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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웹 3.0으로 진화 인 웹 환경 하에서 블로그는 사용자 주도 인 웹의 특성을 가장 잘 표

하는 집합체  하나로, 기존의 웹 정보자원과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베이스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의 웹 정보자원들이 사이트 단 로 범 한 주제를 다루었던 

것에 반해, 블로그의 정보자원은 사용자의 심사에 따라 특정 정보들이 블로그 단 로 

집되어 있으며 한 사용자 태깅에 의해 게시된 정보자원에 한 분류기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블로그의 특징들을 이용하여 보다 좀 더 효과 인 정보검색에 활용하

기 하여 블로그의 제목 키워드나 태그를 활용하여 태그 계층구조를 만들고 그 계층구조를 

용한 포스트군집화 방법론을 개발하여 기존의 블로그 검색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검색결

과를 제시하 다. 이를 하여 블로그 태그간의 계성이 반 된 태그 계층구조를 생성하고, 

태그 유사도에 따른 태그군집화 방법을 개발하 다. 본 논문은 제안된 방법론을 구 한 

로토타입 시스템을 통해 실제사례에서의 연구의 용 가능성을 단하 으며, 군집 유사도 

평가기 인 CSIM(Cluster SIMilarity)을 사용하여 골든 스탠다드의 유사도 비교를 통해 개

발된 방법론과 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하 다.

ABSTRACT

Blog plays an important role as new type of knowledge base distinguishing from 

traditional web resource. While information resources in their existing website dealt with 

a wide range of topics, information resources of the blog are concentrated in specific units 

of information depending on the user’s interests and have the criteria of classification 

forresources published by tagging. In this research, we build a tag hierarchy utilizing title 

keywords and tags of the blog, and propose apost clustering methodology applying the tag 

hierarchy. We then generate the tag hierarchy refle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ag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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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velop the tag clustering methodology according to tag similarity.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proposed methodology with real-world examples 

and evaluate its performances through developed prototype system.

키워드：블로그 검색, 태그 계층구조, 포스트 군집화

Blog Search, Tag Hierarchy, Post Clustering

1. 서  론

웹 3.0으로 진화하고 있는 재의 웹은 인

터넷 사용자가 직  만들어내는 게시물들로 

구성되는 웹 사이트인 블로그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면서[26], 블로그는 인터넷상에서의 새

로운 정보의 원천으로, 그리고 새로운 연구주

제로 주목받고 있다[16]. 블로그의 포스트는 

블로그의 소유자인 블로거에 의해 작성되며, 

작성된 포스트들은 작성자의 주 심사를 나

타내고, 한 그 분류는 작성자의 주 인 

단에 따른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블

로그 정보자원들은 주 인 분류체계를 따

르는 특징들 때문에 기존의 검색 엔진들이 

제공하는 검색 알고리즘으로는 효율 인 블

로그 검색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재 데

이터 마이닝, 검색 엔진 알고리즘, 인공 지능 

등의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한 블로그 검색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분야의 연구 

주제로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블로그 검색에 한 기존 연구들은 부분 

블로그들끼리의 계, 블로거의 평 , 태그, 

댓 , 디 토리 등을 이용하여 검색을 수행하

는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31-34]. 이  블

로그 소유자의 주 인 분류체계가 반 된 

태그를 이용한 검색 방법은 블로그 포스트의 

핵심 주제어가 태그로 표 될 수 있다는 

에 착안한 검색 방법으로, 블로그의 특성을 

제 로 검색에 반 할 수 있는 방법론  하

나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들 에서 태그를 이

용한 블로그 검색 방법론은 태그로 사용된 

키워드들 간의 복여부만을 이용하고 있을 

뿐, 태그 키워드들 간의 유사성을 검색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7]. 이에 본 논문에

서는 태그 키워드 간의 유사성이 반 하기 

하여 태그 유사도에 따라 작성된 태그계층 

구조를 이용하여 블로그 검색결과의 군집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태그의 계층구조는 

블로그 포스트에서의 태그 간 동시출  빈도

를 반 하여 동 으로 생성되며, 이는 복된 

태그가 존재하지 않는 두 개의 포스트들일지

라도 연 도가 높은 태그로 태깅되어 있다면, 

그 두 개의 포스트는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다고 단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태그 계층구조를 이용한 블로

그 검색 방법론의 제시를 해 제 2장에서 

련 연구들을 소개하고 그 속에서 본 연구

의 발  방향을 기술한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의 검색 알고리즘과 로토타입 시스템

을 제시하며, 제 4장에서 로토타입 시스템

을 이용하여 수행한 블로그 검색 실험을 분

석하여 제시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평가한

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연구를 종합하

여 결론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 주제들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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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고자 한다.

