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cently, there are many researches for extracting meaningful information from large amount of text data. Among

various applications to extract information from text, topic modeling which express latent topics as a group of keywords

is mainly used. Topic modeling presents several topic keywords by term/topic weight and the quality of those keywords

are usually evaluated through coherence which implies the similarity of those keywords. However, the topic quality

evaluation method based only on the similarity of keywords has its limitations because it is difficult to describe the

content of a topic accurately enough with just a set of similar words. In this research, therefore, we propose topic

keywords reorganizing method to improve the identifiability of topics. To reorganize topic keywords, each document

first needs to be labeled with one representative topic which can be extracted from traditional topic modeling. After

that, classification rules for classifying each document into a corresponding label are generated, and new topic

keywords are extracted based on the classification rules. To evaluated the performance our method, we performed

an experiment on 1,000 news articles. From the experiment, we confirmed that the keywords extracted from our

proposed method have better identifiability than traditional topic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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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연결 사회에서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사용자

들은 언제 어디서나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의공급량 및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구조적(Unstructured)

데이터인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 수요가 비약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유형의 비정형

데이터 중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학계 및 산

업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기법을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이라

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발전시켰으며, 텍스트 마이

닝은 텍스트를 레이블(Label)에 따라 분류하는 텍

스트 분류(Text Classification), 유사한 텍스트 집

합을 군집화하는 텍스트 군집 분석(Text Cluste-

ring), 텍스트가 포함한 감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감

성 분석(Sentiment Analysis), 그리고 텍스트가 포

함하고 있는 주제를 제시하는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등으로 구체화되어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 활용 중 특히 토픽 모델링

은 문서에 포함된 잠재된 주제를 발견하고 이를 키

워드의 집합 형태로 나타내는 기법으로 많은 분야에

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 토픽 모델링은 문서의

주제를 파악한다는 본연의 목적뿐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인 문서를 정형 데이터로 표현하는 문서의 구

조화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토픽 모델링을 통

해 각 문서는 토픽 별 토픽 가중치(Topic Weight)

의 집합으로표현이 되며, 이는 각 문서를토픽 개수

만큼의 차원을 가진 벡터로 표현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렇게 구조화된 문서 벡터는 이후 프로세스

에서 문서 분류, 클러스터링, 유사 문서 식별 등의

추가적인 분석 모델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된다.

토픽 모델링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토

픽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연구도 다양하

게 제안되고 있다. 토픽 모델링의 품질을 평가하

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개별 토픽 내의 키워드

간 의미적인(Semantic) 관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토픽 별로 제시된 키워드 간의 유사도(Similarity)

또는 상호 정보량(Mutual Information)을 측정하

고 이를 토픽 단위로 종합하여 각 토픽이 지닌 일

관성(Coherence)을 파악한다. 이러한 접근에 따르

면, 토픽을 구성하고 있는 키워드들의 유사도가

높을수록 해당 토픽은 일관성이 높고 품질도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토픽의 품질은 일관성이라는 하나의 측면

이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필요

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일관성만을 지

나치게 강조하여 토픽 모델링을 수행할 경우, 오히

려 토픽의 주제를 명확하게 묘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한계도 지적되어 왔다([그림 1] 참조).

[그림 1]은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을

다룬 기사들로부터 토픽을 도출한 결과를 보여주는

가상 예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Topic #1은 “바둑”

을 나타내는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Topic

#2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

다. 이들 두 토픽은 각각 “바둑”과 “인공지능”이라

는 명확한 주제에 대한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으

므로, 각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들 간의 유사도가

높고 이로 인해 각 토픽의 일관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달리 Topic #3은 “바둑”과 관련된

키워드인 “바둑”, “이세돌,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

련된 키워드인 “A.I.”, “DeepMind”를 한꺼번에 포

함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의미를 갖는 키워드들로

구성된 해당 토픽의 일관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

게 된다. 하지만 그림에서 예로 보인 기사의 경우

“바둑”이나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닌

“인공지능을 활용한 바둑”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

로, 세 가지 토픽 중 기사 내용을 가장 명확하게 묘

사하는 것은 Topic #3이라고 할 수 있다. 일관성이

낮은토픽이오히려기사내용을가장명확하게묘사

하는 이러한 현상은 토픽의 품질을 토픽의 일관성,

즉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들의 유사성에만 기반을

두어 측정하는 경우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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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관성 기반 토픽 평가의 한계

일관성 기반 토픽 품질 평가의 한계는 보다 극단

적인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토픽의 일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들의 유사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즉 임의의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들간 유사

도가 모두 ‘1’인 경우, 해당 토픽의 일관성은 가장

이상적인 값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는 해당 토픽을

구성하는 모든 키워드가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갖

는 경우를 나타내므로, 결국 해당 토픽을 하나의 키

워드로 묘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단 하나

의 키워드로 충분히 설명되는 토픽은 매우 제한적

으로만 존재하며, 오히려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토

픽은 상이한 의미를 갖는 복수의 키워드의 조합을

통해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고찰은 전통적인 토픽 품질 평가 방식인

일관성 기반 토픽 품질 평가의 한계를 나타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관성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토픽 품질 평가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토픽 모델링 기법이

