뉴스 포털 사이트 두 곳의 뉴스 기사 6,000건에 대해 제안 방법론을 적용한 실험을 통해 각 기사에 
매체와 카테고리 정보로 구성된 2차원 레이블을 부여하였으며, 매체 간, 지도 학습과 준지도 학습 간, 동질 학
습 데이터와 이질학습 데이터 간의 정확도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특히 매우 흥미롭게도, 일부 카테고리에서 
이질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준지도 학습의 분류 정확도가 지도 학습 및 동질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준지도 학
습의 분류 정확도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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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스마트 기기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화

로 인해 사용자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인터넷 뉴스, 웹 커뮤니

티 등 다양한 매체를 시간과 장소에 제약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다

양한 기능과 목적을 지닌 매체들 또한 꾸준히 개

발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각자의 목적 및 취향

에 따라 일반적으로 여러 매체들을 동시에 이용

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 가운데 특히 인스타그램

(Instargram),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등의 사용이 두드러지며, 2013년 기준 국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는 평균 2.09개의 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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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verse category names in heterogeneous sources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직

업능력개발원, 2013). 이처럼 사용자들은 본인의 

의견 또는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함을 

물론, 반대로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에도 여러 매체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

듯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되고 수집되는 디지

털 정보의 양은 2020년에 35제타바이트(ZB)를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인터넷진

흥원, 2014).
이처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문서들

은 서로 유사한 주제, 심지어는 동일한 내용을 

다루더라도 각 매체 별 정책 및 기준에 따라 각

기 다른 카테고리(Category)로 관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Figure 1>은 “해외여행용 어플리케이

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문서가 각 매체 고유

의 카테고리 기준에 따라 “IT” “Travel”, “Life” 
등으로 상이하게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준

다. 이렇듯 각 매체마다 카테고리를 정의하는 관

점과 세분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 카테고

리가 매체마다 서로 다른 명칭과 구조로 관리될 

수 있다.
이러한 매체에 따른 분류 체계의 상이함은 전

체 매체를 아우르는 분석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시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의 조회는 크게 키워드를 통한 

검색과 카테고리를 통한 탐색으로 구분된다. 전
자의 경우 획득하고자 하는 정보의 주제가 비교

적 구체적인 경우 사용되며, 문서가 속한 카테고

리의 명칭 및 구조와 무관하게 내용에 기반하여 

결과가 도출된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찾고자 

하는 문서의 주제가 키워드 수준으로 명확하지 

않고 분야 수준에 머무는 초기 탐색의 경우, 후
자와 같이 특정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해당 카테

고리 내의 문서를 조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한 이러한 탐색의 범위는 하나의 매체에만 국한

되지 않으며, 점차 다양한 매체의 문서에 대한 

탐색, 수집 및 분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각 매체

마다 서로 상이한 카테고리 구조 및 명칭을 갖기 

때문에, 이처럼 이종 매체를 아우르는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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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기란 매

우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

인 방법으로 모든 매체의 카테고리 체계를 표준

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매체

들은 고유의 목적과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매체의 카테고리 체계를 통일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도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매체 고유의 카테고리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이종 매체간 카테고리 매핑을 수행하

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개별 문서를 다

양한 매체의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이러한 분류 

결과를 문서에 2차원 레이블(Label)로 저장함으

로써, 이종 매체에 속한 다양한 문서들을 마치 

한 매체에 속한 것과 같이 동일한 카테고리 기준

으로 탐색할 수 있는 논리적 장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이후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장인 2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

구들을 요약하고,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체적인 

개요와 방법론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한 실험 결

과를 살펴보고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

여, 한계, 그리고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

터가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있으며, 이렇게 발생

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을 빅

데이터 분석이라 한다(McKinsey, 2011). 또한 최

근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매체들이 더욱 다양해졌

으며, 이를 통해 수집한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분야의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은 다

량의 텍스트 문서 또는 문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Hearst, 1999), 기본적으로 비정형 텍스트

에 대한 구조화 이후 기존의 일반적인 데이터 마

이닝 기법을 적용하는 형태로 분석이 이루어진

다. 비정형 텍스트의 구조화에는 행렬, 계층, 벡
터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벡터공간

모델(Vector Space Model)(Salton et al., 1975)에 

기반을 둔 구조화가 수행된다. 
텍스트 마이닝의 세부 분야 중 가장 활발한 응

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토픽 모

델링(Topic Modeling)과 문서 분류(Document 
Classification)을 들 수 있다. 우선 토픽 모델링은 

대상 문서를 유사도에 따라 그룹화하고 각 그룹

을 대표하는 주요 용어를 제시함으로써, 방대한 

양의 문서로부터 주요 토픽을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다. 문서 간 유사도는 기본적으로 