2. 련 연구

2.1 문헌조사

블로그 검색에 련된 연구는 재 다양하

게 진행 이며, 각각의 연구의 특징은 <표 

1>에 요약된 바와 같다. <표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국외 연구로는 크게 블로그 검색

을 한 효율 인 쿼리 생성방법론에 한 

연구[20], BLOGRANGER를 통해 생성된 다

양한 지표를 활용하는 블로그 검색연구[13], 

포스트나 블로거의 피드백 정보를 이용한 검

색 연구[28], 태그 클러스터링을 통한 의미

으로 연 된 태그추출 연구[8] 등이 있으며, 

국내 연구로는 태그 온톨로지를 이용한 표

화된 태그 추천[3], 태그 유사도를 통한 블로

그를 추천[5], 태그 네트워크를 이용한 개인

화 북마크 추천[6], 사용자의 태그를 분석한 

스패머 별 연구[4], 태그  트랙백을 이용

한 블로그 검색 실험[2], 블로그의 사용자 태

그를 이용한 블로그 자동분류 성능 향상 연

구[1] 등이 있다.

본 연구는 ‘태그는 사용자의 의도가 반

된 키워드로서 태그 유사도를 통해 산출된 

태그 계층구조는 의미기반 검색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제에서 시작한다. 이미 여러 분야

에서 태그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는 존재한다. 를 들어, 사용자가 사용

한 태그를 분석함으로써 사용자가 고의 으

로 시스템을 악용하는 스패머인지를 그 별

하는 연구[4]가 있으며, 사용자 태그를 이용

한 개인화된 북마크 추천에 한 연구[5]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태그를 통해 사용자의 

의도 혹은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하여 용한 

연구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동

일한 포스트에 붙이는 태그에 한 사용자 

의도가 포스트와 련된 연 성이 있는 키워

드들의 나열이라고 가정하고, 결과 으로 포

스트에 붙어있는 사용자 태그를 통해 도출된 

태그 계층구조는 의미 으로 연 성이 있는 

키워드들의 계층 구조라고 가정한다.

본 연구의 목 은 의미기반 블로그 검색을 

가능하게 하기 하여 태그 계층구조를 이용

한 블로그 검색결과에 한분류이다. 이는 사

용자 키워드에 따른 블로그 검색 이후, 결과

로 나열된 블로그 포스트들을 유사한 결과들

끼리 묶어서 제시함으로써, 결과 으로 의미

기반 블로그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앞서 조

사한 블로그 련 연구들은 블로그 검색 자

체에 을 맞추거나[13, 20, 28], 태그 클라

우드 형성 혹은 연  태그 추천[8, 3], 계층구

조를 지원하지 않는 태그 네트워크를 활용한 

검색  분류[5, 6, 2, 1]에 을 맞추고 있

지만, 본 연구는 검색엔진을 통한 ‘키워드 기

반 블로그 검색결과’를 ‘의미기반 블로그 검

색결과’로 나타내기 하여 태그 유사도를 이

용하여 작성된 태그 계층구조를 활용한 블로

그 검색결과의 그룹화  재순 화에 주안

을 둔다. 물론 재순 화를 통해 검색 능력을 

향상시키는 련 연구들도 존재하지만[6, 2, 

1], 기존의 연구는 계층구조가 없는 태그 네

트워크를 사용하는데 반해, 본 연구는 태그 

계층구조를 이용한 블로그 군집화를 이용함

으로써 의미기반 블로그 검색을 가능하게 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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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련연구

국외 

연구

Mishne and 

Rijke[20]

목 블로그 검색을 한 효율 인 쿼리 생성 방법론

특징
일반 웹 페이지와 블로그의 차이를 세부 으로 제시하여 그 차이로

부터 효율 인 검색을 한 쿼리 생성 방법을 제시

Fujiki et al.[13]

목
BLOGRANGER를 통해 생성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는 블로그 검

색연구

특징
블로그의 제목과 블로거, 블로거의 평 을 수치화하여 좀 더 실용성 

있는 블로그 정보를 제공

Takama et al.[28]

목 포스트나 블로거의 피드백 정보를 이용한 검색 연구

특징
블로거의 블로그 정보가 반 된 키워드 맵을 통해 검색을 수행하여 

사용자 심의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음

Begelman et al.[8]

목 태그 군집화를 통한 태깅 서비스의 향상

특징

태그 공간의 태그들을 군집화 함으로써, 질의어 태그에 한 의미

으로 련이 있는 태그들을 제공. 결과 으로, 사용자의 태그 공간에

서의 검색 혹은 탐색의 효율성을 향상

국내 

연구

김재승 외[3]

목 태그 온톨로지를 이용한 표 화된 태그 추천

특징
이미 존재하는 문서에 한 자동 태깅과, 신규 추가되는 문서에 한 

태그 추천 방법을 제시 함.

