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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한국어 데이터 토픽 모델링을 위하여 단어 임베딩의 활용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픽 모델은 비구조화된 문서에서 

주제의 집합을 찾는 방법론으로 대규모의 데이터에서 효과적으로 문서를 

군집화하여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다. 단어 임베딩은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최근 개별 

언어의 구조를 활용하는 임베딩 방법이 다수 연구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단어 임베딩 연구 결과를 토픽 모델링에서 활용하기 위한 시도로 

토픽 모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와 

LDA에 단어 임베딩을 접목한 모델인 LDA2VEC을 활용하여 각 모델의 

결과물을 질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실험에는 최근 제안된 4 가지 

유형의 단어 임베딩 Word2Vec, Glove, FastText, SISG(jm)이 

사용되었으며, 네이버 뉴스 사회면의 온라인 기사와 빅카인즈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을 수행하였다. 각 모델의 결과물은 토픽 

내 연관어의 빈도와 가중치를 토대로 평가되었다. 이후 여러 모델의 

결과물이 일치하는 정도를 활용하여 손쉽게 토픽 모델의 결과물을 

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서로 다른 

단어 임베딩을 적용한 LDA2VEC으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한 뒤 각 

모델의 결과물 중 중복되는 단어와 토픽을 최종 결과물로 채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제한 결과물을 LDA 결과와 비교한 결과 

보다 정제된 토픽 모델 결과물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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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한국어 데이터 토픽 모델링 수행 시 LDA에 대한 대안을 

제공함과 동시에 토픽 모델의 결과물에서 손쉽게 핵심 키워드를 특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토픽 모델링, 단어 임베딩, LDA, LDA2VEC, 텍스트 마이닝  

학   번 : 2017-2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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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우리는 빅데이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통계 자료부터 시작해서 

센싱 데이터, 동영상, 사진, 텍스트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다양한 

유형의 거대한 정보를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다. 하루 동안 구글에서는 

약 24 페타바이트의 데이터가, 트위터에서는 5천만 건의 트윗이 

생성된다 (그림 1). 이렇듯 거대한 정보는 이를 생산한 주체인 우리 

사회에 대해 중요한 여러 정보를 함유하고 있다. 하지만 압도적인 

규모와 노이즈로 인해 정제되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에서 한눈에 

유의미한 정보를 찾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빅데이터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로 생산, 소비되는 

맥락에 따라 정형 데이터보다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텍스트는 사람에게 가장 편리한 정보의 표현과 전달 수단인 언어를 

기반으로 하기에 비정형 데이터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향후에도 그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김남규, 이동훈, & 

최호창, 2017). 또한 텍스트 데이터는 소셜 미디어부터 시작해 기사, 

학술 연구, 검색 등 넓은 분야를 포괄하고, 정형 데이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는다(김성근, 

조혁준, & 강주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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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하루에 생성되는 빅데이터의 규모① > 

 

따라서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자 하는 

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텍스트에 적용한 기술 분야인 텍스트 마이닝과 최근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어 처리 기술은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의 여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사례를 예로 들자면 

과학기술 관련 주요 사회 이슈를 발굴한 뒤 이에 대한 여론을 분석하기 

위한 이슈 트래킹 사례(Kim et al., 2015), 호텔 리뷰 사이트에서 사용자 

리뷰의 평가 별 이슈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 사례 (Lim & Kim, 2016), 

철강 산업 트렌드 분석을 위해 텍스트 마이닝을 도입한 사례(민기영, 

                                                                                        
① http://hexanika.com/history-of-big-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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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태, & 지용구, 2014) 등을 들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여러 방법 중 토픽 모델링은 

군집화에 기반을 둔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방대한 양의 문서에서 

나타나는 주제를 추출하고, 주제 별 문서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김남규 et al., 2017; Blei,2012). 그동안 토픽 모델링을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제안되었지만, 2003년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가 제안된 이후 이를 활용한 기법들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토픽 모델링은 주어진 말뭉치의 성격에 대해 가장 

직관적이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텍스트로 된 

데이터를 다루는 기록학, 문헌정보학, 언론정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토픽 모델링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할 때는 대상 언어의 

특징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국가마다 사용되는 언어의 형식과 

사용되는 관습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언어에서 잘 작동하는 

모델이라고 해서 다른 언어에서의 성능도 우수할 것을 담보할 수 

없다.(Al-Rfou, Perozzi, & Skiena,2013)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특정 언어의 구조적 특징에 맞춘 분석 방법을 

개발하거나,  한 언어에서의 지식이 다른 언어로 전이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Herman & Blunsom, 2014)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노력은 단어를 숫자의 벡터인 임베딩으로 표현하기 위해 언어 구조를 

고려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단어 임베딩은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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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분석이 가능하며 토픽 모델링, 질의응답, 감정 분석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언어의 구조적 특징을 단어 임베딩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는 영어에서 글자 단위를 고려한 연구 

(Bojanowski, Grave, Joulin,& Mikolov, 2016), 중국어에서 부수와 

단어를 함께 학습하는 임베딩(Yu, Jian, Xin, & Song, 2017), 한국어에서 

자모 단위를 고려한 임베딩(Park, Byun, Baek, Cho, & Oh, 2018)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도의 연장 선상에서 한국어 데이터에서의 

효과적인 토픽 모델링을 위한 단어 임베딩 활용 가능성을 탐구하여 토픽 

모델링을 사용하려는 연구자들에게 현실적인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목적은 단어 임베딩의 성능이 토픽 모델링의 성능을 향상시킬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근에 제안된 네 가지 단어 임베딩 

성능을 평가하고, 이후 LDA와 각기 다른 단어 임베딩을 적용한 

LDA2VEC 모델을 활용해 뉴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가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한다. 두 번째 목적은 첫 번째 연구 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토픽 모델 결과를 정제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페미니즘”을 키워드로 하는 최근 3년 간의 기사 데이터에서 

LDA, LDA2VEC 모델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한 뒤 각 모델의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결과물을 산출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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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2.1 단어 임베딩  

단어 임베딩은 단어를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을 

지칭한다.(Rumelhart, Hinton, & Williams, 1988) 최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단어 임베딩은 거대한 말뭉치에서 의미적, 통사적 정보를 

추출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나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론이다. 

(Lai, Liu, He, & Zhao, 2016) 벡터 공간 상의 단어 임베딩은 단어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고, 수치적 연산을 가능케 하여 문서 

분류(Yang et al., 2016), 대화 모델링(Serban, Sordoni, Bengio, 

Courville, & Pineau, 2016), 기계 번역(Neishi et al., 2017)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단어 임베딩을 학습하는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말뭉치 전역 차원에서 저차원의 단어 임베딩을 

계산하기 위해 행렬 인수 분해를 활용하는 모델로 LSA(Latent 

Semantic Analysis)(Deerwester, Dumais, Furnas, Landauer, & 

Harshman, 1990)와 HPCA(Hellinger Principal Component 

Analysis)(Lebret & Collobert, 2013)등의 방법론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는 문장 수준의 지역 차원에서 문맥창 (context window)과 

신경망을 통해 단어 임베딩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Word2Vec(Mikolov, 

Chen, Corrado, & Dean, 2013)이 대표적이다. 최근까지는 전자에 비해 

후자가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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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후자를 기본으로 하는 단어 임베딩을 비교한다. 

단어 문맥 정보를 활용하는 모델도 그간 다양한 형태가 

제안되었는데, 모델 간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Lai et al., 

2016) 첫 번째는 타겟 단어 w와 문맥 단어 c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w를 통해 c를 예측하는 형태(Mikolov et al., 2013), c로 w를 

예측하는 형태(Mikolov et al., 2013) 또는 w와 c를 점수화하여 

활용하는 형태(Collobert & Weston, 2008)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문맥 

단어 c를 표상하는 방법이다. 샘플링을 통해 하나의 c를 선택하거나, 

평균을 사용하거나(Mikolov et al., 2013), c의 순서를 고려하고자 c를 

순차적으로 이은 형태로 활용하기도 한다(Landauer, 2002).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제안된 모델 중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Word2Vec, Glove, FastText와 한국어 단어의 특징을 임베딩에 반영한 

SISG(jm) 을 활용하고자 하여 각 모델의 개요 및 차이점에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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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Word2Vec 

Word2Vec은 2000년대에 제안된 RNNLM을 전신으로 하여 

2013년 Google에서 제안한 단어 임베딩 방법론이다(Mikolov et al., 

2013). 유사한 문맥 분포를 가진 단어들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는 분

포 가설(Distributional Hypothesis)(Harris, 1954)에 근거하여 문맥 정

보와 타겟 단어를 활용하여 단어 임베딩을 학습하는 방식을 취한다. 학

습 방법은 크게 CBOW(Continuous Bag of Words)와 Skipgram으로 나

눌 수 있다. CBOW는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 타겟 단어를 맞추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___에 들어가신다” 라는 문장에서 “아버

지가”, “에”, “들어가신다” 를 활용하여 중심에 있는 단어를 맞추는 방식

이다. 반면 Skipgram은 “_____ 방에 ____ .” 라는 문장에서 중심 단어인 

“방에” 를 중심으로 주변의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Mikolov에 따르

면 단어 추론 과제에서 SkipGram이 CBOW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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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CBOW, Skipgram 모델(Mikolov et al., 2013) > 

2.1.2 Glove 

Glove는 2014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한 단어 임베딩 

방법론이다. (Pennington, Socher, & Manning, 2014) Glove는 전역 

행렬 인수 분해를 활용할 때와 지역 문맥 창을 활용할 때 각각의 모델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시도하였다. 전자의 경우 통계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벡터 공간을 활용하는 태스크에서는 성능이 좋지 않고, 

후자의 경우 문맥 정보만 활용하기 때문에 벡터 공간 상의 태스크에는 

효과적이지만 전역 수준의 정보는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Pennington, Socher, & Manning, 2014) 따라서 Glove는 가중 최소 

제곱 모델로 문맥 정보와 전역 수준의 단어 공기 빈도(word co-

occurrence frequency)를 동시에 활용하여 단어 임베딩을 학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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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학습 말뭉치가 주어졌을 때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각 단어가 서로의 

문맥에 등장하는 빈도를 기반으로 특정 단어에 대한 조건부 확률과 등장 

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두 단어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이를 단어 

임베딩에 반영한다는 것이 Glove의 특징이다. 

 

< 그림 3 : 목표 단어 (ice, steam) 에 대한 공기 확률 예시 

(Pennington,Socher, & Manning, 2014) > 

 

 

2.1.3 FastText 

FastText는 2016년 Facebook에서 제안한 단어 임베딩 

방법론이다. 학습 방법 및 아이디어는 Word2Vec과 매우 유사하지만 

단어를 표현하는 방식이 Word2Vec과 다르다.(Bojanowski et al., 2016) 

기존의 Word2VEC 방식은 모든 단어를 고유의 벡터로 표현하는데, 

이는 단어의 내재적 구조를 활용할 수 없게 하여 터키어, 핀란드어 등 

형태론적으로 풍부한 언어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Bojanowski et al., 2016) 따라서 단어 단위가 아니라 글자 단위의 

정보로 단어를 표현한다면 단어의 내재적 구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고, 단어를 글자 n-gram 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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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딩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where”이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해당 단어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을 추가하고 n = 3으로 

설정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단어는 “<wh”, “whe”, “her”, “ere”, 

“re>”라는 임베딩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모든 단어는 n-gram의 

구성으로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FastText는 다른 모델과는 달리 학습 

말뭉치 내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에 대해서도 추론이 가능하다. 

 

2.1.4 SISG(jm) 

SISG jm은 2018년 KAIST에서 제안한 단어 임베딩 방법론이다. 

