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cently, 80% of big data consists of unstructured text data. In particular, various types of documents are stored

in the form of large-scale unstructured documents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SNS), blogs, news, etc., and the

importance of unstructured data is highlighted. As the possibility of using unstructured data increases, various analysis

techniques such as text mining have recently appeared. Therefore, in this study, topic modeling technique was applied

to the Korea Highway Corporation’s voice of customer (VOC) data that includes customer opinions and complaints.

Currently, VOC data is divided into the business areas of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However, the classified

categories are often not accurate, and the ambiguous ones are classified as “other”. Therefore, in order to use VOC

data for efficient service improvement and the like, a more systematic and efficient classification method of VOC data

is required. To this end, this study proposed two approaches, including method using only the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the most representative topic modeling technique, and a new method combining the LDA and the word embedding

technique, Word2vec.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categories of VOC data are relatively well classified when

using the new method. Through these results, it is judg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derive the implications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nd utilize it for service improvement.

Keyword：Voice of Customer(VOC), Text Mining, Topic Model,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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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터넷, 스마트폰, 테블릿,

클라우드 네트워킹을 통하여 생성되고 확산되는 데

이터의 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기존 빅데이터

(big data)의 사전적 정의는 이처럼 많은 양의 데이

터를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빅 데이터 정의의 범주가

확장되어, 기존 대용량의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

라 비정형화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최근 빅데이터의 80%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unstructured text data)로 이루어져 있으며 풍부

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의 발달로 인하여 이러한 빅데이터

의양과종류가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Devin,

2018).

따라서이러한비정형데이터로부터의미있는정보

를 추출하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급속히

증가하는모든빅데이터를분석하는것은불가능하다.

하지만다양한분야에서빅데이터분석을통하여지금

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2007년 구글은 일정 기간의 검색어 분

석을 통해 독감 유형의 패턴을 예측하며 독감 예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실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

터보다도 2주 먼저 예측에 성공하며 데이터 분석의

활용성을 입증하였다.

이처럼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등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이 등장하고 있다. 초기의 텍스트 마

이닝은 워드클라우드(word cloud) 기법을 활용하

여 단어의 빈도를 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현재는 토픽 모형(topic model), 감

성 분석(sentiment analysis) 등과 같은 단어의 빈

도뿐만 아니라 단어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용한 분

석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기법인 토픽 모형은

구조화되지 않은 방대한 문헌집단에서 주제를 추

론하는 알고리즘으로 주로 기술이나 연구 동향 또

는 고객의 후기를 분석하는 분야에서 사용된다(조

성배 외, 2018). 최근에는 단어 간의 통계적 방법

으로 유사도를 산출하거나 단어의 벡터화를 통한

신경망 기반의 워드투벡(Word2vec)기법을 활용

하여 단어 간 유사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널리 사

용 되고 있다(김동욱 외, 2017). 따라서 이러한 텍

스트 마이닝 기법들을 활용하여 데이터 활용 범위

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서비스개선을위해고객의의견과불만등이포함된

비정형 데이터인 고객 목소리(voice of customer,

VOC)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VOC

데이터를 고객의 입장이 아닌 행정 처리를 위한 담

당 부서 기준으로 유형(category)을 구분하여 관리

하고 있고, 유형을 결정하기가 불분명한 데이터들

은 모두 기타 유형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리고, 기타로 처리되는 데이터의 비율이 매우 큰 편

이다. 따라서 토픽 모형 등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VOC 데이터의 유형을 내용만을 기준으로

재분류함으로써 향후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

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도로공사 VOC 데이터에 대

하여 토픽 모형을 적용하여 기존의 행정 처리를 위

한 담당부서기준이 아닌순수한 VOC 내용을기준

으로 새로운 유형으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

러한 빅데이터 분석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서

를 주제별로 카테고리화 하는 토픽 모형과 단어 간

의미적 관계도 고려하는 Word2vec 기법의 결합 방

안을 제시하고, 이를 VOC 데이터에 적용시키는 방

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절차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

는 전국 고속도로 및 영업소를 포함하고 있다. 시간

적 범위는 자료 수집 범위인 2013년부터 201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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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수행 절차

[그림 2] 텍스트 마이닝 과정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그림 1]에

서 보인 바와 같이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본 연구

에서 사용될 텍스트 마이닝의 기법과 관련된 이론

및 연구 고찰을 하였다. 다음으로 자료 수집 후에

본 연구의 핵심인 토픽 모델링과 Word2Vec의 결

합을 통한 VOC 데이터 적용 방법론 도출과 토픽

모형 수행 및 결과 분석,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순

으로 진행하였다.