코사인 유사도(Salton and McGill, 1986)로 측정

되며, 최근에는 LSA(Latent Semantic Analysis) 
(Deer wester et al., 1990), PLSA(Probabilistic 
LSA)(Hofmann, 1999),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Blei et al., 2003) 등 다양한 기법이 토

픽 모델링에 사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토픽 모

델링은 유사성에 따라 객체들을 그룹화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군집화(Clustering)의 한 영역이

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토픽 모델링은 경성 군

집화(Hard Clustering)가 아닌 연성 군집화(Soft 
Clustering)을 적용한다는 점, 그리고 결과 군집

에 단순 식별자를 부여하는 대신 용어 집합을 통

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군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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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국가 R&D 과제와 과학기술정

보를 융합하여 다차원 연계 지식 맵 서비스 구축

을 시도한 연구(Jeong, 2015), 병사들의 SNS와 

군 내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군 내 병사 사고 예

측방법론을 제안한 연구(Yoon, 2015) 등 국내에

서도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의 또 다른 대표적 응용인 문

서 분류는 주어진 미문서가 포함하고 있는 용어

를 분석하여 해당 문서를 특정 분류로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내며, 기본적으로 이미 분류가 이루

어진 다수의 문서에 대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통해 분류기를 생성하고 이를 미분

류 문서의 구분에 적용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이 분야는 Joachims(1998)가 SVM(Vapnik, 1995) 
기법을 문서 분류에 적용하면서 많은 후속 연구

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

해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

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문서 분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기
반으로 이루어졌으며, SVM을 포함한 다양한 

분류기의 특성 선택(Feature Selection) 성능을 

비교한 연구(Rogati and Yang, 2002), 분류의 수

가 많을 때 분류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부작용을 

개선한 연구(Rubin et al., 2012), 단문의 주요 키

워드를 질의어로 사용하여 단문을 분류한 연구

(Sun, 2012)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문
서 분류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

인 예로 차원 축소를 통해 한글 문서 분류기의 

성능을 개선한 연구(Li et al., 2010), 특허 문서

에 대해 다양한 문서 분류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한 연구(Kang et al., 2016), 단일 분류를 갖

고 있는 문서의 기준을 확장하여 다중 분류를 

배정하는 연구(Hong et al., 2014) 등 문서 분류

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그 활용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지도학습 기반의 전통적인 문서 분류

기는 학습 과정에 상당히 많은 수의 기분류 문서

(Labeled Documents)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분류 

문서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매체의 경우 

전통적인 분류기를 통해 문서 분류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기분류 문서의 수가 현저

히 적을 때에는 분류의 편중(Bias), 과적합

(Overfitting), 과소적합(Underfitting) 등으로 인해 

모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특히 문서 분류기를 서로 다른 매체에 

반복적으로 상호 적용함으로써 각 문서가 다양

한 매체에 대응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식별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임을 감안할 때, 기존 지도

학습 기반의 전통적인 문서 분류기는 제안 방법

론에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에는 지

도학습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준

지도 학습(Semi-Supervised Learning)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준지도 학습은 기분류 문서

만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

리, 미분류 문서와 기분류 문서를 함께 학습 데

이터로 활용함으로써 충분한 기분류 문서를 확

보하지 못한 환경에서의 문서 분류에 적합한 기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준지도 학습 방식

의 장점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준지도 방식의 문

서 분류에 대한 많은 연구(Ko and Seo, 2008; 
Kim and Lee, 2007; Liu et al., 2003; Lu et al., 
2013)가 활발하게 수행되었으며, 준지도 문서 분

류기의 정확도를 평가(Silva and Ribeiro, 2004)하
고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Lee et al., 2015; Ni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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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earch overview

et al., 2006)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준

지도 학습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매체의 매우 소량의 기분류 문

서만을 기준 문서(Seed Documents)로 사용하여 

각 문서의 매체별 대응 카테고리를 2차원 레이

블로 식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3. 제안 방법론

3.1 연구모형

본 장에서는 이종 매체에서 추출된 문서들에 

대한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고 각 매체 별 토픽과 

문서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문서 분류기를 생성

한 뒤, 생성된 분류기를 활용하여 각 문서를 다

양한 매체의 기준으로 레이블링하는 방안을 제

시한다. 제안하는 방법론은 둘 이상의 다양한 매

체에 대해 적용되며, 하나의 매체를 기준 소스

(Base Source)로, 다른 매체들을 대상 소스(Target 
Source)로 간주한다. 이러한 과정은 각 매체에 대

해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예를 들어 총 N개의 매

체가 있는 경우 각 매체는 한 번은 기준 소스, 
(N-1)번은 대상 소스의 역할로 참여한다. 이렇듯 

제안 방법론은 이론상 개수의 제한이 없는 복수

개의 매체에 반복 적용 가능하지만, 본 부절에서

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단 두 개의 매체만 존재

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제안 방법론의 개요는 

<Figure 2>에 제시되어 있다.
<Figure 2>에서 기준 소스는 이미 고유의 카테

고리 체계를 갖고 있으며, 기준 소스로부터 추출

한 문서들은 모두 기분류 문서(Labeled Documents)
이다. 이들 문서의 집합을 시드 문서(Seed 
Documents)라고 하며, 분류 학습의 원천으로 사