심학  외[5]

목
태그 유사도 측정을 통해 사용자가 이미 구독 인 블로그와 유사한 

블로그를 추천

특징
각 블로그에 달려 있는 태그들에 해 유사도를 계산하는 식을 제안

하고, 블로그의 유사성을 평가하고 추천

엄태  외[6]

목 태그 네트워크를 이용한 개인화 북마크 추천

특징

본 논문은 북마크 검색에 해 개인화된 검색결과를 추천하기 해 

사용자 태그를 기반으로 딜리셔스가 제공하는 북마크들의 순 를 재

순 화 하는 방법론을 제안

김찬주, 황규백[4]

목
사용자의 태그를 분석하여 소셜북마킹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스패머

인지를 별

특징

사용자 태그에 해 기계학습의 다양한 방법을 용하여 사용자가 

스패머인지 아닌지를 측하는 모델을 생성하고 각기 다른 기계학습 

법에 한 성능 비교

김은희, 정 미[2]

목 태그  트랙백을 이용한 블로그 검색 실험

특징

사용자가 블로그 부여한 태그  트랙백을 이용하여 블로그 페이지

의 검색 실험을 수행하여 가장 향상된 검색 결과를 나타내는 방법론

을 제시

김기 , 정 미[1]

목 블로그의 사용자 태그를 이용한 블로그 자동분류 성능 향상

특징
사용자의 태그나 태그 확장을 용하여 블로그 자동분류 성능을 향

상 시킬 수 있음을 제시

<표 1> 국내외 련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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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보검색 기법

본 에서는 블로그 포스트들의 어휘빈도 

비교를 통해 태그 계층구조를 생성하며, 태그 

계층구조를 통한 블로그 군집화를 수행하기 

하여 정보검색이론 연구분야에서 용되는 

어휘가 치 산출기법들과 군집화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다.

2.2.1 가 치 산출기법

어휘의 가 치를 산출하는 방법은 그 근

방법에 따라 크게 어휘가 가지는 시소러스나 

텍소노미의 계층구조를 이용하는 ‘경로기

(Path-Based)’, ‘정보량기 (Information con-

tent-Based)’ 방법과 어휘를 표 한 벡터 간

의 비교를 통해 어휘가 치를 산출하는 ‘용어

정의기 (Gross Based)’, ‘벡터기 (Vector 

Based)’ 방법으로 나 어진다[30]. 각 근방

법을 개략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경로기  방법 : 사 에 정의된 계층구

조(시소러스 혹은 텍소노미)로부터 어

휘간 거리를 이용하여 가 치를 산출한

다[17, 22, 29].

• 정보량기  방법 : 사 에 정의된 계층

구조로부터 어휘가 가지는 정보량을 계

산하여 가 치를 산출한다[24]. 

• 용어정의기  방법 : 시소러스에 포함

된 용어정의를 이용, 용어정의에서 

복되는 어휘의 빈도를 계산하여 가 치

를 산출한다[18].

• 벡터기  방법 : 벡터로 표 된 어휘들

의 코사인 내 을 통해 유사도  가

치 산출한다[33].

일반 으로 시소러스는 소수의 도메인 

문가들에 의해 설계되므로 개념간의 계 정

의( 를 들어 상 어, 하 어, 유사어)에 있

어 신뢰성과 무결성을 보장한다. 한 이미 

정의된 계층구조를 사용하므로 어휘가 치 

 유사도 계산이 간단하다는 장 이 있다. 

이에 많은 ‘경로기  방법’과 ‘정보량기  

방법’의 가 치 산출방법을 용한 선행연구

들이 ‘WordNet’과 같은 시소러스를 이용하

여 수행되었다. 그러나 미리 정의된 시소러

스를 이용하여 어휘 가 치를 산출하는 방법

은 컨텍스트 내에서의 어휘간의 함의 인 

계를 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 에 구

조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용할 수 없다

는 단 이 있다.

어휘 가 치 산출을 해  다른 근방

법으로 ‘용어정의기  방법’와 ‘벡터기  방

법’의 가 치 산출 방법이 있다. 이 방법들은 

어휘를 벡터구조로 표 하기 때문에 사 에 

시소러스나 텍소노미를 생성하지 않아도 벡

터 비교를 통하여 어휘에 가 치를 할당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벡터 비교를 통하

여 얻어진 어휘간의 의미론  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악하기 힘들다는 단 이 있다. 

를 들어, 벡터 비교를 통하여 계가 있다

고 악된 두 어휘가 정확히 유사어 계인지 

는 상․하 어 계인지를 식별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 설명한 각 근방법의 

장단 을 반 하여 태그 가 치를 산출하

다. 기본 으로 본 연구에서의 태그 가 치는 

태그의 동시출  빈도를 이용하여 계층구조

를 생성한 후, 태그 계층구조에 ‘경로기  방

법’을 용하여 가 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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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다.

2.2.2 군집화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블로그 포스트의 분류를 

하여 각 포스트의 제목을 벡터 형태로 표

한 후 벡터 형태로 표 된 포스트의 클러스

터링을 수행한다. 클러스터링이란 텍스트 마

이닝과 정보검색이론 분야의 연구에서 많이 

용되는 표 인 비지도학습 방법이며, 군

집화 방법에 따라 계층구조 클러스터링(Hier-

archical Clustering), 분할구조 클러스터링

(Partitional Clustering), 그리고 스펙트럼구조 

클러스터링(Spectral Clustering)으로 나 어

진다[36].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클러스터링 알

고리즘은 상향식 계층군집화(Agglomerative 

hierarchical clustering) 알고리즘과 K-means 

알고리즘이 있는데[26], K-means 알고리즘

은 상향식 계층 클러스터링보다 성능은 떨어

지지만 효율 인 군집화 알고리즘으로 평가

되고 있다[25, 12]. 본 연구의 블로그 검색은 

군집화 성능보다 효율성에 더 을 맞추어 

K-means 알고리즘을 본 연구의 군집화 알고

리즘으로 용하 다.