각 토픽을 키워드의 리스트로 기술하며, 각 토픽

별로 제시되는 키워드의 개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에 주목한다. 즉 토픽별 키워드의 수가 너무

적으면 해당 토픽의 주제를 명확히 한정하기 어려

우며, 반대로 토픽별 키워드의 수가 지나치게 많

을 경우 불필요한 정보로 인해 오히려 주요 키워

드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실제 분석에서는 토픽 모델링의 결과로 도

출된 각 토픽을 5개～10개의 키워드로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각 토픽을 구성하는 전체

키워드 중 어떤 기준으로 어떤 키워드를 선정하여

주요 키워드로 제시할 것인지가 사용자의 토픽 이

해도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토픽의 키워드

를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토픽의 식별성(Identifi-

ability)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토픽

의 식별성은 문서의 묶음으로부터 이미 다수의 토

픽이 도출되어 있을 때 특정 문서가 어떤 토픽에

대응되는지를 분류할 수 있는 성질로, 본 연구에

서 새롭게 제시하는 토픽 품질 평가 기준이다. 토

픽의 식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i)

기존 토픽 모델링 방식에 따라 각 문서의 토픽을

도출하고, (ii) 문서의 토픽 분류를 수행하여 분류

규칙(Classification Rule)을 생성한 후, (iii) 분류

규칙에 사용된 키워드만으로 토픽을 재구성하는 방

안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 방법론에 따라 재구성된

토픽 키워드 기반 토픽 분류의 정확도와 토픽 재

구성 이전 키워드 기반 토픽 분류의 정확도를 비

교함으로써 제안 방법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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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음

장인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성과를 요약하여 소개하고, 제 3장에서는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구조와 동작 과정을 가상

의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실제 뉴스 데이터로부터 도출한 토픽에 대해 제안

방법론을 적용한 실험의 과정 및 결과를 소개하며,

마지막 장인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여와 한계

를 정리한다.

2. 선행 연구

2.1 토픽 모델링

토픽 모델링은 통계적 이론에 근거하여 문서 내

부에 잠재되어 있는 핵심을 추출하는 텍스트 마이

닝 기법이다. 토픽 모델링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

로는 잠재 의미 분석(Latent Semantic Analysis)

(Papadimitriou et al., 1998)과 잠재 디리클레 할당

(Latent Dirichlet Allocation)(Blei et al., 2003)

등이 존재한다. 잠재 의미 분석은 특이값 분해(Sin-

gular Value Decomposition)를 통해 문서가 포함

하고 있는 다양한 주제를 도출한다. 특이값 분해는

(문서)×(용어)로 이루어진 행렬을 (문서)×(토픽) 행

렬, (토픽)×(토픽) 행렬, 그리고 (토픽)×(용어) 행렬

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잠재 의미 분석은

이와 같은 행렬의 변환을 통해 잠재 변수인 토픽

을 도출한다.

잠재 의미 분석은 단순히 용어 빈도에 기반을 두

어토픽을추출한다는한계가존재하는데, 이와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용어 빈도를 용어의 출현 확률

로 대체한 확률적 잠재 의미 인덱싱(Probabilistic

Latent Semantic Indexing)이라는 토픽 모델링 알

고리즘도 고안되었다(Hofmann, 1999). 하지만 확

률적 잠재 의미 인덱싱 역시 잠재 의미 분석과 마찬

가지로 특이값 분해를 사용하여 토픽을 도출하기 때

문에, 주어진 문서 안에서만 잠재된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자 잠재 디리클레 할당이라는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

이 고안되었다.

잠재 디리클레 할당은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으로, 문서를 구성하는 용어

의 정보를 활용하여 문서에 존재하는 잠재된 토픽

을 추론하는 방법이다. 잠재 디리클레 할당 역시 확

률 모델에 기반하므로, 문서와 이를 구성하는 용어

의 토픽 가중치를 0에서 1사이의 확률 값으로 표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확률적 잠재 의미 인덱

싱 알고리즘과 달리, 잠재 디리클레 할당은 새로운

문서에 대한 토픽을 추론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다. 이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델은 모든 용어에

대한 토픽 가중치를 사전에 정의하고 반복적 학습

을 통해 이 값을 근사(Approximation)하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어떠한 문서에 대해서도 탐색된 토픽

에 대한 사후 확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편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등장으로 인해 단문의 텍스트가 대량으

로 생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짧은 길이의 텍스트로

부터 유의미한 토픽을 도출하기 위한 토픽 모델링

방법도 고안된 바 있다(Yan et al., 2013).

