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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도서의 메타데이터 중 서명, 목차, 책소개를 분류자질로 하여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도서의 자
동분류를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2년동안 신착 자료에서 ISBN과 분류기
호가 있는 한국어 도서이면서 인터넷 서점에서 목차,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정보 모두를 포함하는 도서를 
수집하였다. 형태소 분석한 4가지 분류자질과 6가지 유사도 척도, 7가지 클러스터링 기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
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도 척도에서 코사인 계수가 평균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클러스터
링 기법에는 와드 기법이 다른 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가장 많은 분류자질을 갖는 
출판사 제공 책소개 자질이 평균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으며 대체로 자질이 많은 메타데이터일수록 클
러스터링의 성능이 좋았다.

This study examined existing 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s using features such as title, table of contents 
and description of books to find out whether they can be effectively used for automatic classification of books. 
To conduct this study, we first collected online library catalog metadata - title, table of contents, and description 
of books - from the academic library homepage and from the online bookseller. Using all of these metadata, we 
extracted only noun words as clustering features, and in order to find out the best combination of method we 
used various similarity measures (e.g., Cosine Coefficient) and clustering methods (e.g., Ward’s Metho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six similarity measures we used, cosine coefficient measure 
performed the best. Second, among seven clustering methods we used, the Ward’s method performed the best. 
Third, in general, using ‘description of books’features produced better results than using others, and the more 
features the metadata have, the better performance the Ward’s method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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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식이나 문헌의 분류는 많은 대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하는 대상을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하

나의 방법이다. 도서관은 오래전부터 문헌분류 방식을 통하여 정보자료와 도서들을 관리 및 탐색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정확한 문헌분류를 위해서는 문헌이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지식과 분류기

준, 분류체계 등 분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이영숙, 2001, p.1). 과거에는 처리해

야 할 정보의 양이 많지 않아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탐색하기가 쉬웠지만, 최근에는 분류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서 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해지고 있다.

현대사회는 컴퓨터, 인터넷 등의 발전으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생산과 전달에 중점을 두는 정보

사회가 되었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IoT(Internet of Things) 등과 같은 멀

티미디어 기기의 발달과 5G, LTE, 기가인터넷 등과 같은 유·무선 네트워크 속도의 증가로 인해 정보

의 생산량과 유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출판되는 도서의 증가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양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2015 대학도서관 통계조사 자료집｣에 따르면 대학도서관의 도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

안 평균적으로 약 11,000권(4년제 대학은 약 14,000권, 전문대학은 약 4,000권)씩 입수되고 있다(한국

교육학술정보원, 2015, p.12).

도서관에서 소장하는 도서의 양과 종류가 늘어나면서 검색되는 도서의 양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질의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도서가 검색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소

장하고 있는 도서가 적을 때는 검색결과 페이지가 적었기에 원하는 책을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

았지만, 도서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검색결과 페이지도 늘어나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찾는 데 더 많

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학문발전과 융합 등으로 인해 최근 발행되고 있는 도서가 학제적 또는 

다학문적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도서는 이론상으로는 도

서관 목록에서 복수의 분류기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적합하거나 자관규칙에 맞는 

한 가지 분류기호만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관련된 주제의 도서를 찾을 때, 서가 브라

우징으로 인접하고 있는 분류기호에서만 도서를 찾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주제지만, 분류기호

가 다르게 부여되어 서로 다른 위치에 배가된 도서는 서가 브라우징만으로는 찾기 어려워진다. 서명

이나 주제어와 같은 메타데이터가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검색도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만약 도서를 자동 분류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여 도서에 다양한 접근점을 부여한다면, 이용자는 좀 

더 쉽게 관련된 주제의 도서를 찾을 수 있다. 도서관은 이러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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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서관이 소장한 도서의 메타데이터를 자동 분류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도서의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서의 자동분류를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대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자동분류 기법의 하나인 계층적 클

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하여 자동분류를 실험하고자 한다. 도서의 메타데이터 중 서명, 목차, 책소개 메

타데이터를 분류자질로 선정하고 6가지의 유사도 척도와 7가지의 클러스터링 기법을 비교ㆍ분석하

여, 자동분류에 적합한 분류자질과 유사도 척도, 클러스터링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계에 의한 자동 분류는 분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대상물들을 유사한 패턴을 갖는 것끼리 모아 

집단화하는 것을 말한다(정영미, 2012, p.166). 자동 분류의 대상으로는 문자로 된 용어나 문헌이 될 

수도 있으며, 각종 통계치나 이미지, 음성 등 모든 정보와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자동분류 기법은 대상

물이 가진 사전(a priori) 범주체계의 사용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사전 범주체계를 사

용하는 기법은 범주화(categorization)이며, 사용하지 않는 기법은 비지도학습에 해당하는 클러스터

링(clustering)이다(이용구, 2013, p.28).