K-means 알고리즘은 벡터 공간내의 K개

의 심 은 K개의 클러스터로 표 할 수 있

다는 제를 가지고 수행되며, 일반 으로 각 

벡터의 코사인 유사도 산출을 통해 클러스터

를 형성한다. K-means 알고리즘은 클러스터

를 생성하는 방법에 따라 bisecting, antipole, 

multipole 등의 다양한 확장 알고리즘이 존재

하지만[26, 10], 본 연구에서는 기본 인 K-means 

알고리즘을 용하 다. 

3. 블로그 검색 시스템

블로그 검색의 결과인 포스트들을 제시하

는데 있어 재의 검색엔진들은 검색 상 리

소스 측면과 블로그 검색목  측면에서 블로

그 검색의 한계를 보여 다. 이는 재의 검

색엔진들이 검색 상과 검색목  측면에서 

범용성을 심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색 상 측면에서 보면, 재의 검색엔진

들은 웹 상의 다양한 정보를 모두 다루기 

한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블로그 포스트와 

같이 특성이 있는 자료들을 효과 으로 분류

하는 것에 합하지 않다. 를 들어, 블로그

는 블로거에 따라 개성 인 주제와 분야가 

탄생하고 신조어도 끊임없이 창출되어 일정

한 기 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블로그는 개인 블로거들에 

의해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로 리되기 때

문에 범용성 심으로 개발된 재의 디 터

리 분류구조를 이용한 검색엔진들은 효율

인 블로그 검색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 블로그 검색목  측면에서 보면, 사

용자들이 블로그 검색을 하는 경우는 일반

인 웹 검색으로 얻을 수 있는 문 이고 체

계 인 뉴스나 , 스폰서 링크 얻기 보다

는 주 인 으로 작성된 정보를 얻기 

한 경우가 많다. 이 게 검색목  측면에도 

체 으로 블로그 검색은 일반 웹 검색과는 

다른 목 을 갖기 때문에 계층  분류 시스

템을 이용한 일반 웹 검색엔진들이 효과 인 블

로그 검색 결과를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해 정 인 디 토리 구조가 아닌 동 인 

태그 계층구조를 활용하여 블로그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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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블로그 검색시스템 구성도

인 포스트 군집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즉, 어

떤 키워드에 의해 검색된 포스트들이 일률

으로 이미지, 동 상 등으로 분류되기 보다는 

사용자들이 올린 블로그 포스트들을 분석하

여 가장 많이 반복된 주제어들을 추출하여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그것들을 그 검색어에 

한 카테고리로 삼아 포스트를 클러스터링 

한다. 따라서 정해진 카테고리에 맞춰 분류하

는 작업없이 사용자는 그 검색어가 가진 모

든 화제어(카테고리 표제어)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화제어에 맞추어진 포스트 

클러스터들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추가

로 클러스터링 된 각각의 그룹을 분석하여 

일종의 순 와 통계  수치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화제어가 해당 검색어에 해가장 많이 

포스  되었는가’와 같은 추가 인 정보도 한 

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에 제시한 검색

목표를 달성하기 해 본 논문의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이 3가지 략을 가지고 블로그 검

색을 수행한다.

• 검색엔진이 제공하는 정 인 카테고리

를 통해 클러스터링을 하기 보다는 검

색어의 특징을 반 하는 동 인 카테고

리들로 포스트군집화를 수행하여 검색

어 자체의 분포를 반 한다.

• 재의 날짜순으로 보여주는 결과 제시

가 아닌 해당 검색어에 하여 가장 많

이 포스 되어 있고 가장 요하고 가

장 인기있는 자료를 우선 으로 볼 수 

있는 클러스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 검색어를 입력하 을 때 제공되는 결과

로부터 사용자는 한 에 해당 검색어

에 한 추세와 분포를 악할 수 있어

야 한다. 따라서 복되는 결과를 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1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의 로토타입 시스템은 포탈사이

트로부터 블로그 정보를 요청한 후 검색을 

수행한다.

로토타입 시스템은 다음 검색엔진의 결

과를 그 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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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포스트 군집화 알고리즘의 수행 단계

수행한다. 우선 사용자의 질의어에 따라 시스

템은 블로그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블로그 검

색 결과인 포스트 리스트를 서로 받아온다. 

서(Parse)에서는 검색된 결과들  로토

타입 컴포 트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만(블로

그 포스트 제목, 태그)을 추출하여 키워드 추

출 컴포 트(Keyword Extraction Component)

에 달한다. 키워드 추출 컴포 트는 토크나

이징, 불용어 제거, 복어휘제거 작업등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블로그의 포스트 제목과 

태그를 키워드 벡터로 변환하여 태그 계층구

조생성을 한 선처리 과정을 수행한다. 태그 

계층구조 생성 컴포 트에서는 키워드 추출 

컴포 트에서 생성된 키워드 벡터를 이용하

여 키워드간의 동시출  빈도를 산출함으로

써 태그 계층구조를 생성한다. 태그 계층구조

가 생성되고 나면클러스터링 컴포 트에서 

생성된 계층구조를 반 하여 포스트의 군집

화를 수행한다.