한국어 단어 구성의 위계적인 특징을 반영하기 위하여 단어를 글자로, 

글자를 초, 중, 종성의 자모 단위로 분리하여 임베딩을 구성하는 방식을 

취한다(Park et al., 2018). 글자 단위와 자모 단위 n-gram을 모두 

활용하기 위하여 종성이 없는 글자의 경우 “e”를 사용하여 모든 

글자의 자모는 3개가 되도록 맞추고 자모와 글자의 순서를 유지하여 

임베딩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강아지”라는 단어는“<,  ㄱ, ㅏ, ㅇ, 

ㅇ, ㅏ,e, ㅈ, ㅣ,e,>”의 자모 연쇄로 분리되며, 이러한 자모의 연쇄에서 

글자 단위의 n-gram과 자모 단위의 n-gram을 활용하여 단어 

임베딩을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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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SISG(jm) 자모 단위 예시(Park et al., 2018) > 

 

2.1.5 단어 임베딩의 성능 

새로운 단어 임베딩을 제안하는 연구에서는 단어 임베딩의 

성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결과를 보고한다. 따라서 그 동안 보고된 

성능을 종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평가에 활용되는 태스크는 크게 단어 

유추 과제 (Word analogy task)와 단어 유사도 과제 (Word similarity 

task) 가 있다. 단어 유추 과제의 경우 단어의 쌍이 주어지고 또 다른 

단어가 주어졌을 때 관계에 상응하는 단어를 제시하도록 하는 실험이다. 

(Mikolov et al., 2013) Word2Vec 연구에서 제시된 이 실험은 총 5 

가지 의미적 유추와 9 가지의 통사적 유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활용해 단어 임베딩이 유추한 답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Word2Vec과 Glove, FastText는 해당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으며, 

한국어에서 성능을 평가해야하는 SISG(jm) 의 경우 해당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한국어 데이터셋을 만들어 과제를 수행하였다. (Park et al., 

2018)  SISG(jm) 평가를 위해 활용한 데이터셋에는 존댓말 등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데이터셋과는 다른 카테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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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포함되었다. 

 

< 그림 5 : 언어 유추 데이터셋(Mikolov et al., 2013)> 

 

단어 유추 과제의 경우 300 차원의 단어 임베딩을 기준으로 할 

때 의미적 유추는 Glove가 Word2Vec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Pennington et al., 2014)  통사적 유추는 FastText가의 성능이 

우수하였다. (Bojanowski et al., 2016). 또한 SISG(jm) 의 경우 의미적 

유추와 통사적 유추 모두에서 FastText, Word2Vec 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기에 한국어에서는 SISG(jm)이 단어 유추 과제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Park et al.,2018) 단어 유사도의 경우 

두 단어 간의 유사도를 단어 임베딩을 통해 계산하고, 해당 평가가 

사람의 판단과 부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WS-353 (Finkelstein et al., 2002)를 주로 활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국어 특화 단어 임베딩인 SISG(jm)의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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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셋을 한국어로 번역, 14명의 피험자에게 평가를 하도록 하여 만든 

한국어 버전을 활용하였다. 해당 과제에서도 SISG(jm)이 보고된 것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Park et al., 2018). 

 

2.2 토픽 모델링 

토픽 모델링은 의미를 단어의 관계로 규정하고, 단어들이 소속된 

군집을 통해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 때 군집은 순서가 없는 단어의 

자루이며 따라서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는 빈도가 주제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미를 찾는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토픽 

모델링 기법은 동음이의어, 다의어와 방언 등의 문제를 해소해준다는 

장점을 지닌다. (남춘호, 2016)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은 비구조화 된 

문서 집합에서 잠재된 토픽을 추출하는 확률적 모델이다. 이는 텍스트에 

드러나는 여러 주제를 기계적으로 분석하여 전체 내용 중에 나타나는 

토픽을 찾을 있다는 점에서 이는 타 연구자에 의해서 재현 가능성이 

높고 사전 지식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의미의 관계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남춘호, 2016) 김남규 외(2017)에 따르면 토픽 

모델링은 방대한 양의 문서를 주제에 대응하는 문서로 군집화하여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문서 군집화(Document Clusering)와 

유사하지만 전통적인 경성 군집화(Hard Clustering)와 달리 하나의 

문서가 여러 토픽에 동시에 대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의 

모델링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토픽 모델링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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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pLSA(probabilistic Latent Semanctic Analysis) 기법이 주로 

사용되었다(Hofmann, 2017). 하지만 2003년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이 발표된 이후 주로 LDA, 또는 LDA를 기반으로 

한 변용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LDA와 LDA의 변용 

기법인 LDA2VEC을 활용한다. 

 토픽 모델링은 제안된 초기 온라인 사용자 리뷰 분석과 (Titov 

& McDonald, 2008) 온라인 블로그 내 오피니언 마이닝(Mei, Ling, 

Wondra, Su, & Zhai, 2007) 등 산업계와 소셜컴퓨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산업계를 비롯하여 학계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문헌 정보학 연구 동향을 분석하거나 (박자현 & 송민, 

2013), 학술지의 학제성 측정에 토픽 모델링이 활용되었다. (진설아 & 

송민, 2016) 그 외에도 토픽 모델링은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오피니언 

마이닝을 수행하여 매체 간 정파성을 분석하거나(강범일, 송민, & 

조화순, 2013), 일기 자료의 분석에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여 작성자의 

가치관을 살펴보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남춘호, 2016) 최근에는 의료, 

보건 분야에서도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고 있는데, 환자의 복약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이를 적용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박소현, 2018) 

 남춘호 (2016) 에 따르면 토픽 타당도의 검증은 토픽 모델링이 

단어들의 의미를 제대로 분간하고 포착해내는지 내적인 의미 타당도를 

살펴보는 방법과 토픽 모델링으로 산출된 토픽이 외부의 변수와 예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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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반응하는지 확인하여 외적 타당도로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단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타당도는 상황과 주어진 문맥과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외적 타당도의 경우 

문서 분류의 태스크를 통해 검증하기도 하지만 이 때 주제의 구분과 

주제 내 단어 간 타당도가 사람의 직관과 괴리된 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Chang, Gerrish, Wang, Boyd-Graber, & Blei, 2009) 

결국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모두 완벽한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자는 토픽 모델링의 결과를 통해 질적이며 주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듯 귀납적 연구 방법으로서 추출되는 결과물을 연구자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연구 

결론이라는 단점을 갖는다.(조원광, 2017) 따라서 이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모델의 평가에 토픽 간의 구분이 뚜렷하고, 단어의 

연관성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2.2.1 LDA 

본 연구의 주요 모델인 LDA는 디리클레 (Dirichlet) 확률 

분포를 활용하는 베이즈 추론 모델이다. 토픽의 확률 분포와 단어 확률 

분포를 추정하기 위한 사전 분포로 디리클레 분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베이즈 추론은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가정한 사전 확률 

분포와 데이터에서 얻은 우도 함수 (likelihood function)를 곱하여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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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분포를 구성하는 방식을 취한다. 토픽 모델링에서 디리클레 분포가 

사용되는 이유는 디리클레 분포가 다른 다항 분포함수와 곱하면 다시 

디리클레 분포의 꼴이 되는 ‘공액 사전 분포’(conjugate prior 

distribution)로서 관찰된 단어를 활용하여 사후 분포를 만드는데 

계산의 편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6은 LDA의 추론 과정을 간략히 

표현한 것으로, LDA는 각 단어에 주제를 할당하여 문서를 생성하고 

이를 실제 데이터와 대조하여 사후 분포의 확률을 구한다. 

 

 

< 그림 6 : LDA Graphical Model (Blei, 2012) > 

 

α와 η는 연구자의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를 설정하는 방법은 

선행 연구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Griffiths & Steyvers, 2004) 𝛽𝛽𝑘𝑘 는 

k번째 토픽에 해당하는 벡터로 η의 영향을 받는다. 𝜃𝜃𝑑𝑑  는 d번째 

문서가 가진 토픽의 비중을 나타내는 벡터로 하이퍼 파라미터 α의 

영향을 받는다. 𝑍𝑍𝑑𝑑,𝑛𝑛 은 d 번째 문서 n 번째 단어가 어떤 토픽에 

해당하는지 할당해주는 역할을 하는 파라미터이며 𝑊𝑊𝑑𝑑,𝑛𝑛 은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를 할당해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 



 

17 

 

는 모두 단어의 집합이기 때문에 현재의 문서를 고려하여 가장 그럴듯한 

단어의 확률 분포와 토픽 확률 분포를 구할 수 있는 사후 분포 확률을 

만들어야 한다. 사후 분포 확률 수식은 그림 7과 같다. 

 

< 그림 7 : LDA 사후 분포 확률식(Blei, 2012) > 

하이퍼 파라미터인 η와 α그리고 말뭉치로부터 관찰 가능한 

𝑊𝑊𝑑𝑑,𝑛𝑛 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미지수이다. 결국 p(z, β, θ|w) 를 최대로 

만드는 z,β, θ 를 구하는 것이 LDA 모델의 목표가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p(w) 를 구하는 과정은 깁스 샘플링을 활용하게 되는데, 본 

연구의 목표가 추론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한다. 또한 문서 내 주제의 수인 K는 연구자가 임의로 지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이다. K를 설정하는데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주제 내 단어의 

점별 상호정보량 (Pointwise Mutual Informatin) 을 합하여 구하는 

Coherence 점수를 통해 산출하는 방법이 사람의 직관과 가장 상관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된 뒤 이를 활용해 K에 대한 최적화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Röder, Both, & Hinnebur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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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LDA2VEC 

LDA2VEC은 Mikolov(2013)의 Word2Vec이 등장한 이후 

단어 임베딩을 LDA에 접목하여 토픽 모델링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Moody(2016)에 의해 제안되었다. 단어 임베딩은 단어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적합하지만 각 벡터의 경우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 LDA는 단어를 통해 표현되는 주제는 

쉽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개별 단어의 의미를 단어 임베딩 만큼 잘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모델은 단어 임베딩이 내재한 의미 

정보와 LDA의 해석적 장점을 결합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LDA2VEC 

모델 디자인 그림 8에 표시된 단어 벡터(Word Vector)와 문서 

벡터(Document Vector)는 기존의 단어 임베딩 및 LDA를 통해 

구성한다. 이들은 따로 학습된 뒤 더해져 문맥 벡터(Context Vector)을 

이루게 된다. 즉, 기존의 단어 임베딩 방식으로는 특정 단어가 주어졌을 

때 가장 가까운 단어를 학습 데이터 외 별도의 정보없이 예측하게 

되지만, LDA2VEC 모델을 통해서는 문서 벡터에 의해서 지정된 주제 

내의 단어를 예측하게 된다. 예를 들어 “Germany”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France”나 “Spain 이라는 단어를 예측할 수 있지만  

문서 벡터에 의해 “airline”이라는 정보가 주어진다면 독일의 

항공사인 “Lufthansa” , “Condor”을 예측하게 된다. (Moody, 2016)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LDA2VEC은 구조가 단순하고, 이는 최근 

단어 임베딩을 LDA와 접목을 시도한 모델 중 가장 단순한 형태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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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딩의 성능에 따른 결과물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를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기에 본 연구에서 사용되기에 적합하다. 

