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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언론사에서 사용자 취향에 맞는 기사를 추천하려면 뉴스 기사들을 군집화 하는 작업이 필수적
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추천 알고리즘인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1]은 기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큰 기사-사용자 행렬이 필요하다. 따라서 추천 시스템은 기사를 군집화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사와 같이 외부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문서를 군집화 한 결과를 분석
하고 디버그 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분석 시스템인 Novel Exploration and
2
Watching System for Newspapers(NEWS )를 제안하여 시스템 개발자가 뉴스들이 어떻게 군집화 되었
는지 시각적 분석을 통해 군집의 분포를 파악하고 디버그 할 수 있게 돕는다. 본 논문에서는, 사례 분석을
2
통해 실제 기사 데이터를 군집화 하고 NEWS 를 이용하여 결과를 해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키워드: 뉴스 기사, 협업 필터링, 군집화 기법, 디버깅 시스템, 시각적 분석, 웹 인터페이스

Abstract The clustering of news articles is an essential task for the press, with an aim to
recommend articles that fit user preferences. Collaborative filtering[1], a leading technique of the
recommendation system, uses a large article-user matrix to choose the articles for recommendation.
Apparently, the system clusters the articles for enhanced performance. However, analyzing and
debugging the result of the clustering with text data, especially articles that have external metadata,
is a burdensome task. In this paper, we present Novel Exploration and Watching System for
2
Newspapers (NEWS ), a visual analytics system that helps users interpret the distribution of clusters
and debug the results through visual analyses. Finally, we present a case study that interprets the
clustering results and describes several improvements using real-world data.
Keywords: news article, collaborative filtering, clustering algorithm, debugging system, visual
analytics, web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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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기사 군집화 알고리즘을 디버그 하기 위한 시각적 분석 시스템

1. 서 론
컨텐츠 중심의 서비스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서비스
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추천 시스
템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언론사도 구독자의 취향에
맞는 기사를 추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읽도록 유도한다. 이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추천
알고리즘은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으로,
비슷한 기사들을 본 사람들의 잠재 특성(Latent Feature)
을 찾아내어 기사를 추천해주는 방식으로서 행렬 인수
분해(Matrix Factorization) 기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기사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행렬의 크기가
과도하게 커지기 때문에 기사와 사용자를 먼저 군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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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기법인 Random Projection (RP)[5]을 이용한 두
단계의 과정으로 나뉜다[6].
2.1 객체 행렬의 생성
먼저, 기사 말뭉치를 오픈소스 한국어 자연어 처리기
[7]를 이용하여 명사를 추출한다. TF-IDF를 통하여 점
수 상 상위 5000개의 단어를 추출한다. 그리고 그림 1
과 같이 단어와 기사 데이터의 다른 특성들을 One-hot
Encoding을 통하여 벡터로 변환하여 병합하면 기사 하
나는 약 6000여개의 차원을 가진 희소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성한 객체 행렬은 기사 객체의 특
성이 행이고 그 중 용어 부분이 열로 이루어져 있다. 행
렬의 각 원소는 전체 기사 데이터에서 특성에 따른 단
어가 등장한 횟수가 된다.

해야한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사의 특성과 알고리
즘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군집화 결과
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알고리즘
의 개선을 위하여 군집화 결과의 성능을 측정하는 연구
가 나와 있으나[2],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다루고 있
지 않기 때문에 군집화를 위한 전체 파이프라인의 성능
을 측정하지 못한다.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 군집화
알고리즘에 따른 데이터 군집화 결과를 시각적으로 분
석하려는 연구들도 제시되고 있다[3,4]. 하지만 기사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보다는 특성이 잘 정의 되어있는 표
형식 데이터의 분석만 다루고 있다. 따라서 추천 시스템
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각적 분석을 통하여 비정형 데
이터의 군집화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시

그림 1 Random projection을 이용하여 기사들을 300차원
의 벡터로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
Fig. 1 Pre-processing for embedding articles to the vectors
of 300 dimensions using random projection

행착오를 최소화해야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분석을 통하여 군집화 알고리

2.2 Random projection 기법의 이용

즘을 디버깅할 수 있는 시스템인 Novel Exploration

앞선 방법으로 만들어진 객체 행렬에 Gaussian RP

and Watching System for Newspapers (NEWS2)를

행렬을 곱해주면 기사 객체 벡터를 300차원의 벡터에 대

제안하여 추천 시스템 개발자가 효율적으로 기사에 대

응해주는 행렬이 생성된다. 이 행렬을 통하여 새로운 기

한 군집화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뒤에

사에 대해서도 기사를 나타내는 벡터로 변환할 수 있다.

