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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링(Clustering)은 유사한 문서나 데이터를 묶어 군집화해주는 프로세스이다. 클러스터링은 문서들을 대표
하는 개념별로 그룹화함으로써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주제의 문서를 찾기 위해 모든 문서를 검사할 필요가 없도록 
도와준다. 이를 위해 유사한 문서를 찾아 그룹화하고, 이 그룹의 대표되는 개념을 도출하여 표현해주는 기법이 요구
된다. 이 상황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복합 개념(Complex Concept)의 탐지이다. 복합 개념은 서로 다른 개념의 
여러 클러스터에 속하는 중복 개념이다. 기존의 클러스터링 방법으로는 문서를 클러스터링할 때 동일한 레벨에 있는 
서로 다른 개념의 클러스터에 속하는 중복된 복합 개념의 클러스터를 찾아서 표현할 수가 없었고, 또한 복합 개념과 
각 단순 개념(Simple Concept) 사이의 의미적 계층 관계를 제대로 검증하기가 어려웠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클러스터링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복합 개념을 쉽게 찾아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
존의 계층적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변형하여 동일 레벨에서 중복을 허용하는 계층적 클러스터링(Hierarchical 
Overlapping Clustering, HOC)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HOC 알고리즘은 문서를 클러스터링하여 그 결과를 트리가 아
닌 개념 중복이 가능한 Lattice 계층 구조로 표현함으로써 이를 통해 여러 개념이 중복된 복합 개념을 탐지할 수 있었
다. HOC 알고리즘을 이용해 생성된 각 클러스터의 개념이 제대로 된 의미적인 계층 관계로 표현되었는지는 특징 선
택(Feature Selection)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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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클러스터링(Clustering)은 유사한 문서나 데이터

를 묶어 군집화해주는 로세스이다. 클러스터링은 

문서들을 표하는 개념별로 그룹화함으로써 사용

자가 자신이 원하는 주제의 문서를 찾기 해 모든 

문서를 검사할 필요가 없도록 도와 다. 클러스터

링의 원칙은 동일한 클러스터(Cluster)에 속하는 문

서들 간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서로 다

른 클러스터에 속하는 문서들 간에는 이질성을 갖

도록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이다. 클러스터링은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지식을 발견하기에 유용한 

기법이다(Lavine, 2000). 이를 해서는 문서를 클

러스터링하여 각 클러스터의 주요 의미를 나타내

는 개념을 도출하여 표 해주는 기법이 요구된다. 

이 상황에서 문제 으로 두되는 것이 복합 개

념(Complex Concept)의 탐지이다. 복합 개념은 서

로 다른 개념의 여러 클러스터에 속하는 복 개

념이다. 기존의 클러스터링 방법으로는 문서를 클

러스터링할 때 동일한 벨에 속하는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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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클러스터에 속하는 복된 복합 개념의 클

러스터를 찾아서 표 할 수가 없었고, 한 복합 개

념과 각 단순 개념(Simple Concept) 사이의 의미

 계층 계를 제 로 검증하기가 어려웠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클러스터링 방법의 문제

을 해결하여 복합 개념을 쉽게 찾아 표 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계층  클러스터링 알고리

즘을 변형하여 동일 벨에서 복을 허용하는 계

층  클러스터링(Hierarchical Overlapping Clus-

tering, HOC)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HOC 알고

리즘은 문서를 클러스터링하여 그 결과를 트리가 

아닌 개념 복이 가능한 Lattice 계층 구조로 표

하고 이를 통해 여러 개념이 복된 복합 개념을 

탐지할 수 있었다. HOC 알고리즘을 이용해 생성

된 각 클러스터의 개념이 제 로 된 의미 인 계

층 계로 표 되었는지는 특징 선택(Feature Sel-

ection) 방법을 용하여 검증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기

존의 클러스터링 방법과 핵심 기술에 해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복합 개념 탐지