2.2 토픽 모델링의 활용

토픽 모델링은 문서가 가진 다양한 주제를 객관

적인 방법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

해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토픽 모델링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서로부터 핵심을 추출한 연구

(Gretarsson et al., 2012), 도출된 토픽을 재가공하

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 연구(Hu et al.,

2014)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사용자 맞춤형 추천 방

법을 제안한 연구(Wang and Blei, 2011; Hu and

Ester, 2013), 오피니언 마이닝 수행을 위한 토픽

모델링 활용 방법에 관한 연구(Lu and Zhai, 2008),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해토픽모델링을 활용

하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Asuncion et al., 2010)

등 텍스트 마이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토픽

모델링을 응용하는 연구가 제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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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텍스트 데이터의 구조화를 위해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는 연구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

다. 토픽 모델링을 통해 정형화된 문서를 텍스트

요약에 활용하는 연구(Gao et al., 2012)와 같이

텍스트 데이터의 추가적인 분석을 위한 전처리 방

법으로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는 연구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2.3 토픽 모델링의 품질 평가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자, 토픽

모델링의 결과에 대한 품질 평가에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토픽 모델링의 평가

를 위한 방법 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은 토픽

모델링의 결과로 제시된 키워드들 간의 비교를 통

해 토픽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토픽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존재

하는데, 토픽 키워드간 상호 정보량(Pairwise Mu-

tual Information)을 측정하여 키워드 간 유사도를

구하고 이를 종합하여 토픽의 일관성을 제시하는

연구(Newman et al., 2010), 도출된 토픽 키워드의

일부를 변경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사람이 직접 토

픽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연구(Chang et al., 2009)

및 이를 자동화한 연구(Jey et al., 2014) 등이 있다.

최근에는 워드 임베딩(Word Embedding) 알고리

즘을 활용하여 키워드 간 유사도를 측정한 뒤 토픽

의 일관성 지표를 도출하는 연구(Aletras and

Mark, 2013; Fang et al., 2016)도 진행된 바 있다.

또한, 토픽 모델링 평가 방법에 대한 객관성 제

고를 목표로 한 연구(Jey and Baldwin, 2016), 토

픽 모델링의 평가 수행 후 이를 바탕으로 토픽 모

델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연

구(Mimmo et al., 2011)도 이루어졌다. 토픽 모델

링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일관성이 아닌 다른 관

점에서 진행한 연구도 존재하는데, 도출된 토픽에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토픽의 대표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 연구(Vineet et al., 2014), 토픽 키

워드의 중심성을 측정하여 토픽의 안정성(Centric

Stability)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토픽 수

를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 진행된 연구(Greene et

al., 2014)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3. 제안 방법론

3.1 연구 모형

본 장에서는 토픽의 식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픽 키워드 재구성 방안의 원리와 동작 과정을

간단한 예를 통해 소개한다. 제안 방법론의 전체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 모형

[그림 2]는 토픽의 식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픽 키워드 도출 방법론의 전체 개요를 나타내며,

크게 두 개의 단계로 구분된다. Phase 1은 (1) 기

존에 고안된 여러 알고리즘에 따라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고, (2) 각 문서에 포함된 다수의 토픽 중 가

장 중요도(가중치)가 높은 토픽을 선정하여 이를

해당 문서의 대표 토픽으로 할당하는 작업이 이루

어진다. Phase 2는 제안 방법론의 핵심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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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토픽을 기술하는 토픽 키워드를 토픽의 식별성

측면에서 선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3) 각 문서를 입력으로, 그리고 해당

문서의 대표 토픽을 타겟(Target)으로 갖는 분류

분석(Classification Analysis)을 수행하고, 각 토

픽별 분류 규칙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4) 각 토

픽별 분류 규칙에 사용된 키워드들을 발췌하고

이들 키워드들을 Phase 1의 (1)에서 산출된 용어

/토픽 가중치를 사용하여 각 토픽별로 정렬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토픽의

식별성을 감안한 토픽 키워드 리스트를 도출할

수 있다.

각 단계별 진행 과정은 본 장의 이후 절부터 가

상의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실제 데

이터를 적용한 제안 방법론의 성능 평가 결과는

다음 장인 제 4장에서 소개한다.

3.2 문서 정제 및 토픽 모델링

본 절에서는 [그림 2]의 (1) 문서 정제 및 토픽

모델링 단계에 해당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문서

정제 과정은 토픽 모델링을 다룬 기존의 많은 연

구에서 수행한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전

체적인 절차만 간략히 소개한다.

우선 대상 문서 내에 존재하는 특수 문자나 의미

없는 용어를 제거하고, 추가로 출현 빈도(Term

Frequency)가 매우 높지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용어, 그리고 공백 또는 기호와 같은 불

용어(Stop Words)를 제거한다. 이렇게 정제된 문

서에 대해 기존의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토

픽 모델링을 수행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토

픽 모델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토

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토픽 키워드를 재구성하

여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단계의 토픽 모델링

은 기존에 고안된 LSA, LDA 등의 기법을 활용하

여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토픽 모델링의 수행

결과는 일반적으로 [그림 3]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

난다.