분류의 대상이 문헌인 문헌 클러스터링은 각 문헌에 출현하는 자질들을 비교하여 문헌 간 유사도

를 측정하여 유사한 문헌끼리 군집화 한다. 문헌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한 가장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클러스터링의 결과 생성되는 클러스터는 자신을 대표하는 클러스터 프로파일을 가지며, 

새로운 문헌은 이 클러스터 프로파일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클러스터에 포함된다(정영미, 2012, 

pp.167-168).

문헌 클러스터링을 위해서는 클러스터링 하고자 하는 문헌을 잘 표현하거나 대표하는 자질을 추출

하거나 선정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 정보 검색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색인의 처리 방법과 많은 부분 일

치한다. 즉 각 문헌에서 그 문헌을 대표하는 중요한 단어 또는 용어를 불용어 제거 기법이나 형태소 분

석과 같은 처리 방법을 통해 자질로 선정한다. 또한 문헌으로부터 추출한 각각의 용어나 자질을 대상

으로 중요도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 가중치를 산출하게 된다. 이때 역시 자동 색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빈도와 역문헌빈도 등을 이용한다. 이렇게 선정된 분류자질은 과 같이 자질의 가중치가 벡터 요

소 되는 n차원의 자질 벡터로 표현하여 향후에 다양한 연산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n은 해당 문헌 또는 

문헌 집단에서 추출된 고유한 자질의 크기에 해당한다.

문헌 클러스터링에서 문헌 간의 비슷한 정도 즉 유사 정도나 상이한 정도를 계산하기 위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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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계수나 거리 계수를 사용한다. 이들을 유사도 척도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유사 계수는 두 문헌 간

의 공통된 자질이 많을수록 두 문헌을 더 유사하다고 간주한다. 거리 계수는 반대로 두 문헌 간의 차이 

즉 공통된 자질이 없을수록 더 거리가 멀어져 유사하지 않다고 간주한다. 이렇게 문헌 클러스터링 시

에는 문헌들이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 측정해야 한다. 유사도 척도는 클러스터링 결과의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좋은 클러스터링 결과를 얻기 위해 적합한 척도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문승미, 2006, p.14).

문헌 클러스터링에서 자주 사용되는 거리 계수는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 맨해튼 거

리(Manhattan Distance), 민코브스키(Minkowski metric) 등이 있으며 유사 계수는 코사인 계

수(cosine coefficient),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자카드 계수(Jaccard 

Coefficient) 등이 있다.

클러스터링 기법은 클러스터의 구조적 종류에 따라 크게 계층적(hierarchical) 클러스터링 기법과 

비계층적(non-hierarchical)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나뉜다.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은 문헌 집단에 속

해 있는 모든 문헌이 연결될 때까지 계속 클러스터링을 진행한다. 비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은 클러

스터링 이전에 클러스터의 크기와 클러스터의 수 등 여러 기준을 설정한 후, 기준에 맞춰 문헌 집단을 

여러 개의 클러스터로 나누어 적합한 클러스터로 재배치하는 기법이다(정영미, 2012, pp.175-176).

Willet(1988, p.577-597)은 일반적으로 N개의 문헌을 클러스터링할 때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은 

적어도 N2의 처리시간이 소요된다 하였다. 반면, 비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은 N이나 NlogN의 처리

시간이 소요되어, 비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이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보다 빠르게 처리된다 하였다. 

하지만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은 상세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에 비계층적 클러스터링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정영미, 2012, p.177). 그렇지만 클러스터링은 대상의 특성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어 어떤 기법이 가장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정영미, 2004, p.480).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은 문헌집단에서 각각의 문헌들을 유사한 정도에 따라 하나의 클러스터로 

통합하는데, 이때 통합 대상이 되는 클러스터를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 단일연결 기법(single linkage 

method), 완전연결 기법(complete linkage method), 집단평균연결 기법(group average linkage 

method), 와드 기법(Ward's method) 등으로 구분된다.

단일연결 기법은 오래된 기법의 하나로 1950년대부터 사용됐다. 결합할 두 클러스터의 유사도는 클

러스터 구성원 간의 유사도 차이가 가장 적은 유사도를 두 클러스터 간 유사도로 간주하여 연결하게 

하는 방법이다(Murtagh, & Contreras, 2011, p.88). 이러한 의미로 가까운 이웃(nearest neighbor) 

기법이라고도 한다. 단일연결 기법은 수리적인 면이 아주 우수하여 다른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보

다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르고, 순차적인 데이터인 경우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이용진, 2012,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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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완전연결 기법은 단일연결 기법과 반대되는 기법으로, 결합할 두 클러스터의 유사도는 클러스

터 구성원 간 유사도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구성원들의 유사도를 두 클러스터의 유사도로 간주하여 

연결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가장 먼 이웃(furthest neighbor) 기법이라고도 한다(정영미, 2012, 

p.183).

