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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요즘 스마트폰, 각종 전자기기 등의 사용이 늘고, 인터넷과 SNS가 활성화되며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많은 정보를 다 살펴보는 것이 어려워졌고, 문서에서 핵심 키워드만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정보의 핵심이 되는 토픽을 추출하는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토픽을 추출하여
과거와 비교 분석하여 현재의 트렌드를 유추해내는 것도 최근 중요한 이슈이다. 토픽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서에서 토픽을 추출해낼 수 있으며, 이렇게 추출된 토픽은 트렌드 예측,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분석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기 위해 확률적 토픽 모델 기법의 하나인 LDA
알고리즘을 활용하였으며, 문서에서 컴퓨팅 분야의 2016, 2017, 2018년도 3개년 논문의 주제를 알아보고, 연구의 동향
과 흐름을 분석한다.

Abstract  Nowadays, the use of smart phones and various electronic devices is increasing, the Internet
and SNS are activated, and we live in the flood of information. The amount of information has grown 
exponentially, making it difficult to look at a lot of information, and more and more people want to see
only key keywords in a document, and the importance of research to extract topics that are the core
of information is increasing. In addition, it is also an important issue to extract the topic and compare
it with the past to infer the current trend. Topic modeling techniques can be used to extract topics from
a large volume of documents, and these extracted topics can be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trend 
prediction and data analysis. In this paper, we inquire the topic of the three-year papers of 2016, 2017,
and 2018 in the field of computing using the LDA algorithm, one of Probabilistic Topic Model 
Techniques, in order to analyze the rapidly changing trends and keep pace with the times. Then we 
analyze trends and flows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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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IT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핀 테크(FinTech),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등 최신 IT 기술들의 공통점은 방대하게 
생성된 데이터를 핵심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라는 점이다. 
이처럼 빅데이터의 활용은 기업은 물론 공공, 통신, 금융, 
의료, 유통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
며 최신 기술들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빅데이터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1]. 빅데이터는 방대한 데이터 자체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간의 의미 있는 값을 추출하
는 것으로 대량의 고속의 다양한 정보이다[2]. 

하지만 이러한 빅데이터 관련 기술은 데이터 과학자라
고 불리는 일부 전문가들밖에 다룰 수 없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지닌 비전문가가 
빅데이터 분석 과정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되어야한다[3]. 이에 대해 실제 활용 측면으로 살펴본 
2016년 글로벌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조사 결과, 글로벌 
기업의 약 29%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한국 기
업의 경우 5% 정도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4]. 본 논문에서는 전문가의 데이터과학 지식 없이 
사용하기 쉬운 빅데이터 도구 기술의 도움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과정을 제안한다.

대표적 토픽 모델링 기법인 잠재 디리클레 할당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을 통해 토픽을 추
출하고 결과 해석에 용이하도록 웹 시각화를 한다. 이때 
토픽은 출현 단어빈도의 확률분포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정량적 크기로 토픽의 중요도를 나타낼 수 있다[5]. LDA 
모델의 구현에는 대표적 데이터 분석언어인 R을 사용하
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6]. R은 통계 계산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환경이 필
요한 통계학자와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행렬 계산을 위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Windows, Mac OS 및 리
눅스를 포함한 UNIX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7].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컴퓨팅 분야 논문의 키워드
를 수집하여 토픽 모델링 분석 방법 중 하나인 LDA 기법
을 기반으로 컴퓨팅 관련 연구 토픽들을 도출하고 각 연
구 토픽들의 향후 동향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
술적 관점에서는 컴퓨팅 분야에 대한 향후 연구 방향 수
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8]. 본 논문에서 2장에서는 
LDA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토픽 추출 시스템 
구조 및 상세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결론
을 맺는다. 

Ⅱ. LDA

1. LDA의 개념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는 대표적인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 문서들이 하나 이상의 토픽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어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출현 빈
도만으로 토픽을 추출하며 미리 알고 있는 토픽별 단어 
수 분포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서에서 발견된 단어 수 분
포를 분석하여 해당 문서가 어떤 토픽들을 가지고 있을
지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베이즈 추론을 이용한 깁스 샘
플링 방법을 이용하여 토픽을 할당한다[10].