를 한 HOC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기

존의 계층  클러스터링 알고리즘과 비교한다. 제 

4장에서는 제안한 HOC 알고리즘을 이용한 체 시

스템 구조를 제와 함께 설명하고, 제 5장에서는 

실제 데이터 제에 용한 실험을 통해 복합 개

념 탐지와 개념 계 검증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2. 련 연구

클러스터링 방법은 비계층  방법(Non-hier-

archical Clustering)과 계층  방법(Hierarchical 

Clustering)으로 구분한다. 이 분류 방법은 클러스

터링을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 클러스터의 구조 형

태를 기 으로 한다. 즉, 클러스터링 결과가 클러

스터 객체간의 계층을 나타내는 트리 형태의 모습

으로 나타나면 계층  방법, 그 지 않으면 비계층

 방법으로 분류한다.

비계층  클러스터링 방법에는 K-means 알고

리즘과 같은 분할 클러스터링(Partitional Cluste-

ring)(Jain et al., 1999; Likas et al., 2003; Liu, 2007), 

Fuzzy K-means(Gath and Geva, 1989)나 Overlap-

ping K-means(Cleuziou, 2008)와 같은 첩 클러

스터링(Overlapping Clustering), 그리고 확률 기반 

클러스터링(Probabilistic Clustering) 등이 있다.

계층  클러스터링은 각각 하나의 문서를 클러

스터로 보고 가장 유사도가 높은 두 개의 클러스

터를 병합하거나 분리하면서 계층 으로 군집을 

형성해 가는 방법이다.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시각

으로 보여주기 해 덴드로그램(dendrogram)이

라고 불리는 트리 형태를 이용한다. 계층  클러스

터링 방법은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 

down)의 두 가지 기본 근 방식이 있다. 병합 계

층  클러스터링(Agglomerative Hierarchical Clu-

stering)은 상향식 방식으로, 두 개의 작은 클러스

터를 병합하여 최종으로 하나의 클러스터가 될 때

까지 가장 유사한 클러스터를 찾아 병합해 가는 

방식이다. 분리 계층  클러스터링(Divisive Hiera-

rchical Clustering)은 하향식 방식으로, 하나의 큰 

클러스터를 두 개의 작은 클러스터로 벨을 형성

해가면서 가장 유사한 그룹으로 분리하는 방식이

다(Liu, 2007). 보편 으로 병합 계층  클러스터

링을 더 많이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도 이 클러스

터링 방법을 변형하여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클러스터링을 이용하여 생성된 클러스터를 분

석하여 숨겨진 개념을 찾아내는 방법은 여러 분야

에서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인 연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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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다. 그 에서도 계층  클러스터링 방

법을 이용하여 개념을 탐지하는 연구는 각 클러스

터가 표 하는 개념의 연  계를 표 해  수 

있다는 이득이 있다. 다음은 계층  클러스터링을 

이용하여 개념을 탐지하고 표 하는 기법을 다루

고 있는 연구들이다.

(Jonyer, 2001)은 그래 를 기반으로 하는 개념

 계층 클러스터링 방법을 다루고 있다. 그래  

기반의 구조 표 은 개념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이 방법은 원래의 데이터를 압축하고 데이터 

안의 개념을 구조 으로 표 하는 서 구조를 탐

지하여 발견하게 해 다. 이 방법은 클러스터가 

가지는 개념 간의 많은 연  계를 발견하여 표

할 수 있다.

기존의 개념 계층 형성에 한 연구에서는 부

분 계층  클러스터링을 이용해서 비슷한 용어

(term)를 가진 그룹으로 나 었지만 결과 계층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 다. (Yeh and Sie, 2006)

은 이를 개선하기 해 specific knowledge 네트워

크의 결과와 자동 으로 형성된 개념 계층을 합친

다. 이 방법에서는 클러스터링 단계에서 voting과정

을 기본으로 하여 기존의 병합 계층  클러스터링 

방법에 voting 정보를 혼합하여 클러스터링을 실

행한다.

