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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volume of unstructured text data generated by various social media has been increasing rapidly; 

consequently, the use of text mining to support decision-making has also been growing. In particular, academia and 

industry are paying significant attention to topic analysis in order to discover the main issues from a large volume 

of text documents. Topic analysis can be regarded as static analysis because it analyzes a snapshot of the distribution 

of various issues. In contrast, some recent studies have attempted to perform dynamic issue tracking, which analyzes 

and traces issue trends during a predefined period. However, most traditional issue tracking methods have a common 

limitation：when a new period is included, topic analysis must be repeated for all the documents of the entire period, 

rather than being conducted only on the new documents of the added period. Additionally, traditional issue tracking 

methods do not concentrate on the transition of individuals' interests from certain issues to others, although the 

methods can illustrate macro-level issue trend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ndividual interests tracking methodology 

to overcome the two limitations of traditional issue tracking methods. Our main goal is not to track macro-level issue 

trends but to analyze trends of individual interests flow. Further, our methodology has extensible characteristics 

because it analyzes only newly added documents when the period of analysis is extended. In this paper, we also analyze 

the results of applying our methodology to news articles and their access l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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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양한 스마트기기와 클라우드 기술을 포함한 정

보통신기술이 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은 

장소와 공간에 상 없이 인터넷에 쉽게 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매우 방 한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생성되고 있다. 이처럼 그 양이 방

하여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는 수집, 장, 검색, 

분석, 시각화가 어려운 정형 는 비정형 데이터

를 빅데이터(Big Data)라고 한다(Mckinsey, 2011). 

특히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여 사회  이

슈나 개인의 심사에 해 의견을 표 할 수 있

는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러

한 상은 비정형 텍스트 처리 기술의 발 과 더

불어 빅데이터 분석의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즉, Facebook, Twitter 등의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유통되는 텍스트 데이터의 양이 

증함에 따라, 이러한 에 한 분석을 통해 사

회  이슈의 흐름 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의견을 악하기 한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Lee et al., 2010, Xu et al., 2013).

이러한 시도  비정형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의

미를 도출하기 한 각종 알고리즘  방법론을 

다루는 분야를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이라 

하며,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의 세부 분야  특히 

다수의 문서로부터 핵심 주제를 식별해내는 토픽 

분석(Topic Analysis)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가시

인 성과를 내고 있다(Huang et al., 2013; Yin et 

al., 2012). 토픽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원본(Source) 

데이터는 크게 Facebook, Twitter 등의 SNS 데이

터와, 뉴스 는 인터넷 게시  등의 인터넷 게시

물을 들 수 있다. SNS 데이터는 다양한 의견을 실

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정제되지 

않은 표 이 무 많고 주제가 특정 분야에 한정

되지 않아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한편 

뉴스 데이터는 비교  정제된 표 과 주제의 집

도로 인해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 을 갖지만, 사

회 체 인 이슈의 흐름을 나타낼 뿐 이 이슈와 개

인들과의 계를 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갖

는다.

토픽 분석이 특정 시 의 이슈의 분포를 악하

기 한 정 인 분석의 성격을 갖는 것과 달리, 최

근에는 여러 시 에 걸친 이슈의 변화를 분석하고 

추 하기 한 이슈 트래킹에 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Aggarwal et al., 2014). 이슈 트

래킹은 상 기간에 게시 는 속된 문서들로부

터 주요 이슈를 추출한 뒤, 상 기간을 세부 기간

으로 나 어 각 세부 기간별 주요 이슈의 분포를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하지만 통 인 

이슈 트래킹은 사회 체 (Macro-level)에서

의 이슈의 추 할 뿐, 각 이슈에 심을 갖는 개인

들의 심의 흐름을 추 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는 <Figure 1>～<Figure 3>

을 통해 설명된다. 

  <Figure 1> Individuals' Interests During Week1 
and Week2

<Figure 2> Traditional Issue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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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은 Week1과 Week2에 걸친 주요 이

슈 , 각 이슈에 심을 갖고 있는 개인 수의 변

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개인의 수는 해당 

이슈에 응되는 을 작성하거나 조회한 사람의 

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에서 첫 주에는 건강, 

쇼핑, 융의 이슈가 주요 이슈이며, 둘째 주에는 

월드컵, 외식, 융의 이슈가 주요 이슈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슈의 변화는 <Figure 2>의 그래

로 도식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Figure 2>에서 

건강과 쇼핑의 이슈는 소멸되었으며, 융의 이슈

에 한 심이 감소하고, 이러한 이슈들에 한 

심은 새로 생성된 이슈인 외식과 월드컵으로 옮

겨갔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요 이슈의 흐름을 

악함으로써 이에 따라 마  략을 수립하는 것

도 매우 의미있지만, 체 이슈의 변화가 곧 개인

의 심 변화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활용 범 는 제한 일 수밖에 없다. 