2. LDA의 핵심 가정
LDA에서 토픽은 고정된 단어의 분포이며 토픽의 수

는 보통 연구자가 결정한다. 토픽의 단어 분포와 문서의 
토픽 분포의 결합으로 문서 내 단어들이 생성된다고 가
정한다. 실제 관찰 가능한 문서 내의 단어로 토픽의 단어 
분포와 문서의 토픽분포를 추정한다.

3. 깁스 샘플링
LDA 알고리즘에서는 깁스 샘플링을 이용하여 토픽을 

할당한다. 깁스 샘플링에서는 각 단어에 임의의 토픽이 
할당된 후 문서별로 토픽과 단어(Word)의 분포가 결정
된다. 모든 문서들은 토픽을 갖고, 모든 토픽은 단어의 분
포를 가진다. 이러한 문서들에 K개의 토픽들 중 하나를 
랜덤하게 할당한 뒤, 각 토픽에 대해 다음 두 가지를 계
산한다[9]. 

가. P(topic t | document d) 

그림 1. P(topic t | document d)에 대한 설명
Fig. 1. Description of P(topic t | document d)

그림 1은 문서에 있는 단어들 중 토픽에 해당하는 단
어들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문서에 들어있
는 단어들이 할당된 토픽에 얼마나 포함되는지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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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단어와 토픽의 단어가 일치하는 비율이 높은 토
픽을, 그 문서의 토픽으로 지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나. P(word w | topic t) 

그림 2. P(word w | topic t)에 대한 설명 
Fig. 2. Description of P(word w | topic t)

그림 2는 한 단어가 속한 토픽 안에 있는 각 단어 분
포를 계산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는 토픽이 문서들의 
단어를 대표할 만큼 올바른 토픽인지 확인하기 위한 과
정이다. 이후 P(topic t | document d) * P(word w | 
topic t)에 따라 토픽을 새로 선정한다. (토픽과 문서의 
타당성) * (단어와 토픽의 타당성)이 낮은 비율을 보이면 
적절하지 않은 토픽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토픽을 선정한
다. 위의 과정을 반복해 토픽을 선정한다. 

4. LDA의 과정
우선, 사용자가 토픽의 개수를 k개라고 가정한다. 

LDA는 토픽의 개수 k를 입력받으면, k개의 토픽이 M개
의 전체 문서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
로 문서에서 추출한 모든 단어를 k개 중 하나의 토픽에 
할당한다. 모든 문서의 모든 단어에 대해서 k개 중 하나
의 토픽을 랜덤으로 할당하며 이 작업이 끝난 뒤, 각 문
서는 토픽을 가지며 토픽은 단어 분포를 가지는 상태가 
된다. 토픽을 무작위로 할당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전부 
틀린 상태이다. 만약 한 단어가 한 문서에서 2회 이상 등
장하였다면, 각 단어는 서로 다른 토픽에 할당되었을 수 
있다. 세 번째로 모든 문서의 모든 단어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반복하여 진행한다. 어떤 문서의 각 단어 w는 자
신은 잘못된 토픽에 할당되어 있지만, 다른 단어들은 전
부 올바른 토픽에 할당된 상태라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단어 w는 문서 d의 단어들 중 토픽 t에 해당하는 단어들
의 비율인 p(topic t | document d)과 단어 w를 갖는 
모든 문서 중 토픽 t가 할당된 비율인 p(word w | 
topic t)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토픽이 다시 할당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모든 할당이 완료된 수렴 상태가 된다.

Ⅲ. 시스템 구조 및 상세 프로세스

그림 3. 빅데이터 기반 문서 토픽 추출 시스템 개념도
Fig. 3. Data-based Document Topic Extraction System 

빅데이터 기반 문서 토픽 추출 시스템은 그림 3과 같
이 빅데이터 처리 프로세스,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웹 
시각화 프로세스 3가지로 구성된다. 각 프로세스의 구현
에는 빅데이터 분석·처리 언어 중 R을 이용하였다. 

1. 빅데이터 처리 프로세스
빅데이터 처리 프로세스는 수집된 문서를 분석 프로세

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했으며, 데이터 처리에 사
용한 R 코드를 설명한다.