3.2 블로그 검색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K-means 알고리즘은 태그 

계층구조의 생성과 키워드 벡터의 군집화에 

사용된다. K-means를 용하여 련 있는 

정보들을 군집화하기 해서는, 우선 키워드

에 키워드간의 련성이 반 된 수학  수치

를 할당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19], 

본 연구에서 이 과정은 벡터를 형성하고 벡

터 간의 거리공식을 용함으로써 달성된다.

<그림 2>는 알고리즘의 수행 차를 나타

낸다. 먼  사용자 쿼리에 따른 블로그 검색

리스트를 검색엔진으로부터 싱하면서 알고

리즘은 수행된다. 알고리즘은 싱된 검색결

과로부터 블로그 포스트의 제목과 태그들을 

추출하여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며, 그것을 바

탕으로 체 키워드 벡터 풀을 만든다. 키워

드 풀이 생성되면 키워드 집합과 비교하여 

태그 계층구조를 생성하고, 다시 각각의 제목

을 벡터 풀과 조하여 키워드 벡터를 만든

다. 키워드 벡터를 만드는 작업까지 완료되면 

그 벡터를 심으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며, 그 결과들을 정렬하여 태그 계층구

조를 반 한 검색결과를 생성한다.

알고리즘에서 사용될 용어를 정의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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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1 : T = {t1, t2, …, tn} : 검색 결과

로 주어진 블로그 포스트를 가리킨다. 

블로그 검색엔진으로부터 검색결과를 

받으면 그들의 포스트를 각각 순서 로 

t1, t2, …, tn으로 정의한다. 만약에 블로

그 검색엔진의 검색 결과가 100개라면 

n = 100이 된다.

￭ 정의 2 : 키워드 집합(Keyword Set) : 블

로그 포스트의 제목과 태그들로부터 벡

터의 요소를 추출하고 불필요한 부분들

을 제거하기 해 형태소 분석을 시행

한다. 이 때 각 블로그의 제목과 태그들

을 형태소 단 로 분리하여 나열함으로

써 하나의 블로그는 일정한 형태소 그

룹을 이루게 된다. 이 그룹을 키워드 집

합으로 정의하며, KS = {ks1, ks2, …, ksn}

로 정의한다. 숫자 n은 각각의 블로그

로부터 추출되므로 정의 1에 정의된 n

의 값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키워

드집합은 모두 형태소, 즉 단어들로 구

성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키워드 집합은 

KS = {w1, w2, …, wi}로 표 된다.

￭ 정의 3 : 키워드 풀(Keyword Pool) : 키

워드 집합에 포함된 모든 형태소들을 

복없이 나열하여 만든 키워드 풀은 

KP로 정의하고 KP = {w1, w2, …, wm}로 

나타낸다. 키워드 풀은 재 검색결과

의 제목과 태그들에 포함된 모든 형태

소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며 KS와의 

비교가 가능한 형태가 된다. 숫자 m은 

검색 결과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소

의 개수를 의미한다.

￭ 정의 4 : 워드 벡터(Word Vector) : 키워

드 풀에 속한 각각의 키워드들이 블로

그 포스트 제목과 태그들에 동시 출

된 빈도를 산출하여 워드벡터 WV = 

{가 치 1, 가 치 2, …, 가 치m}의 가

치를 할당한다. 워드벡터는 클러스터

링을 수행하여 태그 계층구조를 생성하

는데 이용한다.

￭ 정의 5 : 키워드 벡터(Keyword Vector) 

: 키워드 벡터는 각 블로그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소의 벡터를 나타낸다. KP에 

매칭되는 형태소소유여부에 따라 0(포

함되지 않은 경우) 이나 1(포함된 경우)

의 값을 가지게 된다. 를 들어 KS와 

KP를 비교할 때, KSi란 키워드 집합이 

키워드 풀의 KPj에 해당하는 형태소를 

가지고 있다면 KVij값은 1이 된다.

태그 계층구조의 목 은 태그들 사이의 연

성 계를 기반으로 계층구조를 작성하고, 

직 으로 연 이 없어 보이는 태그들도 

련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좀 더 진보된 클러

스터링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  

달성을 해 태그 계층구조는 블로그 포스트

의 제목과 태그들에 하여 형태소 분석  

불용어 제거, 키워드 집합 생성, 키워드 풀 

생성의 차를 통해 키워드 간의 계를 반

하여 생성되며 태그 계층구조는 다음의 

차를 통해 생성된다.

•Step 1 : 형태소 분석  불용어 제거

검색 엔진에서 제공받은 블로그 검색결과

를 가지고 K-means를 수행하기 해 블로그 

자료들 은클러스터링 수행에 합한 형태로 

변환하여야 한다. 이를 해 포스트의 제목과 

태그들을 벡터로 변환하는 수치화 작업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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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키워드 풀 생성 시

행한다. 수치화 작업을 하여 포스트 제목과 

태그들에 한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며 형태

소 하나하나가 한 벡터의 차원을 이루게 된

다. 해당 형태소의 포함 여부에 따라 각각의 

벡터 요소들은 1 는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는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제목에

서 형태소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

서 블로그의 특성상 자주 등장하게 되는 이

모티콘을 없애고, 노이즈를 일으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한 자짜리 형태소나 조사와 

사 같은 단어들도 제거된다.