이는 부분의 마  략은 궁극 으로 고객(개

인)을 상으로 하는 것에 반해, 통 인 이슈 트

래킹의 결과는 이슈의 흐름만 분석할 뿐 개인에 

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를 들어 <Figure 3>은 <Figure 1>의 상황

에서 개인별 심 추세의 변화를 악할 수 있다

고 가정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즉 Week2의 월

드컵 이슈는 Week1의 융과 쇼핑에 심을 갖던 

개인들을 흡수하 으며, 건강에 심을 갖던 개인

은 외식으로 심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3> Flow of Individuals' Interests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통  이슈 트래킹의 

한계를 극복하기 한 개인별 심 트래킹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심 트래킹을 통해 개인들이 어

떤 이슈에서 어떤 이슈로 심이 변화하는지를 추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인의 심 변화를 측

하고 이에 해 선제 으로 응하는 마  략

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창출을 극 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제안 방법론은 분석 상이 되

는 체 기간의 문서를 한꺼번에 분석해야 하는 

기존의 이슈 트래킹과 달리, 새로운 기간의 문서

가 추가되었을 때 체 기간의 문서가 아닌 새로 

추가된 문서에 해서만 토픽 분석을 수행하고 이

를 기존의 분석 결과와 통합할 수 있으므로 기간

의 확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인 

제 2장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토픽 분석, 이슈 트

래킹 등 본 연구와 련된 기존의 연구를 요약한

다. 제 3장에서는 제안 방법론인 개인 심 트래킹

의 개념과 과정을 소개한다. 그리고 제 4장에서는 

제안 방법론을 용한 실험 결과를 소개하며, 마

지막 장인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기여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련 연구 

2.1 텍스트 마이닝

세상에서 텍스트가 없는 곳은 없다(Provost and 

Fawcett, 2013). 텍스트는 의료, 고객 항의, 제품 문

의, 제품 수리, 의견 표출 등의 일상 생활에서 컴퓨

터가 아닌 사람의 소통을 해 사용된다. 특히 최

근에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다양한 소셜미디어 서

비스의 활성화로 인해 무수히 많은 양의 텍스트가 

유통되고 있다. 즉 웹 2.0의 목표인 사용자 참여  

소통을 지원하기 해 다양한 기술의 발 이 이루

어졌으며, 그 결과로 더욱 많은 텍스트 컨텐츠들이 

생성되고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텍스트 



278 류  신․김남규

데이터에 한 분석을 통해 더욱 의미있는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에 

한 심이 증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 마이닝이란 방 한 양의 텍스트 문서로

부터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

미한다. 텍스트 마이닝은 정보 검색, 데이터 마이닝,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통계학, 컴퓨터 언

어학 등이 결합된 학제 (Interdisciplinary) 분야

(Han et al., 2011)의 성격을 갖는다. 구체 으로 텍

스트 마이닝은 문서 분류(Classification), 문서 군

집화(Clustering), 정보 추출 등에 활용되며, 일반

으로 행렬, 계층, 벡터 등의 형식으로 정형화된 뒤 

이후 분석 작업이 이루어진다(Weiss et al., 2010). 

특히 가장 기본 인 변환 방식으로 각 문서에 용

어의 빈도를 요약하는 벡터공간 모델(Vector Space 

Model)(Albright, 2006; Salton et al., 1975)이 주로 

사용된다.

텍스트 마이닝 응용  가장 표 인 것으로 

토픽 분석(Topic Analysis)을 들 수 있다. 토픽 분

석은 벡터공간모델과 TF-IDF(Salton and McGill, 

1983)에 기반하여 수행되며, 주로 싱(Parsing), 필

터링(Filtering)을 거친 후에 이루어진다(Hong et 

al., 2014; Kim et al., 2014). 토픽 분석은 유사한 

주제를 갖는 문서들을 묶는다는 에서는 통

인 군집화와 유사하지만, 하나의 문서가 다수의 

토픽에 응될 수 있다는 에서 군집화와는 구별

되는 특징을 갖는다.