용된다. 한편 분류의 대상이 되는 대상 소스의 

경우 기준 소스의 관점에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부여받게 되므로, 고유의 카테고리 체계는 모두 

무시된다. 따라서 대상 소스로부터 추출한 문서

들은 모두 미분류 문서(Unlabeled Documents)로 

간주된다. 또한 기준 소스의 규모가 매우 작아서 

시드 문서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학습을 위

해 필요한 기분류 문서를 보강할 필요가 있으므

로, 제안 방법론은 대상 소스로부터 미분류 문서 

일부를 추출하여 학습에 활용하는 준지도 학습 

방법을 채택한다. 그림에서 (b)는 기분류 문서 보

강을 위한 문서, (c)는 최종적으로 분류될 문서를 

나타낸다. 제안 방법론의 프로세스는 크게 문서

의 구조화를 위한 토픽 모델링, 1차 학습 및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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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그리고 2차 학습 및 분류로 구성되며, 각각 

<Figure 2>의 상단, 하단 좌측, 그리고 하단 중앙

에 나타나있다. 본 방법론의 단계별 설명은 3.2
절과 3.3절에서 자세히 다루고, 전체 과정을 실

제 데이터에 적용한 실험 결과는 4장에서 소개

한다. 

3.2 토픽 모델링을 통한 비정형 문서의

구조화

본 절에서는 토픽 모델링을 통해 문서와 토픽 

간의 대응도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 문서

를 구조화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우선 웹 상에 

존재하는 이종 매체들로부터 문서를 수집한 후, 
수집된 문서들을 모두 통합하여 토픽 모델링을 

수행한다. 토픽 모델링은 이미 기존의 많은 연구

들을 통해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토픽 모델링의 과정에 대한 자세한 소개 대신 

주요 개념만을 간략히 소개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문서가 포함하고 있는 용

어의 수는 일반적으로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문
서를 용어의 빈도에 기반을 두어 구조화하는 과

정에서 용어에 대한 차원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

다. 이 때 사용된 차원의 수가 일반적인 토픽 모

델링에서의 토픽의 수를 나타낸다. 이후 각 용어

가 토픽에 대응되는 정도인 용어 가중치(Term 
Topic Weight)를 산출할 수 있으며, 용어 가중치

는 정해진 용어 임계값(Term Cutoff) 이상인 경

우, 해당 토픽을 나타내는 용어로 간주된다. 임
계값으로는 주로 각 토픽의 모든 용어 가중치의 

“평균 + 1σ(Sigma, 표준편차)”가 사용된다. 유사

한 방식으로 각 문서의 문서 가중치(Document 
Topic Weight) 또한 산출할 수 있는데, 이는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와 용어 가중치의 곱의 표준합

(Normalized Sum)으로 계산된다. 문서 가중치 또

한 임계값 이상의 값을 갖는 경우 해당 문서가 

해당 토픽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며, 임계값으

로는 주로 각 토픽의 모든 문서 가중치의 “평균 

+ 1σ”가 사용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방대한 

문서로부터 주요 토픽을 추출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토픽의 추출보다는 토픽 모델링 과

정에서 산출되는 문서 가중치에 주목한다. 즉 각 

문서를 각 토픽에 대응되는 정도인 문서 가중치

의 벡터로 나타냄으로써 문서를 구조적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후 문서 가중치 벡터를 입

력 변수로, 카테고리를 목적 변수로 설정하여 문

서 분류를 위한 학습 및 분류를 수행하게 된다. 
토픽 모델링을 통한 문서 구조화의 예가 <Figure 
3>에 나타나있다.

<Figure 3(a)>는 기준 소스로부터 도출된 시드 

문서를 나타내며 “IT”, “Politics”, “Ent.” 등의 카

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다. 한편 <Figure 3(b)>와 

<Figure 3(c)>의 경우 대상 소스로부터 도출된 문

서로 “Cate1”, “Cate2”, “Cate3”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기준 소스

의 카테고리만이 유효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대
상 소스로부터 도출된 문서의 기존 카테고리는 

모두 무시된다. 따라서 <Figure 3>에서 “B_Doc1” 
~ “B_Doc3”은 기분류 문서로, “O_Doc4” ~ 
“O_Doc9”는 미분류 문서로 사용된다. <Figure 
3>에서 (a), (b), 그리고 (c)의 문서는 모두 한꺼번

에 토픽 모델링의 입력으로 사용되며, 그 분석 

결과가 <Figure 3(d)>에 나타나있다. <Figure 
3(d)>의 우측 부분은 각 토픽에 대한 각 문서의 

문서 가중치를 나타내며, 향후 분석에서 입력 변

수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B_Doc1” 문서의 경

우 (“IT”, 1.2, 0.9, 0.7, 1.3, 1.1, ...)의 벡터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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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ample of structured documents using topic modeling

화되며, 가장 첫 요소는 목적 변수, 그리고 나머

지 요소들은 입력 변수로 구분된다. 이렇게 구조

화된 문서에 대한 분류 과정은 본 장의 이후 부

분에서 소개한다.