 

< 그림 8 : LDA2VEC 모델 개요 (Moody,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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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3.1 단어 임베딩 성능 평가 

각 단어 임베딩의 단어 유추 과제 및 유사도 과제가 선행 

연구에서 다뤄진 바 있다. 하지만 각 단어 임베딩을 완전히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한 연구가 없고, 언어 유추와 유사도 외의 과제에서 

일괄적으로 비교한 사례가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토픽 모델 평가에 

앞서 각 단어 임베딩의 성능을 비교하고자 한다. 성능 평가를 위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영화감상평 데이터 naver sentiment movie 

corpus ② 를 활용하고자 한다. 해당 데이터는 작성자 id, 영화 감상평, 

감정 분류 라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정 분류 라벨은 해당 리뷰가 

긍정일 경우 1, 부정일 경우는 0으로 표기되어 있다. 데이터는 총 20만 

건의 리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긍정적인 리뷰는 10만 건, 

부정적인 리뷰는 10만 건이다 

 

< 그림 9 : naver sentiment movie corpus 데이터 예시 > 

 

 

                                                                                        
② https://github.com/e9t/n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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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분석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단어 임베딩을 

구성하였다. 단어 임베딩의 구성에는 국립국어원③에서 제공하는 말뭉치 

데이터를 활용하며, 이후 토픽 모델링 모델 평가에 쓰이는 데이터가 

뉴스 기사인 점을 고려하여 신문 매체 자료 말뭉치 314건을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말뭉치는 총 68만 7,412건의 문장, 131만 2,876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집한 말뭉치를 활용하여 300 차원의 

Word2Vec(SGNS), Glove, FastText(SGNS), SISG(jm) 임베딩을 

구성하였다. 이후, 만들어진 단어 임베딩으로 감성 분석을 수행할 

모델을 설계하였다. Python 딥러닝 라이브러리인 keras ④ 를 활용하여 

첫번째 층은 각 열이 각 단어의 임베딩인 임베딩 행렬, 두번째 층은 

LSTM(Long Short Term Memory), 마지막 층은 sigmoid를 활성 

함수로 갖는 Dense 층으로 영화 감상평을 입력으로 긍정과 부정을 

판별 결과를 산출하는 단순한 형태의 모델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델의 

학습 Epoch는 임의로 20으로 설정하였다. 

성능은 정답과 예측의 정확도(Accuracy), 예측한 답 중 정답의 

비율인 정밀도(Precision), 그리고 맞게 예측해야하는 값 중 실제로 

예측을 한 답의 비율인 재현율 (Recall)과 정밀도, 재현율의 조화 

평균인 F1 점수를 보고하였다. 결과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ISG(jm) 임베딩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ord2Vec과 FastText는 Epoch 18 이후 과적합되어 성능이 편차를 

                                                                                        
③ 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Manager.do 
④ https://kera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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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반면 SISG(jm)은 과적합 없이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앞서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SISG(jm) 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Type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Glove 65.46 0.663 0.647 0.680 
Word2Vec 72.19 0.705 0.762 0.732 
FastText 72.32 0.698 0.785 0.739 
SISG(jm) 73.40 0.707 0.797 0.750 

< 표 1: 모델 별 감성 분류 태스크 결과 비교 > 

 

3.2 토픽 모델 실험 및 평가 

LDA의 경우 데이터의 규모가 1,000건 미만일 경우에는 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Qiang, Chen, Wang, & Wu, 2017) 

하지만 실제 연구 상황에서는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 가지 실험 조건을 설정하였다. 조건 1은 데이터가 1,000건 

이상 확보된 경우이며, 조건 2는 데이터의 규모가 1,000건 미만인 

경우로 설정하였다. LDA2VEC은 LDA를 응용한 모델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설정하는 변수인 최적 토픽 수는 LDA의 Coherence 점수를 

기준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실제 LDA2VEC을 제안한 연구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모델의 주제 수를 산출하였다. (Moody, 2016)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Coherence 점수는 토픽 내 단어의 점별 상호 

정보량의 합으로 계산한다. 각 실험 조건에 맞게 데이터를 수집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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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rence 점수를 기준으로 최적의 주제 수 K를 계산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Coherence 점수의 계산은 처음 해당 기법을 제안한 

Roder의 방법론을 (Röder et al., 2015) Python으로 구현한 gensim 

라이브러리의 CoherenceModel ⑤ 을 활용하였다. 또한 모델의 평가는 

기록학 분야의 방법론 기법 비교 연구를 참고하여 출현하는 단어와 

토픽의 경향성에 대해 서술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박준형 & 오효정, 

2017) 토픽 내 연관어를 기준으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제에 대한 

연관어의 판별이 비교적 명확한 뉴스 데이터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LDA2VEC 모델의 구현은 모델을 제안한 저자가 직접 구현한 코드를⑥ 

Python 과학 컴퓨팅 라이브러리인 pytorch ⑦ 로 재구현한 소스 

코드를 ⑧ 활용하였다. 이는 기존의 코드의 계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해당 코드의 변수 설정 및 단어 임베딩 구성 부분을 수정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임베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토픽 모델링, 특히 LDA를 사용하려는 

연구자들이 보다 설명력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LDA와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하게 유지되지만, 추출되는 

연관어가 보다 타당한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에 따라 토픽 모델의 

평가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산출된 결과물의 

안정성이다. 안정성은 하나의 모델에서 산출한 결과물이 다른 모델의 

                                                                                        
⑤ https://radimrehurek.com/gensim/models/coherencemodel.html 
⑥ https://github.com/cemoody/lda2vec 
⑦ https://pytorch.org/ 
⑧ https://github.com/TropComplique/lda2vec-pyto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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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과 얼마나 중복되는지 여부를 토대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는 각 

주제 내 연관어의 수이다. 본 연구에서 주제는 적어도 연관어 5개가 

하나로 묶일 수 있는 범주로 정의하였으며, 결과물로 산출된 연관어를 

토대로 보다 많은 연관어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로 각 토픽을 

명명하였다. 따라서 해당 토픽에 포함되는 단어가 얼마나 출현하는지를 

평가하였다. 연관어의 판단 여부는 데이터 실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해당 주제에서 5번 이상 언급이 된 경우 연관어로 판단하였다. 마지막 

평가 기준은 구체적인 연관어의 출현 여부이다. 주제와 관련이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각 단어가 주제에 대해 설명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인명, 지명 등 어떤 주제와 깊이 연관된 개체명(Named Entity)은 

다른 단어들과 주제에 대해 설명하는 정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주제가 상도 유치원 지반 붕괴에 대한 것이라면, 해당 지역의 지명인 

‘상도’는 또 다른 관련어인 ‘학교’나 ‘학생’보다 해당 주제에 

대해 더 설명력이 높은 단어이다. 구체적인 연관어는 이러한 단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구체적 연관어는 연관어이면서 할당된 

토픽에만 출현한 단어이고, 할당된 토픽과 명시적 관련이 깊은 

개체명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LDA 결과물과 비교할 때 주제의 범주를 

좁혀줄 수 있는 단어일 경우도 포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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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조건 1 : 1,000건 이상의 데이터가 주어진 경우 

데이터 모델 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토픽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연관어를 가지는 데이터가 필요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뉴스 기사는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연관어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다. 

특정 이슈와 관련된 인명, 지명, 기관명 등의  개체명(Named Entity)과 

관련되는 단어들이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기사를 

수집하여 토픽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 이전에 

진행한 파일럿 실험에서 정치, 경제 분야의 온라인 기사를 수집하여 

모델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분야에서는 다른 주제임에도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대동소이하여 토픽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생활, 사건사고 등 비교적 

다양한 주제가 다뤄지는 사회 분야 기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18년 9월 1일부터 22일이며, 네이버 사회 일반 

면의 온라인 기사를 Python BeautifulSoup 패키지 ⑨ 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이 때 기사 내 포함된 단어가 200 단어 미만인 경우는 

사진 기사 또는 단신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수집 이후 부호, 

언론사명 등 불용어를 제거한 뒤 기사 내 각 문장의 명사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명사 추출에는 konlpy의 Kkma pos tagger⑩을 사용하였다. 

형태소 분석기의 성능에 따른 차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본 논문의 

                                                                                        
⑨ https://www.crummy.com/software/BeautifulSoup/bs4/doc/ 
⑩ http://konlpy.org/en/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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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서로 다른 토픽 모델과 단어 임베딩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동일한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는 것만을 고려하였다. 

정확도를 위하여 5번 미만으로 등장한 단어와 10만 번 이상 등장한 

단어는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온라인 기사 

49,461건으로 총 65,725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데이터에 포함된 단어 수의 평균은 373.35이며 편차는 340이다. 

가장 짧은 데이터는 39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긴 데이터는 

8,669개의 단어를 포함한다. 1,000 개 이상의 단어가 포함된 데이터 

수는 1,983 건이며, 단어 100개 미만의 데이터는 5,040건, 단어 50개 

미만은 1 건이다. 

 실험내용 수집한 데이터에서 Python genism Coherence 

model을 활용해 Coherence 점수를 계산한 결과 최적의 K는 14 로 

판단되었다. 이후의 모든 실험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점수를 계산하여 

모델의 파라미터로 활용하였다. 14개의 토픽을 파라미터로 갖는 LDA와 

LDA2VEC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모델 적합을 위한 Epoch는 임의로 

160으로 설정하였다. LDA2VEC의 경우 토픽 K 외에도 문맥 추출을 

위한 창의 크기(window size)가 파라미터로 필요하다. 이는 기존 

연구(Moody, 2016)에서 설정한 변수를 참고하여 5로 설정하였다. 

실험 결과 해당 조건에서는 LDA 결과물을 토대로 LDA2VEC 

모델의 결과물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LDA 및 LDA2VEC 각 모델의 

토픽 별 단어들은 직관적인 평가를 위해 토픽 내 가중치 상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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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재정렬하였다. 또한 LDA를 기준으로 모델 

별 토픽을 비교하여 LDA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픽을 동일 열에 

위치하도록 정렬하였다. LDA의 총 14개 토픽 중 12개의 토픽이 적어도 

하나의 LDA2VEC 모델의 결과물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모델의 결과물에서 LDA와 LDA2VEC 모델이 1번 이상 겹치는 토픽은 

파란색으로, 겹치지 않는 토픽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였으며 LDA2VEC의 

토픽 중 다른 단어 임베딩을 적용한 LDA2VEC 모델과 겹치는 토픽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해당 조건의 구체적 연관어는 LDA와 

비교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토픽 내에서만 등장하며,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토픽 내에서 연관어가 아닌 경우는 

회색으로 표시하였다.  

 

LDA : LDA 결과물의 경우 전반적으로 토픽 내에서 연관이 있는 

단어들이 대부분 등장하고, 구체적인 연관어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사회 

일반면의 기사 데이터이기 때문에 산출된 토픽들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일어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따라서 LDA의 

토픽들과 해당 기간의 이슈를 대조하여 각 토픽을 표 2와 같이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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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명 세부 내용 

topic 1 메르스 메르스 감염자 입국, 조치 등 관련 이슈 

topic 2 상도 유치원 상도 유치원 지반 붕괴 관련 이슈 

topic 3 교통 사고 사회면에서 다뤄지는 교통 사고 이슈 

topic 4 사법 농단 대법원의 재판거래 논란에 대한 이슈 

topic 5 쌍용차 노조 쌍용차 노사 합의 등 관련 이슈 

topic 6 가족과 육아 육아와 사회 생활 병행 고충 관련 이슈 

topic 7 남북 관계 정상회담, 협정 등 남북 관계 관련 이슈 

topic 8 문화 행사 해당 기간 진행된 각종 행사 관련 이슈 

topic 9 부동산 대책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주제 

topic 10 교육 지원 지역별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주제 

topic 11 범죄 사회면에서 다뤄지는 각종 범죄 주제 

topic 12 제보 요청 언론사의 뉴스 제보 요청 

topic 13 물가 지수 유통 등 소비자 물가 동향 관련 이슈 

topic 14 국제 대회 각종 국제 대회에 대한 주제 

 

< 표 2 : LDA 토픽별 주제명 및 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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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 조건 1 LDA 결과물 > 

 

LDA2VEC(Glove) : Glove을 적용한 LDA2VEC 모델의 경우 

LDA와 중복되는 토픽이 9개로 LDA2VEC 모델 중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토픽 내 연관어 수의 평균은 8.44 개이며, 이 중 구체적인 

연관어가 등장한 토픽은 총 5 개 토픽 이다. LDA와 동일하게 추출된 

벡터들의 토픽 별 연관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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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 조건 1 LDA2VEC(Glove) 결과물 > 

① topic 1 : 해당 토픽은 메르스 감염에 대한 토픽이다. 연관어 10개 중 

10개가 모두 관련이 있고 “쿠웨이트”, “질병관리본부”등 개체명이 

등장하여 구체적인 연관어 나타났다. 