2.2 이슈 트래킹 

한 시 의 주요 이슈를 악하는 정 인 분석인 

토픽 분석과 달리, 여러 시 에 걸친 주요 이슈의 

변화를 추 하는 분야를 이슈 트래킹(Issue Trac-

king)이라 한다. 이슈 트래킹은 인터넷 뉴스 기사,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에서 사람들이 자주 언 하

는 정치, 경제, 연 , 스포츠 등 사회 반에 걸친 이

슈들을 추출,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Ding and 

Chen, 2014). 이슈 트래킹을 통해 상 기간의 주

요 이슈를 악할 수 있음은 물론, 기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이슈가 새로 생성되고  얼마나 지속

되는지 악할 수 있다.

주로 해외에서 활발하게 연구되며 사용되고 있

는 이슈 트래킹은 주로 뉴스 데이터에 한 분석

(Ma et al., 2014; Jin et al., 1999)이 주를 이루며, 

이미 시스템으로 제공되어 다양한 응용에 사용되

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트 터 데이터를 

상으로 한 이슈 트래킹 연구(Bae et al., 2014)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분석을 통해 선 후

보별 이슈를 분석한 연구(Bae et al., 2013)가 자주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이슈 트래킹은 분석 상이 되는 

체 기간의 문서를 한꺼번에 분석해야 하기 때문

에 확장성이 낮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 기존

의 이슈 트래킹 결과는 특정 기간에 어떤 이슈에 

한 심이 높았는지는 보여  수 있지만, 개인

들의 심이 어떤 이슈에서 어떤 이슈로 이동했는

지는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3. 개인 심 트래킹 방법론

3.1 연구 모형

본 장에서는 개인 심 트래킹의 개념  방안

을 제시한다. 제안 방법론의 범   세부 과정이 

<Figure 4>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에서 원통형 도

형은 외부 데이터를, 선 직사각형은 로세스를 

나타낸다. 그 외의 도형은 간  최종 산출물을 

나타낸다. 

제안 방법론을 구성하는 각 세부 과정에 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 상 기간

에 속하는 체 뉴스를 분석 단 인 세부 기간별

로 구분한다. 간략한 설명을 해 <Figure 4>에서

는 세부 기간을 N주와 (N+1)주의 두 기간으로만 

구분하 으나, 실제로는 보다 많은 세부 기간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 단계에서는 각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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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뉴스에 해 각각 토픽 분석을 별도로 수

행하며, 각 토픽 분석의 결과로 문서/이슈간 응 

매트릭스가 도출된다. 한편 개인의 뉴스 근 기록

이 장된 트랜잭션으로부터 문서/개인간 응 매

트릭스를 도출한다. 이 게 도출된 두 매트릭스, 즉 

문서/이슈간 매트릭스  문서/개인간 매트릭스를 

병합하여 이슈/개인간 응 매트릭스를 도출한다. 

이 게 도출된 두 개의 이슈/개인간 응 매트릭

스를 개인 에서 통합하여 최종 산출물인 각 

개인 단 의 심 흐름도를 도출한다. <Figure 4>

의 주요 과정에 한 세부 내용은 본 장의 이후 

에서 소개한다.

 

<Figure 4> Research Overview

3.2 세부 기간별 토픽 분석 

제안 방법론의 독창 인 부분  하나는 세부 

기간별로 독립 인 토픽 분석을 통해 각 기간별 

이슈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즉 각 기간별로 이슈

를 도출하고, 추후 각 기간의 이슈별 매핑을 통해 

체 기간의 이슈의 흐름을 악하고자 한다. 

한 이러한 이슈의 매핑이 개인 에서 이루어지

기 때문에, 이슈의 흐름은 개인별 심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악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한 첫 단계는 세부 기간별 이

슈를 담고 있는 문서 집합을 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게시일이 명확할 뿐 아니라 매우 정제

된 표 만을 담고 있는 뉴스 기사를 분석 상으

로 사용한다. 따라서 분석의 첫 단계에서는 수집

된 뉴스 기사를 각 세부 기간별로 나 는 작업이 

수행된다. 본 장에서는 설명의 용이성을 해 2주

간의 뉴스를 수집하여 N주와 (N+1)주의 두 세부 

기간으로 나 는 것을 가정하 으나, 실제로는 더

욱 많은 세부 기간이 분석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 게 분할된 세부 기간별 뉴스에 