[그림 3]은 9개의 문서를 대상으로 가상의 토픽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9개의 문서로

부터 3개의 토픽을 도출하였으며, 각 토픽은 해

당 토픽을 대표하는 5개씩의 키워드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Topic 3”의 경우 “Apple”, “iPhone

XS”, “Tim Cook”, “iPhone XR”, 그리고 “Siri”

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키워드들은

서로 매우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처

럼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들의 관련성이 높은 경

우 해당 토픽이 의미하는 주제는 비교적 명확하

다고 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토픽 품질 평가 방

법, 즉 일관성 기준의 평가 방법의 경우 이러한

토픽을 양질의 토픽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토픽의

주제가 명확하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해당

토픽의 범위(Coverage)가 매우 좁음을 나타내기

도 한다. 이로 인해 유사성이 높은 키워드들을 한

꺼번에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여러 토픽의 키워

드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 해당

문서의 주요 토픽 식별이 어렵게 된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3]의 토픽별

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다음 절에서 소

개하는 절차에 따라 토픽의 식별성 관점에서 키

워드를 재구성하여 토픽별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

안한다.

[그림 3] 토픽 모델링의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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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서별 토픽 레이블 할당

본 절에서는 [그림 2]의 (2) 문서별 핵심 토픽

할당 단계에 해당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일반적인

토픽 모델링의 결과, 각 문서에 포함된 여러 토픽

이 <표 1>과 같이 가중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토픽 1 토픽 2 토픽 3 레이블

문서 1 0.637 0.105 0.258 토픽 1

문서 2 0.067 0.841 0.092 토픽 2

문서 3 0.216 0.013 0.771 토픽 3

… … … … …

문서 9 0.117 0.002 0.881 토픽 3

<표 1> 개별 문서에 대한 토픽 레이블 지정

<표 1>은 (문서)×(토픽) 행렬의 토픽 가중치를

이용하여, 각 문서에 대해 대표 토픽 레이블을 할

당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문서와 토픽 간의 대응

관계가 다대다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

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토픽 중 가중치가 가

장 높은 토픽만을 선정하여 이 토픽을 해당 문서

의 대표 토픽으로 정의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

안한 개념인 토픽의 식별성을 측정하기 위한 과정

으로, 본 연구에서는 논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각 문서별로 하나의 토픽만을 대표 토픽으로 선정

하지만 추후 복수개의 토픽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표 1>의 맨 우측 열은 이러

한 과정에 의해 각 문서의 대표 토픽으로 할당된

토픽을 보이고 있다.

3.4 토픽 분류 규칙 생성

본 절에서는 [그림 2]의 (3) 토픽 분류 규칙 생성

단계에 해당하는 과정, 즉 각 문서를 입력으로, 그

리고 해당 문서의 대표 토픽을 타겟(Target)으로

갖는 분류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가중

치가 가장 높은 토픽이 레이블로 지정된 문서를 분

류 모델에 적용하여, 각 문서를 레이블에 따라 분류

하는 규칙을 [그림 4]와 같이 생성한다.

[그림 4] 토픽 분류 모형(일부)

[그림 4]는 키워드의 포함 여부에 따라 문서의 토

픽을 분류하는 모델의 과정의 일부를 보여준다. 예

를 들어 특정 문서가 “Machine”과 “Intelligence”

키워드를 포함하지만, “Learning” 키워드를 포함

하지 않는다면 해당 문서의 핵심 토픽은 “토픽 3”

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 규칙은 토픽별로 <표

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분류 규칙

토픽
1

(machine & intelligence & learning) OR
(cognitive & NOT machine & NOT competition) OR
(A.I. & neural network & NOT neural engine) OR
(Google & NOT Apple) OR
(algorithm & learning & NOT intelligence) OR
(intelligence & NOT A.I. & neural network)

<표 2> “토픽 1”의 분류 규칙

<표 2>는 특정 문서의 핵심 토픽이 “토픽 1”으

로 분류되기 위한 규칙을 보이고 있다. 규칙 기술

에는 3개의 기호가 사용되며, “&”는 두 조건을 동

시에 만족시켜야 함을, “OR”는 두 조건 중 최소 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을 나타낸다. 또한 “NOT”은

해당 키워드를 포함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NOT”

없이 키워드가 나타난 경우는 해당 키워드를 포함

함을 의미한다.

<표 2>에서 “토픽 1”의 규칙을 기술하기 위해

총 11개의 키워드가 사용되었으며, 이 중 5개의 키

워드(learning, cognitive, neural network,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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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는 포함 키워드로, 3개의 키워드(compe-

tition, neural engine, Apple)는 불포함 키워드로

사용되었다. 또한 3개의 키워드(A.I., machine, in-

telligence)는 포함 키워드와 불포함 키워드로 동시

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규칙 기술에 사용된

키워드 중 포함 키워드로 최소한 한 번 이상 사용된

키워드들의 집합을 “규칙 키워드(Rule Keywords)”

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표 2>에서 “토픽 1”의 규

칙키워드는총 8개(cognitive, learning, intelligence,

neural network, machine, A.I., algorithm, Goo-

gle)로 나타난다.