1

2

path <- file.path("C:/Users/Desktop/LDA/논문/2016")
eng <- list.files(file.path(path, "keyword"))
eng.files <- file.path(path, "keyword", eng)

txt <- lapply(eng.files, readLines)
topic <- setNames(txt, eng.files)
topic <- sapply(topic, function(x) paste(x, collapse = 
" "))

그림 4. 논문 데이터 삽입
Fig. 4. insert paper data

그림 4는 수집한 논문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 리스트로 
저장하는 코드이다.

1) 수집한 논문 파일을 R로 불러오기 위해 파일 경로
를 file.path로 지정한다. 수집된 논문 파일을 불러와서 
list로 저장한다. 2) 각 리스트 목록에 원래 파일명을 이
름으로 설정한 뒤, 데이터 필드의 구분을 “ ”로 지정한다. 

그림 5는 수집한 논문 파일의 일부로, 컴퓨팅 분야를 
다루는 ACM Digital Library 해외사이트에서 몇 개의 
저널을 선택해 2016, 2017, 2018년도 논문의 키워드들
을 따로 모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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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논문 데이터 샘플
Fig. 5. Paper data sample

1

2

library(tm)
stop_words <- stopwords("SMART")
stop_words <- c(stopwords("SMART"), "")
stopwords("SMART")
topic <- gsub("'", "", topic)  
topic <- gsub("[[:punct:]]", " ", topic)  
topic <- gsub("[[:cntrl:]]", " ", topic)  
topic <- gsub("^[[:space:]]+", "", topic) 
topic <- gsub("[[:space:]]+$", "", topic) 
for(i in (0:1000)) {topic <- gsub(i,"",topic)}
topic <- tolower(topic)  

그림 6. 논문 데이터 정제
Fig. 6. Paper data purification

그림 6은 불용어 처리 목록을 가져온 뒤, 논문을 저장
한 리스트에서 단어를 추출하기 위해 데이터를 정제하는 
코드이다.

1) 리스트에 저장된 논문들의 불용어 및 불필요한 부
분을 필터링하기 위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불용어 처
리 목록을 가져온다. 2) gsub 함수를 이용해 불용어 및 
불필요한 숫자들을 제거한 뒤, 논문 내용 중 대문자를 소
문자로 바꾼다.

1

2

doc.list <- strsplit(topic, "[[:space:]]+")
term.table <- table(unlist(doc.list))
term.table <- sort(term.table, decreasing = TRUE)
del <- names(term.table) %in% stop_words | 
term.table < 5
term.table <- term.table[!del]
vocab <- names(term.table)

그림 7. 자료구조 변환
Fig. 7. Data structure conversion

그림 7은 문서에서 추출한 단어들을 출현 빈도수와 함
께 테이블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코드이다.

1) 정제한 단어들을 “ ”로 구분한 뒤, 단어 출현 빈도
수와 함께 테이블에 저장한다. 이후에 테이블을 내림차순
으로 정렬한다. 2) 테이블에서 5회 미만으로 출현한 단어
들을 제거한다. 

 

그림 8. 단어와 출현빈도수가 저장된 테이블 샘플
Fig. 8. Table that stores words and frequency of 

occurrence smple

그림 8은 그림 7의 코드 실행 결과로 생성된 테이블의 
일부로, 정제된 단어와 단어의 출현 빈도수가 저장되어있
다. 이 테이블을 분석 프로세스에서 사용한다. 

2.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는 전처리한 문서 데이터의 토

픽을 분류한 뒤, 데이터셋과 관련된 일부 통계를 계산해 
그 결과를 이용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한다.

1

2

get.terms <- function(x) {
  index <- match(x, vocab)
  index <- index[!is.na(index)]
  rbind(as.integer(index-1), as.integer(rep(1, 
length(index))))}

documents <- lapply(doc.list, get.terms)

그림 9. LDA 모델 생성
Fig. 9. Create an LDA Model

 
그림 9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LDA 모델을 생성하는 

코드이다. 
1) 정제된 단어가 저장된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반환한 

뒤, 결측치를 제외하여 인덱스 번호를 매겨 각 인덱스의 
길이와 결합하는 함수를 만든다. 2) 이전에 정제된 단어 
리스트에 함수를 적용한다.