해 각 기간별로 토픽 분석을 실시한다. 토픽 분석

은 각 문서에 포함된 용어의 빈도수에 근거하여 

문서를 계량화한 뒤, 문서간의 거리에 기반하여 

유사 문서를 그룹화하는 방법이다. 토픽 분석에서

의 빈도수는 단순 빈도수가 아닌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기반 

상  빈도수가 사용되며, 토픽 분석의 결과로는 

표 키워드로 표 되는 각 토픽과 해당 토픽에 

응되는 문서 리스트가 생성된다. 본 장의 설명을 

해 간단한 가상 문서 집합에 해 토픽 분석을 

실시한 결과의 가 <Figure 5>에 나타나있다. 

 <Figure 5> Example of Topic Analysis

<Figure 5>는 N주의 문서 5개(D1_1～D1_5)와 

(N+1)주의 문서 5개(D2_1～D2_5)에 해 각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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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토픽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며, 분석을 

통해 N주의 토픽 4개(T1_1～T1_4)와 (N+1)주의 

토픽 4개(T2_1～T2_4)가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의 결과에서 각 토픽은 다수의 문서를 포함

하며, 어떤 문서는 둘 이상의 토픽에 응됨을 확

인할 수 있다. 토픽 분석의 세부 과정은 이미 많은 

문 서   논문에 충분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자세히 소개하지 않는다.

3.3 개인별 심이슈 도출

본 연구는 인터넷 뉴스를 조회하는 각 개인을 

분석의 최소 단 로 사용하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는 각 개인의 인터넷 뉴스 조회 기록이 반드

시 필요하다. 본 에서는 <Figure 5>에서 도출한 

문서/이슈간 응 매트릭스와 개인의 인터넷 뉴스 

조회 기록으로부터 도출한 문서/개인간 응 매트

릭스를 통해 개인별 심이슈를 도출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이를 한 체 과정은 <Figure 6>에 

소개되어 있으며, <Figure 6>에서 각 개인은 U1 

～U3로 나타난다. 

 

 <Figure 6> Individual/Issue Matrix

<Figure 6(a)>는 N주의 개인별 이슈 도출 과정

을, <Figure 6(b)>는 (N+1)주의 개인별 이슈 도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최상단 매트릭스는 <Figure 

5>의 표를 재정리한 것으로, 각 이슈별 응 문서

를 보여 다. 한 가운데의 매트릭스는 개인의 

인터넷 뉴스 조회기록을 요약한 것으로, 어떤 개

인이 어떤 뉴스 기사를 조회했을 경우 응되는 

셀의 값은 ‘1’로 나타난다. 최하단 매트릭스는 개인

별 이슈를 요약한 것으로, 셀 내의 값은 해당 개인

이 조회한 기사  해당 이슈에 속한 기사의 수를 

의미한다. 를 들어 행 U1과 열 T1_1이 교차하는 

셀의 값 ‘2’는 개인 U1이 이슈 T1_1에 속한 뉴스 

두 개(D1_1, D1_3)를 조회한 결과로 나타난다. 

이 게 도출된 개인/이슈 매트릭스는 각 개인별

로 표 화된 뒤 이후 과정에 사용된다. 즉 본 연구

에서는 각 개인이 다양한 이슈에 해 갖는 총합

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인터넷 뉴스 조회 빈

도가 높은 개인이 그 지 않은 개인에 비해 모든 

이슈에 한 심이 높게 나타나는 왜곡 상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인별 표 화는 <Figure 

7>의 과정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Figure 7>에

서 상단 매트릭스는 <Figure 6>의 개인/이슈 매

트릭스를 나타내며, 여기서 각 셀의 값을 각 행의 

총합으로 나눔으로써 표 화된 개인/이슈 매트릭

스를 도출할 수 있다. 

<Figure 7> Standardized Individual/Issue Matrix

3.4 이슈 매칭을 통한 개인 심 트래킹

본 에서는 제안 방법론의 마지막 단계인 이슈 

매칭을 통한 개인 심 트래킹 과정을 소개한다. 