3.5 토픽 키워드 리스트 생성

본 절에선 [그림 2]의 (4) 키워드 재생성에 해당하

는 과정을 소개한다. 우선, 앞에서 도출된 각 토픽별

규칙 키워드를 <표 3>과 같이 종합한다. 이때 각

규칙에서 불포함 조건으로만 참여했던 키워드들은

규칙 키워드에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규칙 키워드

토픽 1
cognitive, learning, intelligence, neural
network, machine, A.I., algorithm, Google

토픽 2
football, competition, league, tournaments,
UEFA, England, ball, ticket

토픽 3
smartphone, duel camera, bezel, neural engine,
Apple, Tim Cook, iPhone XS, iTunes

<표 3> 토픽별 규칙 키워드

기본적으로 제안 방법론은 <표 3>에 나타난 바

와 같이, 토픽의 분류에 사용된 규칙 키워드를 통해

각 토픽을 기술함으로써 기존의 토픽 키워드보다

문서의 토픽을 더욱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음을 주

장한다. 하지만 토픽이 나타내는 주제를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픽 키워드의 대표성도 함께

감안하여 토픽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도출한 토픽별 규칙 키워드를 각

키워드가 토픽 내에서 갖는 가중치 순으로 정렬하

여 제시함으로써 토픽의 식별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한다.

<표 4>는 일반적인 토픽 모델링 단계에서 도출

된 결과로, 각 용어가 토픽에 대해 갖는 가중치를

나타낸다. 가중치의 세부 산출 과정은 토픽 모델

링 알고리즘별로 상이하지만, 가중치가 높을수록

해당 용어가 해당 토픽에서 갖는 중요도가 높다고

해석될 수 있는 특성은 동일하다.

토픽 1

용어 가중치
A.I. 0.93
brain 0.89
machine 0.87
learning 0.81
intelligence 0.74
algorithm 0.72
cognitive 0.68
body 0.62
Google 0.61

neural network 0.59

토픽 2

용어 가중치
UEFA 0.97
football 0.92
league 0.78
soccer 0.71

tournaments 0.68
England 0.64
Competition 0.61
ticket 0.57
body 0.56
ball 0.54

토픽 3

용어 가중치
Apple 0.89

iPhone XS 0.87
body 0.83

Tim Cook 0.77
neural engine 0.75
duel camera 0.71
camera 0.68
bezel 0.63

smartphone 0.56
iTunes 0.54

<표 4> 용어의 토픽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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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각 용어는 해당 토픽에서 나타낸

가중치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토픽 1”

의 경우 주요 용어 10개 중 8개의 용어가 <표 3>

의 규칙 키워드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색으로 표

시된 “brain”과 “body”는 용어의 토픽 가중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규칙 키워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토픽 가중치가 높은 키워드일지라도 (i)복수의

토픽에서 동시에 출현하여 토픽 식별자로서의

기여가 약한 경우, 또는 (ii)특정 토픽에서만 사

용되지만 분류 역할이 다른 키워드와 중복되는

경우, 해당 키워드는 토픽의 식별성 향상에 기여

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안 방법론은 이러한 키워

드들을 제외하고, 규칙 키워드에 포함된 키워드

만을 토픽 가중치 순으로 정렬하여 <표 5>와 같

이 제시한다. 이를 통해 각 문서의 토픽 식별성

을 높이면서, 동시에 토픽의 이해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

토픽 ID 재구성된 토픽 키워드

토픽 1 A.I, machine, learning, intelligence, algorithm,
cognitive, Google, neural network

토픽 2 UEFA, football, league, tournaments,
England, competition, ticket, ball

토픽 3 Apple, iPhone XS, Tim Cook, neural engine,duel camera, bezel, smartphone, iTunes

<표 5> 재구성된 토픽 키워드

4. 실험

4.1 실험 개요

본 절에서는 제 3장에서 소개한 제안 방법론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의 환경 및 데이

터를 소개한다. 실험을 위해 2019. 01. 01부터 2019.

03. 31.까지의 인터넷 포털 뉴스 기사 17,037건을

수집하였으며, 이 중 1,000건의 기사를 무작위 추출

(Random Sampling)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

의 토픽 모델링 및 토픽 예측에는 SAS Enterprise

Miner 14.2를 사용하였다.

4.2 뉴스 기사의 토픽 모델링 및 레이블 설정

본 절에서는 1,000건의 뉴스 기사로부터 토픽을

도출한 결과와 기사의 토픽 가중치를 이용하여 각

기사의 레이블을 설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토픽 모델링을 통해 전체 기사로부터 총 10개의

토픽을 도출하였으며, 토픽 가중치 순으로 상위 9

개의 키워드를 각각 추출하였다. <표 6>에서 제

시된 토픽 키워드는 이후 제안 방법론을 통해 새

롭게 추출한 키워드와의 품질 비교에 사용되며,

그 결과는 제 4.5절에서 설명한다.