3.3 1차 학습 및 분류

일반적인 문서 분류기가 채택하는 방식인 지

도 학습의 경우, 소량의 기분류 문서만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경우에는 편중, 과적합, 과소적

합 등의 현상으로 인해 분류기의 성능이 낮게 나

타남이 이미 알려진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를 극복하기 위해 카테고리 분류 과정에 지도 학

습이 아닌 준지도 학습을 활용한다. 이미 준지도 

학습의 성능 향상을 위해 최대기대(Expectation 
Maximization) 기반, 그래프(Graph) 기반, 
co-training 기반 알고리즘 등 다양한 방법이 고안

되어 왔다. 하지만 준지도 학습의 성능 개선은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아니므

로, 본 연구에서는 준지도 학습 과정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법을 사용한다. 즉, 소량의 

기분류 문서를 학습 집합으로 활용하여 미분류 

문서의 일부를 분류한 후, 이렇게 분류된 미분류 

문서를 기존의 기분류 문서와 통합하여 새로운 

학습 집합으로 사용한다. 준지도 학습 기반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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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Learning stage of semi-supervised learning

서 분류 중 1차 학습 및 분류 단계에 관한 설명

이 <Figure 4>에 나타나있다. 
<Figure 4(a)>는 소량의 기분류 문서를 나타내

며, 이들 문서에 대한 학습을 통해 분류 알고리

즘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분류 알고리즘을 

통해 <Figure 4(b)>의 미분류 문서를 분류함으로

써 <Figure 4(c)>와 같은 기분류 문서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으며, 이렇게 추가 분류된 문서가 

기존의 기분류 문서와 함께 추후 학습에 활용된

다. 이 과정에서 분류된 문서 전부가 아닌 일부, 
즉 분류된 문서의 분류 확률(Probability or Score)
이 특정 임계값 이상인 문서만을 추후 학습에 활

용할 수도 있다.

3.4 2차 학습 및 분류

1차 학습 및 분류를 통해 새로 분류된 문서는 

기존의 기분류 문서와 통합되어 2차 분류의 학

습 데이터로 활용된다. 2차 분류는 앞에서 소개

한 1차 분류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수행되며, 이 

과정은 <Figure 5>에 나타나있다. 
<Figure 5(a)>는 <Figure 4(d)>에 해당하는 문

서 집합으로, 2차 분류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타겟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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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ategory mapping example

<Figure 5> Scoring stage of semi-supervised learning

문서(<Figure 5(b)>)의 카테고리를 식별하게 되

며, 그 결과가 <Figure 5(c)>에 나타나있다. 
본 장에서는 편의를 위해 두 매체로부터 문서

가 도출된 경우만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지만, 제
안하는 방법론은 유사한 과정의 반복 적용을 통

해 둘 이상의 매체에 확장 적용될 수 있다. 이 경

우 최종 결과물은 <Figure 6>과 같은 형태로 나

타나게 되며, 각 문서는 원 소속 매체의 카테고

리 뿐 아니라 서로 상이한 구조를 가진 다른 매

체의 카테고리 정보 또한 동시에 갖게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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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xperiment Design

를 들어 <Figure 6>에서 1번 문서의 경우 원래 

매체 “D News”의 카테고리 “IT”에 속한 문서이

며, 제안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매체 “N Blog”
의 카테고리 “Travel”과 매체 “A Discussion”의 

카테고리 “Life”에도 추가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안 방법론의 개념 및 과정을 간

략한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실

제 데이터를 통해 본 방법론을 적용한 실험 과정 

및 결과를 소개한다.

4. 실험

4.1 실험 개요

본 장에서는 실제 수집된 이종 매체 문서에 대

하여 제안 방법론을 적용한 실험 과정 및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실험 대상 매체로는 인터넷 뉴

스 포털인 ‘N’ 사이트와 ‘O’ 사이트를 선정하였

으며, 각 사이트로부터 뉴스 기사 3,000건씩 총 

6,000건의 뉴스 기사 수집하였다. 기사 원문은 

JAVA 기반의 크롤러를 직접 제작하여 수집하였

으며, 제안 방법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나 

추이 등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데이터 수집 기

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약을 두지 않았다. 사이

트 ‘N’은 ‘IT과학’,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

화’, ‘세계’, ‘스포츠’, 그리고 ‘연예’ 등 총 8개의 

카테고리 분류 체계를 갖고 있었으며, 사이트 

‘O’는 ‘경제’,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
회’, ‘정치’, 그리고 ‘여성’ 등 총 7개의 카테고리