본 과정에서는 기본 으로 <Figure 7>의 최종 산

출물인 두 개의 표 화된 개인/이슈 매트릭스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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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본 과정은 모든 개인에 해 각 개인의 두 

이슈에 한 심의 가 합을 구함으로써 이루어

진다(식 (1)). 식 (1)에서 Match(Ta, Tb)는 이슈 Ta

와 이슈 Tb의 응도를 나타내며, n은 개인의 수

를, Ui
a와 Ui

b는 각각 개인 Ui가 이슈 Ta와 이슈 Tb

에 해 갖는 심도를 의미한다.

  
  




×

 (1)

의 식에 의하면 두 이슈 Ta와 이슈 Tb에 동시

에 높은 심을 가진 개인이 많을수록 두 이슈의 

응도인 Match(Ta, Tb)는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N주의 모든 이슈와 (N+1)주의 모

든 이슈간의 응도를  식에 의해 산출해야 하

며, 이 과정은 행렬 곱에 의해 쉽게 구 될 수 있

다. <Figure 7>에서 나타난 N주와 (N+1)주의 각

각의 이슈간 응도를 계산하는 과정이 <Figure 

8>에 소개되어 있다. 

 

 <Figure 8> Issue Correspondence Matrix

<Figure 8(a)>는 <Figure 7(a)>의 최하단 매트

릭스의 치행렬(Transpose Matrix)를 나타내며, 

<Figure 8(b)>는 <Figure 7(b)>의 최하단 매트릭

스와 동일하다. 이 두 매트릭스의 행렬 곱을 통해 

<Figure 8(c)>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 결과가 N

주와 (N+1)주의 이슈간 응 매트릭스가 된다. 이

슈간 응 매트릭스에 해 임의의 임계값을 설정

하고, 이 임계값을 상회하는 응 계만을 도식

화함으로써 N주와 (N+1)주간에 나타난 개인들의 

심의 흐름을 <Figure 9>와 같이 악할 수 있다.

  <Figure 9> Flow of Individuals' Interests from 
Week N to Week(N+1)

<Figure 9>에서 N주에 T1_1, T1_3, T1_4의 이

슈에 심을 가졌던 개인들은 체로 (N+1)주에는 

T2_1의 이슈에 심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N주에 T1_1의 이슈에 심을 가졌던 개인들

은 (N+1)주에는 T2_1과 T2_2의 이슈로 심이 분

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안 방법론의 체 과정을 간략한 

가상 시나리오에 한 설명을 통해 소개하 다. 하

지만 설명에 사용된 는 매우 단순할 뿐 아니라 

가상 이기 때문에, 본 장의 를 통해 제안 방법

론의 실제 용 가능성을 단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 따라서 충분한 양의 실제 뉴스 기사에 해 제

안 방법론을 용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다음 

장인 제 4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4. 실험 

이  장에서는 개인 심 이슈 트래킹 방법론을 

제안하고, 간단한 가상 를 사용하여 제안 방법

론을 설명하 다. 본 장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

트 뉴스 기사와 개인의 뉴스 근 기록에 하여 

제안 방법론을 용한 실험 과정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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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데이터 소개

본 실험에서는 국내 한 인터넷 사이트 순  분

석 문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패  5,000명의 2012

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웹 사용 기록 약 1억 

5천만 건을 사용하 다. 체 사용 기록  해당 기

간 내에 형 인터넷 뉴스 포털 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는 총 4,308명이었으며, 이들은 동일 기간 동

안 234,776건의 뉴스 기사를 총 337,786번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 이슈 분석을 해 본 실험

에서는 방문 기록에 나타난 뉴스 기사 원문 234,776

건을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 다. 

시행착오를 이기 한 일럿 실험에서는 세

부 기간을 월 단 로 구분하여 사용하 다. 즉 2012

년 7월과 2012년 8월에 게시된 뉴스 기사에 한 

분석을 통해 심 트래킹을 시도하 다. 하지만 월 

단 의 분석을 통해서는 두 기간 사이의 공통 이

슈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슈의 생성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상에 기

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실험에

서는 세부 기간을 주 단 로 구분하여 사용하 으

며, 구체 으로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7월 

7일까지, 그리고 2012년 7월 8일부터 2012년 7월 

14일까지의 2주간의 기록을 사용하 다. 체 방문 

기록  이 기간에 포함된 데이터는 사용자 1,112

명의 방문 기록 1,506 건이었다. 한 해당 기간에 

게시되어 분석에 사용된 뉴스는 총 8,474건으로 

나타났다. 수집 데이터와 분석 데이터에 한 요

약이 <Table 1>에 나타나있다. 