② topic 2: 해당 토픽은 상도 유치원 붕괴에 대한 토픽이다. 연관어 

10개 중 10 개가 모두 관련이 있고 LDA 모델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상도”, “구청”, “붕괴”등 구체적인 연관어가 등장하였다. 

③ topic 4: 해당 토픽은 사법 농단에 대한 토픽이다. 10개 단어 중 

10개의 단어가 관련이 있는 단어이며 “법원행정처”, “압수수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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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연관어가 새로 등장하였다. 

④ topic 5 : 해당 토픽은 쌍용차 노조에 대한 토픽이다. 10개의 단어 중 

총 5 개의 연관어가 등장하였으며 다른 5개 단어의 경우 타 토픽의 

연관어로 추정된다.  

⑤ topic 6 : 해당 토픽은 가족과 육아에 대한 토픽으로 연관어 10개 중 

10개가 모두 관련이 있는 단어가 등장하였다. “결혼”이라는 구체적 

연관어가 등장하였다.  

⑥ topic 7 : 해당 토픽은 남북 관계에 대한 토픽으로 10개 단어 중 

5개의 단어가 연관어로 등장하였으며 구체적 연관어“비핵화”가 

등장하였다.  

⑦ topic 8 : 해당 토픽은 각종 행사에 대한 토픽이다. 10개 단어 중 

10개의 단어 모두 연관어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추석, 서울시 등 LDA 

모델에 등장했던 지명과 시기는 등장하지 않고 “프로그램”, “참가”, 

“참여” 등의 단어가 새롭게 출현하였으나 구체적인 정도를 고려할 때 

구체적 연관어로 분류되지 않았다.  

⑧ topic 9 : 해당 토픽은 부동산 관련 토픽으로 10개 단어 중 10개의 

단어가 모두 연관어로 등장하였다. “올해”, “지난해”등 시기에 대한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고 “개발”, “계획”등의 단어가 새로 

출현하였지만 구체적인 연관어로 판단되지 않았다.   

⑨ topic 12 : 해당 토픽은 언론사의 뉴스 제보 요청에 대한 토픽으로 

10개의 단어 중 6개의 단어가 연관어로 등장하였다. 독자라는 연관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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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등장하였으나 “오전”, “오후”, “서울”, “오른쪽”등 관련 

없는 단어가 등장한다.  

LDA와 중복되지 않은 5개의 토픽 중 타 단어 임베딩을 적용한 

LDA2VEC 모델과 공통적으로 등장한 토픽은 topic 10, topic 14이다. 

그 외 topic 3, topic 11, topic 13은 Glove를 적용한 LDA2VEC 

모델에만 고유하게 등장하였다. topic 3의 경우 명절 맞이 나들이 관련 

토픽으로 추정하였고 topic 11의 경우 일본 지진으로 인한 여객기 지연 

관련 토픽, topic 13의 경우 화성 반도체 공항의 화재에 대한 토픽으로 

추정된다. 타 LDA2VEC 모델과 중복되는 topic 10은 학교 관련 

이슈이며, topic 14는 일기 예보 관련 토픽이다. 

 

LDA2VEC(Word2Vec) : Word2Vec을 적용한 LDA2VEC 

모델의 경우 LDA 와 중복되는 토픽이 10개 이다. LDA와 중복된 토픽 

내 연관어의 비율은 8.5 개이며 14개 중 10개 토픽에서 구체적 

연관어가 등장하였다. LDA 중복 토픽의 연관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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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 조건 1 LDA2VEC(Word2VEC) 결과물 >  

① topic 1 : 해당 토픽은 메르스에 대한 토픽으로 10개 단어 중 10개가 

연관어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쿠웨이트”등 구체적인 연관어가 

등장하였다. 

② topic 2 : 해당 토픽은 상도 유치원에 대한 토픽이다. 10개의 단어 중 

10 개가 연관어 이며 “상도”, “구청”등 구체적 연관어가 등장하였다. 

③ topic 3 : 해당 토픽은 교통 사고에 대한 토픽이다. 10개의 단어 중 

6개의 단어가 연관어이다. 해당 기간 내 개그맨 엄용수의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인한 경비원 피해가 회자되어 “경비원”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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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어로 판단하였다. 

④ topic 4 : 해당 토픽은 사법 농단에 대한 토픽이다. 10개 단어 중 

10개가 연관어이며 “법원행정처”, “압수수색”등 구체적 연관어가 

등장하였다.  

⑤ topic 6 : 해당 토픽은 가족과 육아에 대한 토픽이다. 10개의 단어 중 

5개의 단어가 연관어이며 다른 5개의 단어는 해당 시기에 일어난 광주 

동물원 퓨마 탈출에 대한 연관어로 추정된다. 

⑥ topic 7 : 해당 토픽은 남북 관계에 대한 토픽이다. 10개 중 10개의 

토픽이 연관어이며 “비핵화”, “정상회담”등 구체적 연관어가 

등장하였다. 

⑦ topic 9 : 해당 토픽은 부동산 관련 토픽으로 10개 단어 중 10개의 

단어가 모두 연관어로 등장하였다. “올해”, “지난해” 등 시기에 대한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으나 구체적 연관어인 “부동산”이 등장하였다. 

⑧ topic 10 : 해당 토픽은 교육 지원에 대한 토픽이다. 10개 중 9개의 

단어가 모두 연관어로 등장하였고 새로운 단어 “프로그램”이 

출현하였으나 구체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구체적 연관어로 판단되지 

않았다.  

⑨ topic 11 : 해당 토픽은 범죄에 대한 토픽이다. 10개 중 10개의 

단어가 모두 연관어로 등장하였다. “항소심”, “피고인” 등 단어가 

새로 등장하였다. 

⑩ topic 12 : 해당 토픽은 언론사의 뉴스 제보 요청에 대한 토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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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단어 중 5개가 연관어로 등장한다. 

LDA와는 중복되지 않은 4개의 토픽 중 타 단어 임베딩을 

적용한 LDA2VEC 모델과 공통적으로 등장한 토픽은 topic 5, topic 8, 

topic 14이다. 그 외 topic 6은 Word2Vec을 적용한 LDA2VEC 

모델에만 고유하게 등장하였다. topic 6의 경우 도박, 보이스피싱, 성매매 

알선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한 토픽으로 추정된다. 

타 LDA2VEC 모델과 중복되는 토픽인 topic 5는 학교 관련 이슈이며, 

topic 8은 성범죄 관련 토픽, topic 14는 일기 예보 관련 토픽이다. 

 

LDA2VEC(FastText) : FastText를 적용한 LDA2VEC 모델의 

경우 10개의 토픽이 LDA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DA와 중복된 

토픽 내 연관어의 비율은 9.5개이며 10개 중 7개의 토픽에서 구체적 

연관어가 등장하였다. LDA와 중복되는 토픽과 토픽 별 연관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6 

 

 

 

< 그림 13 : 조건 1 LDA2VEC(FastText) 결과물> 

① topic 1 : 해당 토픽은 메르스에 대한 토픽으로 10 개 단어 중 10 

개가 연관어이다. “질병관리본부”라는 구체적인 연관어가 등장하였다. 

② topic 2 : 해당 토픽은 상도 유치원에 대한 토픽이다. 10개의 단어 중 

10 개가 연관어이며 “상도”, “구청”등 구체적 연관어가 등장하였다. 

③ topic 4 : 해당 토픽은 사법 농단에 대한 토픽이다. 10 개 단어 중 10 

개가 연관어이며 “법원행정처”, “압수수색”등 구체적 연관어가 

등장하였다. 

④ topic 5 : 해당 토픽은 쌍용차 노조에 대한 토픽이다. 10개의 단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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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가 연관어이다. 쌍용차 자체도 구체적 연관어이지만 LDA에도 

등장한 단어이므로 제외하였으며 이외의 단어는 구체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구체적 연관어로 포함되지 않았다.  

⑤ topic 6 : 해당 토픽은 가족과 육아에 대한 토픽이다. 10개의 단어 중 

10 개의 단어가 연관어이며 “결혼”이라는 구체적 연관어가 

등장하였다. 

⑥ topic 8 : 해당 토픽은 각종 행사에 대한 토픽이다. 10개의 단어 중 

10개의 단어가 연관어이다. 

⑦ topic 9 : 해당 토픽은 부동산 관련 토픽으로 10개 단어 중 10개의 

단어가 모두 연관어로 등장하였다. “올해”, “지난해” 등 시기에 대한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으나 구체적 연관어 “부동산”이 등장하였다. 

⑧ topic 10 : 해당 토픽은 교육 지원에 대한 토픽이다. 10개 중 10개의 

단어가 모두 연관어로 등장하였으며 “수시”라는 구체적 연관어가 

등장하였다. 

⑨ topic 11 : 해당 토픽은 범죄에 대한 토픽이다. 10개 중 10개의 

단어가 모두 연관어로 등장하였다. “항소심”, “사이트”등 단어가 

새로 등장하였으며 범죄의 성격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트를 

구체적 연관어로 분류하였다.  

⑩ topic 12 : 해당 토픽은 언론사의 뉴스 제보 요청에 대한 토픽으로 

10개의 단어 중 5개의 단어가 연관어로 등장한다. 

LDA과는 겹치지 않은 4개의 토픽 중 타 단어 임베딩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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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2VEC 모델과 공통적으로 등장한 토픽은 topic 7, topic 13, topic 

14이다. 그 외 topic 3은 FastText를 적용한 LDA2VEC 모델에만 

고유하게 등장하였다. topic 3 의 경우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 법원 

개혁 등 사법부 이슈에 대한 토픽으로 추정된다. 타 LDA2VEC 모델과 

중복되는 토픽인 topic 7은 성범죄 관련 토픽, topic 13은 최근 각 

지역에서 진행하는 청년 지원 사업 관련 토픽이며 topic 14는 일기 예보 

관련 토픽이다. 

 

LDA2VEC(SISG(jm)) : SISG(jm) 을 적용한 LDA2VEC 

모델의 경우 LDA와 유사한 토픽이 11 개로 나타나 LDA2VEC 모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LDA와 중복된 토픽 내 연관어의 비율은 

9.27개이며 11개 중 9개의 토픽에서 구체적 연관어가 등장하였다. 

LDA와 겹치는 토픽 별 연관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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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조건 1 LDA2VEC(SISG(jm) 결과물>  

① topic 1 : 해당 토픽은 메르스에 대한 토픽으로 10 개 단어 중 10 

개가 연관어이다. “질병관리본부”라는 구체적인 연관어가 등장하였다. 

② topic 2 : 해당 토픽은 상도 유치원에 대한 토픽이다. 10 개의 단어 

중 10 개가 연관어이며 “상도”, “구청”등 구체적 연관어가 

등장하였다. 

③ topic 3 : 해당 토픽은 교통 사고에 대한 토픽이다. 10 개 단어 중 10 

개가 연관어이며 “연휴”, “운행”등 구체적 연관어가 등장하였다. 

④ topic 4 : 해당 토픽은 사법 농단에 대한 토픽이다. 10개 단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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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가 연관어이며 “법원행정처”, “압수수색”등 구체적 연관어가 

등장하였다. 

⑤ topic 5 : 쌍용차 노조에 대한 토픽이다. 10개의 단어 중 10 개의 

연관어가 등장하였으여 “위원장” 등 관련된 새로운 단어가 

출현하였으나 구체적 연관어로 판단되지 않았다.  

