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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 of text mining to support decision making has also been increasing. Especially, issue Clustering-determining a 

new relation with various issues through clustering-has gained attention from many researchers. However, traditional 

issue clustering methods can only be performed based on the co-occurrence frequency of issue keywords in many 

documents. Therefore, an association between issues that have a low co-occurrence frequency cannot be discovered 

using traditional issue clustering methods, even if those issues are strongly related in other perspectives. Therefore, 

issue clustering that fits each of criteria needs to be performed by the perspective of analysis and the purpose of 

use. In this study, a multi-dimensional issue clustering is propos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raditional issue clus-

tering. We assert, specifically in this study, that issue clustering should be performed for a particular purpose. We 

analyze the results of applying our methodology to two specific perspectives on issue clustering, (i) consumers’ 

interests, and (ii) related R&D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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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비정

형 데이터의 양이 증함에 따라, 데이터의 양 자

체가 문제의 일부분이 되는 빅데이터(Big Data)

분석 기술에 한 수요와 심이 증 되고 있다

(O’Reilly, 2011). 빅데이터는 기존의 방법이나 도

구로는 수집, 장, 검색, 분석, 시각화가 어려운 

정형 는 비정형 데이터를 의미하며(McKinsey, 

2011), 특히 뉴스,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유통되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는 풍부한 정보나 

의견을 거의 실시간으로 표 하고 있다는 특징으

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의 심을 모으고 있다. 텍

스트는 분석 목 에 따라 행렬, 계층, 벡터 등의 다

양한 형태로 표 되며(Stanvrianou et al., 2007), 

최근에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g) 로세스에 확장하여 용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의 활용 분야  최근 학계와 업계

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표 인 응용으로, 방

한 텍스트 문서로부터 주요 토픽을 발굴하기 한 

토픽 분석(Topic Analysis)을 들 수 있다. 토픽 분

석은 텍스트 입력에 한 싱(Parsing)과 필터링

(Filtering)을 수행한 후 TF-IDF(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등의 척도에 의해 

각 문서를 표하는 주요 어휘를 도출하는 과정으

로 요약될 수 있으며, 분석 상 문서의 종류에 따

라 이슈 분석 는 트랜드 분석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토픽 분석은 하나의 문서가 여러 토픽에 응

되는 실세계의 상을 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의 문서를 하나의 군집에만 응시키는 문서 클러

스터링(Document Clustering)에 비해 활용도가 높

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구체 으로 트윗(Tweet) 

분석을 통해 사회  이슈를 발굴하여 선거  마

 략 수립에 활용하고(Bae et al., 2013), 뉴스 

 정책보고서에 한 분석을 통해 국가 안을 발

굴하여 국정과제를 보완하는 등의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Hyun et al., 2013; Hong et al., 

2014).

토픽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이슈의 수 한 매

우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발견된 이슈에 

한 클러스터링을 통해 상  개념의 새로운 이슈

를 도출하기 한 이슈 클러스터링(Issue Cluste-

ring)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를 들면 “여가”

와 “건강”의 이슈를 통합하여 “웰빙(Well-Being)”

이라는 이슈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경우가 이에 해

당된다. 이러한 이슈 클러스터링은 주로 이슈 키

워드들의 동시출  빈도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즉 “여가”의 이슈를 표하는 키워드와 “건강”의 

이슈를 표하는 키워드가 동시에 출 하는 문서

의 수가 많다면 이 두 이슈는 매우 연 성이 높은 

것으로 악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 인 

이슈 클러스터링 방식은 동시출  빈도는 낮지만 

실제로는 매우 한 계가 있는 이슈간의 연

성을 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는 <Figure 1>의 를 통해 자세히 설명될 

수 있다. 

<Figure 1> Two-Mode Network Between Issues and 
R&D Keywords

<Figure 1>은 뉴스 기사에 나타난 이슈 키워드

와 R&D 키워드간의 계를 동시출  빈도에 기반

하여 도식화한 가상 네트워크를 보여 다. 그림에

서 “실버산업”과 “성범죄” 이슈는 “심박수”, “RF 

태그”, “CCTV”라는 기술과 련된다는 에서 서

로 연 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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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성범죄” 련 분야에서 축 된 R&D 기술이 