소개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사를 군집화 하기 전
에 특성을 이용하여 벡터로 만드는 전처리 기법에 대해

3. 인터페이스 디자인

소개한다. (2) 인터페이스의 전반적인 디자인에 대해 소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크게 군집 분포를 전체적으로

개한다. (3) 사례 분석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군집화 한

보여주는 시각화와 선택한 군집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결과를 바탕으로 NEWS2를 통하여 현재 군집화 알고리

을 보여주는 군집 상세 시각화로 나뉜다. 그리고 군집에

즘의 결과를 해석하고 개선점을 파악하는 과정을 보여

따라 특성의 엔트로피를 확인할 수 있는 엔트로피 시각

준다. (4) 연구와 관련된 논의와 발전 방향을 소개한다.

화와 단어 별로 군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

2. 기사 데이터 전처리

단어 검색 컴포넌트로 이루어져있다. 인터페이스 상단에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군집화 알고리즘에 따른 결

기사를 군집화 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특성(기사 카

과가 나타난다(그림 2). 군집화 알고리즘은 특성 벡터를

테고리, 기자, 단어 등)들을 이용하여 기사 객체를 벡터

통하여 동작하지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시각화들은

로 변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이

기사의 추상 적인 특성을 보존하여 표현함으로써 기존

방법은 크게 TF-IDF를 이용한 객체 행렬 생성과 차원

의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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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EWS 의 웹 기반 인터페이스이다. 군집의 분포를 나타내는 왼쪽 부분과 선택한 군집에 대한 자세한 정보
를 나타내는 오른쪽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2

Fig. 2 The web-based interface of NEWS . The interface consists of the distribution of clusters on the left side.
The right panel shows details on the selected cluster

였기 때문에 인접한 군집간의 관계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b)는 군집의 중심을 t-SNE[9] 알고리즘을 통해
2차원에 투사하여 군집의 전체적인 분포를 나타냈다. 이
때 표현된 글리프는 4등분이 된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각 부채꼴은 군집내 기사의 특성 별로 엔트로피 값
을 색으로 인코딩하여 표현하였는데, 하나의 군집 안에
서 특성 값의 분포가 다양하여 기사 간의 연관성이 떨
어지게 되면 색이 진하게 표시된다. 따라서 색이 진한
특성이 많은 글리프일수록 먼저 분석해봐야 할 군집이
될 것이다. 차원 축소 알고리즘 특성상, 군집의 정확한
위치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시각적인 중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글리프 간에 척력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그림 3 각 군집 당 기사의 수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a),
t-SNE를 이용하여 2차원에 군집들을 나타낸 시각
화(b, c)
Fig. 3 The histogram of the number of articles for each
cluster (a). 2-D projection view of the clusters
using t-SNE (b, c)

림 3(c)를 통하여 2차원 분포를 클러스터 단위가 아니라
실제 기사 단위에서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3.2 군집 상세 시각화
군집 상세 시각화는 군집 분포 시각화나 히스토그램
에서 군집을 선택하면 나타난다. 상단에 군집의 메타데
이터를 표현하는 헤더 뷰와 그 안의 기사를 임의 추출

3.1 군집 분포 시각화

하여 제목 및 추상화된 정보를 표현하는 리스트 뷰로

그림 3(a)는 군집 라벨에 따른 기사의 수를 히스토그

이루어져있다. 기사의 특성은 기사를 구성하는 단어 정

램으로 나타냈다. 보통 군집 안에 속한 기사의 수가 많

보와 범주화 특성으로 나눠서 표현한다(그림 4).