토픽 ID 토픽 키워드(상위 9개)

토픽 1 클라우드, 데이터, 보안, 기업, 서비스, 정보, 기술,
인프라, 사업

토픽 2 더블, 스마트폰, 폰, 디스플레이, 폴드, 화면, 듀얼,
스크린, 전자

토픽 3 블록체인, 암호화, 폐, 코인, 토큰, 증권, 거래소,서비스, 플랫폼

토픽 4 원, 매출, 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사업, 년,지난해

토픽 5
지진, 포항, 지열, 발전, 발전소, 물, 연구, 조사,
주입

토픽 6
게임, 콘텐츠, 모바일, 영상, 리니지, 글로벌,
게임사, 웹툰, 스포츠

토픽 7 후보자, 조, 회장, 장관, 의원, 과학기술, 정부, 것,
과기

토픽 8 요금, 서비스, 원, 상품, 할인, 고객, 지원금, 시, 명

토픽 9 미세먼지, 공기, 청정, 에어컨, 필터, 제품, 전자,
무풍, 기능

토픽 10 텔레콤, 로봇, 자율, 주행, 기술, 방송, 서비스,
미디어, 콘텐츠

<표 6> 10개 토픽에 대한 상위 9개의 토픽 키워드

다음으로 각 기사를 대표하는 토픽을 탐색하여

기사의 레이블로 설정하기 위해 (문서)×(토픽)의

가중치 행렬을 도출한다. <표 7>은 1,000건의 기

사가 10개 토픽에 대해 갖는 토픽 가중치로 이루

어진 행렬의 일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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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ID 토픽 1 토픽 2 토픽 3 … 토픽 8 토픽 9토픽 10

기사 1 0.065 0.005 0.017 … -0.107 0.071 0.062

기사 2 0.077 0.032 0.028 … -0.138 0.079 0.107

기사 3 0.025 0.012 0.007 … 0.02 0.032 0.01

기사 4 0.204 0.1 0.06 … 0.096 0.04 0.275

기사 5 0.083 0.046 0.025 … -0.002 0.027 0.054

기사 6 0.066 0.018 0.017 … -0.039 0.071 0.064

기사 7 0.041 0.01 0.027 … -0.032 0.02 0.044

기사 8 0.018 0.031 0.017 … 0.042 0.031 0.03

기사 9 0.017 0.022 0.011 … 0.025 0.027 0.03

기사 10 0.017 0.014 0.011 … -0.042 0.059 0.037

기사 11 0.025 0.011 0.006 … 0.006 0.012 0.018

기사 12 0.459 0.044 0.03 … 0.008 -0.089 0.074

기사 13 0.025 0.029 0.019 … 0.03 0.026 -0.117

… … … … … … … …

기사 997 0.092 0.013 0.041 … 0.249 -0.026 0.126

기사 998 0.053 0.024 0.046 … 0.162 0.006 0.074

기사 999 0.036 0.023 0.012 … -0.013 0.06 0.042

기사 1000 0.014 0.011 0.007 … 0.004 0.022 0.018

<표 7> 기사/토픽 가중치 행렬

다음으로 기사별로 가중치가 가장 높은 토픽을

선정하여 해당 기사의 레이블로 설정하며, <표 8>

은 1,000건의 기사에 대해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갖

는 토픽을 레이블로 설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렇

게 설정된 레이블은 이후 토픽 분류 모델의 종속변

수로 적용된다.

4.3 토픽 분류 규칙 및 규칙 키워드 도출

본 절에서는 각 기사를 토픽 레이블에 따라 분

류하는 모델을 생성하고, 해당 모델의 분류 규칙

으로부터 규칙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를 소개한다.

<표 9>는 각 기사를 10개의 토픽으로 분류하는데

사용된 규칙 전체를 보여준다.

<표 9>에 나타난 각 규칙을 구성하는 최소 단

위는 키워드이며, 각 규칙은 이들 키워드에 대해

&(AND), OR, NOT 연산을 적용하여 기술된다.

각 토픽을 분류하기 위한 규칙의 길이는 서로 상

이하여, “토픽 5”와 같이 단 하나의 키워드로 구성

되는 규칙도 존재하고 “토픽 7”과 같이 비교적 많

은 키워드로 구성된 규칙도 존재한다.

기사 ID 레이블

기사 1 토픽 7

기사 2 토픽 10

기사 3 토픽 7

기사 4 토픽 10

기사 5 토픽 10

… …

기사 997 토픽 8

기사 998 토픽 8

기사 999 토픽 9

기사 1000 토픽 7

<표 8> 개별 기사에 대한 토픽 레이블

토픽 ID 규칙

토픽 1

(데이터 & NOT텔레콤&활용) OR (보안&공격)
OR (프로세스) OR (기업 & 연계) OR (기업 &
통합) OR (데이터 &러닝) OR (기관 & 기술) OR
(컴퓨팅)

토픽 2

(더블) OR (디스플레이 & 전면) OR (인치) OR
(스마트폰 & 폰) OR (스마트폰 & 시장조사) OR
(제품 & 시리즈) OR (스마트폰 & NOT 기업 &
제품)

토픽 3 (폐) OR (블록체인)

토픽 4
(영업이익) OR (원 & 반도체) OR (연간 & 매출)
OR (생산 & 투자) OR (베테랑) OR (전년) OR
(수주) OR (조원)