“실버산업” 분야에 용될 수 있고, 두 분야의 

문가 그룹이 공유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활

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버

산업”과 “성범죄”의 이슈가 동일한 문서에서 함께 

언 되는 빈도수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상

되므로, 통 인 이슈 클러스터링 방식은 이 두 

이슈간의 연 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본 는 이슈 

클러스터링의 결과가 이슈 간 연결 구조를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

로, 분석의   활용 목 에 따라 각 기 에 맞

는 이슈 클러스터링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나

타내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획일 인 이슈 클러스터링이 갖

는 한계를 극복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i) 통

인 방법의 이슈 클러스터링(즉, 문서 내 동시출

 빈도 기반의 클러스터링), (ii) R&D 의 이

슈 클러스터링, 그리고 (iii) 소비자 선호 이슈 

의 이슈 클러스터링의 다차원 이슈 클러스터링

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련 연구 

2.1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는 실 세계에서 정보를 교환하거나 표

하는 방법으로 가장 리 사용되는 수단이다(Witten, 

2004). 텍스트 마이닝은 이러한 다량의 텍스트에 

한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

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Hearst, 1999; Sebastiani, 

2002). 텍스트 마이닝은 통 인 데이터 마이닝

에서 사용된 연 계 분석, 분류, 군집화뿐 아니

라, 자연어 처리, 정보 검색, 산 언어학, 토픽추

(Topic Tracking), 텍스트 범주화(Text Catego-

rization) 등의 분야의 기술을 종합 으로 활용한다

(Mooney and Bunescu, 2006; Stanvrianou et al., 

2007). 

텍스트는 분석 목 에 따라 행렬, 계층, 벡터 등

의 다양한 형태로 표 할 수 있지만(Sebastiani, 

2006), 기본 으로 벡터공간모델(Vector Space Model) 

(Albright, 2006; Salton. et al., 1975)을 이용하여 

표 된다. 한 각 문서에 사용된 용어의 상  

빈도에 따라 해당 문서의 주제  특성이 요약되는

데 이 때 빈도 계산에는 TF-IDF(Han et al., 2011; 

Provost and Fawcett, 2013)가 많이 사용된다. TF- 

IDF는 여러 문서에서 자주 출 하는 일반 인 단

어는 가 치를 낮게 부여하고, 특정 문서에만 출

하는 비일반 인 단어의 가 치는 높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각 문서는 용어 수만큼의 차원

과 TF-IDF를 값으로 갖는 벡터로 표 되게 되는

데, 문서 내 용어의 수가 무 많기 때문에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등을 이용한 차

원 축소가 이루어진다(Albright, 2006). 이러한 기

술을 기반으로 텍스트 입력을 수치 값으로 변환함

으로써, 이후 과정에서 기존의 정형 데이터와 함

께 텍스트 데이터에 한 군집화, 측 등의 작업

이 이루어진다.

술한 바와 같은 차를 통해 각 문서의 주제

어를 식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토픽 분석

이라는 명칭으로 텍스트 마이닝의 특수한 분야를 

형성하고 있다. 기존에는 많은 기업들이 정형 데

이터를 활용하여 유용하고 잠재 인 정보를 얻기 

해 노력을 기울 으나,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에

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많은 양의 텍스트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더욱 새롭고 유용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 인 로 국내 기

업인 다음소 트는 소셜미디어 분석 솔루션인 ‘소

셜 메트릭스’라는 서비스를 통해 문맥 심의 텍

스트 마이닝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각 데이터의 

출  원인  다른 데이터들과의 계를 도식화

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한 와이즈넛

의 경우 형태소 분석, 텍스트 마이닝, 자연어 처리 

등의 기술을 이용해 트 터, 페이스북, 블로그, 카

페 등에 올라온 선 후보 련 버즈(Buzz)를 분

석하기 한 ‘버즈인사이트바이럴 지수(BVI)’를 

개발하 다.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기업, 제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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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등에 한 사용자의 반응과 이슈 등을 분석 보

고하는 다이퀘스트의 ‘ 람스(Brams)’, 다양한 소

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제품, 사회 등과 련된 

이슈나 트랜드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솔트

룩스의 ‘트루 스토리(True Story)’ 등이 토픽 분

석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표  

라 할 수 있다. 