2. 관련 이론 및 연구 고찰

2.1 관련 이론 고찰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 SNS 등의 등장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양의 비정형 텍스트

기반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비정형 텍스

트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도 등장하

고 있다. 본 장에서는 텍스트를 분석하는 기법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1.1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이란 텍스트 데이터

에서사용자가분석도구를 이용하여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문장에서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텍스트 마이닝은 단어의 빈도 또는

출현 패턴에 따른 통계적인 분석법을 주로 이용하

며 이를 통해 문서의 분류, 단어의 분포, 연관어 분

석 등에 사용되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은 [그림 2]에서 보인 바와 같이

크게 자료 수집 및 저장, 자료 처리 과정과 자료

분석 과정으로 나눠질 수 있다.

자료 수집 및 저장은 말 그대로 텍스트 마이닝에

사용될 문서 등을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자료처리과정은정보검색, 정보 추출, 자연어처리

등의 절차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이

다. 이 중에서정보검색은사용자가원하는키워드의

정보가 포함된텍스트문서를 탐색하는것이다. 정보

추출 과정은 ‘토큰화(tokenization)’, ‘문장 분할’, ‘품

사 배치’ 등의 과정을 거치며 문서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정제하는것을말한다. 특히 토큰화는텍스트

문서를 공백과 모든 구두점을 제거하여 연속하는 단

어의 열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Hoth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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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lei(2012), 심준식(2017)에서 재인용.

[그림 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Model

2005). 자연어 처리과정은 ‘형태소 분석’, ‘동사 분석’,

‘의미 분석’ 등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형태소

분석은하나의문장을분해가능한 최소한의 단위로

분리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데이터 가공단계

를 말한다(Jarman, 2011). 다음으로 자료 분석 과정

은 텍스트로부터 의미가 있는 추세와 패턴을 발견하

기 위해 데이터 마이닝, 통계학, 기계학습 등을 활용

하는 과정을 말한다(Hotho et al., 2005).

2.1.2 토픽 모형

토픽 모형(Topic model)은 텍스트 마이닝의 한

분야로서이러한구조화되지않은대량의텍스트로부

터 숨겨져 있는 주제 구조를 발견하기 위한 통계적

추론 알고리즘을 말한다. 맥락과 관련된 단서들을

이용하며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클러스터링 하여 주

제를 추론하는 모델로 주로 감성분석과 워드클라우

드 등 다른 분석 모형과 혼합해서 사용된다.

2.1.3 LSA

토픽모형의기법중하나인잠재의미분석(latent

semantic analysis, LSA)은 차원 축소 기법인 특이

값분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를 사

용하여 단어들의 잠재적인 의미를 끌어내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신동호, 1999). 토픽 모형을 위해 최

적화 된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토픽 모델링이라는

분야에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2.1.4 LDA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법인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은 토픽 모

델링의 가장 대표적인 기법으로 확률 분포를 활용하

는 베이즈 추론 모델이다. 토픽의 확률 분포와 단어

확률 분포를 추정하기 위한 사전 분포로 디리클레

분포를 사용하여 붙여진 이름이다(백시온, 2018).

문서들은 토픽들의 혼합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토

픽들은 확률 분포에 기반하여 단어들을 생성한다는

확룔론적인 모델링 방법이며 [그림 3]으로 표현될

수 있다(심준식, 2017).

