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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위키피디아를 이용한 트위터 문서의 

주제별 클러스터링 기법

Topical Clustering Techniques of Twitter Documents 

Using Korean Wikipedia

장재영*

Jae-Young Chang
*

요  약  최근 들어 트위터와 같은 SNS 환경에서 검색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트위터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량으로 검색된 문서를 주제별로 분류하는 클러스터링 기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트위터의 특성상 단순한 클러스터링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트위터 환경에 적합한 클러스터
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한글 위키피디아를 이용하여 각 트위터 문서에 대한 특징 벡터를 보강하고 
각 특징들의 가중치를 재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한글 트위터 문서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고 기존 기법
과의 성능 비교를 통해서 제안된 기법의 유용성을 증명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need for retrieving documents is growing in SNS environment such as twitter. For 
supporting the twitter search, a clustering technique classifying the massively retrieved documents in terms of 
topics is required.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witter, there is a limit in applying previous simple techniques 
to clustering the twitter documents. To overcome such problem, we propose in this paper a new clustering 
technique suitable to twitter environment. In proposed method, we augment new terms to feature vectors 
representing the twitter documents, and recalculate the weights of features using Korean Wikipedia. In addition, 
we performed the experiments with Korean twitter documents, and proved the usability of proposed method 
through performance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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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0년  이후 웹  2.0과 인터넷 애 리 이션의 발

과 더불어 트 터(Twitter)로 표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등장은 인터넷 사용 환경에 큰 변화

를 가져왔다. 다수의 사용자, 정보의 빠른 , 사용의 

편리성으로 표되는 SNS는 이제 기존 매체를 체하는 

수 에 이르 다. SNS가 화되기 이 의 사용자는 

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문서를 검색하거나 

온라인 업무를 처리하는 등, 특정인들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사용하는 수 에 머물 다. 그러나 SNS를 사용

함으로서 개방 인 웹 환경을 기반으로 한 네티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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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와 참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SNS에서의 검색에 한 심이 

두되고 있으며, 최근 부분의 포털에서는 트 터로 

표되는 SNS에 한 검색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포털에서 제공되는 검색 기능은 사용자의 의도와

는 무 하게 단순히 검색어(query)에 해 최근에 등록

된 순서만으로 그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게시 들(postings)의 요도나 특성들을 반 하

지 못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최근에 SNS 에서 특히 트 터 

문서를 검색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었다. 를 들어 

[1]에서는 트 터 상에서 작성자의 향력을 정량 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 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면 작

성자의 향력 순으로 게시 을 정렬할 수 있다. 한 [2]

에서는 리트윗(rewteet) 빈도나 이외의 여러 가지 특징들

을 용하여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외에도 검색어와의 련성이나 요도에 따라 검색된 

게시 들을 랭킹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3][4]. 

 하나의 방법은 검색결과를 주제(topic)별로 클러스

터링(clustering)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검색된 게시 들

을 주제별로 분리하게 되면 검색결과를 조직화된 형태로 

악할 수 있어 반 인 내용을 쉽게 악할 수 있게 된

다. 한 요약(summarization), 추천(recommendation), 

이벤트 검색(event detection) 등 문서 클러스터링의 응

용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트 터 환경에서 게시 들을 주제별로 

클러스터링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에 문서 클러스터

링을 한 많은 기법들이 이미 제안되어 왔고 이러한 기

법들이 재 범 하게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들을 트 터에 직 으로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정보 제공자가 제한되지 않는 트 터는 그 특성상 기

존의 웹문서와는 차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2]. 

우선 문서들은 140bytes이하의 단문(short document)으

로 구성된다. 따라서 클러스터링을 한 특징 벡터

(feature vector)가 지나치게 희박(sparse)하여 문서의 특

징을 표 하기에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한 많은 문

서들이 객 인(objective) 사실뿐만 아니라 주 인 

의견(subjective opinion)들이 포함되어 있는 등 다양한 

종류의 문서들이 혼재한다[5]. 마지막으로 기존의 웹 문서

와는 달리 문법 으로 정제되지 않은 문서들이 비율이 

매우 높다. 이러한 특징들은 트 터 문서가 불특정 다수

에 의해 량으로 생성된다는 것에 기인한다. 재 트

터는  세계 으로 매일 2억 개가 넘은 게시 이 등록되

고 있다.

따라서 트 터 문서를 효율 으로 클러스터링하기 

해서는 트 터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기법이 요구된다. 