집단평균연결 기법의 한 종류인 집단 간 평균연결 기법(unweighted pair group method with 

arithmetic mean: UPGMA)은 Sokal과 Michener(1958)가 제안한 방법으로, 같은 클러스터에 속

한 구성원 간의 유사도는 제외하고 서로 다른 클러스터의 구성원 간 유사도 평균을 산출하여 높은 평

균값을 가진 두 클러스터를 통합하는 기법이다. 같은 클러스터에 속한 구성원들까지 유사도를 산출하

면 집단 내 평균연결(average linkage within the new group: ALINKW) 기법이라 한다. 맥퀴티연

결 기법(McQuitty's linkage method 또는 weighted pair group method with arithmetic mean: 

WPGMA)은 두 개의 클러스터가 결합할 때, 다른 클러스터와의 거리는 결합한 두 클러스터와 다른 클

러스터 간의 평균을 거리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클러스터 A와 B가 결합하여 새로운 클러스터 C를 만

들었을 때, 클러스터 A와 클러스터 D 간 거리와 클러스터 B와 클러스터 D 간 거리의 평균이 클러스터 

C와 클러스터 D 간의 거리가 된다(Minitab, n.d.).

센트로이드연결 기법(centroid linkage method 또는 unweighted pair group method centroid: 

UPGMC)은 클러스터의 중심인 센트로이드를 산출하여 클러스터 센트로이드 간의 거리를 산출하

여 거리가 가장 가까운 두 개의 클러스터를 결합하는 방법이다(Franceti, Nagode, & Nastav, 2005, 

p.177). 센트로이드 간의 거리는 유클리드 제곱 거리로 산출한다(이용진, 2012, p.5). 중위수연결 기법

(median method 또는 Gower's WPGMC)은 센트로이드연결 기법과 비슷한 기법이다. 센트로이드

연결 기법의 단점은 결합할 두 개의 클러스터의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날 때, 결합한 클러스터의 센트

로이드는 크기가 컸던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와 가까워서 여전히 큰 클러스터 내에 남아 있을 수 있

다는 것이다. Gower(1967)는 이러한 단점을 중위수 연결 기법이 대안이라고 하였다. 클러스터 구성원

들의 평균을 센트로이드로 사용하지 않고, 중위수를 센트로이드로 사용한다(Minitab, n.d.; Mucha, 

& Sofyan, 2000, p.14).

와드 기법은 Ward(1968)가 제안한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이다. 오류 제곱의 합을 기반으로 클러

스터 내에서 전체 오류제곱의 합의 증가가 최소가 되는 두 클러스터를 결합한다(Everitt, Landau, & 

Leese, 2001, p.60). 와드 기법과 다른 연결방법의 주된 차이는 결합방식에 있다. 일반적인 결합방식

인 최소 거리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성의 척도를 지나치게 증가시키지 않는 그룹들을 결합시

킨다. 와드 기법의 목적이 그룹들의 차이를 급격하게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Mucha, & 

Sofyan, 2000, p.18). Murtagh와 Legendre(2014)는 논문이나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와드 기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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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하여 Ward(1968)의 와드 기법과 Lance와 Williams(1967)의 기법으로 나뉘는 것을 발견하고 

후자의 기법이 와드 기법으로 더 적합하다고 하였다.

2.2 클러스터링 관련 선행 연구

 클러스터링 연구는 1960년대부터 유사도 척도와 클러스터링 기법들이 개발되면서 각 기법과 척도

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각 유사도 척도와 클러스터링 기법 비교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한승희와 이재윤(1999)은 문헌의 유사도에 따라 클러스터링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가설을 세우고, 

문헌 클러스터링에 사용되는 여러 유사도 척도를 구하여 연관성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신문기

사 50건을 대상으로 같은 단어가중치와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18가지의 유사도 척도를 비교하

였다. 실험결과 유사도 척도에 따라 기준으로 잡은 클러스터의 수가 달라졌으며, 모든 유사도 척도가 

문헌 클러스터링이 적합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대상에 따라 적절한 유사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정영미(2004)는 검색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클러스터링 기법을 비교하였다. 웹상

에서 검색결과를 자동분류할 때, 범주화 기법보다는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클러스터링 기법이 더 