를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 카테고리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문서 수가 극히 적어 본 실

험에서 제외하였으며, 사이트 ‘N’의 8개 카테고

리와 사이트 ‘O’의 6개의 카테고리에 포함된 기

사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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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행한 실험의 개요가 <Figure 7>에 제시되어

있다.
본 실험의 목적은 제안 방법론을 통해 실제 문

서에 대해 다양한 매체의 기준에 따른 카테고리 

식별 과정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제안 방법론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제안 방법

론에 따른 문서 분류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이

다. 하지만 기준 문서와 대상 문서의 카테고리 

체계 및 명칭이 상이하기 때문에, 제안 방법론에 

대한 직접적인 정확도 평가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사이트 ‘O’의 ‘교육’ 카테고

리에 속하는 기사가 사이트 ‘N’의 ‘사회’ 카테고

리로 분류되었을 때, 이 분류에 대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제안 방법론의 정확성을 

직접 평가하는 대신, 본 장에서는 여러 상황에 

따른 제안 방법론의 정확도 차이를 비교하는 실

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소개한다. 
우선 각 매체의 특성이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실험을 사이트 ‘N’의 문

서를 분류하는 실험과 사이트 ‘O’의 문서를 분류

하는 실험의 두 가지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Figure 7>에서 (1) ~ (3)은 사이트 ‘N’에 대한 실

험을, (4) ~ (6)은 사이트 ‘O’에 대한 실험을 나타

낸다. 다음으로 학습을 위한 기분류 문서의 수가 

충분한 경우의 지도 학습과 기분류 문서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의 준지도 학습의 정확도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사이트 

‘N’의 문서 분류 실험을 예로 들면, <Figure 7>에
서 (1)의 경우 사이트 ‘N’의 기분류 문서 1,500개
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사이트 ‘N’
의 미분류 문서 1,500개를 분류하는 실험을 의미

한다. 한편 (2)와 (3)의 경우 사이트 ‘N’의 기분류 

문서 300개가 주어져있을 때 사이트 ‘N’의 미분

류 문서 1,500개를 분류하는 상황을 가정한 실험

이다. 마지막으로 1차 분류 과정에서 학습 데이

터의 이질성이 최종 분류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Figure 7>에서 (2)
의 경우 기준 문서와 동일하게 사이트 ‘N’으로부

터 추출한 미분류 문서 1,200개를 1차 분류에 사

용하였으며, (3)의 경우 기준 문서는 다르게 사이

트 ‘O’로부터 추출한 미분류 문서 1,200개를 1차 

분류에 사용하였다. 사이트 ‘O’를 대상으로 한 

실험 (4) ~ (6)의 경우 사이트 ‘N’을 대상으로 한 

실험 (1) ~ (3)에 대응되므로, 사이트 ‘O’의 실험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 절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른 

실험 과정 및 결과를 <Figure 7>의 실험 (2)를 기

준으로 소개하며, 사이트 ‘N’과 사이트 ‘O’, 지도 

학습과 준지도 학습, 그리고 동질 학습 데이터 

사용과 이질 학습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정확도

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4.3절에서 다룬다. 

4.2 단계별 실험 과정 및 중간 산출물

4.2.1 토픽 모델링을 통한 데이터 구조화

본 단계에서는 수집된 문서의 토픽 모델링 진

행 과정 및 결과를 소개한다. <Figure 8>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데이터 마이닝 상용 도구 중 하나

인 SAS Enterprise Miner 12.1의 Text Miner 모듈

을 사용하여 파싱, 필터링, 토픽 분석 순으로 문

서 3,000건에 대해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이메일, URL, 기타 무의미한 단어 등 불필

요한 어휘를 제거하기 위해 총 68,822개의 어휘

를 수록한 불용어 사전(Stop List)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서에 포함된 여러 용어들 중 핵

심 용어만을 문서의 구조화에 활용하기 위해 명

사만을 활용하여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구조화를 위한 차원의 수, 즉 전체 토픽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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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Flow Diagram for topic modeling

<Figure 9> Flow diagram for first learning and scoring

50개로 한정하였다. 
<Figure 8>의 과정을 통해 토픽 모델링을 수행

한 결과물의 일부가 <Figure 9>에 소개되어 있

다. 첫째 열은 문서의 고유 식별 번호를 나타내

며, 이후 총 50개의 열을 통해 각 토픽에 대해 문

서가 갖는 대응도인 문서 가중치가 나타난다. 마
지막 두 열에는 문서가 원래 속해있던 카테고리

의 정보와 문서의 본문이 나타나 있다. <Figure 
9>의 테이블에서 문서 가중치 50개는 문서 분류 

학습의 입력 변수로, 카테고리는 목적 변수로 활

용되며, 문서의 본문은 구조화 이후의 단계에서

는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다.