(Chuang and Chien, 2004)는 텍스트 세그멘테

이션(text segmentation)의 계층  토픽 구조를 만

드는데 클러스터링을 용한다. 문서에서 텍스트

를 세그멘테이션하고 나눠진 문장에서 심이 되

는 단어를 추출한다. 추출된 단어를 기반으로 세그

멘테이션으로 나눠진 각 문장에 병합 계층  클러

스터링과 분할 계층  클러스터링을 용하여 개

념 계층을 생성한다.

개념 계층의 동일 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개념에 속하는 복합 개념을 탐지하여 표 하기 

해서는 클러스터 사이의 연 된 상하 계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의 복(overlapping)을 표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에서 기술한 기존의 클러스

터링 방법은 복합 개념을 탐지하는데 하지 않

다. 본 논문은 이를 해결하는데 을 맞춘다.

3. 복 허용 계층  클러스터링(HOC)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복 허용 계층  클러스

터링(Hierarchical Overlapping Clustering, HOC) 

알고리즘은 기존의 병합 계층  클러스터링 알고

리즘을 변형, 발 시킨 것이다. 본 장에서는 기존 

알고리즘과 HOC 알고리즘을 pseudo-code 형태로 

제시하고, 같은 제에 해서 두 알고리즘을 수행

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HOC 알고리즘의 효과를 

보여주고자 한다. 

<알고리즘 1>은 기존의 계층  클러스터링 알

고리즘에서 가장 리 쓰이는 병합 계층  클러스

터링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Algorithm : Agglomerative_Hierarchical_

Clustering(D)

1.  데이터 집합 D의 각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간주한다.

2.  D에 속한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을 각 한 씩 

거리를 계산한다.

3.  repeat

4.      서로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두 

클러스터를 찾는다.

5.      두 클러스터를 합쳐서 새로운 클러스터 C 

를 만든다.

6.      C와 다른 모든 클러스터들 간의 거리를 

계산한다.

7.  until 하나의 클러스터가 남을 때까지.

<알고리즘 1> 병합 계층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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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 데이터포인트  <그림 2> 병합 계층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용 결과

<그림 3> 병합 계층  클러스터링 
결과 덴드로그램

다음과 같이 데이터 포인트 a, b, c, d, e, f로 구

성된 제에 병합 계층  클러스터링을 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자. 데이터간의 유사

도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기 클러스터링 된 

제에 이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표 된다. 이를 덴드로그램으로 표 하면 

<그림 3>과 같이 트리의 형태로 나타난다.

Algorithm : Hierarchical_Overlapping_

Clustering(D)

1.  데이터 집합 D의 각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간주한다.
2.  repeat

3.  D에 속한 데이터 포인트(클러스터 C) 

간의 거리를 계산한다.
4.      for i  ← 1 to 클러스터 수 do

5.  i번째 클러스터에서 서로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를 
찾는다.

6.  i번째 클러스터와 찾은 클러스터 

를 합쳐서 새로운 클러스터 C를 
만든다.

7.      end for

8.  until  하나의 클러스터가 남을 때까지.

<알고리즘 2> 복 허용 계층 클러스터링(HOC) 
알고리즘

<알고리즘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HOC 

알고리즘으로 기존의 병합 계층  클러스터링 알고

리즘을 변형하여 클러스터링된 결과가 트리의 형

태가 아닌 Lattice 형태로 표 될 수 있게 하 다. 

데이터 포인트 a, b, c, d, e, f로 구성된 이 과 

동일한 제(<그림 1>)에 제안하는 HOC 알고리

즘을 용한 결과는 <그림 4>로 표 되고 이를 

덴드로그램으로 표 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3>과 <그림 5>를 비교해보면 기존 병합 

계층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수행했을 때와 제

안하는 HOC 알고리즘을 수행했을 때 각각의 클러

스터링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듯이 HOC 알고리즘은 개념의 의미 인 

상하 계를 표 하면서도 기존 계층  클러스터

링에서 하지 못했던 개념 계층구조의 동일 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개념에 복으로 속하는 복합 

개념을 탐지하여 표 할 수 있다. 한, <그림 6>

과 같이 각 클러스터를 표하는 개념을 찾아 이

를 표 할 수 있다면 차이가 명확히 보인다.