토픽 5 (지진)

토픽 6 (게임 & 플레이) OR (게임 & NOT 기술) OR
(유저)

토픽 7

(후보자) OR (정책 & 이날) OR (장관) OR (부처)
OR (제도 & NOT 서비스) OR (차관) OR (학위)
OR (합산) OR (년 & NOT 출시 & NOT 제품 &
NOT매출 & NOT 데이터 & NOT 업체 & 인사)
OR (감염병) OR (지방) OR (인류) OR (당시 &
뜻) OR (심사 & NOT 서비스) OR (감염) OR

토픽 8
(할인) OR (요금) OR (고객 & 결제) OR (계정)
OR (혜택 & NOT 기술) OR (채팅) OR (서초) OR
(주의사항)

토픽 9 (미세먼지) OR (침대) OR (생활 & 소비자) OR
(소재 & 기능) OR (연구팀) OR (증상)

토픽 10

(로봇) OR (주행) OR (사장 &공동) OR (현지시간
& NOT 것) OR (택시) OR (초저) OR (영상 &
음악) OR (모습 & 미디어) OR (음성인식) OR
(레이더) OR (기지국) OR (파급효과)

<표 9> 토픽 분류 규칙

각 규칙에 대해 제 3.4절에서 소개한 방식에 따

라 규칙 키워드를 생성할 수 있으며, 각 토픽별로

규칙 키워드를 나열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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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ID 규칙 키워드

토픽 1 데이터, 활용, 보안, 공격, 프로세스, 기업, 연계,
통합, 러닝, 기관, 기술, 컴퓨팅

토픽 2 더블, 디스플레이, 전면, 인치, 스마트폰, 폰,
시장조사, 제품, 시리즈

토픽 3 블록체인, 폐

토픽 4 영업이익, 원, 반도체, 연간, 매출, 생산, 투자,
베테랑, 전년, 수주, 조원

토픽 5 지진

토픽 6 게임, 플레이, 유저

토픽 7 후보자, 정책, 이날, 장관, 부처, 제도, 차관, 학위,
년, 감염병, 지방, 인류, 당시, 뜻, 심사, 감염, 합산

토픽 8 할인, 요금, 고객, 결제, 계정, 혜택, 채팅, 서초,
주의사항

토픽 9 미세먼지, 침대, 생활, 소비자, 소재, 기능, 연구팀,
증상

토픽 10
로봇, 주행, 사장, 공동, 현지시간, 택시, 초저, 영상,
음악, 모습, 미디어, 음성인식, 레이더, 기지국,
파급효과

<표 10> 토픽별 규칙 키워드

용어 토픽 1 토픽 2 토픽 3 … 토픽 8 토픽 9 토픽 10

클라우드 0.536 0.08 -0.051 … 0.035 -0.17 -0.095

데이터 0.422 -0.019 -0.047 … 0.012 -0.031 -0.071

보안 0.214 0.003 -0.03 … 0.071 -0.062 -0.001

기업 0.199 -0.016 0.059 … -0.082 -0.038 0.05

서비스 0.183 -0.011 0.107 … 0.205 -0.071 0.15

정보 0.142 -0.003 0.02 … 0.05 0.058 -0.007

기술 0.11 0.038 0.05 … -0.175 0.034 0.21

인프라 0.097 -0.002 -0.011 … -0.008 -0.014 -0.011

사업 0.094 -0.021 0.048 … -0.103 -0.034 0.031

… … … … … … … …

로봇 -0.046 -0.007 -0.01 … -0.078 0.058 0.257

텔레콤 -0.066 -0.029 -0.032 … 0.091 -0.154 0.304

방송 -0.075 -0.022 -0.02 … 0.056 -0.077 0.164

<표 11> 용어/토픽 가중치 행렬

4.4 토픽 가중치를 반영한 키워드 순서화

본 절에서는 각 토픽별로 키워드의 토픽 가중치

에 따라 앞서 도출한 토픽별 규칙 키워드를 재정

렬한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표 11>은 전체 용

어 각각이 10개 토픽에 대해 갖는 토픽 가중치 행

렬을 나타낸다. 용어의 토픽 가중치는 특정 용어

가 해당 토픽에 대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

는지를 판단하는 대표성 관점의 척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안 방법론을 통해 식별성이 확보된 새로

운 토픽 키워드의 순서를 대표성의 관점에서 재조정

함으로써 토픽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표 12>

는 이 가중치를 적용하여 <표 10>의 키워드의 순

서를 재 정렬한 결과이다.