응용성과 실용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 4개와 비계층적 기법 1개

를 비교하여 각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KTSET 1.0 일부에서 200건의 문헌을 추출하여 실험대상

으로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문헌집단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수작업 분류결과의 50%에 가

까운 분류성능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수하다고 알려진 와드 기법이 

단일연결 기법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기에, 문헌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른 성능을 보이므로 

일반적으로 어떤 성능이 우수하다고 제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영숙(2001)은 문헌을 DDC 분류표에 따라 계층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HiCat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카이제곱 통계량을 사용하여 자질선정을 하여 문헌 벡터를 작성하고 1,110건의 문헌 중 777건

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를 HiCat알고리즘과 변형한 HiCat 알고리즘, 나

이브 베이즈 분류기, kNN분류기와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HiCat 알고리즘은 지식베이스

의 계층탐색과 학습테이블의 일반적 구축을 동시에 이용한 경우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HiCat알고리

즘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고 했다.

Garland(1983)는 도서 자동분류를 위해 LCC에서 QA분야에 해당하는 416권을 대상으로 클러스터

링 실험을 진행하였다. 분류자질은 서명과 LCSH에 추출한 디스크립터를 사용하였으며, 클러스터링 

기법은 단일연결 기법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여 LCC와 비교하였다. Enser(1985)는 DDC

의 6개 분야의 250권을 대상으로 클러스터링 실험을 하였다. 서명, 목차, 권말색인을 분류자질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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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Willet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두 연구 모두 분류자질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고 하였다.

노정순(2004)은 클러스터링에 의한 분류가 DDC에 의한 분류보다 더 균형적으로 분류할 것이라 가

정하고 단행본과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최적의 클러스터링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

정보학(020) 분야에 분류된 175권을 대상으로 자질로는 서명에 출현하는 명사와 연구자가 부여한 색

인어를 선정하였다.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 5개의 유사도 척도와 4개의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자카드 계수를 사용한 집단 간 평균연결 기법이 10진 

구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질은 단일 자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

은 성능을 나타냈다. 

도현호와 이용구(2014)는 단행본을 자동분류를 위한 기초연구들을 진행하였다.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서명, 목차, 책소개 메타데이터를 모두 결합한 분류자질을 사용하여 로그 TF*IDF 

가중치와 피어슨 상관계수와 와드 기법을 사용하였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보았을 때, 클러스터링을 수행할 때 문헌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유사도 척도와 

클러스터링의 기법이 서로 다른 성능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서를 자동분류할 때 서

명 한 가지 분류자질을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분류자질들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의 클러스터링을 할 때 어떠한 분류자질을 

사용하고, 이를 결합했을 때 효과적인 성능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유사도 척도와 클러

스터링 기법을 조합했을 때, 어떤 조건에서 최적의 성능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3. 도서의 계층적 클러스터링 실험

3.1 데이터 수집 및 자질 선정

 본 연구에서는 성능 평가를 위해 수작업 분류가 되어 있는 도서를 대상으로 클러스터링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실제 소장하고 있는 도서목록을 수집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소

장도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K대학교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의 [신착자료] 항목에서 소장 도서 목록

을 입수하였다. K대학교 도서관에서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입수한 도서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 입수한 도서를 대상으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였다. 2년간 

K대학교에서 입수한 도서는 총 45,705종으로 가장 많이 입수한 분야는 사회과학(300) 분야의 도서였

다.

이 연구에서 필요한 도서의 메타데이터로 목차와 책소개 정보는 인터넷 서점의 API를 통해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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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수집한 도서 45,705종 중 목록이 단 권으로 편목된 한국어 도서이면서 분류기호와 ISBN이 모두 

있는 도서 28,761권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전체 28,761권 중 3,303권을 제외한 25,458권이 검색되었

다. 검색이 가장 많이 된 분야는 사회과학(300) 분야로 6,704권이 검색되었지만, 검색되지 않은 도서 

대부분은 연구소나 박물관 등 정부 관련 기관에서 발간한 비상업적 목적의 도서로 상업적 목적의 도

서를 다루는 인터넷 서점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서점의 API가 제공하는 메타데이터는 39개이며, 이 중에서 이 연구에서 사용할 메타데이터

는 ｢서명｣, ｢목차｣,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4가지로 한정하였다. 다만 이들 중에서 ｢출판사 

제공 책소개｣는 작가에 대한 설명과 도서의 내용, 책의 일부분, 서평 등 출판사에서 도서를 홍보하기 

위해 작성된 정보이다. 도서의 뒷면이나 띠지 등에 적힌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책소개｣는 인터넷 

