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문화 콘텐츠 표준체계를 활용한 
자동 텍스트 분류 시스템
허윤아, 이동엽, 김규경, 유원희, 임희석*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A System for Automatic Classification of 
Traditional Culture Texts

YunA Hur, DongYub Lee, Kuekyeng Kim, Wonhee Yu, HeuiSeok Lim*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요 약 한국 문화의 역사, 전통과 관련된 디지털 웹 문서가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창작자 또는 전통 문화와

관련된 소재를 찾는 사용자들은 정보를 검색해도 결과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나

타나고있다. 이런 효과적인 정보를접하기위해서는문서 분류가필요하다. 과거에 문서 분류는작업자가수작업으

로 문서 분류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비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기계학습 기반으로 한 자동 문서 분류를

통해 효율적인 문서 분류가 이루어진다. 이에 본 논문은 전통문화 콘텐츠를 체계적인 분류체계로 구성한 한민족정

보문화마당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통문화콘텐츠자동텍스트분류 모델을 개발한다. 본 연구는 한민족정보문화마당

텍스트 데이터에대해 단어빈도수를 추출하기 위해 TF-IDF모델, Bag-of-Words 모델, TF-IDF/Bag-of-Words

를 결합한 모델을 적용하여 각각 SVM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통문화 콘텐츠 자동 텍스트 분류 모델을 개발

하여 성능평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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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net have increased the number of digital web documents related to the history and
traditions of Korean Culture. However, users who search for creators or materials related to traditional
cultures are not able to get the information they want and the results are not enough. Document
classification is required to access this effective information. In the past, document classification has been
difficult to manually and manually classify documents, but it has recently been difficult to spend a lot of
time and money. Therefore, this paper develops an automatic text classification model of traditional cultural
contents based on the data of the Korean information culture field composed of systematic classifications
of traditional cultural contents. This study applied TF-IDF model, Bag-of-Words model, and
TF-IDF/Bag-of-Words combined model to extract word frequencies for 'Korea Traditional Culture' data.
And we developed the automatic text classification model of traditional cultural contents using Support
Vector Machine classific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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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으로써 한국문화의 역사, 전통

과관련된정보들도디지털형식으로변화되어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다[1,2]. 한국문화의 역

사, 전통인 유물, 유적, 의례 등의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기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웹 문서화나 콘텐츠가 방대

해지고 있다[3,4]. 하지만 여러 스토리 작가의 말에 의하

면 한국문화의 전통은 가장 대중적이고 한국적인 창작

소재이지만, 이를 사용하려는창작자들은소재가어디에

구성되어 있고, 서비스를 검색하려 해도 창작자들이 원

하는 결과가 충분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웹 문서에 따라 알맞은

범주에 맞게 분류하는 문서 분류 도구가 집중되고 있다

[1]. 문서 분류(Document Classification)란 문서의 내용

을 읽고 분류하고자 하는 작업자가 미리 정해진 범주

(Category)로 분류하며, 각 문서들을가장적합한범주로

분류되어집단화하는작업을의미한다[5]. 과거에는문서

분류를작업자에의해수작업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시

간이오래걸리고, 비용도많이들었으며, 또한방대한자

료를 일일이 사람이 분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러한문제점은자동분류시스템을이용하거나보조시스

템을활용하면서문서분류작업의효율성을증진시킨다.

자동 문서 분류란 문서 분류를 배경으로 학습할 문서

와 정해진 범주를 통해 분류 모델을 구축하고, 테스트할

새로운 문서를 분류 모델에 적용하여 가장 적합한 범주

로 자동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6,7]. 자동 문서 분류를

통해 방대한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검색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5].