[그림 3]에서 θ는어떤문서에대한주제어의분포

를 의미하며 z는 각 주제들에 대한 단어들의 확률

분포를 나타낸다. LDA는 주어진 문서에서 미리 정

의되는 α와 β 등의 파라미터 값들을 활용하여 문서

의 주제를 추론한다(안성주, 2018). 토픽의 수는 연

구자가지정해줄수있으며토픽내단어들의관계를

파악하여 직접 라벨링(labeling)을 수행하여야 한다.

2.1.5 단어 임베딩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

게하기위해서는컴퓨터가이해할수있도록적절히

변환할 필요가 있다(원준, 2020). 이를 위해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인 딥러닝 분야의 텍스트 임베

딩(text embedding) 기법이 출현하였다. 단어를 벡

터화 시키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비슷한

벡터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의 벡

터차이는 ‘왕’과 ‘왕비’의 벡터차이와유사할것이다

(원준, 2020). 가장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Word2Vec

이 있고, 최신 기법으로는 GloVe, ELMo, Seq2seq

등이 존재한다(이동준 외, 2018).

2.1.6 Word2Vec

2013년 Google에서개발한단어임베딩(word em-

bedding) 기법인 Woed2Vec은 신경망 기반으로 단

어 간의 유사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단어의 의미를

벡터화 할수있는 방법이다. “비슷한위치에서등장

하는 단어들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는 분포 가설

을 가정하는 분산 표현 방법이다. 학습방법은 [그림

4]와 같이 크게 CBOW(continuous bag of words)

와 Skipgram 방식으로 나눠진다. CBOW는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 타겟 단어를 맞추는 방식을 말

하며 Skipgram은 중심 단어를 통해 주변 단어를 예

측하는 방식이다(백시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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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ikolov et al.(2013).

[그림 4] CBOW, Skipgram 모델

2.2 관련 연구 고찰

박상현 외(2017)는 LDA를 활용하여 Amazon.

com을 대상으로 상품 및 서비스 사용 후기를 분

석하여 평점을 예측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선호가 확실히 드러난 후기로 학습했을 때

는 성과가 높았지만 선호가 불분명한 후기에서는

정확도가 낮았다. 따라서 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

는 단어를 제거하여 잡음(noise)을 줄인다면 보다

정확한 분석이 될 것이다. 결과가 상품에 대한 객

관적인 평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전반적인 시

장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김동욱 외(2016)는 잡 플래닛의 기업에 대한 리

뷰 데이터를 수집하여 LDA와 동시출현 단어분석

을 통해 비교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두 기법 모두

급여 및 복지, 업무와 삶의 균형 등이 직무 만족요

인으로 나타났으며, 추후에는 직원들의 직무 만족

도를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

단하였다.

백시온(2018)은 LDA와 LDA에 단어 임베딩을

접목한 모델인 LDA2VEC을 활용하여 각 모델의

결과물을 질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단

어 임베딩을 접목한 결과가 보다 정제된 토픽 모

델 결과물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안성주 외(2018)는 LDA를 통해 추출된 토픽과

한 토픽 내 속한 단어들의 유사도를 Word2Vec을

이용하여 단어의 근접도를 비교하고 그에 대한 한계

점을 통해 LDA와 Word2Vec을 결합한 모델의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LDA를 통해 추출한 토픽 내 단

어들 간의 유사도를 추출한 결과 유사도가 50%가

넘는 단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LDA는 유사도가 아닌 확률론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토픽을 추출하기 때문이라 추측하였다.

심준식 외(2017)는 LDA를 이용하여 주제를 도

출하고,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유사한 판례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LDA을 활용한 연

구들을 고찰한 결과 LDA만 이용하는 것보다 단

어들 간의 유사도를 고려할 수 있는 단어 임베딩

을 함께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한 방

법론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박건철(2019)은 LDA를활용하여국내핀테크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322개의 논문 초록과 제목

을 수집하여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11가지의 토픽

으로 유형화 하였으며 연도별 동향을 분석 하였다.