를 들어 [6]에서는 트 터의 해시태그(hashtag)를 이용

하여 동일 해시태그를 갖는 문서들을 하나의 가상 문서

(virtual document)로 만들어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방

법을 제안하 다. [7]에서는 키피디아(Wikipedia)를 이

용하여 개념(concept) 정보를 클러스터링에 활용하는 기

법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는 [7]과 유사하게 키피디아를 이용한 

클러스터링 기법을 제안한다. 단, [7]에서는 키피디아

를 이용하여 트 터 문서에 나타나는 단어들의 개념을 

악하고 이를 문서간의 거리 계산에 이용한 반면, 본 논

문에서는 키피디아를 문서의 특징을 보강하는데 이용

하 다. 이를 해 첫째로 문서에 나타나는 단어에 해당

하는 키피디아 문서의 주요 단어들을 문서의 특징 벡

터에 추가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하 다. 한 단순히 

TF-IDF를 이용하여 단어(특징)들의 가 치(weight)를 

계산하는 기존의 방법을 보강하 다. 즉, 각 단어가 문서

에서 갖는 요도 계산하기 해 해당 키피디아 문서

의 크기나 키피디아 문서간의 in-link 수를 이용하여 

가 치를 계산하 다.

본 논문에서는 한  트 터를 상으로 하 으며, 

한 한  키피디아 문서를 활용하 다. 한  키피디

아는 문 키피디아에 비해서 문서의 질이나 양 인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2014년 4월 재 27만

개 이상의 문서를 보유하고 있어 활용에는 큰 문제가 없

을 것으로 단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의 유용성을 증명하기 해

서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은 6개의 주제로 나  트 터 

문서에 해서 클러스터링을 실시하여 키피디아를 활

용하기 않은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여 정확도를 비교하

으며, 다양한 요소의 변화에 따른 정확도를 찰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련

연구에 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키피디아를 이용하

여 특징 가 치를 계산하는 방법과 특징 보강 방법을 소

개한다. 4장에서는 실험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5장

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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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연구

문서 클러스터링은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이 등

장한 기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트

터를 상으로 한 클러스터링 연구는 비교  최근에 시

작되었다. 트 터 환경에서 클러스터링이 어려운 은 

문서가 매우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서 내에 단어의 빈

도만으로 특징 벡터를 구성하는 통 인 TF-IDF 방식
[8]으로는 좋은 성능을 기 할 수 없다. 

[6]에서는 해시태그를 이용한 트 터 문서의 클러스터

링 기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에서는 동일 해시태그를 

갖는 게시 들을 하나의 가상 문서로 묶어서 이들 을 

상으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용

하여 새롭게 추가되는 문서를 가장 근 한 클러스터에 

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외에도 [9][10][11] 등에

서 해시태그를 이용한 트 터의 클러스터링 기법을 제안

하 다.

[12]에서는 트 터에 한 질의 결과 집합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여기서는 게시 의 구문

(phase) 에서 확률 으로 일반 인 구문과 히 차이

를 갖는 것을 탐색하여 이를 새로운 주제로 결정하 다. 

그런 다음 주제별 유사도를 측정하여 이들을 병합

(merge)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자세한 실험결과를 제시하지 못하 다.

클러스터링에 있어서 단문으로 구성된 트 터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해 많은 연구

에서 외부의 정보를 클러스터링에 활용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표 인 것이 키피디아를 이용한 클러스터링 

기술이다[7][13][14][15]. 를 들어 [7]에서는 게시 의 각 단

어에 해서 의미를 악하기 해 키피디어 문서 

에 동일한 단어가 존재하는 링크의 타겟 문서를 해당 단

어의 개념으로 취 하 다. 한 문서간의 거리를 계산

하기 해서 코사인 유사도(consine similarity)를 변형하

여 키피디아 문서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키피디아를 이용했다는 에서

는 본 연구에서 유사하나, [7]에서는 유사도 계산에 이를 

활용하 고, 본 연구에서는 특징 벡터를 보강하거나 가

치를 계산하는데 이용하 다는 에서 차별성이 있다.

Ⅲ. 트위터 클러스터링 기법

본 장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트 터 문서의 클러

스터링 기법에 해 소개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기법

의 핵심은 키피디아 문서를 이용하여 각 트 터 문서

의 특징 벡터에 특징들을 새롭게 추가하고, 특징들의 가

치를 재계산하는 것이다. 단, 특징의 추가와 가 치 재

계산은 독립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징이 추가

될 때 마다 가 치를 재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들을 결합한 알고리즘의 개발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의 후반부에는 특징 벡터를 재구축하기 한 알고리즘

을 소개한다.