자동 문서 분류 기법으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 규칙기반(Rule-based) 기법 등이있으며, 기계학습

기법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

반적으로 문서 분류에 적용되는 기계학습 방법으로는

SVM(Support Vector Machine),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 나이브베이즈(Naive Bayes), k-최단인접기

법(K-nearest Neighbor), 의사결정트리(Decision Tree)

등이있다[8]. 이를통해자동문서분류는보다정확하고

빠르게 분류하며 방대한 문서에서도 효율적으로 분류를

수행한다[9].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통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우

리나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검색

하도록 자동 문서 분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자동 문서

분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 문화 콘텐츠에서의

표준체계를 기반으로 정해진 범주(Category)를 구축하

고, 정해진 범주를 통해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하여 정확

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자동 문서 분류 시스템을 개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 문화 콘텐츠에 대한 문서들을

수집하고, 기계학습기법들을적용하기전에기본적으로

학습할 문서 집합 내에서 단어의 빈도수를 추출하는

TF-IDF과 Bag-of-Words 모델을이용하여단어를추출

한다. 추출된 단어를 정해진 범주와 함께 기계학습 기법

인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여 전통 문

화 콘텐츠 자동 문서 분류 모델을 구축한다[9,10,11]. 또

한 본 연구에서는 TF-IDF 모델을 적용한 것과

Bag-of-Words모델을 적용한 것 그리고 TF-IDF와

Bag-of-Words 모델을 함께 적용한 것 즉 3가지 모델을

적용한 후 성능을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축한 모

델을 이용하여 새로운 문서가 들어왔을 때 가장 적합한

범주로예측하여사용자에게가장적합한범주를제공함

으로써 검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문

서(텍스트) 분류에 대해 정의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

서사용된전통문화콘텐츠데이터와데이터의구성요소,

데이터의 전처리에 대해 논한다. 4장에서는 3장을 기본

으로한전통문화콘텐츠데이터를통해단어빈도추출

모델에 대해 논한다. 대표적으로 TF-IDF와

Bag-of-Words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또한

분류 알고리즘은 SVM을 적용한 최종 전통문화 콘텐츠

자동 텍스트 분류 모델의 정확도를 확인한다. 마지막으

로 5장에서는본논문의결론을내리며, 향후연구방향에

대해 논한다.

2. 관련연구
2.1 텍스트 분류
문서분류또는텍스트분류라고도한다. 텍스트분류

는 뉴스, 도서관 서적, 전통문화 등의 내용에 따라 하나

이상의 범주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12]. 전통적으로

분류 작업은 수동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의

사서에 의해 도서관 범주에 맞게 배정된다. 이러한 수동

분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비된다. 이러한 단점을 해

결하기 위해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이용한 텍

스트 분류가 있다. 즉, 자동 문서 분류라고 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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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분류의 대표적인 연구에는 M. Sahami(1998)는

베이지안알고리즘을통해전자메일을정렬하고원하지

않은 전자 메일을 필터링하는 스팸 필터링에 대한 연구

가있다[14]. 또한김판준(2006)는 문서자동분류에서자

질 추출 방식도 중요하지만 자동 분류 알고리즘에 따라

분류성능에영향을주며, 그중나이브베이즈알고리즘

보다 SVM알고리즘이성능이향상되었다는연구가있다

[15].

문서(텍스트) 파일은 일련의 단어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문서 파일

들을수치로이루어진특징벡터로변환해야한다. 본 연

구에서는 TF-IDF 모델과, Bag-of-Words모델을사용하

여문서파일에서나오는각단어의횟수를계산하여특

징벡터로변환한다. 특징벡터로변환된학습문서와미

리 정해진 범주(Category)로 분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모델을형성한다. 이를통해학습된모델을통해새

로운문서가입력되었을때, 가장적합한범주로자동분

류한다[8].

아래 [Fig 1]은 본 연구에 적용한 텍스트 분류이다.

[Fig. 1] Text classification with Traditional Culture Texts

3. 연구방법
3.1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전통문화 콘텐츠에 대해 창작자와 연