송춘자(2016)는 고객 피드백 글에 LDA를 활용

하여 기업 특성과 고객 이력을 고려한 기업가중치

를 적용한 토픽 분류 예측 기법을 제안하였다. 기

존 사람이 직접 유형 분류하는 것보다 본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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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분류하는 것이 비용, 시간을 기준으로

119,533배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기계학습의

분류기법인 Naive Bayes, SVM(support vector

machines), k-means보다 LDA를 활용한 본 기

법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지은 외(2019)는 헬스 케어 융․복합 분야의시

대별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55년간 게재된 영

어 논문 초록을 수집 후 LDA를 활용하여 7개의 분

야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이후 AI 에 대

한 논문이 급격히증가함을 알수 있었다. 이렇게 문

서의 주제를 유형화하여 군집화또는 연구 동향을 분

석하는 분야에 LDA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2.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들에서 사용하는 확률론

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LDA 단일 기법만으로는 효

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기본 방법과단어들간의유사도를고려하는Word2

Vec과 같은 단어 임베딩 기법과의 결합 방안을 고

안하였다. 기존 연구에는 LDA 토픽 모형을 수행한

후 Word2Vec을 이용하여 단어 유사도를 추출하였

지만 본 연구에서는 Word2Vec을 이용하여 유사도

높은 단어들을 먼저 추출하여 LDA 토픽 모형을 수

행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에도 단어

임베딩과 토픽 모델링을 결합한 연구가 다수 있지

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토픽 개수를 임의로 지정

하는 것이 아닌 최적 토픽 개수를 찾아 대입하는

방법으로 연구의 차별성을 두었다.

3. 자료 수집 및 적용 방법론 선정

3.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2013년～2015년의 한국도로공사

VOC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전체 VOC 데이

터 수는 18,146개이고 7가지로 구분되어있는 ‘대분

류’ 열과 구체적인 민원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민원

내용’ 열을 남기고 다른 열은 제외하였다. ‘대분류’는

‘공사’, ‘기타’. ‘교통’, ‘손해배상’, ‘영업’, ‘용지’, ‘유지

보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영역의 데이터들은

구분이 없이 포함되어있어 제외하였다. 참고로 전체

18,146개의 VOC 데이터 중 ‘기타’로 분류된 데이

터는 14,046개(77%)이다. 기타를 제외한 4100개의

VOC 데이터 중에서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결

측치를 제거하였으며, 그 결과 총 4,096개의 VOC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표 1>은 최종적으로 구축된

VOC 데이터의 유형별 데이터 수를 나타내며 톨게

이트 관련 민원을 담고 있는 ‘영업’ 유형의 데이터가

가장 많이 존재하였다.

유형 총(건)

공사 546

교통 742

손해배상 419

영업 1,501

용지 325

유지보수 563

계 4,096

<표 1> 유형별 데이터 수

3.2 적용 방법론 선정

본 연구는 한국도로공사의 VOC 데이터에 대하

여 토픽 모형을 적용하여 새로운 유형으로 구분해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VOC 데이터를 기존 유

형으로 구분해보는 방안과 새로운 유형으로 구분해

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림 5]는 적용 방법론의

절차를 보여준다. 우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

이터전처리및불용어(stopwords) 제거등의텍스트

전처리 과정을 거쳐 정제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해 토픽 모델

링 기법 중 LSA의 단점을보완하여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LDA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단어 임베딩

기법으로는최근까지좋은성능을보이는것으로보고

되고 있는 Word2Vec을 선정하였다(김동욱, 2017;

백시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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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적용 방법론 선정 절차

이를 바탕으로 먼저 전통적인 방법인 LDA 토

픽 모형만을 이용하여 ‘기타’를 제외한 기존 유형

개수인 6가지의 유형을 구분해보고 기존 카테고리

와의 일치율을 도출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이후, 본논문에서제시하는새로운방법론인 LDA

토픽 모형과 Word2Vec 결합을 통해 새로운 유형

생성을 생성하였다. 이를 위해 Word2Vec으로 확장

시킨 키워드 matrix를 활용하여 LDA 토픽 모형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생성된 토픽에 대해 전문

가 설문조사를 통해 라벨링하였다.