서점에서 제작하는 정보로서 기본적으로는 ｢출판사 제공 책소개｣의 일부와 유사하지만, ｢출판사 제공 

책소개｣가 없거나 ｢출판사 제공 책소개｣와 다른 내용으로 책을 소개하는 도서도 있었기에 분석에 추

가하였다. 4가지 메타데이터가 모두 있는 도서는 전체의 약 68.2%인 17,355권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의 분류자질에 따른 클러스터링 성능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가

지 메타데이터를 클러스터링의 분류자질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을 위해 4가지 메타데이터가 

모두 있는 도서 중 가장 많은 도서가 있는 주류인 사회과학(300) 분야를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다. 4

가지 메타데이터를 가지며 이들 분야에 속하는 도서는 총 4,134권이었다. 이들 도서에 대해 사회과학

(300) 분야의 강목별로 그 비율을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사회과학(300) 도서의 강목별 분석

전체데이터 권수 비율

300 904 21.87%

310 1 0.02%

320 487 11.78%

330 1,003 24.26%

340 641 15.51%

350 208 5.03%

360 247 5.97%

370 403 9.75%

380 107 2.59%

390 133 3.22%

합계 4,13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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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가장 많이 있는 분야는 1,003권이 있는 경제학(330) 분야였으며, 다음으로는 904권이 

있는 사회과학 및 사회학(300) 분야였다. 이 두 분야는 사회과학(300) 분야 전체 45.21%의 도서가 있

었다. 정치학(320) 분야와 법학(340) 분야까지 포함하면 4개 학문 분야에 사회과학(300) 분야의 약 

73%의 책이 있었다. 가장 적은 분야는 2년간 1권의 책만 입수된 통계 및 통계학(310) 분야였다.

이 연구에서는 클러스터링 성능을 일반화하기 위해 5개의 무작위 추출된 실험데이터를 구성하여 각 

실험데이터의 성능의 평균을 최종 성능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험데이터는 실험집단에서 매번 약 

10%에 해당하는 410권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표 2>은 실험데이터 5가지에 속한 도서의 강목별 도서 

수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1>의 사회과학(300) 분야의 전체 데이터 비율과 비슷하게 추출되었

음을 알 수 있다. 통계 및 통계학(310) 분야는 전체 데이터에서 한 권만 있어 샘플로 추출될 확률이 낮

기에 한 권도 추출되지 않았다.

<표 2> 실험데이터 강목별 분석

구분
실험데이터1 실험데이터2 실험데이터3 실험데이터4 실험데이터5

권수 비율 권수 비율 권수 비율 권수 비율 권수 비율

300 78 19.0% 94 22.9% 81 19.8% 81 19.8% 97 23.7%

320 48 11.7% 54 13.2% 54 13.2% 62 15.1% 44 10.7%

330 99 24.1% 95 23.2% 109 26.6% 108 26.3% 106 25.9%

340 75 18.3% 53 12.9% 59 14.4% 61 14.9% 60 14.6%

350 16 3.9% 20 4.9% 20 4.9% 16 3.9% 20 4.9%

360 23 5.6% 26 6.3% 20 4.9% 19 4.6% 20 4.9%

370 43 10.5% 41 10.0% 39 9.5% 43 10.5% 42 10.2%

380 11 2.7% 9 2.2% 16 3.9% 10 2.4% 8 2.0%

390 17 4.1% 18 4.4% 12 2.9% 10 2.4% 13 3.2%

합계 410 100% 410 100% 410 100% 410 100% 410 100%

문헌 클러스터링은 문헌에 출현하는 자질이 다른 문헌의 자질과 비교하여 같은 자질이 얼마나 등장

하는지를 측정한 후 비슷한 문헌집단을 생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문헌을 대표할 수 있는 출현단어

인 자질을 선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자질은 일반적으로 문헌의 주제를 나타내는 명사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의 주제를 나타내는 용어 중 한국어 명사만 자질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수집한 메타데이터를 형태소분석을 하였다. 형태소분석은 오픈소스 한글 형태소분석기 중 울산대학

교 한국어처리연구실에서 개발한 UTagger(울산대학교 한국어처리연구실, 2011)를 이용하여 한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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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소분석을 하였다. 형태소분석을 한 데이터에서 R 언어(The R Foundation, 2016)를 이용하여 명사

만을 추출하였다.