구자 또는 사용자가 쉽게 활용하기 위해 전통문화 콘텐

츠에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든 전통문화 콘텐츠의

체계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문화 정보원

의전통문화콘텐츠를관리하고수행하고있는한민족정

보문화마당데이터를본연구에서사용하였다. 한민족정

보문화마당데이터는전통콘텐츠의분류체계에따른정

확한고유번호를갖고있으며, 총 76개의카테고리중전

체 데이터는 15,000 문장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아

래 표는 한민족정보문화마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

문서와카테고리를매핑(Mapping)하여분류한분류체계

이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카테고리

지리

자연지리 생태지리 CA000102

인문지리
인문지리 CA000200
지역명칭 CA000201

기타 지리기타 CA000301

역사

고려시대
전기 CB000401
후기 CB000402

조선시대
전기 CB000501
후기 CB000502

일제강점기 대한제국기(개항기) CB000503
광복이후 광복이후 CB000701
기타 기타 CB000801

문화
유산

유형자산
유적 CC000102
유물 CC000103

무형자산
중요무형문화재
(연국,음악,무용,공

예기술)
CC000201

기타 문화유산기타 CC000301

인물 분야

정치/외교 CD000201
예술/체육 CD000202
어문/역사 CD000203
과학/기술 CD000204
국방 CD000205

종교/사상/교육/사회
운동

CD000206

기타 CD000207

사회문
화

정치/행정
정치 CE000101
행정 CE000102

외교/국방
외교 CE000201

국방(군사) CE000202

경제/산업
경제 CE000301
산업 CE000302
기타 CE000303

사회/제도
가족 CE000402
생활 CE000403
교육 CE000404

과학/기술

천문 CE000501
지리 CE000502
의학 CE000503
기타 CE000505

기타 기타 CE000701

종교

기독교 개신교 CF000101
불교 불교 CF000201
유교 유교 CF000301
민간신앙 민간신앙 CF000401

기타
도교/대종교/천도교

/신종교
CF000501

동학 CF000502

<Table 1> Text Data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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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한민족정보문화마당데이터에맞는전처

리 과정을 거쳐 학습(Training)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

체데이터의 90%인약 13,500문장은학습데이터로사용

하였으며, 나머지 10%인 약 1,500문장은 검증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3.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민족정보문화마당 데이터를 기반으

로전통문화콘텐츠를장르·시대등의조건에따라연결

하고, 인물, 사건, 문화재 등을확장검색할수있는검색

기술 중 하나인 텍스트(문서) 분류 모델을 개발한다. 즉,

사용자들의원활한검색을위해기계학습기법을이용하

여전통문화콘텐츠의분류체계를통해 텍스트분류모

델을개발한다. 아래 [Fig 2]는 전통문화콘텐츠자동분

류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을 도식화한 것이다. 전통문

화콘텐츠자동텍스트분류모델은데이터전처리, 문서

분류모델생성, 자동텍스트분류모델검증으로진행된

다.

첫번째, 전처리 과정에서는분류된데이터모두데이

터 전통문화 콘텐츠에 적합하지 않은 노이지(Noisy) 데

이터는제거하는과정을수행한다. 두번째, 전통문화콘

텐츠의표준체계로이루어진분류체계데이터를통해모

델을 생성하기 위해 학습용 데이터 셋 (Training Data

Set)과 전통문화콘텐츠자동분류모델을평가하는데이

용하는 검증용 데이터 셋(Test Data Set)을 구분한다.

세 번째, 자동 분류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TF-IDF와

Bag-of-Words 모델을 활용하여 단어의 빈도를 파악하

며, 분류 알고리즘(Classification Algorithm)인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여 범주

(Category)별로 분류하여 모델을 학습시킴과 동시에 전

통문화 콘텐츠 자동 분류 모델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콘텐츠 자동 분류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검증용

데이터 셋으로 분류된 범주와 원래의 범주를 비교하여

전통문화 콘텐츠 자동 텍스트 분류 모델을 개발하도록

한다.

3.3 데이터 전처리
본연구에서는전통문화콘텐츠의표준체계로분류된

범주(Category)와 범주에 맞는 텍스트 문서가 매핑

(Mapping)된 분류체계인 한민족정보문화마당 데이터를

사용하였다[16].

생활

의
의류 CG000101
기타 CG000104

식
음식 CG000201
식기 CG000202
기타 CG000203

주
건축물 CG000301
기타 CG000303

언어
한글 CG000401

지역말(사투리) CG000403
기타 CG000404

체육/놀이
체육 CG000501
민속놀이 CG000502
기타 CG000503

의례
제 CG000604
기타 CG000605

표현
문화

문학

고전산문 CH000101
고전시가 CH000102
구비문학 CH000103
한문학 CH000104
현대문학 CH000105

개인기록/기타 CH000106

음악
국악 CH000201
기타 CH000204

미술

공예 CH000301
서예/서화 CH000302
전통문양 CH000305
기타 CH000306

극 연극 CH000501

언론/출판

관보 CH000601
신문/방송 CH000602
출판 CH000603
기타 CH000604

기타 기타 CH000701

[Fig. 2] Automatic Classification Model of Traditional Culture 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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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정보문화마당 데이터 구성요소는 아래 <Table