⑥ topic 6 : 해당 토픽은 가족과 육아에 대한 토픽이다. 10개의 단어 중 

10 개의 단어가 연관어이며 “결혼”이라는 구체적 연관어가 

등장하였다. 

⑦ topic 7 : 남북 관계에 대한 토픽이다. 10개의 단어 중 6개의 단어가 

연관어이며 “정상회담”이라는 구체적 연관어가 등장하였다. 그 외 

4개의 단어는 날씨 기사에 대한 토픽으로 추정된다. 

⑧ topic 8 : 각종 행사에 대한 토픽이다. 10개의 단어 중 8개의 단어가 

연관어이며 2개의 단어는 광주 동물원 퓨마 탈출에 대한 토픽으로 

추정된다. 

⑨ topic 9 :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토픽이다. 10개의 단어 중 10개의 

단어가 연관어이며 “부동산”, “그린벨트”등 구체적 연관어가 

등장하였다. 

⑩ topic 10 : 교육 지원에 대한 토픽이다. 10개의 단어 중 10개의 

단어가 연관어이다. “교육부”라는 구체적 연관어가 등장하였다. 

⑪ topic 11 : 범죄에 대한 토픽이다. 10개의 단어 중 9개의 단어가 

연관어이다. 9월 범죄 관련 뉴스는 배우 구하라의 남자친구 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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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언급이 많아 “남자친구”를 구체적 

연관어로 판단할 수 있다. 

LDA와는 겹치지 않은 3개의 토픽 중 타 단어 임베딩을 적용한 

LDA2VEC 모델과 공통적으로 등장한 토픽은 topic 13, topic 14이다. 

그 외 topic 12는 SISG(jm) 을 적용한 LDA2VEC 모델에만 고유하게 

등장하였다. topic 12의 경우 다양한 기업과 지역에서 진행한 에너지 

연구 관련 토픽으로 추정된다. 타 LDA2VEC 모델과 중복되는 토픽인 

topic 13은 최근 각 지역에서 진행하는 청년 지원 사업 관련 토픽이며 

topic 14는 일기 예보 관련 토픽이다.  

 

결론 조건 1의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3 가지 세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① LDAVEC 모델은 LDA의 주제 분류 경향성을 전반적으로 유지한다.  

LDA 모델의 14 개 토픽 중 12 개의 토픽이 LDA2VEC 모델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제를 분류하는 경향성은 LDA와 

LDA2VEC 모델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적용한 단어 

임베딩의 종류에 따라서 LDA2VEC 모델 중 가장 LDA와 중복 토픽이 

많은 모델은 SISG(jm) 을 적용한 모델이다. 하지만 기상 예보에 대한 

토픽 (topic 14) 은 모든 LDA2VEC 모델에서는 등장하였으나 

LDA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② LDA2VEC은 LDA에 비해 토픽 내에서 구체적인 연관어를 도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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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인다. 

메르스 관련 토픽(topic 1)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상도 유치원 붕괴 

관련 토픽 (topic 2) 에서는 지명인 “상도”, 부동산 토픽 (topic 8) 

에서는 “그린벨트” 등 LDA2VEC은 LDA에 비해서 해당 토픽과 깊게 

연관된 키워드를 도출하는 경향을 보인다. 

③ 단어 임베딩의 성능은 LDA2VEC 모델에 영향을 미친다. 

LDA 모델과의 유사도를 기본으로 LDA2VEC 모델의 성능을 3가지 

항목으로 비교할 경우, 임베딩의 성능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3).  LDA와 중첩되는 토픽의 수와 구체적 연관어가 

등장한 토픽의 수가 가장 많은 모델은 SISG(jm) 을 적용한 모델이다.  

토픽 내 연관어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은 FastText를 적용한 모델이다.  

 

Type LDA중복 구체적 연관어 토픽 연관어 빈도(평균) 

Glove 9 5 8.44 

Word2Vec 10 6 8.5 

FastText 10 7 9.5 

SISG(jm) 11 9 9.27 

 

< 표 3: 임베딩 별 성능 비교 > 

 

 

3.2.2 조건 2 : 1,000건 미만의 데이터가 주어지는 경우 

데이터 해당 조건에서는 분량이 비교적 적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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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LDA의 경우 1,000건 미만의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좋지 

않다(Qiang etal., 2017). 1,000 건 미만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의 네이버 사회 

일반면 온라인 기사를 Python BeautifulSoup 패키지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 이후 부호, 언론사명 등 불용어를 제거한 뒤 기사 내 

각 문장의 명사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명사 추출에는 konlpy의 Kkma 

pos tagger을 사용하였다. ⑪  이후 추출된 단어가 100 단어 이상인 

경우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분석 정확도를 위하여 1번만 

등장한 단어와 2,000번 이상 등장한 단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929건으로 총 35,128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데이터에 포함된 단어 수의 평균은 200.33이며 

편차는 84.71이다. 가장 짧은 데이터는 102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긴 데이터는 828개의 단어를 포함한다. 

실험내용 앞서 조건 1과 마찬가지로 Coherence 점수를 

계산하여 최적의 결과물인 12를 파라미터로 갖는 LDA와 LDA2VEC 

모델을 구성하였다. 모델 적합을 위한 Epoch와 LDA2VEC 문맥창의 

크기도 조건 1과 동일하게 각각 160, 5로 설정하였다.   

실험결과 해당 조건의 경우 LDA 모델이 잘 작동하지 않는 

여건이기 때문에 위의 조건 1과는 달리 기준 모델 없이 타 모델과 

결과물이 중복되는 수준과 각 토픽 내 단어들의 연관도에 초점을 맞춰 

                                                                                        
⑪ https://konlpy-ko.readthedocs.io/ko/v0.4.3/morph/comparison-between-pos-
tagging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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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건 1과 마찬가지로 직관적평가를 위해 각 

모델의 단어들은 상위 10개 내에서 재정렬하였다. 또한 모델 별 토픽을 

비교하여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픽은 동일한 열에 위치하도록 

정렬하였다. 해당 경우는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함께 언급된 빈도가 1번 

이상인 경우로 연관어를 판단하였다. 모델 별 토픽은 다른 모델과 

중복되지 않으면 붉은색으로, 다른 모델과 중복되는 경우는 초록색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해당 조건의 경우 연관어가 5개를 넘지 않아 토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는 짙은 회색으로 표시하였으며, 

연관어로 판단이 되지 않는 단어는 옅은 회색으로 표시하였다.  

 

LDA : LDA 모델의 경우 타 모델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픽이 12개 중 7개이며 이 중 토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토픽 내 단어도 모두 연관있는 단어가 등장하였으며 “이번”,“경우” 

등 중립적인 단어가 다수 출현 한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터 실사 및  

수집 기간 내 이슈를 고려하여 각 토픽을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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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 조건 2 LDA 결과물 > 

① topic 1 : 해당 토픽은 국민 은행 채용 비리에 대한 토픽이다. 최근 

연루자들의 형량이 선고되어 “집행유예”, “벌금”등 형에 대한 

연관어가 출현하였다. 

② topic 2 : 해당 토픽은 사립 유치원 비리 관련 토픽이다. 교육청의 

감사 및 운영 비리에 대한 연관어가 출현하였다. 

③ topic 3 : 해당 토픽은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된 토픽이다. 해당 기간 

내 도시 재생 사업은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언급되어 

연관어의 포괄 범위가 비교적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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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topic 4 : 각 지역 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토픽이다. 

⑤ topic 5 : 해당 토픽은 강서구 살인 사건에 대한 토픽이다. 해당 

기간에 강서구에서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손님이 살해한 사건과 

부인을 아파트 주차장에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⑥ topic 6 : 해당 토픽은 교통 상황에 대한 토픽이다. 음주 운전 단속, 

정체, 도로 상황 등에 대한 다양한 뉴스들을 포괄하는 토픽으로 

추정된다. 

⑦ topic 7 : 해당 토픽은 시민 사회 활동에 대한 토픽으로 추정된다. 

토픽 내 포함된 단어들이 모두 함께 등장하는 정도가 잦아 연관어로 

분류할 수 있지만, topic 6과 마찬가지로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넓은 범위에서 위원회,단체 등이 정부와 

소통하는 상황에 대한 토픽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⑧ topic 8 : 해당 토픽은 한국 사회의 상황에 대한 토픽으로 추정된다. 

topic 6,7과 마찬가지로 사건을 특정할 단어는 없지만 포함된 단어들은 

모두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국내 상황, 사건 등에 대한 뉴스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 들이기에 위와 같이 추정하였다. 

⑨ topic 9 : 해당 토픽은 범죄 사건 사고에 대한 토픽이다. 등장한 

단어는 모두 사법과 관련된 일반적인 단어로 특정 사건이나 이슈를 

추정할 수 있는 키워드가 없어 범죄 사건 일반으로 토픽을 추정하였다. 

⑩ topic 10 : 해당 토픽은 명예 훼손 사건에 대한 토픽이다. 해당 

기간에는 백남기의 딸과 장자연 등 다양한 명예 훼손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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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특정할 키워드는 없어 명예 훼손 사건 전반에 대한 토픽임을 알 

수 있다. 

⑪ topic 11 : 해당 토픽은 정책 관련 논의에 대한 토픽이다. 특정 정책 

논의로 판단할 키워드는 없고 토픽 내 연관어들은 정책과 관련된 

뉴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따라서 넓은 범위에서 정책 

관련 논의에 대한 토픽으로 추정하였다. 

⑫ topic 12 : 해당 토픽은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이하 남함페) 및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이하 당당위) 의 성추행 

사건 판결에 대한 맞불 시위 관련 주제로 추정된다. 

“남함페”,“성추행”,“증거” 등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다양한 

연관어가 출현하였다.통하는 상황에 대한 토픽으로 추정할 수 있다.  

 

LDA2VEC(Glove) : Glove를 적용한 LDA2VEC 모델의 경우 타 

모델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픽이 12개 중 8개이다. 토픽 내에서 

연관이 없는 단어가 일부 등장하였다. 각 토픽의 주제 및 연관어 비율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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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 조건 2 LDA2VEC(Glove) 결과물 > 

① topic 1 : 해당 토픽은 각종 사업회에 대한 토픽으로 추정된다. 해당 

기간에는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무후광복군기념 사업회 등 주로 

역사적 사건을 기리는 다양한 사업회 행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추도사”,“노래”,“여사”, “리본”등을 연관어로 판단하였다. 

10개의 단어 중 10개 모두 연관어이다. 

② topic 2 : 해당 토픽은 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토픽이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현황 보다 비리로 인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관련된 연관어가 주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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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topic 3 : 해당 토픽은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토픽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시 재생 사업은 포괄하는 범위가 넓고 해당 단어들은 

모두 연관어로 판단하였다. 

④ topic 4 : 해당 토픽은 남북 관계에 대한 토픽이다. 해당 기간에는 

군사 합의서가 주요 이슈로 떠올라 “긴장완화”,“임시조치”등의 

단어가 남북 관계에 대한 뉴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10개의 단어가 

모두 연관어로 판단된다. 

⑤ topic 5 : 해당 토픽은 촛불 2주년 집회에 대한 토픽이다. 화두인 

적폐 청상을 비롯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에 대한 요구, 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뉴스들을 포괄하는 

토픽으로 추정된다. 10개의 단어 중 10개 모두 관련이 있다. 

⑥ topic 6 : 해당 토픽은 사법 농단에 대한 토픽이다.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다양한 연관어가 출현하였으며 10개의 단어 모두 관련이 있다. 

⑦ topic 7 : 해당 토픽은 사이판 태풍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 결항에 

대한 토픽 이다. 직관적으로는 연관 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운 “전봇대”, 

“ 환갑 ”, “우유”등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묘사하는 뉴스에서 

언급되어 연관어로 분류하였다. 10개의 단어 중 7개의 단어가 관련이 

있다. 