D <- length(documents)  
W <- length(vocab)  
doc.length <- sapply(documents, function(x) sum(x[2, ])) 
N <- sum(doc.length) 
term.frequency <- as.integer(term.table)  
K <- 3  
G <- 5000 
alpha <- 0.02
beta <- 0.02

그림 10. 통계 계산 및 변수 지정
Fig. 10. Statistical calculations and variable assignment

그림 10은 LDA 분석에 활용되는 통계를 계산하고, 변
수를 지정해주는 코드이다.

논문 파일의 수, 논문에 등장한 단어의 개수, 논문 파
일 하나당 몇 개의 단어가 등장했는지, 데이터 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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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들의 총 개수, 말뭉치(corpus)가 출현한 빈도수를 
계산한 후, LDA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토픽의 수, 반복횟
수와 alpha, beta 값을 지정한다.

1

2

3

library(lda)
fit <- lda.collapsed.gibbs.sampler(documents = 
documents, K = K, vocab = vocab, num.iterations = G, 
alpha = alpha, beta = beta, initial = NULL, burnin = 0,  
compute.log.likelihood = TRUE)

theta <- t(apply(fit$document_sums + alpha, 2, 
function(x) x/sum(x)))

phi <- t(apply(t(fit$topics) + eta, 2, function(x) 
x/sum(x)))

그림 11. LDA 분석
Fig. 11. LDA analysis

그림 11은 R에 있는 깁스 샘플링을 이용해 토픽을 할
당하는 LDA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LDA 분석 코드이다.

1) LDA 분석에 활용되는 단어와 빈도수, 토픽 수 등의 
변수를 지정해준다. documents는 문서, k는 토픽의 수, 
vocab은 단어, num.iterations는 반복횟수를 의미한다. 
alpha는 문헌 집합 중 토픽분포 생성을 위한 파라미터로, 
문서별 주제가 생성될 확률이며 beta는 주제별로 특정 단
어가 생성될 확률이다. initail은 단어에 대한 초기 주제 
지정 목록으로 NULL 값을 지정하면 샘플러는 무작위 할
당으로 초기화된다. burnin은 gibbs의 수를 나타내는 스
칼라 정수이며 comp.log.likelihood는 TRUE 변수에 대
한 각 교체 이후에 샘플러가 단어의 로그 우도 (상수 계수 
내에서)를 계산하게 하는 스칼라 논리이다. 2) p(topic t 
| document d)를 계산하여 행렬로 저장한다. 3) p(word 
w | topic t)를 계산하여 행렬로 저장한다.

3. 웹 시각화 프로세스
웹 시각화 프로세스는 시각화된 데이터를 웹서버를 통

해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한 뒤, 수신된 시각화 데이
터를 웹 애플리케이션에 출력한다.

1

2

result <- list(phi = phi,
             theta = theta,
             doc.length = doc.length,
             vocab = vocab,
             term.frequency = term.frequency)
ui <- shinyUI(
  fluidPage(
    sliderInput("nTerms", "Number of terms to 
display", min = 20, max = 40, value = 30),
    visOutput('myChart')
  ) )

그림 12. 웹 시각화를 위한 UI 구성
Fig. 12. UI configuration for web visualization

그림 12는 LDA 결과를 웹에서 시각화하기 위한 UI를 
구성하는 코드이다. 

1) result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각 변수들에 이전에 
지정한 값을 저장한다. 2) shinyUI로 UI를 정의하고 
fluidPage 함수를 이용해 shinyUI 함수에 전달할 수 있
는 UI를 정의한다. sliderInput으로 슬라이더 바를 생성
하고 입력 값을 server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inputId와 label 값을 입력한 뒤 최솟값, 최댓값, 구간 
값을 지정해준다. visOutput 함수로 출력값을 정한다.