4. 전통적인 방법 적용

자료수집 후 가공을 위해 먼저 전처리된 데이터

를 자연어 처리하였다. 형태소 분석기는 띄어쓰기

가 없거나 오탈자가 많이 포함된 문장에 주로 쓰

이는 Komoran을 사용하였다. 특수 문자, 숫자 등

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불용어 사전을 구축

하여 이를 통해 불용어를 제거하여 분석에 필요한

단어들만 남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텍스트 문서를 띄어쓰기 공백과 모든

구두점을 제거하여 연속하는 단어의 열로 분할하

고, 문장 분할, 품사 배치 등의 과정을 거치는 토

큰화 과정을 통해 문서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정

제하였다.

이후 정제된 데이트를 이용하여 [그림 6]과 같

이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기본적인 자료 분석을 하

였다.

[그림 6] 유형별 워드클라우드

‘공사’ 유형에서는 건설, 설치, 현장 등의 단어가,

‘교통’ 유형에서는 정체, 사고, 구간 등의 단어가,

‘손해배상’ 유형에서는 피해, 보상, 파손 등의 단어

가, ‘영업’ 유형에서는 하이패스, 톨게이트, 영업 등

의 단어가, ‘용지’ 유형에서는 토지, 보상, 요청 등

의 단어가, ‘유지보수’ 유형에서는 설치, 소음, 청소

등의 단어가 비중 높은 단어로 선정됨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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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공사 교통 손해배상 영업 용지 유지보수 계

1 243 36 42 88 66 182 657

2 19 164 285 89 6 51 614

3 16 142 16 1184 2 46 1,406

4 14 56 5 40 3 21 139

5 32 307 14 65 2 115 535

6 222 37 57 35 246 148 745

계 546 742 419 1,501 325 563 4,096

<표 2> 새로 지정된 토픽과 기존 유형과의 비교

[그림 7] 기존 유형 토픽 모형 시각화

전처리 과정을 거친 4,096개의 데이터를 활용하

여 기존 유형 개수인 6개를 토픽 수로 지정하여

토픽 모형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 [그림 7]과 같다.

좌측의 원들은 각각의 6개의 토픽을 나타내고 각

원과의 거리는 각 토픽들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두 개의 원이 겹친다면, 두 개의

토픽은 유사한 토픽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겹쳐서

나타난 원들이 존재한 것을 확인하여 유형 구분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는 토픽 모델링 수행 결과와 기존 유형

과의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Topic 3과 같이 총

1,406개의 데이터 중 1,184개의 데이터가 ‘영업’ 유

형에 할당되어 두드러지게 한 유형에 데이터가 많

이 편중되었다. 하지만 Topic 6과 같이 745개의

데이터중 222개의 데이터가 ‘공사’ 유형에, 246개

의 데이터가 ‘용지’ 유형에 할당되어 구분이 모호

한 토픽들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

시하는 새로운 토픽 모형을 적용하여 4,096개의

VOC 데이터에 각각 적절한 유형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5. 단어 임베딩을 통한 키워드 확장
방법론

5.1 핵심 키워드 도출 및 키워드 확장

확률론적인 방법으로만 토픽을 추출하는 LDA 토

픽 모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단어의 의미를 벡터화

하여 유사도가 높은 단어를 추출해주는 Word2Vec

결합에 사용될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

해 TF-IDF기반으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한 후 그

중 유형을 잘 나타내는 단어를 핵심 키워드로 선정

하였다. <표 3>과 같이 6가지의 유형별로 11개의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확장된 키

워드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외하고 남은

키워드는 858개 중 총 309개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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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핵심 키워드