4.2.2 1차 학습 및 분류 실험

본 단계에서는 3.3절에서 소개한 1차 학습 및 

분류 실험의 과정 및 결과를 소개한다. 이 과정 

역시 앞에서 사용한 SAS Enterprise Miner 12.1을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학습 및 분류 과정은 

<Figure 10>에 나타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된

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절에서는 

<Figure 7>의 6가지 실험 중 실험 (2), 즉 시드 문

서와 추가 문서, 그리고 목적 문서로 모두 사이

트 ‘N’의 기사를 사용한 실험을 예로 들어 소개

한다. 구체적으로 <Figure 10>에서 학습용 데이

터는 ‘N’ 사의 인터넷 뉴스 300 건을 사용하였으

며, 학습을 위한 분석용과 평가용 데이터의 비율

을 7 : 3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예측 모형의 선정

을 위해 의사결정나무, 회귀분석, 신경망의 세 

가지 모형 모두를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실험 결

과 신경망의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이후 모든 실험에서는 동일하게 신경망 모

형만을 분류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경망 

분석을 통해 도출된 규칙을 ‘N’사의 문서 1,200
건의 분류(Classification or Scoring)에 적용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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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Flow diagram for first learning and scoring

<Figure 11> Result of first stage (part)

과가 <Figure 11>에 나타나있다. 
<Figure 11>의 맨 좌측 열부터 “Topic_50”까지

의 열은 <Figure 9>에서 소개한 바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이후 “Category_1” ~ “Category 
_8”까지의 8개 열은 각 문서가 해당 카테고리로 

분류될 확률을 나타내며, 8개 값 중 가장 큰 값이 

“EM_Probability” 열에, 그리고 이 값에 대응되는 

카테고리의 명칭이 “EM_Classification” 열에 나

타나있다. 이렇게 카테고리가 식별된 미분류 문

서는 시드 문서로 사용된 기분류 문서와 통합되

며, 2차 학습 및 분류 과정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

된다.
한편 1차 분류에 사용된 미분류 문서 1,200건

의 경우 시드 문서와 마찬가지로 사이트 ‘N’으로

부터 추출되었으며 카테고리 정보를 갖고 있으

므로, 1차 분류를 통해 식별된 카테고리와 원 소

속 카테고리와의 비교를 통해 분류 정확도를 측

정할 수 있다. <Figure 10>을 통해 나타난 실험 

(2)의 경우 분류 정확도가 65.08%로 나타났으며, 
사이트 ‘O’에 대해 수행한 실험 (4)의 경우 분류 

정확도가 63.5%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준지도 학습을 위한 최근 알고리즘의 적용을 통

해 1차 분류에서의 오분류로 인한 성능 저하를 

줄일 수 있지만, 준지도 학습의 성능 개선은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아니므로, 
본 실험에서는 <Figure 11>의 결과를 이후 분석

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4.2.3 2차 학습 및 분류 실험

본 단계는 실험의 마지막 단계로서 1차 학습 

및 분류 실험을 통해 보강된 학습 데이터를 활용

하여 최종적인 목적 문서에 카테고리를 부여하

는 과정이다. 이 과정 역시 SAS Enterprise M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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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Flow diagram for second learning and scoring

<Figure 13> Result of second stage (part)

<Table 1> Accuracy Comparison

12.1을 활용하였으며, 실험은 1차 학습 및 분류 

실험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 <Figure 
12>는 2차 학습 및 분류 과정을 나타내며, 최종 

목적 문서로는 사이트 ‘N’의 문서 1,500건이 사

용되었다. 또한 보강된 학습 데이터 1,500건을 

통해 도출한 규칙을 목적 데이터의 1,500건의 분

류에 적용한 결과가 <Figure 13>에 나타나있다.

4.3 실험 결과 분석

본 절에서는 제안 방법론의 성능을 간접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 여러 상황에 따른 제안 방법

론의 정확도를 비교 분석한다. 정확도 비교는 매

체 간 비교, 지도 학습과 준지도 학습 비교, 학습 

데이터의 이질성 비교의 세 가지 관점에서 이루

어졌다. 이상 전체 6가지 실험의 정확도를 요약

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의 결과에 따르면 지도 학습의 경우 

사이트 ‘N’이 사이트 ‘O’에 비해 분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준지도 학습의 경우 반대로 사

이트 ‘O’가 사이트 ‘N’에 비해 분류 정확도가 높

게 나타났다. 한편 두 사이트 모두에 대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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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Accuracy of experiment for site ‘N’

<Figure 15> Accuracy of experiment for sit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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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Accuracy of experiment by category (Site ‘N’)

데이터가 충분한 경우 수행 가능한 지도 학습이 

준지도 학습에 비해 분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학습 데이터의 이질성 비교 실험