•Step 2 : 키워드 풀 생성

포스트들 간의 거리측정  비교 가능한 

기 은 벡터 곱을 통해 달성된다. 이를 해 

모든 형태소에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표 벡터에 한 정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표

벡터로 모든 포스트로부터 추출된 키워드 

풀(KP)을 사용한다. 키워드 풀은 해당 검색

어에 한 블로그 검색을 통해 나온 키워드

들을 복 없이 모두 담고 있는 풀을 의미하

며, <그림 3>은 키워드 풀의 생성 시를 보

여 다. 그림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키워드 

풀은 포탈 검색엔진으로부터 얻은 블로그 리

스트를  처리하여 포스트별로KS을 얻은 

후, KS에 들어 있는 모든 키워드의 형태소들

을 순서 로 KP에 입력하면서 복된 형태

소를 제거함으로써 얻는다.

•Step 3 : 태그 계층구조 제작

태그 계층구조는 앞서 제작한 키워드 풀을 

기반으로 제작된다. 태그 계층구조 생성을 

한 벡터는 키워드 풀의 요소를 서로 비교하

면서 임의의 태그들이 동일한 KS에 포함된 

경우가 몇 번 있는가에 따라 벡터 값을 부여

한다. 즉, 동일한 블로거가 하나의 포스트 제

목과 태그들에서 임의의 두 키워드를 동시에 

발생한 정도에 따라 벡터 값이 부여된다. 이

러한 방식을 따라 산출된 각각의 키워드벡터

들은 단 벡터로 변환 후 K-means를 통해 

클러스터링 되고, 군집 분석을 통해 유사도가 

높은 벡터들끼리 그룹화하여 몇 개의 태그 

그룹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다시 각각의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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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태그 계층구조 생성 시

에 해 와 같은 클러스터링 작업을 반복

으로 용함으로써 체 태그 집합에 한 

태그 계층구조를 생성한다.

<그림 4>는 태그 계층구조의 생성 시를 

나타낸다. 태그 계층구조의 생성을 한 워드

벡터는 KS에서의 각 태그의 동시출  빈도

를 통해 산출된다. 를 들어, 태그 a는 체 

KS에서 두 번 출 하므로 a는 2가 되고, {b, 

d, e, f}는 a와 동시에 한 번씩 출 하므로 1

의 값을 가지게 된다. 즉, 키워드 풀 KP의 모

든 태그들에 하여 설명된 방법으로 WV를 

산출하여 보면, <그림 4>와 같이 av = {2, 1, 

0, 1, 1, 2, 0, 0, 0}, bv = {1, 2, 0, 1, 2, 1, 1, 0, 

0}, cv = {0, 0, 1, 1, 0, 0, 0, 1, 1}, ….., iv = 

{0, 0, 1, 1, 0, 0, 0, 1, 1}의 벡터들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벡터들을 단계 으로 반복하여 클

러스터링하여 계층 인분류 작업이 수행되

고,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 태그 계층구조를 

구축한다.

•Step 4 : 키워드 벡터의 계산

마지막으로 키워드 벡터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군집화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한 모든 

비 과정이 끝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각

각의 포스트가 서로 얼마나 닮은 정보를 가

지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기 을 마련

하게 된다.

를 들어 제와 같은 키워드 풀 KP = 

{a, b, c, d, e, f, g, h, i}가 있는 경우에 키워

드 벡터를 만들기 한 KS1 = {a, b, d, e, f}과

KS2 = {b, c, f, g}는 키워드 풀과의 비교를 

통해 KS1과 KS2의 KV는 각각[1, 1, 0, 1, 1, 

1, 0, 0, 0]과 [0, 1, 1, 0, 1, 1, 0, 0]이 된다. 이

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태그 계층구조를 

키워드 벡터에 반 하기 해 계층구조를 바

탕으로 계산된 값을 사용한다. 이 때 부여되는 

벡터 값은 Leacock-Chodorow Measure[17]

를 사용하 다. Leacock-Chodorow Measure

는 0부터 무한 까지의 값으로 어휘 유사

도를 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처럼 키

워드벡터의 가 치를 업데이트하는 용도로 

용하기 해서는 Measure를 수정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yperbolic 

Tangent를 이용하여 정규화를 수행하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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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해 조정가 치인 α(0≤α≤1)를 

곱하여 태그간의 정규화 된 유사도 값을 산

출한다. 변환된 유사도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Distance (tag1, tag2) = (length(tag1, tag2) 

+1)/((2×d)+1)

where,

length(tag1, tag2) : 계층구조에서 tag1과 

tag2의 가장 짧은 경

로의 길이

D : 계층구조의 최 깊이

Similarity(tag1, tag2) = α×tanh(1/Distance 

(tag1, tag2)-1)

where,

  :  조정가 치 (상수 0.2를 사용)

tanh(x) : Hyperbolic-Tangent

Max Similarity : 유사도 값  최  유사도 값

유사도 공식을 통해 산출된 각 가 치들은 

포스트의제목과 태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

만, 상 포스트와 련성이 존재한다고 추정

되는 태그의 가 치이다. 산출된 태그 가 치

값이 클수록 포스트와 련성이 높은 키워드

가 된다.