<그림 6>에서 (a)는 병합 계층  알고리즘의 

클러스터링 결과 덴드로그램이고 (b)는 제안하는 

HOC 알고리즘의 클러스터링 결과 덴드로그램이

다. <그림 6>의 (b)에서 “사람” 개념의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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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HOC 알고리즘 용 결과 <그림 5> HOC 알고리즘 클러스터링 결과 덴드로그램

(a) (b)

<그림 6> 기존 계층  알고리즘과 HOC 알고리즘의 클러스터링 결과 덴드로그램 비교

(c, d)가 상 의 같은 벨에 있는 서로 다른 클러

스터인 “ 식” (a, b, c, d)와 “육식” (c, d, e, f)에 

복으로 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복된 

연결(edge)이 존재하는 것이 복합 개념이다.

기존의 계층  알고리즘으로는 “사람”과 “사자”

의 데이터로 “육식”이라는 개념을 표 하지 못했

고 한 “사람”이 “ 식”과 “육식”에 복으로 속

하는 복합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제안하는 HOC 알고리즘은 “육식” 개념을 찾아서 

표 해  뿐만 아니라 “사람”이 복합 개념이라는 

것도 표 한다.

4. HOC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스템 구조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HOC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복합 개념을 탐지하는 반 인 

시스템 구조를 설명한다. 이 시스템 구조는 1) 문

서의 처리 과정, 2) HOC 알고리즘을 이용한 클

러스터링 과정, 3) 특징 선택을 이용하여 Lattice

상에 표 된 개념들의 의미  계층 계를 검증

하는 과정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림 7>은 HOC를 사용하는 반 인 시스템 구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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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HOC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체 시스템 구조

4.1 문서의 처리 과정

클러스터링을 해서는 알고리즘을 용하기 

에 문서들을 객 인 수치인 좌표 값으로 변형하

여 좌표평면 는 공간에 표 해주어야 한다. 이러

한 과정을 문서 처리 과정이라 한다. 

우선 문서에서 단어를 추출하고 정제된 단어를 

얻기 해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한다. 이를 해 불

용어 제거(stopword removal)와 어근처리(stem-

ming)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각 문서를 

표하는 색인어(index term)가 추출된다. 이 색인어

들을 식 (1)을 용한 TF-IDF 값에 따라 최종 인 

좌표 값을 부여하고(Baeza-Yates and Ribeiro- 

Neto, 1999), 그 값에 따라 문서들을 좌표평면 는 

공간에 표 한다.

    × 


(1)

dfk : k번째 단어가 출 하는 클래스의 개수

tfik : i번째 클래스의 k번째 단어의 출 빈도수

N : 클래스의 체 개수

<그림 8>은 샘  문서의 좌표값 테이블과 이를 

좌표 평면에 표 한 제를 보여 다.

4.2 HOC를 용한 클러스터링 과정

두 문서의 유사도는 문서간의 거리 값이 작을수

록 높다는 제 하에, 본 논문에서는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 측정 방식을 사용하여 

문서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유사도를 별하 다.

문서 처리 과정 제에서 다룬 <그림 8>의 

문서간의 거리 값을 계산하면 <그림 9>(a)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 값을 이용하여 각 문서마다 거

리가 가장 가까운 문서를 구하면 <그림 9>(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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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문서들의 좌표 값 테이블과 좌표평면에 표 된 제 문서들

(a) 문서간의 거리 값  (b) 문서별 가장 가까운 거리의 문서 테이블

<그림 9> 문서별 가장 가까운 문서 구하기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제 이 테이블 데이터를 이용하여 문서들을 서

로 묶어 합친다. 이 게 하면 좌표 평면 상에서는 

<그림 10>과 같이 첩된 그룹으로 표 되고, 이

를 트리 형태로 표 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에서 클러스터 (d, e)는 상 의 동일 

벨에 있는 클러스터 (d, e, f)와 클러스터 (d, e, 

g, h)에 복으로 속해있고, 클러스터 (d, e, g, h)