의 경우, 동일 소스로부터 학습 데이터를 보강한 

경우가 이질 소스로부터 학습 데이터를 보강한 

경우에 비해 분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각 

실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우선 <Figure 14>는 사이트 ‘N’의 문서에 대한 

분류 실험 세 가지의 누적 반응 검출률(Cumulative 
Response)을 나타낸다. 실험 (1), (2), 그리고 (3)
의 결과는 그래프에서 각각 점선, 흐린 실선, 그
리고 짙은 실선으로 나타나있다. 본 그래프는 각 

실험에서 나타난 각 문서의 분류 확률의 내림차

순으로 문서를 정렬한 뒤, 정렬 순서에 따른 각 

문서의 분류 정확도를 누적으로 측정한 것이다. 
실험 결과 (1)번 실험 최상위 문서의 일부 구간

을 제외하면, 세 가지 실험 모두 가파른 우하향 

형태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즉 세 가지 경우 모

두 상위 스코어를 갖는 문서의 예측 정확도가 하

위 스코어를 갖는 문서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

나는 바람직한 특징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현상은 <Figure 15>의 사이트 ‘O’에 대한 문

서 분류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위의 <Figure 14>와 <Figure 15>를 통해, 두 개

의 사이트 모두에서 기준 소스와 동일한 매체의 

문서를 학습 데이터의 보강에 사용하는 경우가 

기준 소스와 다른 매체의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

에 비해 분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

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각 매체의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

상인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6가지 실험

에 각각에 대해 각 카테고리 별 분류 정확도를 

측정하는 추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사이트 ‘N’에 

대한 실험 결과는 <Figure 16>에, 사이트 ‘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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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Accuracy of experiment by category (Site ‘O’)

대한 실험 결과는 <Figure 17>에 제시되어 있으

며, 그림에서 빗금으로 나타난 막대(Bar)는 지도 

학습, 흰색으로 나타난 막대는 동질 준지도 학습, 
그리고 회색으로 나타난 막대는 이질 준지도 학

습의 분류 정확도를 나타낸다.
매우 흥미롭게도, ‘경제’, ‘생활문화’, ‘스포츠’, 

‘연예’, 그리고 ‘정치’ 등의 카테고리의 경우 이

질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준지도 학습의 정확도

가 동질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문화’와 ‘정치’ 
카테고리의 경우 이질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준

지도 학습의 정확도가 지도 학습의 경우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Figure 17>의 사

이트 ‘O’에 대한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서, ‘경제’, ‘교육’, 그리고 ‘정치’ 등의 카테고리

에서 이질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준지도 학습의 

정확도가 동질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에 비

해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중 ‘교육’ 카테고

리의 경우는 이질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준지도 

학습의 정확도가 지도 학습의 경우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본 장에서 수행한 6가지 성능 비교 

실험의 결과는 각 카테고리에 따라 매우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일부 카테고리의 경우 이

질 준지도 학습의 분류 정확도가 동질 준지도 학

습 뿐 아니라 지도 학습의 분류 정확도보다도 오

히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분류 정

확도가 카테고리 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원인 

및 이질적인 문서가 학습 데이터 보강에 어떤 영

향을 주는지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을 통해, 
제안 방법론의 정확도와 활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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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문서들은 서로 

유사한 주제, 심지어는 동일한 내용을 다루더라

도, 각 매체 별 정책 및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 

카테고리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이종 매체를 

아우르는 범위에서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탐색

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기존 매체 고유의 카테고리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종 매체간 카테고리 매핑을 수행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별 문서

를 다양한 매체의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이러한 

분류 결과를 문서의 추가 속성으로 저장함으로

써, 이종 매체에 속한 다양한 문서들을 마치 한 

매체에 속한 것과 같이 동일한 카테고리 기준으

로 탐색할 수 있는 논리적 장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 방법론의 성능 평가를 위해 실제 인터

넷 뉴스 포털 사이트 두 곳으로부터 뉴스 기사 

6,000건을 수집하여 매체 간, 지도 학습과 준지

도 학습 간, 동질 학습 데이터와 이질 학습 데이

터 간의 정확도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특히 

매우 흥미롭게도, 일부 카테고리에서 이질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준지도 학습의 분류 정확도가 

지도 학습 및 동질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준지도 

학습의 분류 정확도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현상

을 발견하였다. 
제안 방법론은 다음의 측면에서 학술적, 실무

적 차원의 기여를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우선 

학술적 측면에서 제안 방법론은 상이한 분류 체

계를 갖는 이질적인 매체에 대해, 기존의 물리적 

분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전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논리적인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준지도 학습 

과정에서 기준 문서와 동일한 소스의 문서뿐 아

니라, 별도의 소스로부터 문서를 추출하여 이를 

학습 데이터로 보강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은 매

우 새로운 시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이질

적인 학습 데이터의 사용으로 인한 분류 정확도

의 차이가 각 카테고리 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

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카테고리 별 특징 분석

을 통해 제안 방법론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이와 같은 학술적 기여 외에 본 연구의 기여는 