토픽 ID 재구성된 토픽 키워드

토픽 1 데이터, 보안, 기업, 기술, 기관, 활용, 컴퓨팅, 공격,
통합, 러닝, 연계, 프로세스

토픽 2 더블, 스마트폰, 폰, 디스플레이, 제품, 인지,
시리즈, 전면, 시장조사

토픽 3 블록체인, 폐

토픽 4 원, 매출, 영업이익, 전년, 연간, 반도체, 투자, 생산,
수주, 조원, 베테랑

토픽 5 지진

토픽 6 게임, 플레이, 유저

토픽 7 후보자, 장관, 년, 정책, 제도, 합산, 이날, 부처,
차관,심사, 당시, 학위, 인류, 감염병,뜻, 지방, 감염

토픽 8 요금, 할인, 고객, 결제, 혜택, 계정, 채팅, 주의사항,
서초

토픽 9 미세먼지, 기능, 소비자, 생활, 소재, 연구팀, 침대,
증상

토픽 10
로봇, 주행, 미디어, 영상, 사장, 택시, 공동,
현지시간, 초저, 기지국, 음악, 모습, 음성인식,
레이더, 파급효과

<표 12> 재구성된 토픽 키워드

4.5 토픽 키워드의 품질 평가

본 장의 실험에서 기존의 토픽 모델링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나고, 제안 방법론을 통한 토

픽 모델링 결과는 <표 12>와 같이 나타남을 확인

하였다. 두 결과에서 각 토픽을 기술하는 키워드

집합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지만, 어

떤 방식이 더 우수한지에 대한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주목한

토픽의 식별성 관점에서, 기존의 토픽 키워드 리

스트와 제안 방법론에 따라 재구성한 토픽 키워드

리스트의 품질을 비교하고자 한다.

[그림 5]는 식별성 관점에서의 키워드 품질 평

가를 위한 비교 실험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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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론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해 1,000건의

뉴스 기사를 기존의 토픽 키워드와(Case B) 제안

방법론을 통해 도출된 새로운 토픽 키워드를(Case

C) 사용하여 각각 필터링한 뒤 각 기사의 레이블로

설정된 대표 토픽을 예측하고 각 경우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추출하였다. 또한, “Case B”와 “Case C”

의 예측 정확도에 대한 비교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뉴스 기사의 모든 용어를 사용해서 각 기사를 대

표하는 토픽을 예측했을 때의 예측 정확도를 함께

제시하였다(Case A).

[그림 5] 토픽의 예측 정확도 평가 모형

[그림 5]에서 “Case A”는 토픽 키워드의 수를

무제한으로 설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문

서에 사용된 모든 용어를 사용하여 토픽을 분류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갖

게 된다. 하지만 토픽을 설명하는 키워드의 수가

지나치게 많게 되면 오히려 사용자의 토픽 이해

도가 낮아지게 되므로, 일반적인 토픽 모델링의

경우 각 토픽의 키워드를 일정 개수로 제한하여

제공한다. “Case B”와 “Case C”는 각각 90개 안

팎의 키워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두 모형의 토픽

이해도는 유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모형에서 나타난 토픽 키워드의 식별성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은 토픽 키워드 구성 기준에 따른 뉴스

기사의 핵심 토픽 예측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6(a)]의 “전체 문서” 그래프는 뉴

스 기사의 모든 용어를 사용하여 토픽을 예측한

경우의 예측 정확도를 나타내며, 이때 정확도는

75.1%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6(b)]의 “기존 토

픽 키워드” 그래프와 [그림 6(c)]의 “제안 토픽 키

워드” 그래프는 각각 뉴스 기사를 기존의 토픽 키

워드와 제안 방법론을 통해 새롭게 도출한 토픽

키워드로 필터링하여 토픽을 예측한 결과를 나타

낸다.

[그림 6] 예측 정확도 비교 그래프

[그림 6]에서 기존의 토픽 키워드 리스트로 핵심

토픽을 분류한 경우에는 예측 정확도가 약 63.8%

로 나타났지만, 제안 방법론을 통해 재구성한 새

로운 토픽 키워드의 경우 전체 어휘 수가 비슷함

에도 불구하고 약 71%의 분류 정확도를 나타냈

다. 이는 제안 방법론을 통해 도출한 토픽 키워드

리스트는 기존 방법에 의한 토픽 키워드 리스트에

비해 토픽의 식별성 측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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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토픽 모델링은 텍스트 마이닝 분야의 가장 대표

적인 응용의 하나로, 문서에 잠재된 다양한 토픽

을 식별하고 각 토픽을 대표 키워드 리스트의 형

태로 제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토픽 모델링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토픽의 품질을 측정하고

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들 연구 대부분은 토픽을 설명하는 키워드의 유사

성에 기반을 두어 그 품질을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의 품질을 측정하는 기준으

로 키워드의 유사성, 즉 토픽의 일관성 외에 다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이고, 평가 기준의

하나로 문서의 핵심 토픽을 식별해 낼 수 있는 토

픽 식별성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론을 실제 뉴

스 기사의 토픽 모델링에 적용하고 그 품질을 평

가한 결과, 제안 방법론을 통해 도출된 토픽의 키

워드가 기존 기법에 비해 토픽의 식별성 측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토픽의 품질 평가를 위한 새로운 기

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참신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토픽의 식별성이라는 개념 외에 토픽 품질

측정을 위한 다양한 기준이 제안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실험을 통해 도출

한 결론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키워드의 유사성

과 토픽의 식별성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고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추가 실험이 반드시 수행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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