다섯 개의 실험데이터에서 출현한 명사의 평균 빈도를 유일 명사(unique noun)와 전체 명사로 구

해 볼 수 있다. 유일명사는 출현한 명사 중 고유한 명사의 수를 나타낸 것이며, 전체명사는 유일명사의 

출현 빈도를 계산한 수이다. 분류자질 중 가장 많은 유일명사와 전체명사를 가진 분류자질을 가진 것

은 ｢출판사 제공 책소개｣로 각각 평균 13,406개와 129,764.4개가 있다. 두 번째로 유일명사와 전체명

사를 가진 분류자질은 ｢목차｣로 유일명사는 12,603.2개, 전체명사는 105,249.4개가 있다. 이 연구에서

는 출현한 자질 중 불용어(부, 장, 절, 쪽, 표, 항)와 DF가 3이하인 자질은 제외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용어들의 가중치는 TF-IDF를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3.2 클러스터링 및 성능 평가

이 연구는 4가지의 분류자질로 생성된 문헌-용어행렬을 사용하여 문헌 간 유사도를 산출하고, 계층

적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링을 하였다. 즉 실험에 사용한 유사도 척도는 유클리드 거

리와 맨해튼 거리, 피어슨 상관계수, 코사인 계수, 자카드 계수, 다이스 계수 총 6가지이며 클러스터링 

기법은 단일연결 기법, 완전연결 기법, 집단 간 평균연결 기법, 맥퀴티연결 기법, 중심연결 기법, 중위

수연결 기법, 와드 기법 총 7가지이다.

클러스터링 성능 평가는 대학도서관에서 DDC를 활용해서 수작업 분류한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외

적척도 중 퓨리티 척도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링 성능 평가를 하였다. 성능 평가를 위해 클러스터링 결

과를 임의의 수로 나눠야한다. 클러스터의 수는 사회과학(300) 분야의 강목의 수 10개 중 통계 및 통계

학(310) 분야가 실험데이터에 추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9개로 설정하고 성능 평가를 하였다. 최종 클러

스터링 성능은 5개의 실험데이터의 클러스터링 성능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링을 성능을 위한 실험은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실험의 변수 중 하나인 유사도 척도 비교를 위해 선행연구인 도현호와 이용구(2014)의 연구에

서 우수하다고 나온 와드 기법을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설정하여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고 그 성능을 평

가하였다.

둘째, 또 다른 실험 변수 중 하나인 클러스터링 기법 비교를 위해 첫 번째 실험에서 평균 성능이 가

장 좋은 유사도 척도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셋째, 위 두 실험에서 성능이 좋게 나온 4가지 유사도 척도와 두 가지 클러스터링 기법을 조합하여 

실험 진행하고 분류자질별 클러스터링 성능을 평가하였다.

클러스터링과 성능 평가는 통계처리와 그래픽처리에 특화되어 텍스트 마이닝, 클러스터링, 빅데이



41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터 등 다양한 처리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R 언어(The R Foundation, 2016)를 이

용하였다. 

클러스터링의 결과로 여러 클러스터가 구성되면 클러스터링 성능 평가를 해야 한다. 클러스터링 성

능을 평가하는 것은 클러스터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영미(2012, pp.192-193)는 클러스터링 성

능 평가가 검색이나 텍스트 범주화에 비해서 다소 복잡하다고 하였다. 검색 또는 범주화의 성능 평가 

척도로 사용되는 정확률이나 재현율은 수작업 분류를 통해 적합성 평가가 되어 있는 문헌집단과 결과

를 비교하여 성능을 측정한다. 그러나 클러스터링 성능 평가는 생성된 클러스터가 어느 범주를 나타

내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쉽지 않다고 하였다.

  클러스터링 품질 평가 척도는 크게 외적 척도(external criteria)와 내적 척도(internal criteria)로 

나뉜다. 외적 척도는 데이터의 이전 지식에 기반을 두어 평가한다. 즉, 수작업으로 분류한 집합과 클러

스터링 결과 집합과 비교한다. 내적 척도는 단독 데이터의 고유정보에 기초하여 클러스터 결과를 평

가한다. 즉, 수작업으로 분류한 결과가 아닌 여러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산출된 클러스터링 결과들을 

비교한다(Halkidi, Yannis, & Vazirgiannis, 2002, p.41; Rendón, Abundez, Arizmendi, & Quiroz, 

2011, p.27; 정영미, 2012, pp.192-193).

  외적 척도인 퓨리티 척도는 클러스터링 결과 집합인 의 각 클러스터와 수작업 분류 집합인 의 각 

수작업 분류 집합에 공통으로 속해 있는 문헌 수를 산출하여 클러스터링 대상 전체 문헌 수 으로 나눈 

값이다. 성능이 좋지 않은 클러스터링일수록 0에 가깝고, 좋을수록 1에 가깝게 나타난다. 퓨리티 척도

의 공식은 수식(1)과 같다(Manning et al., 2008, p.328).