2>와 같이 범주(Category), 문서 제목(Title), 문서 내용

(Contents)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한민족정보문화마당 데이터 분류체계의 범주

(Category)는 <Table 1>과같이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로 이루어져 있다. 대분류는 지리, 역사, 문화유산, 인물,

사회문화, 종교, 생활, 표현문화 총 8가지로 이루어져 있

으며, 원래 한민족정보문화마당이 갖고 있는 소분류의

범주는 총 133개였다. 하지만 각 범주마다 적은 양의 텍

스트 문서를 포함하는 범주로 인해 텍스트 분류의 성능

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범주 당 30개 미만의 텍스트 문서를 갖는 경우

해당 범주를 제거하였으며, 제거된 최종 범주의 개수는

76개이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한민족정보문화마당

데이터는텍스트로이루어져있기때문에텍스트에관한

전처리가 필요하다. 한민족정보문화마당 데이터는

HTML태그기호, 문자기호를포함하고있다. HTML 태

그는웹문서에서쓰이는웹언어이다. 주로 HTML 태그

는 ‘<‘와’>’로 이루어져 있다. 문자 기호도 마찬가지로 ~,

!, “ ”, ‘ ’와같이이루어져있으며, 텍스트내용에서정확

한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하여 HTML 태그와 문지 기호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

Traditional Culture Text Data

Category Title Contents

F0000100 한글
오늘날에는 한자를 제외하고는
∙∙∙

F0000200 한식
같이 식사를 할 때 윗사람이 수저를
들면 나머지 ∙∙∙

F0000300 한복
우리 옷 한복은 우리가 살아온 날들
을 담아 ∙∙∙

F0000400 한옥
신석기 농업혁명으로 사람들은 유
랑민에서 ∙∙∙

<Table 2> Data Configuration

4. 연구 결과
본연구는한민족정보마당데이터를기반으로전처리

과정을거친 76개의범주로이루어진데이터를사용하였

다. 이 중전체데이터의 90%는텍스트문서는학습용데

이터 셋과 나머지 10%의 검증용 데이터 셋으로 전통문

화 콘텐츠 자동 분류 모델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텍스트 문서에서 출현하는 핵심 단

어를 파악하며, 각핵심 단어를추출한다. 그후 각 핵심

단어의 빈도수를 TF-IDF와 Bag-of-Words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어의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된 TF-IDF, Bag-of-Words 모델이있다. 본 연구는

다른 모델을 적용한 3가지 성능을 비교하였다. 첫 번째

TF-IDF 모델에 분류 알고리즘인 SVM 기법을 적용한

것, 두번째 Bag-of-Words 모델을 사용하여 SVM 모델

에 적용한 것, 마지막으로 TF-IDF와 Bag-of-Words를

결합(Concatenation)한 모델을적용하여 SVM모델을적

용한 성능 총 3가지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훈련용데이터셋(Training Data)와 검증

용 데이터 셋(Training Data)로 구분함으로써 전통문화

콘텐츠자동분류모델에대한객관적인성능평가가이

루어진다.

4.1 TF-IDF
TF-IDF는 문서(텍스트) 파일에서 각각의 단어들을

추출하여문서내에서얼마나중요한지를가중치로변환

하여 텍스트 문서를 분류하는 방법이다[11]. 주로

TF-IDF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정보 검색

(Information Retrieval) 등에서 가중치요소로사용된다.

이와 같이 TF-IDF는 단어 가중치 체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요소중하나다. TF-IDF 수식은아래 Equation (1)

과 같다.

   ∙  (1)

TF-IDF는 텍스트 문서 내의 단어 중요도는 텍스트

문서 내에서 단어가 나타난 횟수에 비례하며, 그 단어가

출현한 모든 텍스트 문서의 총수에 반비례한다[10].

위 Equation (1)에서W는단어의가중치를의미하며,

TF(Term Frequency)는 단어의 빈도로 특정 단어가 텍

스트문서내에서얼마만큼의빈도로출현하는지를나타

낸다[5].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텍스트

문서빈도의역수이다. 즉, 전체 텍스트문서개수를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서 개수로 나누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

로 TF-IDF는 단어 빈도(TF)와 문서 빈도의 역(IDF)을

곱한다.