⑧ topic 8 : 해당 토픽은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토픽이다. 해당 기간내 기업인의 다양한 탈루 의혹이 있었지만 

“공항”, “이착륙”,“활주로”등의 연관어를 통해 항공사를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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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그룹 조양호 회장의 탈루에 대한 토픽임을 추측할 수 있다. 10개의 

단어 중 10개의 단어가 관련이 있다. 

⑨ topic 9 : 해당 토픽은 사회 취약 계층의 일자리 지원에 대한 

토픽이다. “중증장애인”, “홀몸”등 취약 계층에 대한 연관어와 

“테이블”,“동지회”취약 계층 지원 사업체의 이름에서 등장한 연관어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10개의 단어가 모두 관련이 있다. 

⑩ topic 10 : 해당 토픽은 명예 훼손 사건에 대한 토픽이다. 대부분의 

연관어가 사법부에 관련되어 있어 사법 농단 관련 토픽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해당 모델에서는 보다 확실하게 사법 농단 관련 

토픽임을 추정할 수 있는 토픽 (topic 6) 이 있어 명예 훼손과 관련된 

토픽으로 추정하였다. 10개 중 10개의 단어가 관련이 있다. 

⑪ topic 11 : 해당 토픽은 인테리어에 대한 토픽이다. 인테리어를 

제외한 연관어들 간의 관계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인테리어와 관련된 

다양한 뉴스를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소득”, “강남”, “불편”, “인식”의 경우 인테리어 견적 비교를 

통해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비교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한 뉴스에서 

함께 빈번히 언급되었으며, “통리”는 지명이며 “농사”, “파울”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인테리어에 대한 뉴스에서 언급되었다. 

“사의”인테리어 회사를 지칭하는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였으나, 데이터 

전처리 단에서 명사로 취급한 경우와 혼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연관어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10개의 단어 중 9개의 단어를 연관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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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다. 

⑫ topic 12 : 해당 토픽은 남함페와 당당위의 맞불 집회에 대한 

토픽이다. 10개 중 10개의 단어가 연관어이다. 

LDA2VEC(Word2Vec) : Word2Vec을 적용한 LDA2VEC 

모델의 경우 타 모델과 중복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토픽이 12개 중 

8개이며, 토픽 내에서 연관이 없는 단어가 일부 등장하였다. 각 토픽의 

주제 및 연관어 비율은 아래와 같다. 

 

 

< 그림 17 : 조건 2 LDA2VEC(Word2VEC) 결과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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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topic 1 : 해당 토픽은 국민 은행 채용 비리에 대한 토픽이다. 채용과 

관련된 단어들이 대부분 등장하였으며 언론에 밝혀진 연루자 중 

주도자가“오씨”이므로 해당 단어도 연관어로 판단된다. 따라서 

10개의 단어 중 10개의 단어가 연관어로 판단된다. 

② topic 2 : 해당 토픽은 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토픽이다. 

“선수”의 경우 데이터 내에서 연관된 경우가 없어 제외하였다. 10개의 

단어 중 9개의 단어가 연관어로 판단된다. 

③ topic 3 : 해당 토픽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토픽이다. 기본적으로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토픽이기에 다른 단어들은 해당이 되지만 

“상사” ,“연애”, “소문”의 경우 데이터 내에서는 연관되는 뉴스가 

없어 나타나 제외하였다. 따라서 10 개의 단어 중 7개의 단어가 

연관어로 판단된다. 

④ topic 4 : 해당 토픽은 남북 관계에 대한 토픽이다.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단어가 연관어로 나타나 10개의 단어 중 9개의 단어가 

연관어로 판단된다. 

⑤ topic 5 : 해당 토픽은 강서구 살인사건에 대한 토픽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해당 기간 내 강서구에서는 두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언론에 회자되었고, 연관어들은 모두 두 건의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 

⑥ topic 6 : 해당 토픽은 사법 농단에 대한 토픽이다. 사법 농단과 

관련이 있는인물 및 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연관어가 등장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10개의 단어 중 10개 모두 연관어로 판단된다. 



 

53 

 

⑦ topic 7 : 해당 토픽은 디지털 패권 경쟁에 대한 토픽이다. 최근 4차 

혁명의 부상으로 인해 각국의 디지털 패권 경쟁에 대해 언론에 회자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댁”의 경우는 연관되는 뉴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였다. 따라서 10개의 단어 중 9개의 단어가 

연관어로 판단된다. 

⑧ topic 8 : 해당 토픽은 사법 농단에 대한 또다른 토픽이다. 

“직권남용죄”와 “사법행정권”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는 해당 데이터 

내에서 사법 농단에 대한 뉴스만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topic 4의 

연관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관련된 뉴스에, topic 8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과 관련된 뉴스가 주로 등장하는 경향을 보여 

사법 농단 내에서 서로 다른 토픽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관어는 10개 중 10개이다. 

⑨ topic 9 : 해당 토픽은 국토교통부의 방향성에 대한 토픽이다. 해당 

기간 내 남북 접경 지역 땅값 및 인구 분포 변화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방향에 대해 다루는 뉴스가 다수 등장하여 10개의 단어 중 10개의 

단어를 모두 연관어로 판단할 수 있다. 

⑩ topic 10 : 해당 토픽은 명예 훼손에 대한 토픽이다. 명예 훼손 

사건과 관련된 증거 및 사건 조사 기관명 (과거 진상 조사단)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연관어는 10개 중 10개로 판단하였다. 

⑪ topic 11 : 해당 토픽은 사법 유치원 비리에 대한 토픽이다. topic 2 

와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해당 토픽은 폐원에 관련된 이슈를 따로 분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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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된다. “조규문”은 연관이 없는 단어로 10개 중 9개의 

단어가 연관어로 판단된다. 

⑫ topic 12 : 해당 토픽은 남함페와 당당위의 맞불 집회에 대한 

토픽이다. “재준”은 데이터 내에서 연관되는 경우가 없어 제외하였다. 

10개 중 9개의 단어가 연관어이다. 

 

LDA2VEC(FastText) : FastText를 적용한 LDA2VEC 모델의 

경우 타 모델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픽이 12개 중 7개 이다. 

토픽 내에서 연관 없는 단어가 일부 등장하였으며 각 토픽 별 주제 및 

연관어 비율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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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 : 조건 2 LDA2VEC(FastText) > 

 

① topic 1 : 해당 토픽은 음주운전에 대한 토픽이다. 연관어 모두 

직관적으로 음주운전과 관련있는 단어가 등장하여 10개 중 10개가 

연관어로 판단하였다. 

② topic 2 : 해당 토픽은 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토픽이다. 데이터 

내에는 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다양한 기사 내용 (원비, 통장 횡령, 

단란 주점 사용, 용역계약 후 과도한 임금 지급 등) 이 포함되어 있어  

“상표”를 제외한 9개의 단어는 모두 연관어로 판단할 수 있다. 

③ topic 3 : 해당 토픽은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토픽이다. 앞선 

언급하였듯이 도시 재생 사업은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데 따라서 각 도시 

사업의 키워드가 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10개의 단어 모두 연관어로 

판단할 수 있다. 

④ topic 4 : 해당 토픽은 남북 관계에 대한 토픽이다. 데이터 내 포함된 

6.15 공동선언과 남북 경제 협력 등에 관련된 단어 (“자동차”, 

“모터스”)와 보수 단체의 우려 표명에 관련된 단어 (“사주”, 

“가담자”)들이 등장하였다. 10개의 단어 중 10개의 단어 연관어이다. 

⑤ topic 5 : 해당 토픽은 건설 업계 불황 극복을 위한 노력에 대한 

토픽이다. 토픽 내 단어들은 수집된 데이터 내에는 업계 협업을 통한 

해외 사업 수주 및 벤치마킹 노력 등에 대한 뉴스에 포함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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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중 10개의 단어가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⑥ topic 6 : 해당 토픽은 사법 농단에 대한 토픽이다. 10개 중 10개의 

단어가 모두 연관이 있는 단어로 판단된다. 

⑦ topic 7 : 해당 토픽은 사이판 태풍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 결항에 

대한 토픽이다. 10개의 단어 중 10개의 단어가 연관어로 판단되었다. 

⑧ topic 8 : 해당 토픽은 범죄 사건 사고에 대한 토픽이다. 등장한 

단어는 모두 사법과 관련된 일반적인 단어로 특정 사건이나 이슈를 

추정할 수 있는 키워드가 없어 범죄 사건 일반으로 토픽을 추정하였다. 

⑨ topic 9 : 해당 토픽은 간담회 주제에 대한 토픽으로 추정하였다. 

데이터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개의 

단어 중 10개의 단어가 연관어로 판단되었다. 

⑩ topic 10 : 해당 토픽은 명예 훼손에 대한 토픽이다. 대부분이 

연관어이며 관련된 특정인을 지칭하는 단어 (“장씨”)가 등장하였다. 

10 개 단어 중 10 개가 연관어이다. 

⑪ topic 11 : 해당 토픽은 정책 관련 논의에 대한 토픽이다. 데이터 

내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제도 개선 관련 강연회와 지자체의 고민 관련 

뉴스에 대한 토픽으로 추정된다. “조규문”은 연관있는 데이터가 없어 

제외하였다. 10 개의 단어 중 9 개의 단어가 연관어이다. 

⑫ topic 12 : 해당 토픽은 안전 사고에 대한 토픽이다. 건축 현장, 병원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 사고를 다룬 뉴스에 대한 토픽으로 10개의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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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연관어이다. 

 

LDA2VEC(SISG(jm)) : SISG(jm)을 적용한 LDA2VEC 모델의 

경우 타 모델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픽이 12개 중 6개이다. 또한 

해당 모델에서는 연관어가 5개를 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은 토픽이 2개 

등장하였다. 

 

 

< 그림 19: 조건 2 LDA2VEC(SISG(jm) 결과물 > 

① topic 1 : 해당 토픽은 가정 폭력에 대한 토픽이다. 10개의 단어 중 

10개가 모두 연관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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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opic 2 : 해당 토픽은 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토픽이다. 10개 단어 

중 10 개가 모두 연관어이다. 

③ topic 3 : 해당 토픽은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토픽이다. “뉴딜”의 

경우 도시 재생 사업명으로 포함되는 단어이므로 연관어로 판단하였다. 

10개 단어 중 10 개가 모두 연관어이다. 

④ topic 4 : 해당 토픽은 가을 나들이 정보에 대한 토픽이다. 10개 중 

6개의 단어가 연관어이며 “공사비”, “보상비”, “민관”, 

“활주로”는 연관어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⑤ topic 5 : 해당 토픽은 촛불 2주년 집회에 대한 토픽이다. 집회가 

열린 장소 및 관련된 연관어 8개가 등장하였다. “고속도로”와 

“주행”의 경우 “특별단속”, “음주운전”과도 연관이 있지만 집회에 

대한 뉴스에서도 언급되어 이를 2주년 집회 토픽으로 분류하였다. 10 

개의 단어 중 8 개가 연관어이다. 

⑥ topic 6 : 해당 토픽은 사법 농단에 대한 토픽이다. 관련 기관 및 

용어가 등장하여 단어 10개 중 10개를 연관어로 판단하였다. 

⑦ topic 7 해당 토픽은 사이판 태풍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 관련 

토픽이다. 10 개의 단어 중 10개가 연관어로 나타났다. 

⑧ topic 8 : 해당 토픽은 사법 농단에 대한 또다른 토픽이다. topic 6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기관등 전반적 내용에 대한 연관어가 등장하였고 

topic 8은 사법 농단의 연장 선상에서 파기환송심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초점을 맞춘 단어들이 등장하였다. 10개의 단어 중 10개 단어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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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어이다. 