1. 특징 가중치 계산 

특징 벡터에서 특징의 가 치는 각 특징이 해당 문서

에서 어느 정도 요도를 갖는가를 정량 으로 표 한 

값이다. 일반 으로 문서 분류나 클러스터링을 한 특

징 벡터의 가 치는 문서에 나타난 특징, 즉 단어의 TF

나 TF-IDF로 표 한다. 그러나 단문으로 구성된 트 터

의 경우 각 특징의 출  빈도가 1보다 큰 경우가 거의 없

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한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각 특징이 갖는 개념(concept)의 요

도에 따라 가 치를 결정한다. 특징의 개념은 키피디

아를 활용하며, 특징의 요도는 해당 특징이 키피디

어 문서에서 갖는 요도를 이용하여 간 으로 추정한

다. 이를 해서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가정을 한다. 첫

째,  키피디아에서는 문서의 크기가 클수록 요한 개

념이라고 추정한다. 키피디아를 보면 문서마다 크기가 

다른데 자주 검색되고 요한 키워드일수록 해당 문서의 

크기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키피디아에서 각 

문서에 한 in-link의 수가 많을수록 해당 문서가 요

한 개념이라고 추정한다. 여기서 in-link의 수란 다른 

키피디아 문서에서 해당 문서로 링크된 개수를 의미한다. 

이 가정은 요한 문서일수록 다른 문서에서 해당 문서

를 자주 참조한다는 사실에 기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이 두 가지 가정을 이용하여 특징의 가 치를 계산

한다.

우선 트 터 문서 d의 특징 벡터  하나인 특징 t에 

해서 t에 한 키피디아 문서를  라고 가정하

자. 이때 키피디아 문서 크기를 반 한 특징 t의 요

도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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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문서크기
 

 (1)

이 식에서   는 t에 한 키피디아 문서의 크

기를 나타내며, 최 문서크기란 키피디아 문서 에 

가장 큰 문서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와 유사하게 in-link

의 수를 반 한 t의 요도 in_link(t)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_최대  수
 에대한  수

   (2)

이 식에서 최  in-link수란 키피디아 문서 에서 

in-link의 수가 최 가 되는 문서의 in-link 수를 나타낸

다. 

식 (1)와 식 (2)를 이용하면 특징 t에 해서 키피디

어 문서에서 t의 요도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_  (3)

여기서 는 0부터 1의 값을 가지며, 와 

_의 비 을 결정하기 한 요소로 사용된다. 

참고로 4장의 실험에서는 를 0.5로 고정하여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식 (3)를 이용하면 t에 한 최종 인 가

치를 계산할 수 있다. 키피디아를 이용하기 의 

기의 특징 가 치가 라고 가정하자. 앞서 설명한 

로 트 터 문서는 매우 짧은 문서이므로 TF를 사용한

다면 이 값은 부분 0이나 1의 값을 가질 것이다. 이때 

t에 한 특징 가 치는 이 값에 키피디아에서 t의 

요도 를 반 하여 계산된다. 즉, t에 한 특징 

가 치 는 최종 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4)

2. 특징 보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문으로 구성된 트 터 문서

는 정보의 양이 많지 않아 단독으로는 구성된 특징 벡터

만으로는 클러스터링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본 논문에

서는 이를 극복하기 해 키피디아의 주요 단어들을 

특징 벡터에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

하 다. 즉, 트 터 문서 d의 특징 벡터   에 

존재하는 각 특징  ≤ ≤ 에 해서, 에 한 해

당 키피디아 문서의 주요 단어들을 d의 특징 벡터에 

추가한다.

단어를 추가하기 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단어 에 

한 키피디아 문서   에서 상 의 TF-IDF 값을 

갖는 단어들을 추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키피디아 문

서의 각 단어들에 한 TF 값을 계산하는 것은 큰 문제

가 되지 않으나, 문서의 양이 무 클 경우에는 IDF 값을 

계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에는 상 의 TF 값을 갖는 단어만을 추가하는 것도 하나

의 안이 될 수 있다.

 하나 고려해야할 은 문서 d의 모든 특징들에 

해서 동일한 개수의 단어들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의 가 치 값에 비례하여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

다. 즉, d의 특징 벡터   에 해서 k개의 추

가한다면 각   ≤ ≤ 에 해서 새롭게 추가되는 

단어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 (5)

이 때 새롭게 추가되는 특징들에 해서 기본 가 치

를 부여해야한다. 한 기존의 특징들과 새롭게 추가된 

특징들에 한 가 치도 재조정할 필요성도 있다. 이 문

제에 해서는 다음 에서 다룬다.