는 클러스터 (a, b, c, d, e, g, h)와 클러스터 (d, e, 

f, g, h)에 복으로 속해있다. 이를 통해 클러스터 

(d, e)와 클러스터 (d, e, g, h)는 복합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3 특징 선택을 이용한 개념 계 검증 과정

HOC 알고리즘에 의해 Lattice 형태로 표 된 

클러스터들의 개념 계(concept relationship)를 

알아보기 해 본 논문에서는 특징 선택을 이용하

여 클러스터를 표할 수 있는 단어들을 특징으로 

추출한다. 그리고 추출된 단어들을 바탕으로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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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HOC 알고리즘에 의한 클러스터링 결과  <그림 11> HOC 알고리즘에 의한 클러스터링 
결과 트리

스터의 표 개념을 추정하여 의미  계층 계를 

검증한다. 특징 선택을 하기 해 용어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수식을 이용하여 각 클러스터에 한 용

어의 정보량을 계산한 후 체 클러스터 문서에서

의 용어 정보량을 계산한다.

학습에 이용될 요한 속성들을 추출하는 과정

에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해 해당 문서의 공통

인 특징을 가려내어 이를 기 으로 각 속성마다 

가 치를 차별 으로 두는 요 속성을 추출하는 

방법을 특징 선택(Feature selection)이라 한다. 즉, 

특징 선택은 학습 자료의 요 속성들을 구분된 클

래스별로 요도를 정의하는 특징 추출 가 치 설

정 기법이다. 여기에서의 특징(feature)은 클래스

를 표하는 단어 집합으로서 이러한 단어들에 높

은 가 치가 설정된다. 특징을 선택하기 해서는 

각 단어가 자신이 속해 있는 클래스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며 그러한 기여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앞 

의 식 (1)에서 기술한 TF-IDF와 아래 식 (2)에서 

나타낸 (chi-square) 통계량을 주로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량을 이용하여 특징 선택

을 하 다.   통계량은 용어 t와 클래스 c의 의존

성(dependency)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용

하여 클래스 c와 용어 t사이에 존재하는 계를 수

치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용어 t와 클래스 c가 완

히 독립 이면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수식은 식 

(2)와 같다.

   ×××
×××

  (2)


   

  

A : c에 속한 문서  t를 포함하는 문서 수

B : c 아닌 클래스에 속한 문서  t를 포함하는 

문서 수

C : c에 속한 문서  t를 포함하지 않는 문서 수

D : c 아닌 클래스에 속한 문서  t를 포함하지 

않는 문서 수

N : 체 학습 문서 수

를 들어 <그림 12>와 같이 진행한 특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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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특징 선택 흐름도

<그림 13> 특징 선택의 좌표 평면 상의 결과 <그림 14> 개념의 의미  계층

과정의 결과는 좌표 평면 상에서 <그림 13>과 같

이 표 된다. 특징 선택을 통해 추출된 클러스터간

의 단어를 보고 각 클러스터의 개념을 추정하여 

트리에 용해 보면 <그림 14>와 같이 의미  계

층 계가 성립하는 개념들의 계를 확인할 수 

있다.

a, b, c, d 문서 집합(클러스터)은 특징 선택을 

통해 추출된 단어를 통해 woman이라는 표 개

념을 연상할 수 있다. 추정된 개념들은 <그림 14>

와 같은 구조로 표 될 수 있다. <그림 14>를 통

해 parent라는 표 개념으로 표 된 클러스터는 

상 의 동일 벨에 있는 mother와 father로 표

된 서로 다른 개념 클러스터에 복으로 속하는 

복합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한, 기존의 계층  클

러스터링 알고리즘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father라

는 클러스터를 새로이 탐지하여 표 하 음을 알 

수 있다.

