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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부문에서 GDP에서의 R&D 총투
자비중은 세계 1~2위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며, 정부의 
R&D예산은 국가예산의 5% (2010~2016년 기준 평균 : 
5.41%)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다시 강조할 필
요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서지 정보를 토픽 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
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적용
한 방법론 즉 토픽 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은 주로 웹, 
소셜, 뉴스미디어, 학술논문, 특허 데이터 등의 정보를 
활용하는 연구에서 활발하며,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정
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토픽모델링은 데이터 마이닝, 잠재적 데이터의 발견 및 
텍스트 문서들 내에서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하나이며, 자연어 처리(NLP)와 기
계 학습(machine learning)을 바탕으로 하여 문서 집합
에 내재한 ‘주제’(topic) 또는 의미구조를 확률적으로 분
석하는 모델이다. 토픽모델링 알고리즘의 구조는 문서 d
에서 단어 w가 등장할 조건부 확률 p(w|d)을 독립적
다항분포(multinomial distribution)로 가정하고 은닉 변
수(hidden variable)인 토픽 z를 더하여 단어와 토픽 사
이의 조건부 확률 p(w|z)와 토픽과 문서 사이의 조건부 
확률 p(z|d)로 분해하여 p(w|d)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1) 본 연구는 2018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정한조, 2015)

           


 

2.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적용 사례
 
 국가 R&D사업과 관련된 문헌을 활용한 연구로는 국가
연구개발정보와 과학기술정보의 연계와 융합을 통한 다
차원 연계 지식맵 서비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온톨로지
의 자동화된 구축과정에 토픽모델링 활용(정한조, 2015), 
키워드 유사성에 기반한 기술-산업 분류 간의 실시간형 
연계확률모형 개발에 활용하였고 각 산업분류 간에 잠재
적 연관관계를 파악하여 기 분류 단위(대분류/중분류/세
분류/세세분류) 외에 타 산업들 간에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연구(유선희 등, 2015), 산업분류 해설자료, 인
터넷 자료 등에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산업시장의 주제어 
발생 확률값과 토픽별 유사도를 통해 특정 융합 산업분
야의 동태를 분석하고, 신규 토픽을 발견함으로써 새로
운 융합 산업을 도출하는 방법(유선희, 2016), 국가 R&D
정보와 과학기술정보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의미 기반을 
바탕으로 주제어와 정보 간의 연관관계를 추출하기 위해 
토픽모델링을 적용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도(김재수 등, 
2015; 최기석 등, 2016) 등이 있다.

Ⅱ�.�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과학기술 R&D 정보 포털인 NTIS(www. 
ntis.go.kr)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 검사장비 
분야를 대상으로 211개 연구 개발 지원 과제(연구개발 
지원 개시년도 기준 2011~2016년)를 선별하고 정형· 비
정형 데이터 등 서지정보2)를 수집하였다. 토픽모델링 수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연구개발과제의� 클러스터링과�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lustering and Assessment of R&D Projects by Topic 

Modeling 

박 창 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ark chang-kirl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요약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 기법을 국가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클러스터링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개별 클러스터와 

R&D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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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절차는 우선, 토픽모델링 실행 전 단계에서 과제 명, 
키워드, 연구내용, 요약 정보를 병합한 문서를 구성하고 
유사어, 제외어 사전을 작성하여 적용하였다. 그리고, 문
서와 단어 간 TF-IDF3)값을 이용하여 각 문서별로 일반
적인 단어들을 제외하였다. 이를 위해 문서-단어 행렬의 
TF-IDF 값 분포를 확인하고 컷 오프 기준(0.3)을 적용하
였다. 토픽모델링을 통해 도출되는 토픽의 수, 하이퍼 파
라미터인 α, β값에 대해 적용한 값은 반복수행을 통해 
문서집합의 토픽 분포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주관적으로 
판단된 값4)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값을 반영한 LDA5)