3. 특징 재구성 알고리즘

1 과 2 서 각각 설명한 특징 가 치 계산 방법과 특

징 추가 방법은 독립 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유기 으로 병합되어야한다. 본 은 이를 해결하기 

한 특징 재구성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다. 이 그림에서 입력 값인  

    는 트 터 문서에 한 최 의 특징 벡터

를 나타내며, r은 2 에서 설명한 특징추가 방법에 의해

서 한 번에 추가되는 특징들의 비율을 미한다. 를 들

어 n이 100이고 r이 0.1이라면 한번에 10개의 특징들이 

새롭게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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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Rebuilding_Feature(f, r)
input : original feature vector     

  augmentation ratio r
output :  new feature vector ′
 1: ′ 
 2:
 3: // feature weighting
 4: for all  in ′
 5:         × 

 6: end
 7:
 8: repeat
 9: // feature augmentation
10: for all  in ′
11:     find significant terms    in Wikipedia for  

where 


 





 
×′×

12:     ′ ′∪  with   ≤≤ 
13: end
14: // feature weighting(reweighting)
15: for all  in ′
16:        × 

17:   end
18: until ′ stabilize or ′  is less than a threshold 
그림 1. 특징 재구성 알고리즘
Fig. 1. Feature reorganization algorithm

이 알고리즘의 출력 결과인 ′는 최종 으로 재구성

된 특징 벡터를 나타낸다. 우선 알고리즘에서 라인 4 ～ 

5에서는 기 특징 벡터에 해서 수식 (4)를 이용하여 

특징들의 가 치를 재계산한다. 다음으로 라인 8 ～ 18까

지 특징 가 치 계산과 특징 추가가 반복 으로 진행된

다. 라인 10 ～ 12는 특징들을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 다. 

우선 수식 (5)를 이용하여 각 특징별로 그 요도에 따라 

추가될 새로운 특징들의 수를 계산하고, 키피디아의 

주요 단어들을 추출한다. 이 게 구성된 새로운 특징 집

합인   는 기존의 특징 집합 ′에 추가된

다. 이 때 라인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롭게 추가된 특

징들에 해서 가 치을 모두 1로 기화 하 다. 여기서 

1이라는 가정은 이 알고리즘의 입력 값인 최 의 특징 벡

터     의 각 특징들이 기 값으로 모두 1을 

갖는 다는 가정 하에 결정된 것이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 

기 가 치를 결정한다면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라인 15 ～ 16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특징 벡

터에 해서 가 치를 재계산한다. 이때 가 치의 재계

산은 바로 이 에 재계산된 값을 기 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의 각 특징 t의 최  가 치 값인 를 이용하

여 재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이 알고리즘은 ′의 체 특징 수인 ′ 
가 안정화되거나, 그 지 않을 경우 특정 임계값인 보

다 작을 때까지 반복한다. ′  의 안정화 여부는 r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라인 11을 보면 매 루 마다 특

징들의 개수가 r의 비율만큼 증가되므로 무한히 증가되

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라인 11을 수행할 때 이

 루 에서 이미 존재하던 특징들에 해서는 그 에 

이미 새로운 특징들이 추가되었으므로, 다음 루  때는 

이  루 에서 추가된 특징들에 해서만 키피디아를 

이용하여 새로운 특징들이 추가된다. 따라서 r이 작다면 

매 루 마다 새롭게 추가되는 특징의 수는  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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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언젠가는 더 이상의 특징이 추가되지 않고 안정

화된다. 를 들어 각 특징들의 가 치가 모두 동일하게 

계산된다면, 최종 특징 개수는 다음과 같다.




∞

  ×   (6)

이 식을 보면 r이 1일 경우 매 루 마다  씩 선형 으

로 증가한다. 이 경우에는 특징들의 수가 무한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특정 임계값이 넘을 경우 반복을 지해야

한다. 

최종 으로 추가되는 특징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실

험 으로 결정해야한다. 추가되는 특징의 수가 기존의 

특징 수에 비해 작을 경우에는 클러스터링의 성능 향상

을 기 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특징 벡터가 지나치

게 커질 경우에는 본래의 특징 벡터에 오히려 왜곡이 발

생하여 클러스터링 성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에 해서는 다음 장의 실험에 다시 다룬다.