2.2 소셜 네트워크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집단 내 개체간 연결 상태 

 연결 구조의 특성을 계량 으로 악하여 시각

으로 표 하는 분석 기법으로(Kim, 2003), 유  

네트워크(Kauffman, 1993), 교통 네트워크, 조직 

네트워크(Choi, 2006) 등의 구조 분석에도 리 활

용되고 있다. 개체(Node)와 개체 간의 계(Link)

로 구성되는 소셜 네트워크는 매트릭스뿐 아니라 

그래 (Graph)를 통해 시각 으로 표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마이닝 결과의 시각화  추가

분석을 한 수단(Cho and Kim, 2011)으로도 

리 활용된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모드(Mode)의 에 따라 

그 유형이 분류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모

드란 데이터 측정의 상이 됨과 동시에 서로 구별

이 되는 소셜 엔티티(Social Entity)의 집합을 의미

한다. 이 때, 하나의 소셜 엔티티 집합으로부터 측정

된 데이터는 일원 네트워크(One-Mode Network)

를 형성하며, 두 종류의 노드 집합, 즉 서로 다른 유

형의 조직간 계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는 이원

(Two-Mode)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두 종류의 노드가 포함되는 이원 네트워크의 분석 

과정에서는 같은 종류의 노드 간에는 직  연결 

계가 없으며, 오직 다른 종류의 노드 간에만 연결 

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악한다(Kwahk, 2013). 

본 연구에서는 각각 다른 종류의 노드, 즉 소비자, 

R&D 용어, 기사, 이슈의 연결 계를 악하기 

하여 다수의 이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을 병

합하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3. 다차원 이슈 클러스터링 방법론

3.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세부 단계에 한 체 연구 개요가 

<Figure 2>에 나타나있다.  

<Figure 2> Research Overview

체 과정은 (i) 소비자 선호 이슈 의 이슈 

클러스터링(Module 1), (ii) R&D 의 이슈 클

러스터링(Module 2), (iii) 통  의 이슈 클

러스터링(Module 3)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에서 실험 데이터는 원통형으로, 각 단계를 

구성하는 세부 로세스는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다. 한 간 산출물은 선 도형으로 나타나

있다.

3.2 Module 1 : 소비자 의 이슈 클러스터링 

Module 1은 Module 3의 토픽 분석 결과를 활용

하여 소비자 의 이슈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 

<Figure 2>의 (3) Access Pattern Analysis 단계

에서 인터넷 뉴스 사이트의 방문 기록을 분석하여 

사용자(User)와 기사(Article)간의 네트워크를 구

성한다. 이 결과는 Module 3의 간 산출물인 기사

와 이슈간의 네트워크와 병합되어 사용자와 이슈간

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며, 이 과정은 (4)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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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Merging 단계에서 수행된다. <Figure 3>은 

사용자와 기사간 네트워크, 그리고 기사와 이슈간 

네트워크를 병합하여 사용자와 이슈간 네트워크를 

도출하는 직  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ure 

4>는 네트워크 병합 과정을 매트릭스의 형태로 좀 

더 구체 으로 보여주고 있다. 

<Figure 3> Example of Network Merging Process

<Figure 4> Example of Matrix Merging Process

<Figure 4(a)>는 사용자와 기사간 응 매트릭

스, <Figure 4(b)>는 기사와 이슈간 응 매트릭

스를 나타내고 있으며, <Figure 4(c)>는 의 두 

매트릭스를 병합하여 사용자가 각 토픽별 기사를 

속한 횟수에 하여 사용자와 이슈간 기 이원 

매트릭스를 보여주고 있다. 를 들어 <Figure 

4(b)>에서 이슈 T1에 속하는 기사는 A1, A3, A4

임을 알 수 있으며, 이들 기사  사용자 U1이 읽

은 기사는 A1, A3임을 알 수 있다. 즉 U1은 T1에 

속하는 기사 두 개를 읽었으며, 이 값이 <Figure 

4(c)>의 (U1, T1) 셀에 나타나있다. 이 때, 임계치

를 2로 용하여 <Figure 4(d)>에서 임계치보다 

을 경우 모두 0으로 변환하여 최종 사용자와 이

슈간 이원 매트릭스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Figure 2>의 (5) Clustering 단계

에서는 사용자와 이슈간 이원 네트워크의 각 이슈

에 해, 연결된 사용자 노드가 유사한 이슈들을 

동일한 클러스터로 묶음으로써 사용자 의 이

슈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

3.3 Module 2 : R&D 의 이슈 클러스터링

Module 2의 목표는 R&D 의 이슈 클러스

터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우선 특허 정보 는 연

구보고서 등의 R&D 문서로부터 R&D 용어집을 

구축함으로써 시작된다. 이후 <Figure 2>의 (6) 