실무적 측면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

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탐색의 범위는 하나의 

매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매체의 문서

에 대한 탐색, 수집 및 분석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각 매체마다 서로 

상이한 카테고리 구조 및 명칭을 갖기 때문에, 
이종 매체를 아우르는 범위에서 특정 카테고리

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

한 상황에서 제안 방법론은 기존 사이트의 특성 

및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사이트를 선택하여 해당 사이트의 카테고리 분

류를 기준으로 전체 문서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욱이 제

안 방법론을 통해 사용자가 자신만의 카테고리 

구조를 설계하고, 여러 매체에 수록된 다양한 문

서를 자신이 설계한 카테고리 구조에 맞게 관리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실무 활용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방법론은 향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보

완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제안 방

법론의 성능에 대한 간접적인 비교 평가만이 이

루어졌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 방법론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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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도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즉 대상 소스의 문서를 기준 소스의 

카테고리 체계에 따라 재분류한 뒤, 이러한 분류

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실제 사용자 

평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법론의 

정교화를 통해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준지도 학습을 활용한 1차 분류 

과정에서도 기존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보다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1
차와 2차 분류과정 모두에서 더욱 다양한 분류 

모형을 적용하여 정확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실험의 마지막 결과로 제시한 카

테고리 별 분류 정확도 비교에 대한 깊은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질 준지도 학습

의 분류 정확도가 오히려 지도 학습의 분류 정확

도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난 일부 카테고리의 특

성을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매체로부터 이질적

인 문서를 획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서 분류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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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pping Categories of Heterogeneous Sources

Using Text Analytics

1)Dasom Kim*․Namgyu Kim**

In recent years, the proliferation of diverse social networking services has led users to use many 
mediums simultaneously depending on their individual purpose and taste. Besides, while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particular themes, they usually employ various mediums such as social networking 
services, Internet news, and blogs. However, in terms of management, each document circulated through 
diverse mediums is placed in different categories on the basis of each source’s policy and standards, 
hindering any attempt to conduct research on a specific category across different kinds of sources. For 
example, documents containing content on “Application for a foreign travel” can be classified into 
“Information Technology,” “Travel,” or “Life and Culture” according to the peculiar standard of each 
source. Likewise, with different viewpoints of definition and levels of specification for each source, similar 
categories can be named and structured differently in accordance with each sourc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proposes a plan for conducting category mapping between 
different sources with various mediums while maintaining the existing category system of the medium as 
it is. Specifically, by re-classifying individual documents from the viewpoint of diverse sources and storing 
the result of such a classification as extra attributes, this study proposes a logical layer by which users 
can search for a specific document from multiple heterogeneous sources with different category names as 
if they belong to the same source. Besides, by collecting 6,000 articles of news from two Internet news 
portals,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compare accuracy among sources, supervised learning and 
semi-supervised learning, and homogeneous and heterogeneous learning data. It is particularly interesting 
that in some categories, classifying accuracy of semi-supervised learning using heterogeneous learning data 
proved to be higher than that of supervised learning and semi-supervised learning, which used homogeneous 
learn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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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s. First, it proposes a logical plan for establishing a system 
to integrate and manage all the heterogeneous mediums in different classifying systems while maintaining 
the existing physical classifying system as it is. This study’s results particularly exhibit very different 
classifying accuracies in accordance with the heterogeneity of learning data; this is expected to spur further 
studies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ology through th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by category. In addition, with an increasing demand for search, collection, and analysis of documents from 
diverse mediums, the scope of the Internet search is not restricted to one medium. However, since each 
medium has a different categorical structure and name, it is actually very difficult to search for a specific 
category insofar as encompassing heterogeneous mediums. The proposed methodology is also significant 
for presenting a plan that enquires into all the documents regarding the standards of the relevant sites’ 
categorical classification when the users select the desired site, while maintaining the existing site’s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as it is. 

This study’s proposed methodology needs to be further complemented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though only an indirect comparison and evaluation was made on the performance of this proposed 
methodology, future studies would need to conduct more direct tests on its accuracy. That is, after 
re-classifying documents of the object source on the basis of the categorical system of the existing source, 
the extent to which the classification was accurate needs to be verified through evaluation by actual users. 
In addition, the accuracy in classification needs to be increased by making the methodology more 
sophisticated. Furthermore, an understanding is requir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some categories that 
showed a rather higher classifying accuracy of heterogeneous semi-supervised learning than that of 
supervised learning might assist in obtaining heterogeneous documents from diverse mediums and seeking 
plans that enhance the accuracy of document classification through its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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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부회장, 한국정보기술
응용학회 부회장, 한국경영정보학회 이사, 한국CRM학회 이사, 한국IT서비스학회지 편
집위원, JITAM 편집위원, 한국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편집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한국생
산성본부 TOPCIT 개발사업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