 

<Table 1> Summary of Experimental Data

항목 수집 데이터 분석 데이터

기간 2012.07.01～2013.03.31 2012.07.01～2013.07.14

사용자 수 4,308명 1,112명

방문 건수 337,786건 1,506건

뉴스 기사 수 234,776건 8,474건

4.2 세부 기간별 토픽 분석

본 에서는 제 3.2 에서 제시된 과정인 세부 

기간별 토픽 분석에 한 결과를 소개한다. 우선 

분석 데이터를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7월 7

일까지의 첫 주(W1)의 기사 4,071건과 2012년 7월 

8일부터 2012년 7월 14일까지의 둘째 주(W2) 기

사 4,403건으로 분할하 다. 다음으로 분할된 두 기

간의 뉴스 기사 각각에 한 독립 인 토픽 분석

을 통해 각 기간의 주요 이슈  각 이슈에 응

되는 기사를 악하 다. 

토픽 분석은 SAS Enterprise Miner 12.1의 Text 

Miner 모듈을 사용하여 싱, 필터링, 토픽 분석의 

순으로 진행하 으며, 각 기간별 토픽의 수는 25

개로 제한하 다. 토픽 분석 결과로 나타난 문서/

이슈 매트릭스 일부에 한 스냅샷이 <Figure 10>

에 나타나있다. <Figure 10(a)>는 W1의 기사에 

한 토픽 분석 결과를, <Figure 10(b)>는 W2의 

기사에 한 토픽 분석 결과를 보여 다. 각 그림

에서 최상단 행은 이슈의 주요 키워드를, 다음 행

은 해당 이슈의 번호를 나타낸다. 한 맨 좌측 열

은 문서(뉴스 기사)의 번호를 나타내며, 특정 문서

가 특정 이슈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문서 번호와 

이슈 번호가 교차하는 셀의 값을 ‘1’로 나타낸다.

   <Figure 10> Document/Issue Matrix for Each 
Period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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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2> Individual/Issue Matrix for Each 
Period(Part)

4.3 개인별 심이슈 도출

본 에서는 앞에서 도출한 세부 기간별 문서/이

슈 매트릭스와 개인의 뉴스 조회 기록으로부터 개

인/이슈 응 매트릭스를 도출한 실험 결과를 소

개한다. W1과 W2의 개인/이슈 매트릭스 도출과

정은 서로 동일하므로, 본 에서는 W1에 한 결

과만을 소개한다. 

<Figure 11> Document/Individual Matrix(Part)

<Figure 11>은 W1 기간 내에 이루어진 개인의 

뉴스 조회 기록, 즉 문서/개인 매트릭스를 보이고 

있다. 지면 계상 본 그림에서는 U_ID 1, 5, 25번 

개인이 Doc. No. 100,000번 이내의 문서를 조회한 

기록만을 보인다. <Figure 11(a)>는 조회 기록에 

한 원(Raw) 데이터이며, 이를 매트릭스로 변환

한 형태는 <Figure 11(b)>와 같다. <Figure 10(a))>

의 W1의 문서/이슈 매트릭스와 <Figure 11(b)>

의 W1의 문서/개인 매트릭스에 해 본문 제 3.3

에 소개된 방법을 용하여 도출한 W1의 개인/

이슈 매트릭스가 <Figure 12(a)>에 나타나있다. 

한편 <Figure 12(b)>는 이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도출한 W2의 개인/이슈 매트릭스를 나타낸다. 이

게 도출된 개인/이슈 매트릭스는 개인별 표 화 

과정을 거쳐 이후 로세스에 사용된다. 

4.4 이슈 매칭을 통한 개인 심 트래킹 

본 에서는 앞 에서 도출된 W1와 W2의 표

화된 개인/이슈 매트릭스를 통해 각 개인의 

심 이슈를 매칭한 결과를 소개한다. 이슈 매칭은 

기본 으로 행렬 곱 연산에 의해 이루어지며, 자

세한 과정은 제 3.4 에 소개되어 있다. 이슈 매칭 

결과로부터 의미를 도출하기 해 임계값을 설정

해야 한다. 이 때 임계값이 무 낮으면 체 결과

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며, 임계값이 무 낮으

면 당연한 결과만 얻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임계값을 용하는 시도를 통해 정 임계값을 찾

아야 하며, 본 실험에서는 1.5의 임계값을 용하

다. 이슈 매칭 결과 체에서 1.5 이상의 값을 

갖는 셀을 회색으로 표시하고, 각 행이나 열  

1.5 이상의 값을 하나도 갖지 못하는 행이나 열을 

제거한 결과가 <Figure 13>에 나타나있다. 한 

1.5 이상의 값만을 버블 차트(Bubble Chart)로 도

식화한 결과가 <Figure 14>에 나타나있다. 