R&D Usage Analysis 단계에서 R&D 용어집에 

수록된 어휘들이 Module 3의 뉴스 기사에 출 하

는 빈도에 따라 R&D와 기사간 네트워크가 구축

된다. (7) Network Merging 단계는 Module1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되며, R&D와 기사간 네트워

크, 그리고 Module 3의 기사와 이슈간 네트워크

를 병합하여 R&D와 이슈간 네트워크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8) Clustering 단계에서는 R&D와 

이슈간 이원 네트워크의 각 이슈에 해, 연결된 

R&D 노드가 유사한 이슈들을 동일한 클러스터로 

묶음으로써 R&D 의 이슈 클러스터링을 수행

한다.  

3.4 Module 3 : 통  의 이슈 클러스터링

Module 3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계층 

임워크의 설계를 담당하며, 체 연구 단계  가

장 먼  시작되고 가장 마지막에 종료된다. 우선 

Module 1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 방문 기록을 토

로 크롤링(Crawling)을 수행하여 분석 상 뉴스 

기사를 수집한다. <Figure 2>의 (1) Topic Analy-

sis 단계는 수집된 뉴스 기사를 상으로 토픽 분

석을 수행하여 주요 이슈를 추출하고, 각 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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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artial Results of Topic Analysis for News 
Articles

이슈간의 다 다 계를 그래 로 도식화하여 기

사와 이슈간 네트워크를 도출한다. 이 결과물은 

술한 바와 같이 Module 1과 Module 2의 Network 

Merging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한 (2) Clus-

tering 단계에서는 문서와 이슈간 이원 네트워크의 

각 이슈에 해, 연결된 문서 노드가 유사한 이슈

들을 동일한 클러스터로 묶음으로써 내용의 유사

성 기반의 이슈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

Module 1～Module 3은 각 의 이슈 클러스

터링을 수행하며, 클러스터링의 상이 되는 이슈의 

수와 종류는 <Figure 2>에 나타난 Module 3의 

(1) Topic Analysis 단계에서 공통 으로 결정된다. 

4. 실  험 

4.1 일럿 실험 개요

본 연구는 내용의 특성상 방 한 양의 자료 수집 

 처리 그리고 많은 회수의 반복 실험을 필요로 

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연구 방법론을 구체화하기 해 재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의 일부에 한 일럿 실험

을 수행하 다. 일럿 테스트는 국내 한 인터넷 사

이트 순  분석 문 업체의 패  5,000명이 2012

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 사이에 방문한 한 

신문사의 기사 37,089건에 해 수행하 다. 토픽 

분석은 SAS사의 Enterprise Miner Workstation 

12.1의 Text Mining 모듈을 사용하여 수행하 으

며, 그 결과  일부가 <Figure 5>에 나타나있다.

이러한 일럿 테스트를 통해 본 연구의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행착오를 상하

고 안을 마련하 다는 수확은 있었지만, 일럿 

테스트에 사용된 데이터는 특정 매체의 기사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뉴스의 건수 한 충분

하지 않았다는 에서 실험 표본으로서의 한계를 

갖는다. 한 형태소 분석기가 일반 으로 통용되

는 용어를 식별하지 못하는 상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토픽 분석의 결과에 다소 어색한 키워

드가 포함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는 불용어(Stop List) 사 을 구축하는 등 보다 

높은 수 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 다수의 이슈가 특정 분야에서 편

되는 상을 극복하기 해, 체 기사에 한 

토픽 분석과 병행하여 “IT/과학”, “생활/문화” 등 

특정 분야의 기사만을 상으로 토픽 분석을 수행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4.2 실험 개요

4.2.1 실험 데이터 소개

<Figur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실

험을 해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는 크게 (i) Web 

Transaction, (ii) News Articles, 그리고 (iii) R&D 

Lexicon으로 요약될 수 있다. Web Transaction

의 경우 국내 한 인터넷 사이트 순  분석 문 

업체로부터 패  5,000명의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의 웹 사용 기록을 

제공받았으며, 제공받은 데이터의 구체  항목은 

(1) 패  5,000명의 인구통계학 정보 20 항목(고객

ID, 성별, 직업, 학력 등), (2) 속 사이트 85,783

개의 분류, 분류, 소분류 정보, (3) 해당 패

의 해당 기간 웹 사용 기록 143,293,592건에 한 

상세 항목 16개(트랜잭션ID, 고객ID, 속 사이트, 

속 시각, 체류 시간 등)로 요약된다.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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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번 웹 사용 기록의 일부를 보여주며, 본 연

구에서는 이들  고객ID(CUS_ID)와 URL(SITE, 

DIR, PAGE, QRYSTR)만을 분석에 활용하 다. 