⑨ topic 9 : 해당 토픽은 명예훼손에 대한 토픽이다. 다른 연관어는 

일반적인 범죄에도 해당되지만 “백씨”의 경우 백남기 유족의 명예 

훼손을 특정할 수 있는 키워드이므로 명예훼손 토픽으로 분류하였다. ” 

휴가” 의 경우 명예훼손 내용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이다. 연관어 10 

개 중 10 개가 연관어이다. 

⑩ topic 10 : 해당 토픽은 경찰청 관련 이슈에 대한 토픽이다. 수사 

결과 발표, 지자체와 협력, 자치 경찰 제도 운영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단어가 출현하였다. 10 개의 단어 중 10 개가 연관어이다. 

⑪ topic 11 : 해당 토픽은 데이터를 토대로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단어가 5 개 미만으로 나타나 토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이다. 포함된 

단어들은 모두 지명, 단체명, 인명 등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으로 5개 

이상의 단어에서는 연관을 찾을 수 없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토픽은 

“타이거즈”, “가드”, “투수”, “방출”을 통해 야구 관련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단어들은 데이터 내에서 야구와는 무관하여 

토픽을 이룰 수 없다. 

⑫ topic 12 : 해당 토픽은 데이터를 토대로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단어가 5 개 미만으로 나타나 토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이다. 포함된 

단어 중 일부는 토픽을 특정할 수 없는 수준의 단어들로 “이번”, 

“봤어도”, “누적”, “수준”이 있다. 이를 “파문”,“학부모” 

연관시킨다면 사립 유치원 비리로 추정할 수 있지만“장비”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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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연관시킨다면 완전히 다른 토픽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토픽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하였다. 

 

결론 조건 2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① 토픽 모델링 대상 데이터에 따라 적합한 유형의 단어 임베딩이 

달라진다.  

조건 1의 경우 SISG(jm) 을 적용하였을 때, LDA와 유사한 주제 

분류를 보이고 연관어 비율도 높아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건 2의 경우 SISG(jm)에서만 토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다른 단어 임베딩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았다. 반면, 조건 1에서 성능이 

좋지 않았던 Word2Vec이 조건 2에서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LDA보다 LDA2VEC 모델에서 보다 구체적인 연관어가 출현하는 

경향이 유지된다. 

조건 1에서 LDA2VEC은 토픽 내에서 출현하는 단어가 인명,지명 

등으로 LDA 보다 구체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데이터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조건 2에서도 유지되었다. LDA 모델에서도 조건 1 

보다 기관명, 지명 등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단어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서 각 모델 별 토픽의 출현 단어 경향을 서술한 내용을 

토대로 할 때, 전반적으로 LDA2VEC 모델에서 보다 잦은 빈도로 

구체적인 연관어가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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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LDA에 비해 LDA2VEC에서 주제의 구분이 명확하다. 

LDA 모델 중 구체적인 연관어가 등장하지 않은 토픽에서는 주제의 

범위가 넓어야 연관어들을 하나의 토픽으로 묶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LDA 모델의 topic 4는 경찰의 수사 발표 관련으로 명명하였는데, 사회 

면에 등장하는 뉴스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것은 강서구 살인사건, 사립 

유치원 비리 등 이슈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비해 비교적 주제의 

범위가 넓다. 하지만 LDA2VEC에서는 구체적인 연관어가 LDA 모델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각 토픽의 주제가 비교적 좁고, 

따라서 토픽 간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향을 보인다. 비교적 

주제의 구분이 뚜렷한 사회 면 뉴스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결과임을 

고려할 때, LDA2VEC에 적절한 단어 임베딩을 적용할 때 작은 

데이터에서 보다 효과적인 토픽 모델링이 가능할 것을 시사한다.  

  

3.3 토픽 모델링 성능 개선 방안 제안 

첫 번째 연구 문제의 조건 1과 조건 2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LDA2VEC 모델의 주제 분류는 LDA와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연관어가 

출현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또한 LDA2VEC 모델에서 사용하는 단어 

임베딩이 달라져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토픽과 토픽 내의 연관어가 

있었다. 이렇듯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토픽과 단어는 단어의 표현 방법이 

달라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출된다는 점에서 말뭉치의 핵심적인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LDA와 LDA2VEC 모델들의 결과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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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부분만을 취한다면 LDA 토픽 분류 방식의 전반적인 경향성은 

유지되지만, 토픽 내에서 보다 구체적인 연관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렇듯 모델 간 중복되는 정도를 

활용하여 결과물을 정제, 도출하는 과정을 기술하여 토픽 모델링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데이터 뉴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빅카인즈 ⑫ 를 활용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키워드 “페미니즘”이 포함된 기사 4,735 

건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빅카인즈의 기사 데이터는 기본적인 전처리를 

거쳐 문장 별 키워드를 추출한 형태로 제공된다. 따라서 형태소 분석 

등의 전처리는 불필요하였으나 파일럿 실험에서 “아이”와 

“아이들”처럼 명사의 복수형과 단수형이 토픽 내에 중복으로 포함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단수형이 있는 명사에 대해서만 “들”을 

제거하였다. 데이터 중 150 단어 이상으로 구성된 기사만들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정확도를 위해 1번 이상 또는 9000번 미만으로 출현한 

단어를 분석에서 제외하려고 하였으나, 1번 만 등장한 단어가 전체 토큰 

80,685개 중 약 절반인 38,315개로 나타나 1번 출현한 단어는 

9,000번 이상 나타난 단어는 제거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총 4,679건, 80,683 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사 한 건 당 평균 단어 수는 901.68이며 편차는 718.65 이다. 

실험내용 수집한 데이터의 Coherence 점수를 계산한 결과 최적 

                                                                                        
⑫ https://www.big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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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는 1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6 개의 주제를 갖도록 모델을 구성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으며, window size와 학습 Epoch는 이전 실험과 

동일하게 각각 5, 160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모델 간 중복되는 토픽을 

선별하고, 각 토픽 내 단어들이 중복되는 빈도를 기준으로 핵심 

키워드를 산출하였다. 2 개 이상의 모델에서 등장한 키워드는 핵심 

키워드로 분류하였다. 주제 별로 검토할 연관어의 수는 실험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임의로 15로 설정하였다. 핵심 

키워드외에도 각 토픽 내에서 가중치가 높은 단어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15개의 단어로 토픽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모든 토픽은 

적어도 2 개의 모델에서 등장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토픽을 취할 경우 최종 결과물은 기존의 LDA와 다른 토픽의 수를 갖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결과를 정제한 후에도 토픽이 

총 16개로 나타나 LDA와 그 수가 동일하였다. 각 토픽 벡터를 

정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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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 : 모델 간 일치 여부를 활용한 결과물 도출 예시 (1) > 

우선 위의 그림 20과 같이 모든 모델에서 출현한 토픽의 경우 

단순하게 연관어가 겹치는 정도만을 활용하여 결과물을 정제하였다. 

해당 그림은 topic 1을 정제하는 예시로 topic1 하위의 각 열은 LDA와 

각 단어 임베딩을 적용한 LDA2VEC 결과물을 의미한다. 단어 중 

파란색으로 표시된 단어들은 적어도 2 개의 모델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연관어이다. 이렇듯 중복이 된 연관어들은 가장 오른쪽 열인 topic 1 

열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나타난다. 이 때 중복된 단어는 총 14 개로,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한 연관어 수 15 개에 미달한다. 따라서 나머지 1 

개의 경우 중복되지 않은 단어 중에서 각 토픽 내에서 갖는 가중치가 

LDA Glove Word2Vec FastText SISG(jm)

워마드 워마드 워마드 워마드 워마드 워마드

커뮤니티 커뮤니티 커뮤니티 커뮤니티 커뮤니티 커뮤니티

사이트 사이트 사이트 사이트 사이트

메갈리아 메갈리아 메갈리아 메갈리아

성체 성체 성체 성체

훼손 훼손 훼손 훼손

논란 논란 논란 논란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천주교 천주교 천주교 천주교

한서희 한서희 한서희

혐오 혐오 혐오

시위 시위 시위

게시물 게시물 게시물

예수 예수 예수

남성 게임 경찰 미러링 경찰

일베 넥슨 수사 위키

topic 1
topi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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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단어를 취한다. topic 1의 경우 LDA2VEC(FastText)에서 

나타난 경찰이 토픽 내 가중치가 가장 높아 마지막 단어로 선택이 

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복되는 여부를 활용하여 각 토픽 연관어를 

정제하였으며, 동일한 토픽이 등장하지 않은 모델의 경우는 그림 21과 

같이 해당 모델 결과물을 제외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결과를 정제하였다. 

또한 LDA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LDA2VEC에서 나타난 토픽의 

경우도 그림 22와 같이 중복된 모델 만을 활용하여 결과물을 

정제하였다.  각 열에서 회색으로 표시가 된 단어들은 최종 결과물에 

선택이 된 단어이며, 표시가 없는 단어는 그렇지 않은 단어이다. 

선택되지 않은 단어들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낮은 가중치를 갖도록 

정렬되어 있으며, 토픽 내에서 가중치가 낮더라도 다른 모델과 중복이 

된 경우는 열의 윗 쪽에 나타나도록 정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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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 모델 간 일치 여부를 활용한 결과물 도출 예시 (2) > 

 

LDA Glove Word2Vec FastText SISG(jm)

미투 미투 미투 미투 미투

성폭력 성폭력 성폭력 성폭력 성폭력

폭로 폭로 폭로 폭로

운동 운동 운동 운동

피해 피해 피해 피해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여성 여성 여성

가해자 가해자 성범죄

성범죄 성범죄 가해자

성추행

캠페인 강간

사건 강간 성추행 반격 사건

가해 시바 캠페인

생각 고발 아웃백 가해

사회 백래시 반격

남성 팽크허스트

topic 2
topic 2



 

67 

 

 

< 그림 22 : 모델 간 일치 여부를 활용한 결과물 도출 예시 (3) > 

 

실험결과 이전의 실험에서 관찰되었던 경향이 해당 실험에서 

모두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LDA2VEC 모델은 해당 실험에서도 

LDA와 넓은 범위에서의 주제 분류 경향성은 비슷하지만, 토픽 내에서 

보다 구체적인 연관어가 빈번하게 출몰하며 따라서 토픽 간의 내용상 

차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을 활용하여 

모델 간 중복되는 단어와 토픽을 대조,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LDA에서는 총 16 개의 토픽 중 11 개의 토픽이 적어도 하나의 

LDA2VEC 모델과 중복되었다. 그리고 LDA2VEC 모델의 토픽 중 

적어도 2 개의 모델에서 등장한 토픽은 총 4 가지로 최종 결과물에서도 

LDA Glove Word2Vec FastText SISG(jm)

강남역 강남역 강남역 강남역

여성혐오 여성혐오 여성혐오

여성 여성 여성

운동 운동 운동

출구 출구

포스트잇 포스트잇

광장 광장

추모 페미니스트 남성 추모

시위 서울 살해 페미니스트

안전 후보 사건 남성

추산 신지예 피해자 살해

디자인 단어 범죄 서울

바비 시장 살인 사건

피해자

안전

final
topic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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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의 토픽을 보였다. 각 토픽의 연관어 도출 과정은 그림 20을 통해 

나타내었다. 예시처럼 각 모델의 동일한 토픽 내 단어 중 중복되는 

단어는 핵심 키워드로 분류하고, (그림 내 파란색으로 표시) 연관어 15 

개를 맞추기 위해 중복되지 않는 단어 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단어를 

포함시킨다. 그림 20의 경우는 핵심 키워드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 중 

“경찰”의 가중치가 다른 단어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15개의 연관어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한 최종 

결과물은 모델 일치도 결과물로 지칭하며 이를 LDA 결과물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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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LDA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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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LDA2VEC을 활용하여 튜닝한 분석 결과> 

 

LDA와 모델 일치도 결과가 중복된 토픽 : LDA와 모델 일치도 

결과가 중복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토픽은 11개 이다. 중복되는 토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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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각 토픽의 출현 단어와 경향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① topic 1 : 해당 토픽은 과격 성향의 페미니즘 사이트인 워마드와 

메갈리아에 대한 토픽이다. 해당 사이트는 성체 훼손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다. LDA 결과에서도 해당 토픽은 연관 있는 단어들로 

대부분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모델간의 일치도로 도출한 결과는 성체 

훼손 사건에 초점을 맞춘 연관어가 다수 등장하여 주제의 범위가 보다 

좁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② topic 2 : 해당 토픽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는 미투에 대한 

토픽이다. LDA 결과와 모델 일치도 결과 모두“미투”, “성폭력”, 

“피해”, “여성” 등의 주요 연관어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모델 

일치도 결과가 “폭로”, “성범죄”, “가해”, “성추행”등의 미투의 

성격과 관련이 깊은 연관어를 포함하는 반면 LDA 는 “여자”, 

“남자”, “존재”등 미투와 넓은 범위에서 연관이 있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③ topic 3 : 해당 토픽은 문단 내 성추행 논란에 대한 토픽이다. LDA와 

모델 일치도 결과 모두 주요 연관어를 포함하고 있지만 모델 일치도 

결과에서 인명, 기관 명 등의 구체적인 연관어가 보다 많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④ topic 4 : 해당 토픽은 페미니즘 소설에 대한 토픽이다. 페미니즘 

소설로 큰 반향을 일으킨 소설의 제목 등 주제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연관어들이 두 결과물 모두에서 나타나있고 모델 일치도 결과에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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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있는 회사명 “교보문고”, “예스24”등 이 등장하였다. 