<Figure 13> Results of Issue Matching



284 Chen Liu․Namgyu Kim

<Figure 15> Flow of Individuals' Interests During 
W1 and W2 

 <Figure 14> Plot Matrix for the Results of Issue 
Matching

마지막으로 <Figure 15>는 <Figure 13>에서 

나타난 결과  임계값 이상의 응도를 갖는 이

슈 을 도식화한 결과이다. 본 그림에서 이슈간 

화살표는 W1의 해당 이슈에 심을 갖던 개인들 

 많은 수가 W2의 해당 이슈로 심을 옮겨갔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부터 W1과 W2 

사이의 개인들의 심을 트래킹할 수 있다. 를 

들면 W1 기간에 “리포트, 김지연, 유재석, 아이폰, 

안드로이드”라는 이슈에 심을 갖고 있던 개인들

은 W2 기간에는 “스타, 리얼타임 연 , 무한, 연

, 리얼”이라는 이슈에 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제안 방법론을 실제 뉴스 기사  해

당 기사를 개인들이 조회한 기록에 해 용한 실

험을 수행하 다. 실험 결과 각기 독립 으로 수행

된 두 기간의 토픽 분석 결과로부터 주요 이슈를 

추출하고, 이를 개인의 에서 응시킴으로써 

해당 기간 개인 심의 흐름을 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토픽 분석의 결과 일부 정제되지 않은 이

슈가 형성되고, 유사한 이슈가 둘 이상의 이슈로 

구분되어 존재하는 등의 한계가 발견되었다. 향후 

처리 과정의 보강을 통해 보다 정제된 결과를 

얻기 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5. 결  론

최근 다양한 소셜미디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주요 이슈를 발굴

하기 한 토픽 분석  여러 시 에 걸친 이슈의 

변화를 분석하고 추 하기 한 이슈 트래킹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의 이슈 트래킹은 특정 기간에 어떤 이슈에 한 

심이 높았는지는 보여  수 있지만, 개인들의 

심이 어떤 이슈에서 어떤 이슈로 이동했는지는 보

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 기존의 

기법은 분석 상이 되는 체 기간의 문서를 한

꺼번에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의 확장성이 낮

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하는 

개인 심 트래킹 방법론을 제안하 다. 즉 거시

 이슈의 흐름이 아닌 개인별 심의 흐름을 

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으며, 새로운 기간

의 문서가 추가되었을 때 체 기간의 문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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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새로 추가된 문서에 해서만 추가 분석을 수

행할 수 있는 기간 확장 방안을 제시하 다. 학술

 에서 문서 자체의 정보가 아닌 련 정보

를 간 으로 활용하여 이슈의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은 향후 다양한 후속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 한다. 한 실제 인터넷 뉴스 기사 

 해당 기사에 방문한 속 기록에 해 제안 방

법론을 용함으로써, 제안 방법론의 실무 용 

가능성을 분석하 다. 실무  측면에서 제안 방법

론을 통해 개인별 심의 흐름을 악할 수 있고, 

이를 다양한 마  략 수립 과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한 내용만으로는 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슈들 간의 선후 계를 악

함으로써, 하나의 이슈에서 다른 이슈로 심이 

옮겨가는 상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악하는 데

에 단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방법론이 실무  성

과를 얻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수

행되어야 한다. 우선 양질의 이슈를 도출하기 

해서는 양질의 용어사   불용어사 이 필요하

므로, 이들 사 을 구축 는 확보하기 한 노력

이 필요하다. 한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세부 기

간을 1주일 단 로 설정하고, 2주간의 심 변화

만을 추 하 다. 향후 개인의 심 흐름을 보다 

정교하게 추 하고 패턴을 발견하기 해서는, 다

양한 세부 기간에 해 장기간에 걸친 분석이 반

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 본 연구의 성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제안 방법론의 최종 결과물인 

이슈간 응 매트릭스와 개인 심 흐름도의 품질

을 측정하기 한 정량 지표의 개발이 후속 연구

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활용한 성과 평가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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