공사
설치, 건설, 현장, 구간, 소음, 주민, 원인,
방음벽, 확장, 터널, 진입

교통
사고, 정체,진입, 구간, 안전, 갓길, 단속,버스,
설치, 교통, 개선

손해배상
사고, 보상, 피해. 파손, 타이어, 책임, 처리,
관리, 낙하, 유리, 주행

영업
하이패스, 직원, 카드, 요금, 영업, 톨게이트,
단말기, 할인, 통행료, 충전

용지
토지, 보상, 감정, 지장, 매입, 편입, 수용, 여지,
매수, 보상금, 건설

유지보수
설치, 소음, 터널, 청소, 방음벽, 개선, 제안,
관리, 불편, 조치, 보수

<표 3> 유형별 핵심 키워드

유형 키워드 개수

공사 41

교통 53

손해배상 37

영업 102

용지 35

유지보수 44

계 309

<표 4> 유형별 키워드 개수

5.2 최적 토픽 개수 결정

위에서 구축한 키워드 matrix를 통해 LDA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토픽 모델링의 특성상 연구자

가 토픽 수를 지정 해줘야하므로 최적의 토픽 개수

를 지정하는 두 가지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perplexity 점수이다. 이 수

치는 특정 확률모델이 실제로 관측되는 값을 얼마

나 잘 예측하는지 평가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토픽

모델링도 문헌 집합 내 용어 출현 횟수를 바탕으로

문헌 내 주제 출현 확률과 주제 내 용어 출현 확률

을 계산하는 확률 모델이므로 이 척도를 사용한다

(서대호, 2019). 토픽 개수를 늘릴수록 perplexity

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작으면 작을수록 해당

토픽 모델은 실제 문헌 결과를 잘 반영한다는 의미

를 가진다.

두 번째 방법은 topic coherence 점수이다. 이 수

치는 토픽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토픽 내 상

위 단어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주제가 의미론적

으로 일치하는 단어들끼리 모여 있는지 측정하여 판

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척도를 모두

이용해 최적의 토픽 수를 도출하였다. [그림 8]과

[그림 9]는 토픽 개수별 perplexity와 coherence 점

수를 계산하여 표현한 그래프이다. 두 척도 모두 토

픽 개수가 다섯 개일 때 최적의 토픽 개수라 판단되

었다.

[그림 8] 토픽 개수별 perplexity 점수

[그림 9] 토픽 개수별 coherence 점수

5.3 토픽 모델링 수행

토픽 수를 다섯 개로 지정한 후 LDA 토픽 모

델링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7]

과 달리 토픽들이 겹치는 원이 없이 다섯 개의 원

으로 구분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

호했던 기준이 명확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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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새로운 유형 토픽 모형 시각화

<표 5>는 토픽 모형을 수행한 결과로 토픽별로

추출된 단어 그룹이다. 토픽별로 유사도가 높은 단

어들이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opic Word

Topic 1 직원, 전화, 영업, 정보, 문의, 불편, 친절

Topic 2
하이패스, 요금, 카드, 톨게이트, 단말기,
요금소, 통행료

Topic 3 설치, 터널, 소음, 건설, 주민, 방음벽, 마을

Topic 4 사고, 운전자, 보상, 파손, 낙하, 타이어, 책임

Topic 5 진입, 구간, 정체, 단속, 갓길, 개선, 설치

<표 5> 토픽별 단어 그룹

다음으로 추출된 토픽 별 단어 그룹을 활용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유형의 라벨링 작업을 진

행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전문가는 추출된 키워드

에 대한 업무적 이해도가 높은 한국도로공사 현직

및 전직 직원 4명과 2017년 관련 연구를 수행한

공동저자 4명이다. 먼저 토픽별 키워드를 제시하

여 직접 라벨링을 요청드린 후 이를 취합하여 적

절한 토픽 명을 선정하였다.

먼저 Topic 1는 ‘상담 및 직원’에 대한 토픽으로

직원과의 상담 과정 중 ‘불편’, ‘친절’ 등의 단어가

유사도 높은 단어로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opic 2는 ‘통행요금’에 대한 토픽으로 영업소의

톨게이트에서의 지불하는 ‘하이패스’, ‘요금’, ‘통행

료’가 관련성이 높은 단어로 추출되었다. Topic 3은

‘소음 및 방음벽 설치’에 대한 토픽으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방음벽 설치에 관한 민원들이 다수

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opic 4는 ‘손해

보상’에 대한 토픽으로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주행

하면서 낙하물 등으로 타이어가 파손되어 보상을

요구하는 데이터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Topic

5는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에 대한 토픽으로 정체

구간에서의 시설물 개선 또는 설치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가 추출되었다.