<그림 5>와 <그림 6>은 태그 계층구조를 

용한 키워드벡터 KV`1의 생성 를 나타낸

다. <그림 5>와 같이 키워드 풀이 KP = {a, 

b, c, d, e, f, g, h, i}이고 키워드 집합 KS1 = 

{a, b, d, e, f} 이면, 키워드 벡터는 KV1 = {1, 

1, 0, 1, 1, 1, 0, 0, 0}으로 표 된다. 그리고 

키워드벡터 KV1에 태그 계층구조가 반 된 

KV`1을 산출하기 해 <그림 6>에서 제시한 

유사도 공식을 이용하여 cweight, gweight, hweight, 

iweight을 산출한다. cweight의 산출 를 살펴보

면, a-c(태그a에서 태그c까지의 길이), b-c, 

d-c, f-c는 모두 같은 Diatance를 가지고, a-c

는 e-c보다 짧은 Diatance를 가지므로cweight의 

Max Similarity는 similarity(a, c)가 된다. 즉 

cweight = (0.2)×tanh(1/((2+1)/(2×2+1))-1)로 

0.116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gweight, hweight, 

iweight를 산출하여 KV1에 반 하여 태그 계층

구조가 용된 KV`1을 산출한다.

모든 KVn은 태그 계층구조에 의해 KV`n

으로 갱신한 후, 단 벡터로 표 화시켜 군집

화 알고리즘을 용하기 한 비과정을 완

료한다.

•Step 5 : 포스트 군집화

￭ 첫 클러스터링 K값의 결정

K-means 클러스터링 용할 때, 군집

화 결과 그룹의 개수(K)는 군집화 성능

에 요한 향을 미친다. 부분의 경

우 K는 정 인 변수로 설정되어 그 개

수에 맞추어 클러스터링 결과를 도출하

도록 하고 있지만 매 번 다른 개수의 

블로그와 다른 방향의 주제어들을 가지

는 검색어에 맞추어 일정한 K값을 정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색어에 따라 각기 다

른 K값을 두고자 하 으며 그 이상 인 

K값을 본 연구에서는 “Gold Standard”

를 통해 산출하 다. -실험에 수행하기 

이 에 실험 상이 되는 블로그들을 미

리 선정하여 하나하나 방문하여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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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키워드 벡터생성 시

<그림 6> 태그 계층구조가 반 된 키워드 벡터생성 시

그룹화를 진행하 으며 이 때 선정된 

K값을 각각 실험군의 K값이 되도록 설

정하 다.

￭ 심 값 결정과 클러스터링의 반복

K-means는 최 의 클러스터가 생성될 

때까지 반복하여 군집을 재생성한다. 즉, 

K-means에 의해 일단 클러스터가 생

성되면 클러스터된 모든 그룹들에 하

여 심 값을 다시 계산하고 모든 KS

를 상으로 K개의 클러스터에 순서

로 벡터 곱을 수행한다. 그 후 수행결과 

벡터 곱이 가장 컸던 그룹에 다시 그 

KS를 배정하며 마지막 KS까지 벡터 

곱과 배정 과정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새로운 클러스터링 결과가 산출되면 다

시 심 값을 구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

하여 최 의 클러스터링 상태를 이루도

록 한다.



314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16권 제4호

￭ 종료시 의 결정

K-means가 단되는 임계값을 구하는 

것도 K-means를 다루는데 있어 요

한 요소  하나이다. 최 의 클러스터

링는 새롭게 형성된 결과들이 직 의 

클러스터링 결과와 비교하 을 때 아무

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이다. 그

러므로 클러스터링을 반복 으로 진행

할 때 그룹의 포스트의 개수를 세는 변

수를 마련하여 각 그룹의 개수정보를 

유지함으로써 최 의 종료시 을 결정

하 다.

•Step 6 : 군집화된 검색결과의 제시

클러스터링의 결과제시 방법은 블로그 검

색목 이 반 되어야 하는 핵심요소 에 하

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링된 결과를 

그룹의 크기에 따라 순 를 부여하는 방법을 

선택하 는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해당 검

색어에 따라 군집화된 그룹별로 포스트의 수

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좀 더 빠르고 쉽게 

단할 수 있게 된다. 클러스터의 순 화는 가

장 크기가 크게 클러스터링된 그룹을 먼  

제시함으로써 가장 필수 인 포스트들를먼  

제시하도록 하고, 한 모든 그룹의 에는 

체 검색 결과 에 이 그룹이 차지하는 비

율을 표시하여 각 그룹의 요도에 한 추

가 인 정보를 제공한다. 결과 으로 최종 검

색 결과를 제시받은 사용자는 어떠한 화제가 

얼마만큼 요한지, 그 검색어에 해서는 

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들이 몇 가지나 있는

지를 그 키워드의 카테고리에 따라 빠르게 

악할 수 있다.