5. 실험  평가

이 장에서는 실험 데이터( 제 문서 집합)를 이

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HOC 알고리즘으로 클

러스터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특징 선택을 용

하여 클러스터별로 표되는 개념을 추정하고, 개

념들의 의미  계층 계를 검증하는 과정을 보여

다. 이를 바탕으로 문서 집합의 내용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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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 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로이터 뉴스 기사를 모은 

Reuters-21578자료 집합이다(Lewis, 2004). Reu-

ters-21578자료 집합은 119개의 클래스와 21578개

의 문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에서 일

반 으로 많이 쓰이는 클래스인 “wheat”와 “corn” 

클래스에서 각각 3개씩 문서를 선정해 총 6개의 

문서로 실험하 다. 실험 데이터에 HOC 알고리즘

으로 클러스터링을 하여 얻어진 구  결과는 <그

림 15>와 같이 Lattice로 표 되었다.

<그림 15> 제 문서집합에 한 클러스터링 결과 
Lattice

<그림 15>에서 클러스터 노드 3, 8, 10은 동일

한 벨의 서로 다른 클러스터들에 각각 복으로 

속하므로 복합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클러스터 

3은 클러스터 2, 14에, 클러스터 8은 클러스터 7, 

10, 12, 16에, 클러스터 10은 클러스터 9, 15에 각각 

속하는 것을 Lattice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다). 특

징 선택을 이용해 각 클러스터 노드의 주요 단어

들을 구하여 각 클러스터를 표하는 개념을 추정

하 다. 특징 선택을 한 수식으로는 앞 의 식 

(2)에서 기술한 max를 고려하는   통계량을 사

용하 다. 

<그림 15>의 클러스터 2, 3, 9, 14, 15에 특징 선

택 과정을 용한 결과 <그림 16>과 같이 표 되

었다. 즉, 클러스터 2에서 특징 선택을 사용해 추

출된 단어를 통해 2를 표하는 개념을 “증가”라

고 추정하 고, 나머지 클러스터 3, 9, 14, 15도 

표하는 개념을 각각 “생산”, “투자”, “감소”, “거래” 

라고 추정할 수 있었다.

<그림 16> 실험결과 Lattice에 속한 일부 개념의 
추정과 계층 표

<그림 16>은 클러스터 노드 2, 3, 9, 14, 15의 추

정된 표 개념과 각 개념 간의 계층 계를 보여

다. <그림 16>을 통해 이 실험 데이터 문서 집

합에서 투자는 증가하고 거래는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클러스터 노드 3의 표 개념인 생산

은 복합 개념으로서 실험 데이터 집합 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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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하며 양쪽에서 공존

한다는 정보도 알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알고

자 하는 문서들을 일일이 살펴보지 않아도 문서들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악할 수 있다.

<그림 15>에서 클러스터 노드 8은 다른 어떤 

노드보다도 가장 많은 클러스터에 복으로 속하

는 복합 개념이다. 클러스터 노드 8은 실제 실험에

서 의 문서 집합을 표 하는 데 가장 구체 인

(specific)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단어들은 8

번 노드에서 특징 선택의 기여도 수식 값이 가장 

컸고 의 노드로 올라갈수록 값이 작게 나왔다. 

실제 제 문서를 상으로 한 실험에서 클러스터 

8에서 특징 선택을 통해 추출된 단어로는 “crop”, 

“wheat”, “corn” 등이 있고 이는 클러스터링 된 상

 노드의 어느 문서 집합에서도 공통 으로 나오

는 가장 흔한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은 상  노드

의 다른 클러스터에서는 그 클러스터를 표할 만

큼 특징 이지 않다고 단하여 특징 선택의 수식 

값이 작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계층  클러스터링 알고

리즘을 변형하여 동일 벨에서 복을 허용하는 

계층  클러스터링(HOC) 알고리즘을 개발하 고, 

이를 이용하여 개념 간에 의미 인 계층 계를 가

지면서도 여러 개념에 복으로 속하는 복합 개념

을 탐지하여 문서 집합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링 후 특징 선택을 이용

하여 클러스터별 표 단어를 추출하여 개념을 추

측하고 각 개념들의 의미  계층 계를 검증하

다. 이를 통해 클러스터 노드별 고유정보를 표 하

는 것이 가능해졌다. 제안한 HOC 알고리즘을 실

제 데이터에 해 실험한 결과 Lattice 형태의 클

러스터 계층 구조를 얻을 수 있었고, 체 실험 데

이터문서를 일일이 검토하지 않고도 문서 집합인 

클러스터 노드들이 각각 무슨 의미의 개념을 가지

며 각 개념의 계층 계가 어떠한지를 단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HOC 알고리즘의 문제  

