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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많은 사용자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SNS
를 통해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 SNS상의 정보는 다양하고 신속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시

의 주요 사건을 잘 표 한다. 본 논문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약 191만개의 트 터 데이

터를 수집한 후, LDA 모델링을 통해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시 별 주요 토픽과 단어를 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 론

   최근 트 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심사, 경험을 공유하며 다양

한 사람과 소통하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한, 시

의 주요 사건에 따른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게시된

다. 특히, 트 터는 트윗이라는 짧은 길이의 텍스트를 통

해 다양한 주제의 게시 이 실시간으로 생성된다. 이러한 

트 터 데이터를 이용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약 

191만개의 트 터 데이터를 이용해 SNS상에서 이슈가 되

는 토픽을 추출하기 해 LDA 토픽 모델을 이용한다. 이 

결과를 통해 시 별 주요 토픽을 확인할 수 있고, SNS상

에서 많이 언 되고 있는 주요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2. 련 연구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모델[1]은 주어진 문

서에 하여 각 문서에 어떤 주제들이 존재하는지에 한 

확률 모형으로, 미리 알고 있는 주제별 단어 수 분포를 바

탕으로, 주어진 문서에서 발견된 단어수 분포를 분석함으

로서 해당 문서가 어떤 주제들을 함께 다루고 있을지를 

측한다. LDA 토픽 모델을 이용해 트 터의 주요 키워

드를 추출해 최신 트 드를 확인하거나 추출된 토픽 단어 

그룹의 카테고리를 진단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 감

성분석과 같은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SNS상의 다양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1-4].

3. 트 터 데이터 분석 시스템

   트 터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앞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1]은 체 시스템의 구

성도를 나타낸 모습이다. 먼  정규화(normalization)를 통

해 의 각종 성  오타를 수정한다. 정규화 된 은 

토큰화(tokenization)를 통해 품사를 별하고 어근화

(stemming)를 통해 기본형으로 만든 후, 어구 추출(phrase 

extraction)을 통해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데이터는 제거한다. 이와 같은 처리 

과정은 python의 twkorean 모듈[5]을 이용하 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처리된 데이터는 LDA 토픽 모델을 통해 토픽을 추

출과 단어빈도를 계산한다. LDA 토픽 모델은 사 에 토

픽 그룹 수를 정의해야 한다. 이를 해 토픽 그룹 수를 

조정해가며 실험한 결과 14개의 토픽 그룹 수가 가장 단

어들이 유의미한 계를 갖는 결과를 얻었다. [표 1]은 

2017년 7월 약 6만개의 트윗에서 추출된 토픽 그룹 결과

이다. 여러 토픽 그룹을 묶어 카테고리를 악할 수 있다. 

그룹 1, 9를 묶어 ‘정치’라는 카테고리로, 그룹 2, 6, 11을 

묶어 ‘연애’라는 카테고리로 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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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트 터 분석 시스템

표 1. 2017년 8월의 추출된 토픽 그룹

그룹 번호 단어 그룹
1 문재인, 통령, 청와 , 트럼 , 취임

2 코미디빅리그, 이벤트, 방송, 에피소드

3 놈펜, 마카오, 향수, 소말리아

4 미세먼지, 기오염, 황사, 농도

5 핸드폰, 선불, 개통, 지하철, 갤럭시

6 류 열, 송혜교, 아이유, 박보검, 팬미

7 올림픽, 간통죄, 강남역, 살충제, 달걀

8 맥도날드, 햄거버, 이벤트, 환타, 병

9 교과서, 정부, 약, 녀석, 체결

10 스타크래 트, 마스터, 캠페인, 로토스

11 팬카페, 입국, 청소년, 실검, 사 약

12 로벌, 마마, 편집, 컨셉, 노래방

13 외국인, 부산여행, 사랑, 인천 

14 제명, 직업, 소액, 제작, 사이버, 결제

   본 시스템은 체 분석과 월별 분석으로 구분된다. 

체 분석은 모든 데이터를 이용한 토픽 추출과 단어 빈도 

변화를 보이며, 월별 분석은 사용자가 선택한 연도, 월의 

결과를 보여 다. LDA 토픽 모델을 통해 추출한 토픽 그

룹은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방법을 통해 보인다. 그리고 시

간에 따라 빈도가 높은 50개의 단어를 추출해 시간에 따

른 단어 빈도 그래 를 보인다. [그림 2]는 제안하는 시스

템의 구  결과이다. 시스템을 통해 체분석 결과에서는 

‘정치’, ‘사회’, ‘연 ’, ‘IT/기술’ 카테고리로 그룹 된 단어들

의 결과를 악할 수 있으며, 월별분석에서는 2017년 8월

에 이슈 된 ‘사회’ 카테고리의 ‘살충제’, ‘달걀’, ‘맥도날드’ 

등의 단어가 더 비  있게 다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

다.

4. 결 론

   빠르고 간편하게 을 게시할 수 있는 SNS의 특성상 

시 의 주요 이슈에 한 이 많이 게시된다. 본 논문에

서는 약 191만개의 트 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SNS상의 

주요 이슈가 되는 토픽을 추출하고 단어의 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 다. 

   LDA 모델은 일반 문서와 달리 짧은 이 많은 SNS의 

경우 모델의 성능이 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한 LDA 모델의 개선과 함께 한 에 한 자연어 

처리를 개선하야 할 향후 과제가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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