즉 특정 기사를 속하기까지의 경로 정보는 분석

에 활용하지 않았으며, 특정 기사에 한 속 수

만을 분석에 활용하 다.

<Figure 6> Partial Snapshot of the Web Transactions

다음으로 News Articles의 경우 <Figure 6>의 

웹 사용 기록  국내 최  인터넷 뉴스 포털 사이

트의 기사 속 기록만을 추출하고, 해당 URL의 

기사에 한 크롤링을 수행하여 기사 394,303건을 

데이터베이스화 하 다. 이 뉴스 사이트의 경우 국

내 주요 언론사의 기사를 취합하여 재공 하고 있

기 때문에 특정 매체의 시각에 편향되지 않은 이슈

를 제공하고 있고, 충분히 많은 기사 수와 속 수

를 기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실험의 상 데이

터로 합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D Lexicon의 구축을 해 두 가

지 소스의 R&D 자료를 확보하 다. 우선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된 2010년부

터 2012년 사이의 연구보고서 총 8,501건에 명시

된 키워드 15,873개를 목록화하 다(<Figure 7> 

참조). 한 2012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등록

된 특허  “생활필수품”을 주 카테고리로 갖는 

특허 10,012 건을 추출하여 요약문을 DB화하 다

(<Figure 8> 참조). 다른 분야 특허 문서의 경우 

지나치게 기술 인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어, 이들 

키워드가 일반 뉴스에  언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 다. 따라서 참조되지 않는 용어의 

수를 임으로써 효율 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일

반 뉴스 기사에 많이 언 되는 기술 키워드를 사

용하는 분야인 “생활필수품” 분야의 특허 문서만

을 R&D Lexicon 구축에 활용하 다.

<Figure 7> Partial Snapshot of Research Reports 

<Figure 8> Partial Snapshot of Korean Local Patents

4.2.2 실험 도구

본 연구는 수행 과정에서 방 한 양의 데이터에 

한 장, 가공, 추출이 매우 빈번하게 수행된다. 

수집한 방 한 양의 원 데이터(Raw Data)는 데

이터베이스 덤  일(.dmp) 는 엑셀 일로 

장되어 있으므로, 용도에 맞게 가공하고 추출하기 

한 구조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모

든 데이터를 Oracle DBMS 12c에 구조화하여 

장하고, 자주 사용되는 Query Script와 View는 

미리 작성하여 문서화하 다. 

본 연구에서의 텍스트 마이닝은 주로 자연어 처

리  토픽 분석의 목 으로 사용되며, 이를 해 

SAS(Base) 9.3의 패키지로 제공된 SAS Enter-

prise Miner Workstation 12.1의 Text Miner 모듈

을 활용하 다. Text Miner 모듈은 Text Parsing, 

Text Filtering, Text Clustering, Topic Analysis 

등 텍스트 분석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한  문장의 경우 형태소 분석이 만족스

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SAS의 Text Parsing 

모듈과 더불어 서울 학교에서 제공하는 꼬꼬마 



244 윤진․김남규․조윤호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불용어 사 을 구축한 

후 데이터를 재가공하 다. 의 과정에서 테이블

의 통합  변환을 해 SAS 사에서 제공하는 

GUI 도구인 Enterprise Guide를 사용하 다. 

방법론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핵심을 이루는 한 

가지 요소는 텍스트 마이닝의 토픽 분석이며, 다

른 한 가지는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이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해 UCINET, 

R, NodeXL, 그리고 NetMiner 등 유용한 분석 툴

이 제공되고 있으며, 각 도구들은 척도 계산, 로

그래 , 도식화 등의 서로 다른 측면에서 강 을 가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 으로 많은 수의 노드

를 분석할 수 있고 도식화 기능도 뛰어난 Net-

Miner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4.3 실험 결과 

<Figur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Module 1～Module 3이 서로 유기 으로 연 되어 

수행된다. 실험에 한 이해를 높이기 해 Module 

3의 토픽 분석, Module 1의 소비자 의 이슈 클

러스터링, 그리고 Module 2의 R&D 의 이슈 

클러스터링 순으로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4.3.1 Module 3 : 통  의 이슈 클러스터링 

Module 3의 News Articles의 경우 인터넷 순

 분석 업체에서 제공한 웹 사용 기록  국내 

한 인터넷 뉴스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 속 기

록만을 추출하고, 해당 URL의 기사에 한 크롤

링을 수행하여 394,303건의 기사를 수집하 다. 