1

2

server <- shinyServer(function(input, output, session) {
  output$myChart <- renderVis({
    if(!is.null(input$nTerms)){
      with(result, 
           createJSON(phi = result$phi, 
                      theta = result$theta, 
                      doc.length = result$doc.length, 
                      vocab = result$vocab, 
                      term.frequency = 
result$term.frequency,encoding='eur-kr')) } 
  }) })
shinyApp(ui = ui, server = server)

그림 13. 웹 시각 정보 전송
Fig. 13. Web visual information transmission

그림 13은 웹에서 시각화할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코드이다. 1) shinyServer함수를 이용해 애플리케이션
의 서버 기능을 호출한다. output 인자에 이전에 설정한 
출력값을 지정하고 input에 시각화를 위해 계산한 값들
을 넣어준다. 2) shinyApp 함수를 이용해 ui 값과 
server 값을 지정한 뒤 앱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그림 14. 2016년도 논문 웹 시각화 결과
Fig. 14. 2016 Paper Web Visualiz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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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는  LD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2016년도 논
문의 키워드를 토픽 추출 후 웹 시각화를 한 결과이다.

이 코드에서는 토픽의 개수를 3으로 정했기 때문에 3
개의 원이 생성되었으며, 토픽에서 단어가 발생할 확률 
벡터인 P(w | t)에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서로 직교하는 새 기저(축)를 찾아, 고차원 공간의 표본
들을 선형 연관성이 없는 저차원 공간으로 변환하는 기
법인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를 적용하
여 2차원의 벡터로 압축한 것이다. 각 원은 하나의 토픽
을 나타내며 각 원의 넓이는 코퍼스 내에서 3개의 전체 
토큰들에 대한 비율이다. 토픽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코퍼스 내에서 가장 출현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을 오른
쪽에 출력한다. ë는 토픽에서 단어의 확률에 주어진 가중
치를 결정한다. 전체 키워드 중에서 detection, mining, 
graph, data, analysis, learning, social의 출현 빈도
수가 높게 나왔다.

표 1. 2016년도 웹 시각화 결과표
Table 1. 2016 Web Visualization Results Table

토픽 
번호 전체키워드 1 2 3

키워드

detection
analysis
learning

data
graph
social
mining

analysis
learning
social
data

detection
graph

mining
data

표 1은 LD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2016년도 논문의 
키워드를 토픽 추출 후 웹 시각화를 한 결과를 각 토픽별
로 정리한 것이다. 전체 키워드로 2016년 동안 논문의 
키워드로 어떤 것이 많이 쓰였나 알아볼 수 있으며, 각 
토픽에 할당된 키워드를 통해 각 토픽의 주제를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5. 2017년도 논문 웹 시각화 결과
Fig. 15. 2017 Paper Web Visualization Results

그림 15는 LD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2017년도 논문
의 키워드를 토픽 추출 후 웹 시각화를 한 결과이다. 전
체 키워드에서 data, database, information, query, 
graph, model, systems, mining, analysis, quality의 
출현 빈도수가 높게 나왔다. 

표 2. 2017년도 웹 시각화 결과표
Table 2. 2017 Web Visualization Results Table

토픽 
번호 전체키워드 1 2 3

키워드

data
database

information
graph
model

systems
mining
query

analysis
quality

data
database

query
systems

informati
on

graph
model

analysis
quality
systems

표 2는 LD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2017년도 논문의 
키워드를 토픽 추출 후 웹 시각화를 한 결과를 각 토픽별
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 16. 2018년도 논문 웹 시각화 결과
Fig. 16. 2018 Paper Web Visualization Results

그림 16은 LD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2018년도 논문
의 키워드를 토픽 추출 후 웹 시각화를 한 결과이다. 전
체 키워드에서 data, database, information, query, 
graph, model, systems, mining, analysis, quality의 
출현 빈도수가 높게 나왔다.

표 3은 LD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2018년도 논문의 
키워드를 토픽 추출 후 웹 시각화를 한 결과를 각 토픽별
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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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8년도 웹 시각화 결과표
Table 3. 2018 Web Visualization Results Table
토픽 번호 전체키워드 1 2 3

키워드

data
information

database
mining
social

detection
analysis
graph

systems
clustering
learning
network

data
information

database
detection
analysis
query

retrieval
network

resolution

mining
social
graph

clustering
learning

resolution
network

mining
data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D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컴퓨팅 분
야의 논문의 키워드들로 3개년동안의 연구 동향을 파악
해보았다. 분석한 연구 동향 및 흐름을 바탕으로 이와 관
련된 분야를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
에서 쓰인 토픽 추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은 기술 동
향 파악을 통해 앞으로 선도할 기술에 대한 전망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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