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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opic modeling was used to analyz 154 articles related to quantum mechanics
that had been uploaded on Phy.org, from January 2004 through May 2019. To do so, we created
a Document-Term-Matrix (DTM), and we analyzed the frequency and the engram in the arti-
cles. We performed topic modeling using the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Correlated Topic
Model(CTM), and Structural Topic Model (STM), and according to the likelihood estimates in the
LDA and the CTM models, the number of topics was assumed to be 10 while in the STM model,
the number of topics was assumed to be 30. Fir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using the LDA model,
we found that many documents were allocated to the topic, ‘quantum mechanic research’. In the
CTM model analysis, we found that the topics allocated to ‘quantum mechanic research’ in the
LDA model were classified in detail. In the STM model analysis, we were able to fi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sibility of manifestation based on the variables set through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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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토픽 모델링을 이용하여 2004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Phy.org에 올려진 양자역학 관련

기사 154건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DTM을 만들었으며, 기사에 나타난 단어들의 빈도수, 엔그램을

분석하였다. 토픽 모델링 분석은 LDA 모형과 CTM 모형, STM 모형을 통해 수행하였는데 가능도를

통한 추정에 따라 LDA 모형과 CTM 모형에서는 토픽의 수를 10개로 가정하였으며, STM 모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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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의 수를 30개로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LDA 모형분석 수행 결과 ‘quantum mechanic research’

토픽에 많은 문서가 할당되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CTM 모형분석에서는 LDA 모형에서 ‘quantum
mechanic research’에 할당되었던 문서의 토픽이 세부적으로 분류된 점을 확인하였다. STM 모형분석은

메타데이터를 통하여 변수로 설정한 것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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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세기에 등장한 양자역학은 그 개념이 탄생하고 발전을

이룩한 100여년 동안 다양한 연구 분야로의 분화를 거듭해

왔다. 최근에는 컴퓨터의 고성능화에 힘입어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양자정보이론의 연구가 급격하게 활성화되었으

며 양자 컴퓨팅, 양자암호, 양자통신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1]. 하지만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들만의 언어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일반인 및 학생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2].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중 매체들은 일반인들에게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 기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학자와 일반

대중들 사이의 접점 (meeting point)역할을 하여 정보 격

차의 간극을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2,3]. 실제로 양

자역학을 흥미 있는 주제로 재구성하여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연으로 접근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26], 우리 생활

속에서 양자역학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과학 다큐멘

터리를 통해 소개하고 있기도 하였다 [27]. 같은 맥락으로

최근 양자역학 관련 분야 기사들도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어 대중의 과학이해 측면에서 기여 하는 것 또

한 사실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매체들이 어떠한 주제와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지만, 기사로 범위를 한정하더라도 지금까지

양자역학 분야의 보도주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한편,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을 뜻하는 빅데이터는 적은

표본으로 큰 모집단을 예측하거나 추론하는 전형적인 통

계학을 따르지 않고 확보된 빅데이터로부터 의미를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빅데이터 속의 패턴 혹은 모형

을 찾아내기 위한 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 개발을 포함하

는 데이터베이스 속의 지식 발견 (knowledge-discovery in
databases)이라 할 수 있다 [4].

대용량의 텍스트 자료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텍

스트를 데이터, 즉 의미의 기본단위 집합 (a set of textual
features)으로 간주하고, 텍스트 데이터에 알고리즘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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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의미를 추정하는 통계적 기법들이 속속 개발되었다 [5,
6]. 대표적으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unstructured text
data)로부터 중요한 정보나 지식을 추출 해내는 [7]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 methods)의 방법을 이용한

토픽 모델링 (topic modeling)을 들 수 있다 [8] 특히, 2003
년 David Blei 연구팀에서 제시한 LDA 모형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9, 10], 그 외에 토픽 사이의 연관 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CTM 모형 [11]과 문서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STM 모형이 대표적이다 [12]. 하지

만 각 모형들이 최적화된 조건상에서 어떠한 성능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한 연구는 없었으며,