토픽 분석은 체 기사의 표본을 활용한 분석과 

특정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사 체를 활용한 분석

을 병행하여 수행하 다. 즉 (i) 체 카테고리의 

기사  2013년 6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

지의 데이터만을 추출한 샘  데이터 18,090건에 

한 분석, (ii)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의 “IT/과학” 카테고리의 기사 

11,198건에 한 분석, 그리고 (iii) 동일한 기간인 

1년 동안의 “생활/문화” 카테고리의 기사 13,652

건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이 가운데 Module 

1, Module 2의 주제와 연계성이 가장 높은 분석

으로 (iii)의 “생활/문화” 카테고리의 기사에 한 

분석이 선정되었다. 즉 Module 3의 경우 “생활/문화” 

카테고리의 뉴스 기사를 상으로 하고 Module 2

의 경우 “생활필수품” 분야의 특허 문서를 상으로 

함으로써 세 가지 방법을 통한 클러스터링 결과를 

직 으로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Module 1～Module 3의 이후 실험은 “생

활/문화” 카테고리의 기사 13,652건과, 이에 한 

토픽 분석 결과로 도출된 100개의 이슈 <Figure 

9>에 해 수행하 다.

<Figure 9> Results of Topic Analysis for 13,652 News 
Articles in “Life/Culture”(Part) 

토픽 분석의 품질 향상을 해 불용어 사 을 

직  구축하 으며, 이 과정에서 SAS Enterprise 

Miner Workstation 12.1의 Text Parsing 모듈과 

서울 학교의 꼬꼬마 분석기를 활용하 다. 즉 용

어의 유형  ‘Date, Num, Pucnt, Time, URL’에 

해당되는 용어를 모두 불용어로 처리하고, 추가로 

‘Pref, Verb, Adj, Adv’ 품사  한 자 용어를 

불용어로 처리하 다. 한 ‘Prop’ 품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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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숫자, 한자는 모두 불용어로 처리하고, 한 의 

경우에는 한 자인 것만을 불용어로 처리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합하여 총 33,174개의 어휘로 구

성된 불용어 사 을 구축하 다(<Figure 10> 참

조). 동일한 단어라도 서로 다른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 이들을 서로 다른 단어로 인식할 수 있었으

나, 동일 품사의 동일 단어가 문맥에 따라 서로 다

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식별하지 못하 다.

 <Figure 10> Stop List for 13,652 News Articles in 
“Life/Culture” (Part)

의 과정을 통해 추출된 100개의 이슈를 활용하

여 이슈와 기사간 네트워크를 도출한 후, 이슈 클러

스터링을 수행하여 상  20개 그룹을 도출하 으며, 

그 결과의 일부가 <Figure 11>에 나타나있다.

<Figure 11> Results of Traditional Issue Clustering 
(Part)

4.3.2 Module 2 : 소비자 의 이슈 클러스터링 

Module 1의 경우, Module 3에서 수집한 ‘N’사

의 기사  “생활/문화” 카테고리의 기사 13,652건

을 선별하고, 해당 기사에 속한 사용자 ID를 추

출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이에 해 NetMiner를 

이용하여 사용자와 기사간의 이원 매트릭스를 구축

하 다. 한 Module 3에서 제공한 토픽 분석 결과

에 근거하여 기사와 이슈간 이원 매트릭스를 구축

하 으며, 두 가지 매트릭스를 병합하여 사용자와 

이슈간 이원 매트릭스를 도출하 다. 

이 게 구축된 사용자와 이슈간 이원 매트릭스

를 NetMiner의 변환 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원 

매트릭스로 변환하고, 이를 토 로 클러스터링 분

석을 수행함으로써 소비자 의 상  이슈를 도

출할 수 있다. <Figure 12>는 100개의 이슈에 

한 클러스터링을 통해 20개의 그룹을 도출한 결과

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12> Results of Issue Clustering from 
Consumer’s Perspective(Part)

<Figure 12>의 Cluster 7의 경우, 하나의 그룹으

로 묶여있는 Topic_7, Topic_56, Topic_73, Topic_ 

74, Topic_79이 <Figure 11>의 통  의 이

슈 클러스터링 결과에서는 Clsuter 3, Cluste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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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12, Cluser 18, Cluster 20에 분산되어 나

타난 것을 알 수 있다. 