Topic Labeling 개수

Topic 1 상담 및 직원 843

Topic 2 통행요금 1207

Topic 3 소음 및 방음벽 설치 599

Topic 4 손해보상 891

Topic 5 시설 개선 및 유지 보수 556

<표 6> 토픽별 Labelling 및 데이터 수

<표 6>에는 토픽별 데이터 수를 나타내고 있다.

통행요금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

었고 다음으로는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토픽을 추출

하고 이에 대해 라벨링을 한 결과, 모호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유형에서 민원 내용을 바탕

으로 좀 더 의미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유형으

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도로공

사 VOC 데이터 관리자의 행정 처리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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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6.1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도로공사 VOC 데이터에 대

하여 토픽 모형을 적용하여 새로운 유형으로 구분해

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형과 Word2-

Vec 기법의 결합 방안에 대해 연구하여 이를 적용

시키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데이터의 시간적 범위

는 2013년∼2015년으로 총 18,146개의 데이터를 수

집하였으며 데이터 전처리와 텍스트 전처리 과정을

거쳐 정제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LDA 토픽 모델링을 이용하여 기존 유형 개수

인 6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았지만 결과는 기존

유형을 맞추는 것은 기술적으로 힘든 것으로 판단

되었다. 따라서 토픽 모델링과 Word2Vec 기법을

결합하여 새로운 유형으로 구분해보았다. 결합 방

안으로는 기존 유형별 TF-IDF 기반 핵심 키워드

를 도출한 후 Word2Vec을 이용해 유사도 높은 단

어들을 추출하여 키워드를 확장하였다. 구축된 키워

드 Matrix를 활용하여 토픽 수를 5개로 지정한 후

LDA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수행 결과 토픽 별로 의미적 유사도가 높은 단어

들이 추출되었고 애매하게 구분되어 있던 기존의 유

형과는 달리 유형의 특성이 비교적 분류가 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토픽 별 주제명을 선정하였다. 기존 ‘공사’, ‘교

통’, ‘손해배상’, ‘영업’, ‘용지’, ‘유지보수’ 유형이 아

닌 ‘상담 및 직원’, ‘통행 요금’, ‘소음 및 방음벽 설

치’, ‘손해보상’,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로 라벨링 할

수 있었다.

6.2 연구의 학술적 및 실무적 기여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LDA를

활용한 기존 연구에서는 토픽 분류에 불필요한 단

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정확도 높은 분류가 힘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연관성 높은 단어들만을 가지

고 토픽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하였다. 먼저

단어임베딩 기법인 Word2Vec을 통해 유사도가

높고 유의미한 단어들만 추출하여 키워드 목록을

생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 기존 방법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

었으며 이는 주제 분류 기법의 향상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실무적인 기여는 기업 또는 행정기관

의 VOC 민원 데이터 분석을 기법을 활용하여 분

석한다면 직접 민원을 읽고 분류하는 것 보다 쉽

게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유형을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는 VOC 대응 직원이 전문

적인 지식 없이 유형을 결정하여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 모두 ‘기타’ 유형으로 처리되고 있

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

을 적용할 경우, ‘기타’ 유형으로 분류되는 데이터

의 수가 줄어들어 데이터 분석과 관리에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를 통해 민원 서

비스 개선 및 정책 과제의 도출 또는 방안을 제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6.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로, 총 키워드 개

수가 총 309개로 데이터에 비하여 다소 적다는 점

이다. 유형별 핵심 키워드 및 확장 키워드의 개수

를 더 늘려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데이터의

시간적 범위가 다소 outdate되어 있다는 점이다.

시의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

을 활용하여 주제별로 토픽 모형을 수행하여 더

세부적인 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

구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VOC 데이터가 행정처

리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유형으로 구분해볼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도로

공사 업무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서비스 개선에 활

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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