을수록 기사들 간의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헤더 뷰(그림 4(a))는 군집 내에서 특성 별 기사의 비

분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또한 OPTICS[8] 알고리

중을 나타낸다. 범주화 특성(기사 카테고리 등)에 대해

즘을 이용하여 군집 중심 간의 거리를 바탕으로 정렬하

서는 도넛 차트로 표현하였고 너비와 색상 포화도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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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헤더 뷰는 군집의 메타데이터를 나타낸다(a). 기사
리스트 뷰는 위에서 보여진 메타데이터를 통하여
군집의 기사를 나타낸다(b).
Fig. 4 The header view displays metadata of the cluster
(a). The article list view displays the articles of the
cluster using the metadata (b)

빈도 수를 나타냈다. 추가적으로 각 단어 별 TF-IDF

그림 5 단어 리스트는 해당하는 기사의 수에 맞춰 정렬되
었다. 만약 하나의 요소를 클릭하면(e.g., 단어 “규
탄”에 해당하는 세 번째 요소), 인터페이스는 선택
한 단어를 사용하는 기사의 수에 대응하는 히스토
그램을 나타낸다. 또한 그림 3(a)의 히스토그램에
도 단어를 포함하는 군집을 표시한다(a).

점수를 붉은 색의 점으로 표시하였다. 이 시각화를 통하

Fig. 5 The token list is sorted by the number of articles.

같은 값을 인코딩해서 기사 리스트 뷰(그림 4(b))에서도
대략적으로 특성을 판단할 수 있다. 우측 히스토그램은
TF-IDF 점수 상 상위 5000개의 단어 중에 군집 내 기
사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최대 12개의 단어를 선별하여

여 군집을 대표하는 단어들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

When one clicks one of the elements (e.g., the

리스트 뷰(그림 4(b))에서는 기사 별로 헤더에 나타나

third element whose token is “규탄”), the interface

있는 특성 중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은 인코딩을 사용하여

displays the histogram of the number of the

나타냈다. 핵심 단어의 나열 외에도 기사의 제목은 사용

articles who use it.). In addition, the histogram of

자에게 주요한 판단 근거를 주기 때문에 같이 나타냈다.

figure 3.a highlights the clusters which contain

3.3 단어 별 검색 컴포넌트

the selected word (a)

단어 별 검색 컴포넌트를 통해 사용자는 단어가 군집
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그림 5).
단어 별 정보는 표 형식을 통하여 나열되었다. 검색 결
과의 단어를 선택하면 단어가 각 군집 당 몇 개의 기사
에서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히스토그램이 나타나고 그
림 3.a의 히스토그램 시각화에도 표시된다. 사용자는 단
어를 직접 검색하거나 각 열 별로 리스트를 정렬하여
알고리즘 상 단어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군집화 알고리즘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상위 5000개 이
상의 단어 혹은 임의로 제외된 단어)들의 분포도 나타
내서 후에 개발자가 임의로 제외된 단어를 복구시키거

그림 6 각 범주화 특성에 맞춰 군집 당 엔트로피 값을
정렬하여 나타낸 라인 차트이다.

나 군집화 알고리즘에 사용되던 단어를 제외할 수 있다.