를 실행하여 문서-단어 행렬을 문서-토픽, 토픽-단어 행
렬로 분할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단어의 확률을 
적용하여 토픽과 주요 단어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 맵으
로 시각화하여 토픽과 주요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
고, 추가적으로 토픽 내 단어 간 1-모드 네트워크과 핵심 
단어간  1-모드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도식화하는 방법을 
통해 토픽의 특성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토픽별
로 분류된 문서 즉,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문서의 중요도
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토픽을 평가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토픽 내 단어의 할당확률 순으로 상위의 단어를 도
출하고, 각 단어의 문서 연결강도로 TF- IDF 값을 사용
하여, 문서별로 연결된 주요 단어의 토픽 할당 확률 × 주
요단어의 문서와의 TF-IDF값을 산출하고 합산하였다. 그
리고 이 값을 해당 토픽 내에서 문서의 중요도 지수로 
문서를 평가하고, 다수의 문서로 구성되는 토픽을 평가
하였다.

∑[∑Wpi6)×∑(TF-IDF)i]7)

Ⅲ�.� 연구결과�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이상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10개의 토픽을 도출하
고, 토픽 내 단어의 할당 확률 순으로 상위 300개의 단어
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단어의 문서 연결강도로 전 
단계에서 산출된 TF-IDF 값과 주요 단어의 토픽 할당 확
률값을 곱하여 토픽별 중요도를 산출하고 개별 토픽을 
구성하는 문서 수로 나누어 최종 토픽의 중요도 값을 평

2) 과제번호,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목표요약, 연구내용요약,
키워드 (한글, 영문), 과제 수행기간, 연구비 등

3)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는 각 문서에 대한 특정단어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통계
적 수치로써 특정문서에서의 단어빈도가 높을수록, 전체
문서 중 특정 단어가 등장한 문서가 적게 나타날수록
TF-IDF값이 높게 나타남

4) 토픽 수: 10, α=2.0, β=0.001  
5)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는 대표되는 확률적 토픽

모델링 방법으로 최근 국내외의 연구에서 활발히 활용되
는 방법의 하나임.

6) 특정 단어의 문서에서의 할당확률의 합
7) 특정 단어의 문서에 대한 TF-IDF의 합

가하였다. 그 결과 10개 토픽 중 토픽 6의 중요도 (0.18)
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같은 접근방법으로 개
별 문서별로 주요 단어의 토픽 할당 확률값 × 문서와의 
TF-IDF 값으로 문서 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토픽 6의 19
개 과제 중에서 No.76, 94, 106, 120, 121이 중요도가 상
대적으로 높은 상위 5개 문서로 평가되었다.

표� �1�.� 토픽의� 정의� 및� 평가

토
픽

토픽 정의 ∑[∑Wpi×∑(TF-I
DF)i]  - ①

∑Nd8) - ② ①/②

1
이미지 기반 
고속,정밀 불량 검사 

1.57832 17 0.09 

2
영상 기반 디스플레이 
패널 및 패턴 검사  

2.47283 26 0.10 

3
차세대 메모리 
테스트

0.96038 13 0.07 

4
광학 이미지 활용
패턴 등 결함 검사

2.78289 29 0.10 

5 3D 초정밀 형상 측정 2.13456 26 0.08 

6 고성능 소켓 테스터 3.35374 19 0.18 

7
미세 피치대응 
MEMS 프로브 카드

5.21767 34 0.15 

8
나노기반 회로 
설계 및 분석

1.34795 13 0.10 

9
웨이퍼 성능 검사 
및 평가 

1.03731 14 0.07 

10 태양광 모듈 검사 2.12842 20 0.11 

2. 연구 시사점

  본 연구는 연구개발과제의 체계적인 기획과 관리를 위해 
토픽모델링과 네트워크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단어 간의 핵심 네트워크 관계로 
토픽을 이해하고 정의하였으며, 문서 즉 과제의 체계적
인 분류와 평가에 단어의 문서할당확률과 단어와 문서
사이의 TF-IDF값을 동시에 고려하여 토픽과 문서 중요도
를 평가하는 아이디어를 적용하였다. 향후, 부분적으로 
보다 엄밀한 기준에서의 이론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다
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사례의 축적으로 실제 적용가능성
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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