  (1)  

4. 실험 결과 분석

4.1 클러스터링 평가 결과

 문헌 클러스터링을 위해서는 문헌 간 유사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유사도 측정 시 어떤 유사도 척도

를 사용하였느냐에 따라 클러스터링의 성능이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는 유사도 척도에 따른 클러스터

링 성능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일 분류자질을 사용하고, 도현호와 이용구(2014) 연구에서 성능

이 우수했던 와드 기법을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적용하여 6가지 유사도 척도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유

사도 척도에 따른 클러스터링 결과를 DDC와 비교한 성능 평가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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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클러스터링 기법에 따른 평균 성능

<표 5> 분류자질에 따른 평균 성능

구분
단일
연결

완전
연결

집단간
평균

맥퀴티
연결

중심
연결

중위수
연결

와드 평균

서명 0.2834 0.2741 0.4107 0.3893 0.2878 0.2844 0.3932 0.3318

목차 0.2693 0.2844 0.3068 0.3073 0.2707 0.2707 0.4839 0.3133

책소개 0.2707 0.2859 0.3810 0.3727 0.2673 0.2654 0.4722 0.3307

출판사 제공
책소개

0.2698 0.3332 0.3122 0.3298 0.2668 0.2673 0.5039 0.3261

평균 0.2733 0.2944 0.3527 0.3498 0.2732 0.2720 0.4633 -

분류자질별 평균 성능은 전체명사 수가 세 번째로 많은 ｢책소개｣가 0.3307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

내었으며, 다음으로는 ｢서명｣(0.3318), ｢출판사 제공 책소개｣(0.3261), ｢목차｣(0.3133) 순이었다.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결과는 밑줄로 표시한 ｢출판사 제공 책소개｣ 분류자질을 사용하여 와드 기법을 

사용하였을 때 평균 성능이 0.5039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내었다. 와드 기법을 사용하였을 때, ｢서명｣을 

제외한 분류자질에서 0.47 이상의 성능을 나타냈고, 와드 기법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클러스

터링 기법 중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 와드 기법을 사용하였을 때만 자질의 수가 많은 메타데이터 순

으로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표 5>은 <표 3>과 <표 4>를 상위 유사도 척도 3가지와 클러스터링 기법 1가지를 적용한 클러스터

링 결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평균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 분류자질은 가장 많은 자질이 있는 ｢출판사 제공 책소개｣였으

며, 자질이 많은 순인 ｢목차｣, ｢책소개｣, ｢서명｣ 순으로 좋았다. 유사도 척도별 평균 성능은 코사인 계

수가 가장 좋았으며, ｢책소개｣를 제외한 분류자질에서 코사인 계수가 가장 좋은 유사도 척도로 나타

났다.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결과는 자질의 수가 가장 많은 ｢출판사 제공 책소개｣를 사용하여 코

사인 계수로 유사도 척도를 산출한 와드 기법이었으며, 4가지 분류자질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결과 중 

구분 서명 목차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평균

와드
기법

피어슨 0.3761 0.4683 0.4273 0.4307 0.4256

코사인 0.3932 0.4839 0.4722 0.5039 0.4633

자카드 0.3693 0.4561 0.4795 0.4746 0.4449

평균 0.3795 0.4694 0.4597 0.4698 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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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0.5 이상의 성능을 나타냈다.

4.2 클러스터링 결과 분석

 계층적 클러스터링은 분할적 또는 비계층적 방법과 달리 유사한 문헌을 클러스터로 묶고 이를 전

체 문헌이 하나의 큰 클러스터가 되기까지 계속한다. 이때 어떤 클러스터들 사이를 하나의 클러스터

로 묶을지 결정하는 것이 앞서 설명한 클러스터링 기법에 해당한다.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클러스터링이 형성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층적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사용한다. 덴

드로그램은 클러스터링 과정에서 각 단계에서 클러스터가 하나의 군집화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주

며, 각 문헌 또는 클러스터의 유사성 수준(보다 정확히는 차이 정도를 나타내는 크기)을 표시하는 나

무 구조이다.