4.3.3 Module 3 : R&D 의 이슈 클러스터링 

Module2에서는 국내외 등록  출원 특허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W’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R&D 

Lexicon을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구체 으

로는 ‘W’사 제공 특허정보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1일 사이에 “생활필수품” 섹션에 등

록된 특허의 요약문 10,012건을 수집하 으며, 이

에 한 Text Parsing 작업을 통해 3번 이상 출

한 주요 용어 28,654개를 추출하 다. 하지만 이들 

용어에는 R&D 용어뿐 아니라 일반 인 용어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 문서와의 비교를 통해 용

어집을 정제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즉 분석 상 

기사  “생활/문화” 카테고리의 기사 13,652건에 

사용된 주요 용어를 추출하여 일반 용어집을 구축

하고, 앞에서 도출한 R&D 용어  일반 용어집에

도 동시에 나타난 용어들을 R&D 용어집에 포함

시키지 않았다. 그 결과 21,350개의 용어를 수록하

는 R&D Lexicon을 도출할 수 있었다(<Figure 13> 

참조).

<Figure 13> Snapshot of R&D Lexicon Refinement 
(Part)

이후 Module 2와 같은 방식으로 R&D와 이슈

간 이원 매트릭스를 도출한 후, R&D 에서의 

이슈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20개의 그룹을 도출

하 다. <Figure 14>는 그 결과의 일부를 보여주

고 있다.

<Figure 14> Results of Issue Clustering form R&D’s 
Perspective(Part)

<Figure 14>의 Cluster 1의 경우, 하나의 그룹으

로 묶여있는 Topic_30, Topic_74가 <Figure 11>의 

통  의 이슈 클러스터링 결과에서는 Clu-

ster 1과 Cluster 12에 분산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창출

된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 히 텍스트 

분석의 정확성  실용성에 해서는 회의  시각

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은 부분의 분석

이 명확한 목  하에 진행되기 보다는, 주어진 데

이터와 기술에 근거해서 성 하게 수행되고 있는 

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토픽 분석  

이슈 클러스터링의 경우 양질의 텍스트 데이터만 

확보되면 일정 수 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

문에, 분석의 목 이나 활용성에 한 충분한 고

려 없이 수행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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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통 인 이슈 클러스터링 방

식과는 달리 분석의 목 에 따른 이슈 클러스터링

을 수행하고, 분석 목 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

게 나타남을 보인다는 목  하에 수행되었다. 즉 

유사성에 근거한 기존 이슈 클러스터링의 틀을 넘

어서 련성 측면에서의 이슈 클러스터링을 수행

하므로써, 서로 유사하지는 않지만 련이 있는 

이슈들의 집합으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안 방법론의 학술 , 실

무  기여가 매우 클 것으로 기 되며, 특히 소비

자 선호 이슈와 공  기술(R&D) 에서의 이슈 

클러스터링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이와 유사

한 방식의 근, 즉 두 단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

해 제 3의 과 토픽 분석의 결과를 연계하는 연

구가 활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본 연구의 궁극 인 목표는 다양한 에서의 

이슈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고 이를 통합하는 방법

론을 제안하는 것이지만, 실험을 통해 도출되는 

클러스터링 결과 자체도 실무  에서의 의의

를 가질 수 있다. 즉 기존에는 악되지 않았던 소

비자 에서의 연  이슈를 분석함으로써 상  

개념의 새로운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신

규 고객군을 정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R&D 기

술 측면의 연  이슈를 악함으로써 국가  차원

의 효과 인 R&D 투자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하지만 의 실무  성과를 얻기 해서는 다양

한 의 이슈 클러스터링 결과를 통합하는 방법

론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한 분석 결과

의 품질 향상을 해 동음이의어, 이음동의어, 그

리고 유사어를 정제하기 한 일련의 작업이 객

인 도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데이터의 

처리, 토픽 분석, 그리고 이슈 클러스터링 등의 모

든 세부 과정에 해 더욱 엄 한 고찰이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뉴스 기사와 R&D 문

서 등 지속 으로 생성되는 실제 문서를 분석 

상으로 하므로, 제안 방법론의 성과는 분석 기간 

 수집 범 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따

라서 제안 방법론의 실제 용 가능성을 보다 엄

하게 분석하기 해서는, 보다 다양한 종류  

기간에 한 추가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마지

막으로 인터넷 뉴스의 특성상 사용자가 이미 연

된 기사로 분류된 기사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추후 실험에서는 검색을 통해 근

한 기사와 클릭을 통해 근한 기사를 구분하여 

보다 정 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Albright, R., “Taming Text with the SVD”, SAS 

Institute Inc, 2006.