이와같이본연구에서는한민족정보마당데이터에서

전처리과정을마친문서제목(Title)과 내용(Conten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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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문서에 대해 단어 빈도수를 추출하기 위해

TF-IDF 모델을 사용하였다.

4.2 Bag-of-Words
Bag-of-Words는 텍스트 문서에 포함된 단어들의 집

합이다. 즉, 텍스트문서내에서단어별로쪼개어섞은후

같은단어끼리분류하여어떤텍스트문서에포함되는지

를 판단하는 기법이다[17, 18]. 이는 텍스트 문서에서 표

현되는 단어 순서나 문법/문장 구조는 무시되며 최종적

으로단어또는단어개수로표현된다. 예를들면아래와

같은 텍스트 문서 두 문장이 있다:

(1) 영희는야구경기를보고싶어한다. 철수역시야

구 경기를 좋아한다.

(2) 영희는 또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위와 같은 텍스트 문서를 통해 추출된 단어는 사전

(Dictionary) 형식으로 나타내며 아래와 같다:

[ “영희”, “좋아”, “야구”, “경기”, “를”, “보고”, “철수”,

“역시”, “영화”, “또한”]

실제로 Bag-of-Words 모델은 가장 일반적인 기능은

단어가 텍스트 문서에서 출현한 횟수이다[19, 20]. 위의

예시에서다음 2개의텍스트문서목록을구성하였고, 모

든고유단어의단어빈도를기록한결과는아래 [Fig 3]

과 같다.

[Fig. 3] Bag-of-Words Ecample

(1)과 (2)의 텍스트문서에서출현한항목의수를표현

한 것이다. 예를 들면 Index 0은 “영희”를 나타내고 (1)

텍스트 문서에서 “영희”란 단어는 한 번 출현하기 때문

에 1로 표시된다. 하지만 “를”과 같은 일반적인 단어는

항상 텍스트 문서에서 가장 높은 빈도의 단어이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텍스트 문서에 맞는 정규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한민족

정보마당 데이터에서 ‘문서 제목(Title)’과 ‘내용

(Content)’에대한텍스트문서에대한단어빈도수를추

출하기 위해 Bag-of-Words 모델을 사용하였다.

 4.3 지도 학습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은 학습 데이터

(Training Data)에포함된정답을통해분류하려는대상

을학습을시키며, 검증데이터(Test Data)로부터하나의

함수를 유추 또는 예측하기 위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방법 중 하나이다[21]. 지도 학습의 과정은

첫번째, 정답셋을포함하는학습데이터를분류하기위

해데이터가어떤유형을갖고있는지결정해야한다. 두

번째, 학습 데이터의특징을추출하여입력벡터(Vector)

로 바꾸며 추출된 벡터는 차원(Dimensionality)을 갖게

된다. 세번째, 차원을갖는벡터를통해분류알고리즘인

SVM(Support Vector Machine), 나이브 베이즈 분류

(Naive Bayes Classification), 신경망(Neural Network)

등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통문화 콘텐츠 자동 텍스트 분류 모

델은 SVM 알고리즘을적용한결과를통해분류정확도

를 비교 분석한다. 학습 데이터로부터 하나의 함수를 예

측한후평가방법은정확도(Accuracy)를 통해 검증한다.

정확도란실제의분류정답과얼마나근접한지를나타내

는 기준이다. 정확도는 전체 분류된 결과에서 추론된 분

류가 참일 때와 실제 분류가 참일 때의 개수를 총 분류

개수로 나눈다.

4.4 SVM 알고리즘
SVM 알고리즘은 Support Vector Machines의약자이

다. SVM은 인공지능의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분

야중하나로써, 데이터집합과범주(Category)를바탕으

로 새로운 데이터가 2개 이상의범주 중어느 범주에 속

할 것인지 판단하는 이진 선형 분류기이다[13].