앞서 5개의 실험데이터 중에서 하나로부터 클러스터링이 형성되는 과정을 덴드로그램으로 표현하

여 <그림 1>과 <그림 2>를 얻었다. <그림 1>은 410개 문헌이 ｢서명｣ 자질을 이용하여 코싸인 유사도

와 와드 기법에 의해 군집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2>는 ｢출판사 제공 책소개｣ 자질을 이

용하여 동일한 데이터와 기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1>이 보여주는 서명을 이용한 클러스터링에서 410개의 문헌 집단 중에 가장 먼저 군집화가 

되는 문헌은 ｢Essential 친족 상속법｣ 도서와 ｢친족, 상속법 제5판｣번이다. 서명에서 두 용어가 공통

으로 출현하여 가장 먼저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그림 2>에서는 ｢청백정신과 팔련오계로 빛

나는, 안동 허백당 김양진 종가｣와 ｢대의와 지족의 표상, 영양 옥천 조덕린 종가｣ 두 도서가 가장 먼저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는데, 이들은 경북의 종가문화 시리즈의 낱권으로 출판사에서 제공한 책

<그림 1> ｢서명｣ 클러스터링 덴드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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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출판사 제공 책소개｣ 자질의 클러스터링 덴드로그램

소개가 앞부분의 해당 종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게 작성되어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다른 두 자질의 클러스터링 과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상

대화된 거리를 의미하는 좌측의 척도를 통해 클러스터가 결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서명｣ 자질의 

경우 작은 간격에 지속적으로 클러스터가 결합되는 것을 보이는 반면, ｢출판사 제공 책소개｣ 자질은 

큰 간격을 보이며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후자는 클러스터링 과정을 통해 하나의 클

러스터가 형성될 때 초기에 이미 다수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그 형성과정이 클러스터링의 

중반 이후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초기부터 하위 그룹을 형성하는 ｢출판사 제공 책소개｣ 자

질이 더 좋은 클러스터링 성능을 가져옴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계속 설명하였듯이 

자질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연구는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이용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도서를 자동

분류하기 위한 기초적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필요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집하였

다. 첫째 K대학교 도서관에서 2014년에서 2015년 동안 입수한 45,705종의 도서 수집하였다. 둘째 이 

중 단 권으로 편목된 한국어 도서이며, 분류기호와 ISBN이 모두 있는 도서를 대상으로 인터넷 서점에

서 API를 사용하여 목차와 책소개 정보를 수집하였다. 셋째 수집한 단행본 25,458권이 분류된 범주 중 

가장 많은 도서가 분류되어있는 사회과학(300) 분야에서 각각 410권으로 구성된 실험데이터 집합을 

무작위 추출하여 다섯 개의 실험데이터를 만들었다. 최종 선정된 실험데이터에서 불용어와 DF가 3 이

하인 자질은 제외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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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택된 5개의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문헌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였으

며, 이후 수작업 분류된 DDC 분류번호와 클러스터링 결과를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마지막

으로 각각의 실험데이터에 대해 클러스터링 성능 평균을 산출하였다. 클러스터링을 수행할 때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단일 분류자질을 대상으

로 6가지 유사도 척도로 유사도 적용하여 클러스터링한 후 성능 평가를 하였다. 또한 단일 분류자질을 

7가지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링한 후 성능 평가를 하였다. 앞의 두 실험에서 우수하게 

나온 세 가지 유사도 척도(피어슨 상관계수, 코사인 계수, 자카드 계수)와 한 가지 클러스터링 기법(와

드 기법)을 적용하여 ｢서명｣, ｢목차｣,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분류자질을 대상으로 클러스터

링한 후 성능 평가를 하였다

세 가지 클러스터링 실험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6가지 유사도 척도에 따른 클러스터링 실험에서 코사인 계수가 평균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자카드 계수, 피어슨 상관계수 순으로 클러스터링 성능이 좋았다. 자질 측면에서

는 ｢책소개｣ 자질에서 자카드 계수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반면, 나머지 자질에서는 모두 코사인 계

수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헌 클러스터링의 다른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둘째, 7가지 클러스터링 기법에 따른 실험 결과에서는 와드 기법이 다른 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

우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집단간 평균 기법, 맥퀴티 연결 기법 순이었다. 소수의 자질인 

서명에서만 집단간 평균 기법이 좋은 성능을 보인 반면, 나머지 자질 모두에서 와드 기법이 좋은 성능

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링 기법에서 와드 기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분류자질을 대상으로 클러스터링하였을 때는 평균적으로 ｢출판사 제공 책소개｣가 좋은 성능

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목차｣ 순이었다. 코사인 계수로 유사도를 측정하고 와드 기법을 사용한 

클러스터링이 가장 좋은 성능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명사와 같은 자질이 많은 순서와 일치하

였다.

다만, 도서를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링한 결과와 수작업 분류인 DDC와 비교

하였을 때 성능이 약 0.5로 좋은 성능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좀 더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도서의 자동분류를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클러스터링하였을 때 다양한 유사도 척

도와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클러스터링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

면 문헌분류법에 맞게 도서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문헌분류법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분류

된 도서 분류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도서를 검색할 때 단순하게 질의 키워드와 일

치하지 않는 관련 도서를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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