Bae, J., J. Son, and M. Song, “Analysis of Twi-

tter for 2012 South Korea Presidential Elec-

tion by Text Mining Techniques”,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Vol. 

19, No.3, 2013, 141-156.

Cho, I. and N. Kim, “Recommending Core and 

Connecting Keywords of Research Area Using 

Social Network and Data Mining Techni-

ques”,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

tion Systems, Vol.17, No.1, 2011, 127-138.

Choi, C., “A Study on the Informal Networks in 

Organizations : An Application of Social Net-

work Analysis”,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Vol.17, No.1, 2006, 1-23.

Han, J., M. Kamber, and J. Pei, Data Mining : 

Concepts and Techniques, 3rd Edition, Mor-

gan Kaufmann Publishers, 2011.

Hearst, M.A., “Untangling Text Data Mining”, in 

Proceedings of the 37th ACL, 1999.

Hong, J., H. Choi, H. Han, J. Kim, E. Yu, S. Lim, 

W.X.S. Wong, and N. Kim, “A Methodology 

for Packaging R&D Information on Pending 

National Issues”, Entrue Journal of Infor-

mation Technology, Vol.13, No.1, 2014, 97- 

111.



248 윤진․김남규․조윤호

Hyun, Y., H. Han, H. Choi, J. Park, K. Lee, K. 

Kwahk, and N. Kim, “Methodology Using 

Text Analysis for Packaging R&D Informa-

tion Services on Pending National Issue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

tions and Management, Vol.20, No.3, 2013, 

231-257.

Kauffman, S., The Origins of Order, Oxford Uni-

versity Press, 1993.

Kim, Y. Social Network Analysis, Parkyoungsa : 

Seoul, 2003.

Kwahk, K., Social Network Analysis, Chungram : 

Seoul, 2013.

McKinsey Global Institute, Big Data :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

ductivity, McKinsey and Company, 2011.

Mooney, R.J. and R. Bunescu, “Mining Know-

ledge from Text using Information Extrac-

tion”, ACM SIGKDD Explorations, Vol.7, 

No.1, 2006, 3-10.

O’Reilly Radar Team, Big Data Now : Current 

Perspectives from O’Reilly Radar, O’Reilly, 

2011.

Provost, F. and T. Fawcett, Data Science for Busi-

ness, O’Reilly, 2013.

Salton, G., A. Wong, and C.S. Yang, “A Vector 

Space Model for Automatic Indexing”, Com-

munications of the ACM, Vol.18, No.11, 1975, 

613-620.

Sebastiani, F., Classification of Text, Automatic,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

stics 14, 2nd Edition, Elsevier Science Pub, 

2006.

Sebastiani, F., “Machine Learning in Automated 

Text Categorization”, ACM Computing Sur-

veys, Vol.34, No.1, 2002, 1-47.

Stanvrianou, A., P. Andritsos, and N. Nicoloyannis, 

“Overview and Semantic Issues of Text 

Mining”, ACM SIGMOD Record, Vol.36, 

No.3, 2007, 23-34.

Witten, I.H., Text Mining, Practical Handbook of 

Internet Computing, CRC Press, 2004.



소비자 선호 이슈  R&D 에서의 다차원 이슈 클러스터링    249

 About the Authors 

Yoonjin Hyun (yoonjin0630@kookmin.ac.kr)

Yoonjin Hyun received the B.A. degree i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from Kookmin University in 2013. She is a Ph.D. candidate in 

Business IT at Kookmin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ext 

mining, opinion mining, and data mining. 

Namgyu Kim (ngkim@kookmin.ac.kr)

Professor Namgyu Kim received the B.S. degree in Computer Engineer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98 and Ph.D. degree in Management 

Engineering from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in 2007. He has been working for Kookmin University since then.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text mining, data mining, and data 

modeling.

Yoonho Cho (www4u@kookmin.ac.kr)

Yoonho Cho received the B.S. degree in computer science and statistic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Ph.D. degree in management 

engineering from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He is a professor with th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business analytics, big 

data mining, recommender systems, and social network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