Ⅳ. 성능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클러스터링 기법의 성능을 평가

하기 해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은 한  트 터 문

서를 상으로 하 다. 2014년 5월 이후에 등록된 트 터 

문서 에서 정치, 경제, 스포츠, 연 , 게임에 련된 게

시 들을 각각 200개씩, 총 1,000개의 문서를 수집하 다. 

문서간의 유사도는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이용하 으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는 계층 클러스

터링(hierarchical clustering) 알고리즘을 이용하 다. 

우선 그림 2는 r의 값에 따라 증가되는 특징들의 수를 

나타낸다. 이 표에서 r이 0일 때, 즉, 특징 추가가 이루어

지지 않은 기의 경우에는 문서 당 특징의 평균수는 9개 

정도이다. r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되는 특징들의 수도 증

가되는데 r이 0.4까지는 그 수가 비교  선형 으로 증가

하는 반면 0.5보다 커질 경우 그 수가 격히 증가하는 

것을 찰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식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r이 커짐에 따라 그 수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서는 r이 1 이상인 경우에서도 증가

되는 특징수를 측정하 다. 그러나 1보다 큰 경우에는 그

림 1의 알고리즘에서 증가되는 ′ 가 안정화되지 않고 

무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한 임계값을 설정하여 그 이상 루 를 진행하지 않

고 단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한다.

그림 2. 특징 수의 증가 추이
Fig. 2. Increasing trend of the number of 

features

클러스터링 결과의 평가 지표는 순도(purity)와 엔트

로피(entropy)를 이용하 다[16]. 순도는 클러스터들의 순

수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0에서 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 결과로 

나온 클러스터 집합을    이라 하고, 참조 

집합을  이라 하자. 그리고 를 

의 문서 에서 의 비율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순

도는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다. 

  = 
 





    (7)

여기서 는 의 문서에서 의 비율이 가

장 큰 값을 나타내며, 모든 클러스터에 해 이를 계산한 

후 각 클러스터의 크기비율에 따라 평균을 구한다. 반면

에 엔트로피는 불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순도와는 달리 

0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엔트로피

는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다.

  




        (8)

 






        (9)

식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엔트로피도 식 (8)을 이용하

여 각 클러스터에 한 엔트로피를 먼  구한 후에 각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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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터의 크기비율에 따라 평균을 구한다. 

그림 3. 특징 수에 따른 순도의 변화
Fig. 3. Purity varia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features

그림 4. 특징 수에 따른 엔트로피의 변화
Fig. 4. entropy varia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features

그림 3과 4는 각각 r의 변화에 따른 순도와 엔트로피

의 결과를 보여 다. 이 실험에서 r이 1이상일 경우에는 

보강되는 특징수가 무한히 증가하므로 그림 2의 증가추

세를 고려하여, r이 1일 경우에는 100개, 2일 경우에는 

200개로 임계값을 정하여 특징들을 보강하 다. 이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에는 r이 증가할수록 순도와 엔

트로피가 모두 차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0.6

보다 커지게 되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게 되며, r이 0.9

이상에서는 오히려 특징 보강을 하지 않는 최 의 클러

스터링 결과보다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것을 찰할 수 있

다. 그 이유는 r이 작을 경우에는 클러스터의 성격을 규

정짓는 련 특징들이 차 많이 보강되므로 성능이 좋

아지게 된다. 반면에 차 r이 일정 수 보다 클 경우에

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징들이 기하 수 으로 

보강되는데 이들은 부분 클러스터의 성격과 맞지 않는 

련 없는 특징들이므로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특징은 일정 수 까지만 보강하는 것

이 성능을 극 화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최 의 r값이 r이 0.6일 경우이며, 이 때 

보강되는 특징의 수는 기의 특징 수에 비해 략 2배가 

되는 경우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트 터 환경에 합한 클러스터링 기

법을 제안하 다. 트 터는 비교  단문으로 구성되어 

순수한 트 터 문서만으로는 정보의 양이 부족하여 좋은 

클러스터링 성능을 기 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해

서 제안된 기법에서는 한  키피디아를 이용하여 각 

트 터 문서에 한 특징 벡터를 보강하고 특징들의 가

치를 재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 다. 실험 결과 제안

된 방법으로 특징을 보강하는 기법이 순수한 특징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정 수  이상으로 지나치게 특징을 

보강할 경우에는 오히려 각 클러스터의 성격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최 의 보강 수 을 결정하는 것이 요하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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