SVM(Vapnik, 1982)은 강력한 이론적 배경과 수차례의

훌륭한성공률을갖고있다. 주로 SVM은텍스트분류나

손으로 쓴 숫자 인식과 같은 연구에 적용된다. SVM은

선형 분류뿐만 아니라 비선형 분류에도 사용되며, 주어

진 데이터에의해고차원특징공간의연구가필요할때

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커널 트릭(Kernel Trick)을 상

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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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TF-IDF 모델, Bag-of-Words 모델,

TF-IDF/Bag-of-Words 모델 각각 SVM 알고리즘을통

해 분류하였으며 전통문화 콘텐츠 자동 텍스트 분류의

성능평가이다. 아래 <Table 3>은검증용데이터를통해

실험된 결과이다.

TF-IDF
Bag-of
-Words

TF-IDF
/Bag-of-Words

Correct 12,168 11,218 11,157
Incorrect 2832 3782 3843
Total 15,000 15,000 15,000
Accuracy 81.12% 74.79% 74.38%

<Table 3> Performance evaluation using SVM Algorithm

위의성능평가는 15,000개의텍스트문서를통해전통

문화 콘텐츠 자동 텍스트 분류 모델을 성능 평가하였다.

본 성능평가는 정확도이며, 검증 데이터 총 15,000개의

정답범주(Category)와 전통문화콘텐츠자동텍스트분

류모델을통해예측된범주를비교한후일치하는개수

를 Correct라고 한다. 정확도는전체텍스트문서의범주

개수에 Correct 개수를 나눈 값이다. 성능 결과인

Accuracy(정확도)를 보면 TF-IDF/Bag-of-Words를 결

합하여사용한것보다 Bag-of-Words를 사용한것이조

금 더 나았으며, 가장 높은 Accuracy는 81.12%로

TF-IDF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이다.

5. 결  론
최근인터넷이발전함에따라한국문화의역사, 전통

분야도디지털웹문서로저장되어한국문화의웹문서

가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문화의 전통, 역사, 의상, 유적,

유물, 전통예절, 문화유산등에대해연구하는기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나 웹 문서

의정보를언제어디서든접할수있다. 하지만한국문화

의 역사, 전통을 연구하는 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

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전통문화 콘텐츠를 이용하려

는창작자나사용자들에게는관련된정보를어떻게찾아

야하는지어디에서찾아야하는지에대한문제점이있다.

이런 문제점을해결하며효율적인정보를접하기위해서

는 문서 분류(Document Classification) 또는 텍스트 분

류(Text Classification)가 필요하다. 과거에 문서분류는

작업자가 일일이 수작업을 문서를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

지만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을 통한 자동 문

서 분류 시스템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도 효율적으로 분

류할수있다. 자동 문서분류에적용되는기계학습기법

으로는 SVM(Support Vector Machine), 인공신경망

(Neural Network), 나이브베이즈(Naive Bayes), k-최단

인접 기법(K-nearest Neighbor), 의사 결정 트리

(Decision Tree) 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전통문화 콘텐츠의 체계적인 분류체

계를 정립한 한민족정보문화마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

여 전통문화 콘텐츠 자동 텍스트 분류 모델을 개발한다.

본 연구에서 한민족정보마당의 90%는 훈련용 데이터

(Training Data)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0%는검증용데

이터(Test Data)로 사용하여개발된모델에대한객관적

인 성능평가를 하였다. 전통문화 콘텐츠 자동 텍스트 분

류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은 첫 번째, 한민족정보마당 데

이터에 대한 전처리를 통해 노이지(Noisy)한 데이터를

제거한다. 두 번째, 한민족정보문화마당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에서 단어 빈도를 추출하기 위해 TF-IDF모델,

Bag-of-Words 모델, TF-IDF/Bag-of-Words를 결합한

3가지 모델을 사용하였다. 네 번째, 분류 알고리즘인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적용하여전통문화콘

텐츠 자동 텍스트 분류 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검증용 데이터를 통해 전통문화 콘텐

츠 자동 텍스트 분류 모델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였

다. 또한 단어 빈도를추출하기위해사용된 TF-IDF모

델, Bag-of-Words 모델, TF-IDF/Bag-of-Words를 결

합한 3가지 모델에 각각 분류 알고리즘인 SVM을 적용

하여 각각의 모델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

과 TF-IDF 모델만사용하였을때, 81.12%로나머지 2개

의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전통문화 콘텐츠 자동 텍스트

분류 모델을 통해 전통문화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이용

하려는 창작자나 사용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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