⑤ topic 5 : 해당 토픽은 영화계에 대한 토픽이다. 모델 일치도 

결과에서 인명이 등장하였지만 (“엠마”, “왓슨”) 두 결과물 모두의 

연관어들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⑥ topic 6 : 해당 토픽은 교육 분야에 대한 토픽이다. 모델 일치도 

결과에서 LDA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청원”, “청와대”, “국민”, 

“답변”등이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고 LDA“한동대”, “징계” 등 

모델 일치도 결과에서 topic 12에 나타난 연관어들이 등장하여 주제가 

포괄하는 범위가 모델 일치도 결과보다 넓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⑦ topic 7 : 해당 토픽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토픽으로 

명명하였다. LDA 결과물에서는 등장하는 연관어들이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서 주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에는 모호한 경향을 보인다. 반면 

모델 일치도 결과에서는 “가부장”, “육아”, “며느리”등의 단어가 

등장하여 여성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다룬 주제임을 알 수 

있다. 

⑧ topic 8 : 해당 토픽은 페미니즘과 관련된 해외 이슈로 명명하였다. 

LDA 결과에서는 “경제”, “국가”, “정부”, “평등”등 주제를 

특정하기에 모호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모델 일치도 결과에서는 

페미니즘과 관련된 해외의 다양한 인명이 등장하여 해당 토픽의 주제를 

특정할 수 있다. 

⑨ topic 9 : 해당 토픽은 페미니즘 관련 예술 활동으로 명명하였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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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의 연관어는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모델 일치도 결과물에서 관련 

인명 (“윤석남”) 및 행사명 (“비엔날레”) 이 등장하였다. 

⑩ topic 10 : 해당 토픽은 페미니즘 SNS 이슈로 명명하였다. 최근 

유명인의 SNS 상에서 대화, 설전 또는 활동이 페미니즘과 연관지어 

논란이 되거나 회자된 사례가 많았다. 두 결과물 모두 구체적인 인명 및 

SNS 서비스명 등 구체적인 연관어가 등장하였으며 모델 일치도 

결과에서 구체적 연관어가 더 많은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⑪ topic 11 : 해당 토픽은 정치권과 페미니즘으로 명명하였다. 연관어를 

통해 LDA와 모델 일치도 결과물의 주제 범주가 다른 것을 관찰할 수 

있다. LDA 결과물은 보다 정부, 정책과 관련된 연관어가 다수 

등장하였지만 모델 일치도 결과의 경우 정당명 및 선거와 관련된 

연관어가 다수이다. 

 

LDA와 모델 일치도 결과가 중복되지 않은 토픽 : LDA와 모델 

일치도 결과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토픽은 총 5 개이다. 

토픽 별 출현 단어 경향성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토픽이 구분되는 

정도와 각 토픽 내 연관어의 타당도를 기준으로 경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LDA와 모델 일치도 두 결과물 모두 topic 12, topic 13, topic 

14, topic 15, topic 16 에서 토픽 내 연관어들이 중복되지 않게 나타나 

각 토픽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토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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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어 타당도의 경우 LDA 에서는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단어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topic 12의 

경우 대부분의 단어들이 음악에 관한 연관어 이다.( “힙합”, “요조”, 

“래퍼”, “음악”, “가사”, “노래”) 하지만 해당 토픽 내 

“아웃백”, “공공디자인”, “수학”, “사전”, “책방” 등 음악과는 

관련이 없는 연관어가 다수 출현하였다. 이렇듯 같은 주제로 분류할 수 

있는 연관어가 많지 않아 토픽들이 비교적 모호하게 나타나고 따라서 

주제 특정이 어렵다. 반면 모델 일치도 결과물에서는 각 주제 내에서 

관련이 있는 연관어들 및 구체적인 연관어가 대부분 출현하여 주제를 

특정할 수 있었다. topic 12는 대학가 내 페미니즘 논란, topic 13은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사건, topic 14 탈코르셋 이슈 topic 15는 

유명인의 페미니스트 논란 topic 16은 경제학 관련 등으로 쉽사리 

주제를 특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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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논의 

4.1 연구 요약 및 의의 

본 연구는 한국어 데이터에서의 효과적인 토픽 모델링을 위한 

단어 임베딩 활용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LDA와 단어 

임베딩을 모두 사용하여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는 LDA2VEC 모델과 

LDA 모델의 성능을 경험적으로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분석 데이터에 맞는 적절한 단어 임베딩을 활용한다면 

LDA2VEC 모델은 주제 분류에서는 LDA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연관어가 출현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주제의 내용에 대해 

보다 쉽게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임을 보였다. 단어 임베딩 

중에서는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었을 때는 SISG(jm) 단어 임베딩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Word2Vec 임베딩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실험 과정에서 관찰한 경향성을 토대로 LDA2VEC 모델과 

LDA 모델 모두를 활용하여 한국어 데이터에서 보다 정제된 토픽 모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LDA 결과물과 각 단어 

임베딩을 적용한 LDA2VEC 결과물을 대조, 빈도와 가중치를 기반으로 

토픽과 연관어를 재도출하여 LDA의 전반적인 경향성은 유지하면서 

토픽 내 연관어를 정제하여 보다 설명력 높은 결과물을 취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한국어에 맞는 토픽 모델링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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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처리가 매우 어려운 언어에 속한다. 따라서 한국어 텍스트에 

맞는 모델을 탐색하고 분석의 경향성을 기술하는 본 연구는 토픽 

모델링을 활용해 한국어 텍스트를 다루고자하는 다양한 학제적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연구 방법론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또한 단어 

임베딩과 토픽 모델링은 각자의 영역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 

지속적으로 연구 결과를 내고 있는 두 분야이다. 이러한 두 분야의 

접점에 있는 모델을 다룸으로서 본 연구는 토픽 모델링이 필요한 

연구자들에게 모델을 구성할 때의 선택지를 보다 넓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는 모델의 일치도를 활용하여 토픽 모델 결과물을 

정제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토픽 

모델링 결과물을 정제하는 것은 보다 나은 모델을 디자인하고 개발하여 

성취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바와 같이 모델 간의 일치도를 

활용하여 공신력 있는 결과물을 취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다. 

 

4.2 한계점 및 후속 연구 

토픽 모델은 비구조화 된 문서에서 주제를 추출하는 방법론이다. 

주제는 단어 집합의 형태로 제시되며 어떤 주제에서 특정 단어의 

중요도는 엄밀하게 계산하기 어렵다. 말뭉치 내 단어의 중요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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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기 위해 제시된 대부분의 방법은 단어의 동시 등장 빈도에 기반한 

방법으로 주제를 표현하는 언어가 동질적이거나 과하게 이질적일 때는 

실제 중요도를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토픽 모델링은 태생적으로 

정량적인 평가가 어렵고, 여기에서 파생된 모델도 마찬가지로 엄밀한 

수리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라는 데이터의 성격 상 인명, 지명 등 다른 주제와 

차별화되면서 주제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특정할 수 있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하였다. 하지만 데이터에 따라 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는 확장해서 적용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본 연구는 토픽 모델링에서 단어 임베딩의 성능에 따른 

결과물의 변화에 초 점을 맞추었기에 단어 임베딩을 토픽 모델에 적용한 

다양한 모델 중 LDA2VEC 모델만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중점적인 

연구 문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적합한 모델 한 가지만 사용하였지만, 

이는 최근 제안된 다양한 모델을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단어 임베딩을 토픽 모델에 적용하는 방법 및 전반적인 모델의 

설계에 따라 각 단어 임베딩의 성능 양상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모델을 

포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어 데이터 토픽 

모델링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LDA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인 주제의 수 K를 도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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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Coherence 점수로 최적화하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그 외의 

최적화 없이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파라미터를 활용하고 모든 모델에서 

이를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단어 임베딩도 

모두 300 차원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의 목표는 동일한 

환경에서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로 파라미터를 

고정하였지만, 최적화에 따른 성능의 차이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분석을 위해 모델을 활용할 때는 문맥 윈도우의 

크기, 단어 임베딩의 차원 조절, 학습 epoch 및 학습율, 형태소 분석기 

등을 데이터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표는 토픽 모델링 성능 개선을 위한 단어 임베딩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LDA2VEC 모델만을 활용하였다. 

LDA2VEC은 처음 제안될 당시 Word2Vec만을 활용하였고, 기존 

LDA에 비해 연산량은 많지만 유의미하게 개선된 결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Moody, 2016). 해당 모델에 다른 단어 임베딩을 

적용한 모델의 실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이는 모델 자체의 

성능이 아니라 단어 임베딩의 성능이 토픽 모델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모델을 한 가지만 

설정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 최근 제안된 다양한 모델을 활용한다면 

사용하는 토픽 모델에 따라 적합한 단어 임베딩에 대한 제안 또는 

정제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제언도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사의 데이터만을 다루었지만 추후 소셜 데이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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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어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LDA는 작은 데이터 외에 짧은 

데이터에서도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타 모델을 활용하여 짧은 

데이터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면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데이터부터 댓글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복수의 LDA2VEC 모델과 LDA 모델의 일치도를 

활용하여 기존의 LDA 결과를 정제하는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정제된 결과물에 기반한 문서 분류 등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결과를 정제하고 

이를 통합하는 과정을 추가한 보다 고도화된 모델을 실제로 개발한다면, 

이를 활용하여 모델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와 고성능의 모델을 

제안함으로서 연구자들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차원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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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ation on utilization of word embedding for 

topic modeling in Korean data  

 

Baek Sion 

Program in Cognitive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appropriate methodologies 

for topic modeling in Korean data.  Topic modeling is widely used in 

various research areas due to its capability in document clustering 

and topic extraction. Word embedding, on the other hand, is known 

for its effective representation of natural language and recent 

research in the field has developed language specific representations.  

LDA2VEC is an approach to exploit benefits of LDA and word 

embeddings by using context vector. This research qualitatively 

analyze the results of LDA2VEC models combined with 4 different 

types of word embeddings in comparison to LDA. Based on this 

qualitative analysis, the research suggests a method to fine-tune 

topic model results based on the agreement of different models and 

thus, provide an alternative of LDA. This method is expected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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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useful for researchers dealing with a text data without 

prior knowledge or a task requiring identification of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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