Fig. 6 The line chart displays entropies of categorical

3.4 엔트로피 시각화

features sorted by their value

그림 6처럼 각 군집 당 범주화 특성의 엔트로피를 나
타냄으로써 범주가 각 군집에 얼마나 편향되게 분포 되

3.5 군집화 알고리즘 간 결과 비교

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엔트로피 값이 낮을수록 한

군집 상세 시각화(3.2)에서 차이 비교 버튼을 클릭하

군집에 같은 값의 특성이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면 현재 군집화 알고리즘 상에 같은 군집에 속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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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많은 기사를 포함하는 군집 유형
그림 3(a)의 히스토그램 시각화에서 가장 많은 기사
를 차지하고 있는 두 군집을 비교 분석하였다(그림 8).
두 군집 모두 오른쪽에 2차원 도식을 보면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봐서 K가 강제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깝지 않은 기사이지만 같은 군집으로 처리되었을 가
능성이 높다. 하지만 두 군집이 형성되는 데에는 큰 차
이가 있는데 군집 a에서는 하나의 동일한 카테고리 그
룹과 카테고리 항목에 의한 영향이 강해서 뭉쳤다. 이와
다르게 군집 b는 각 기사당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상위
12개의 단어의 주제가 일관되지 않아 다른 군집에 해당
그림 7 비교 대상 알고리즘에 의해 분산된 군집의 분포를
나타낸 히스토그램(c). 두 헤더 뷰는 현재 알고리
즘에 따른 군집의 메타데이터와 분산된 군집들 중
선택한 군집의 메타데이터를 나타낸다(a),(b).

될 수 있지만 벡터들 간의 거리에 의해 떨어져나간 기
사들의 집합이다. 실제로 군집 a는 해당 특성에 대한 엔
트로피 값이 상당히 낮다.

Fig. 7 The histogram displays the distributed clusters
corresponding to the target algorithm. The two
header views display metadata of the current
cluster and the selected one from the histogram
(a), (b)

들이 다른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에서는 어떤 군집으로
분산되었는지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다(그림 7(c)). 투
명한 사각 영역이 비교 대상인 알고리즘에 의한 군집
안의 기사의 수를 나타내고 노란 부분으로 현재 군집의
기사들이 얼마만큼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낸다. 이
중 하나의 군집을 클릭하면 그림 7(a), 7(b)와 같이 두
개의 헤더 뷰가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된다. 위의
헤더 뷰(그림 7(a))는 현재 군집의 헤더 뷰이고 그 아래
헤더 뷰(그림 7(b))는 히스토그램에서 선택한 군집의 헤
더 뷰이다. 두 헤더를 비교했을 때 두 군집이 동시에 가
지고 있는 특성은 초록색으로 가장자리를 표시하였고
그렇지 않은 특성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두 군집의 유
사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다른

그림 8 많은 기사를 포함하는 군집들의 기사들은 넓게 퍼
져있다. (a와 b의 우측 시각화). 그 중 하나는 범주
화 특성에서 크게 편향되어 있다(a). 나머지는 어
떠한 공통된 주제를 나타내지 않는다(b).
Fig. 8 The articles of the large clusters are spread
widely (right view of both a and b). One has a
strong bias in categorical features (a). The other
does not have any common subject (b)

알고리즘 상의 결과에서도 공통적으로 ‘코스피’라는 단
어가 빈도가 높게 나타나나 ‘출발’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었지만 새로 생겨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사례 분석

4.2 사진 기사가 군집화에 미치는 영향
군집 분포 시각화의 글리프 중 모든 요소에서 엔트로
피가 낮은 군집을 상세 시각화를 통하여 보면 비슷한
내용의 사진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빗물”, “펌프”,

사례 분석에는 머니투데이의 일주일 치 기사를 사용

“목동” 등의 단어를 공유한다(그림 9). 선택한 군집만

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사의 원문 외에 카테고리, 카테고

확인했을 때는 클러스터링이 잘 동작한 것 같지만 “빗

리 그룹 그리고 기자 특성 정보를 사용했다. 또한 군집

물”이란 단어로 검색하여 결과로 나오는 군집들을 살펴

화 알고리즘은 k의 값이 100인 k-means와 hierarchical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나타나는 군집이 여럿

clustering 기법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기술된 내용은

존재한다. 사진 기사는 일반 기사에 비해 적은 양의 단

전처리 과정부터 군집화 알고리즘에 따른 차이까지 전

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단어가 조금이라도 달

반적인 파이프라인을 분석하였다.

라지면 벡터 상의 거리가 급격하게 멀어진다고 해석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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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면 개선할 방향을 찾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지
2

금의 NEWS 는 파이프라인을 수정하고 난 결과에 대해
서 비교할 수 있는 시각화가 제한적이다. 이 부분을 개선
하여 사용자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혹은 하나의 기사를
중심으로 파이프라인을 수정하기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면 더 효율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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