4. 시스템 성능평가

제3장에서 제시한 알고리즘과 시스템에 

한 성능  실효성을 평가하기 해 본 연구

에서는 로토타입을 구 하 다. 그리고 작

성된 알고리즘의 효과를 평가하기 한 방법

으로 Cluster SIMilarity(CSIM)[13]가 사용되

었다. CSIM은 Rand’s method[23]에서 고안

된 것으로 군집화 된 그룹들의 유사도를 

단할 때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답 클러스터와 실험군의 

CSIM을 비교하여 논문에서 제시하는 태그계

층 구조를 이용한 블로그 검색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 다. 첫 번째 실험군은 사용자

가 자신의 블로그의 특징을 표 하고 분류하

기 해 달아놓은 제목과 태그들의 리스트만

을 사용하 다. 두 번째는 태그를 단순히 반

하기보다는 본 연구의 목 인 태그들 사이

의 계를 기반으로 계층 구조를 작성하여 

직 으로 연 이 없어 보이는 태그들도 

련도를 가지게 하여 좀 더 진보된 클러스터

링 결과를 제공하기 한 실험군으로 하 다.

블로그 검색 상은 블로그 문 사이트인 

티스토리[35]와 다음블로그를 상으로 하

으며, 검색어는 블로그의 다양한 주제를 고려

하여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 포스 이 되어 

있고 블로그들이 개성을 살려 다양한 포스

을 하고 있는 ‘고양이’라는 단어를 선정하

다. 실험 상이 되는 블로그는 수작업 강도

를 고려해 200개로 한정하 고 티스토리와 

다음의 블로그에서 무작 로 선정하 다. 본 

연구의 평가 알고리즘으로 사용한 CSIM방법

은 우선 정답이 되는 클러스터링 결과와 비

교 상으로써 로토타입을 거쳐 나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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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태그 계층구조를 통한 성능 향상의 

과가 필요하다[19]. 이 두 결과를 비교하여 

얼마나 두 그룹이 일치하는지를 수치로 알려

주는데 1에 가까운 숫자를 가질수록 두 개의 

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답이 되는 

클러스터링 결과는 직  하나하나의 블로그

를 방문해가며 제목이나 태그에 연연하지 않

고 모든 면을 단하여 작성되었으며 같은 

200개의 자료를 클러스터링 하 다.

실험군 1 실험군 2

CSIM 0.715 0.724

실험결과, 실험군 1의 경우(태그 리스트만

을 사용) 0.715, 실험군 2는(태그 계층구조를 

용) 0.724의 CSIM 값을 나타냈다. 태그 계

층구조를 사용한 실험군 2의 수치는 그냥 태

그만 용한 실험군 1보다 향상된 군집화 성

능을 보여주었다. 성능 향상의 정도가 미약한 

이유는 사용자 태그의 개수 부족을 보완하기 

하여 포스트 제목에서 추출한 키워드들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분류체계에 한 정확

하지 않은 정보가 추가되었기 때문으로 단

된다. 그러나 구체 인 성능 향상의 로 

<그림 7>의 그룹 3과 그룹 8은 실험군 2에서

는 제목이 다르고 태그 그룹도 달라 다른 그

룹으로 분류되었던 포스트들이 실질 으로 

애니메이션을 다루고 있다는 에서 한 그룹

으로 묶일만한 포스트들이었고 태그 계층 구

조를 이용한 실험군 2에서는 와 같은 그룹

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게 되었다는 을 

들 수 있다. 실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

는 방법론이 텍스트 기반만으로는 잡아  수 

없는(즉, 련 주제는 비슷하지만 포스트의 

태그나 제목의 키워드가 다른) 블로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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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그룹으로 군집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은 블로그 검색 결과를 그룹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여러 사용자들에게 좀 더 유용

한 정보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블

로그 검색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블로그 검

색 알고리즘은 블로그 태그간의 계성이 반

된 태그 계층구조의 생성과 그 활용을 

해 키워드 유사도 산출방법을 기반으로 키워

드유사도에 따른 키워드 군집화 방법을 제시

하 다. 제시된 방법론의 평가를 해본 논문

에서는 로토타입 시스템의 구 하고, 실제

사례에서의 실효성을 평가 하 으며, 한 

CSIM(Cluster SIMilarity)을 사용하여 본 연

구결과와 골든스탠다드의 유사도 비교를 통

해 제시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블로거들이 

블로그 포스트에 한 제목과 태그를 달지 

않으면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 이 존

재하지만, 제 4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블로

그 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태그들도 련성 

정도에 따라 가 치를 할당하여 잠재 으로 

유사성이 있는 포스트들의 군집화를 가능하

게 한다. 실 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이 잠재  유사성이 있는 모든 포스

트의 태그들을 검색할 수는 없지만 알고리즘

의 결과로 제시된 포스트로부터 연  검색어

를 역산출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

을 것이다. 한 각 기업들도 자신들의 이미

지나 새로 출시한 상품에 한 의 의견

이 궁 한 경우에, 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검색을 시도한다면 다른 웹 사이트가 제공해

주지 못한 여러 주 인 정보(사용자의 

이 반 된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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