의 하나는 수행시 동일한 벨의 서로 다른 클

러스터에 복으로 속하는 클러스터를 탐지하여 

새롭게 추가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노드의 의미  

계층 계를 검증할 때 검증해야 할 노드의 수가 

증가하여 분석해야 할 데이터가 무 많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과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

하는 추가 비용를 일 필요가 있다. 이는 복합 개

념으로 추정되는 노드만을 남기고 나머지 노드를 

가지치기를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겠지만 향후 개

념의 의미  상하 계를 분석하는 일을 자동으로 

하여 개념을 추론하고 이블을 달 수 있게 한다

면 지 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리라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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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erarchical Overlapping Clustering to Detect Complex Concepts

1)

Sujeong Hong*․Joongmin Choi**

Clustering is a process of grouping similar or relevant documents into a cluster and assigning 
a meaningful concept to the cluster. By this process, clustering facilitates fast and correct search for 
the relevant documents by narrowing down the range of searching only to the collection of documents 
belonging to related clusters. For effective clustering, techniques are required for identifying similar 
documents and grouping them into a cluster, and discovering a concept that is most relevant to the 
cluster. One of the problems often appearing in this context is the detection of a complex concept 
that overlaps with several simple concepts at the same hierarchical level. Previous clustering methods 
were unable to identify and represent a complex concept that belongs to several different clusters at 
the same level in the concept hierarchy, and also could not validate the semantic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a complex concept and each of simple concept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a new clustering method that identifies 
and represents complex concepts efficiently. We developed the Hierarchical Overlapping Clustering 
(HOC) algorithm that modified the traditional Agglomerative Hierarchical Clustering algorithm to 
allow overlapped clusters at the same level in the concept hierarchy. The HOC algorithm represents 
the clustering result not by a tree but by a lattice to detect complex concepts. 

We developed a system that employs the HOC algorithm to carry out the goal of complex 
concept detection. This system operates in three phases; 1) the preprocessing of documents, 2) the 
clustering using the HOC algorithm, and 3) the validation of semantic hierarchical relationships among 
the concepts in the lattice obtained as a result of clustering.

The preprocessing phase represents the documents as x-y coordinate values in a 2-dimensional 
space by considering the weights of terms appearing in the documents. First, it goes through some 
refinement process by applying stopwords removal and stemming to extract index terms. Then, each 
index term is assigned a TF-IDF weight value and the x-y coordinate value for each document is 
determined by combining the TF-IDF values of the terms in it.

The clustering phase uses the HOC algorithm in which the similarity between the documents 
is calculated by applying the Euclidean distance method. Initially, a cluster is generated for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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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by grouping those documents that are closest to it. Then, the distance between any two 
clusters is measured, grouping the closest clusters as a new cluster. This process is repeated until the 
root cluster is generated.

In the validation phase, the feature selection method is applied to valid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cluster concepts built by the HOC algorithm to see if they have meaningful hierarchical 
relationships. Feature selection is a method of extracting key features from a document by identifying 
and assigning weight values to important and representative terms in the document. In order to 
correctly select key features, a method is needed to determine how each term contributes to the class 
of the document. Among several methods achieving this goal, this paper adopted the  statistics, 
which measures the dependency degree of a term t to a class c, and repres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t and c by a numerical value.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HOC algorithm, a series of performance evaluation is 
carried out by using a well-known Reuter-21578 news collection. The result of performance evalu-
ation showed that the HOC algorithm greatly contributes to detecting and producing complex concepts 
by generating the concept hierarchy in a lattice structure.

Key Words : Hierarchical Overlapping Clustering, Complex Concept Detection, Feature Selection, Concept 
Lab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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