이는 많은 연구자들이 특정한 모형만을 사용하며 분석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지금까지 토픽 모델링으로 대

표되는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을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활용하는 분야는 사회과학 분야로 [13,14], 그동안 자연과학

분야에서 생산한 텍스트의 분석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기

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 폭발적인 텍스트 자료의 생산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분야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토픽 모델링의 여러 모형을 토대로 한

매체에서 보도되었던 양자역학 관련 기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수집한 문서를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한

후 이에 관한 기술 통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재

상용되고 있는 토픽 모델링의 여러 모형을 이용하여 문서를

분류하고 결과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수집

이 연구는 2004년 1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 보도된

양자역학 연구 관련 기사들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기

사의 출처는 Phy.org의 ‘Quantum Mechanincs’ 카테고리

에 포함되는 것 중 제목과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 양자역학 분야 실험 연구와 관련

있는 154개의 기사를 직접 다운받아 텍스트 자료로 전환하

여 연구에 이용하였다. Phy.org는 과학기술 전반을 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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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 소개하는 유명 온라인 매체로 세계 각국의 과학자,

공학자, 일반 대중 등 175만명이 구독하고 있다. 매일 100
여건의 주요 과학기술 뉴스를 보도하고 있으며, 주목할만한

연구성과나 파급력이 큰 기술 개발의 경우를 특집기사로

다루기도 한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보급도 상당

한 수준에 있어 페이스북 (facebook)의 양방향 소통 척도인

‘좋아요 (Like)’가 약 135만명, 또한 트위터 (twitter)의 팔

로우 수가 80만명에 이르고 약 11만개의 트윗을 보유하고

있다.

2. 자료의전처리과정

‘Quantum Mechanincs’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수집된 기

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 형태의 정보와 작성자 · 작

성 출처 등의 기본 정보, 그림과 사진 형태의 영상정보를

모두 제거하여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였다.

수집한 모든 텍스트 파일은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란

처리, 대 · 소문자 통일, 무의미한 숫자표현 제거, 문장부호

및 특수분자 제거, 어근의 동일화 처리 과정을 거쳤으며,

불용어 (stopword) 처리를 통하여 a, an, the와 같은 관사

와 first, second와 같은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 품사의 구

분이 잘못된 단어는 제거하였다. 사전 처리를 수행한 자

료는 R 프로그램의 tm, stringr 패키지를 이용하여 말뭉치

(Corpus) 구성을 위해 문서-단어행렬 DTM 만들었다. 그

후 분석에 의미 있는 6,168개의 단어를 추출하였다.

3. 토픽모델링

토픽 모델링을 위해 R 프로그램의 topicmodels 패키지

와 stm 패키지를 활용하여 LDA 모형과 CTM 모형, STM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비록 LDA 모형을

위시한 토픽 모델링이 현재 가장 쓰임새가 넓지만 최근 효

율적이고 다양한 맥락 조건을 추가한 모형들이 계속 개발

되고 있으며 CTM 모형과 STM 모형은 LDA 모형을 수정·
확장한 것이라 모형별 성능과 결과 도출을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수행되었다 [18]. 특히, 이 연구에서 분석

에 활용된 CTM 모형은 LDA 모형이 토픽 간의 상관관계

가 존재할 경우 모델링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CTM 모형이 실제 문서를 분석하는 데 더욱 유용하다는

선행연구 [22]에 따라 LDA 모형과의 비교를 위해 선택되

었다. 또한, 앞선 다른 모형들이 탐색적 기술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STM 모형은 문서의 메타데이터 정보가 문서 내

잠재된 특정 토픽의 발현 확률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Table 1. Analysis Programs Used.

Analysis Model package
Technical Statistic Analysis tm, stringr, ggplot2

Topicmodeling topicmodels, ggplot2, igraph
(LDA, CTM model)

Topicmodeling stm, ggplot2
(STM model)

테스트할 수 있어 [24,25] 보다 다른 관점에서 확증적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되었다.
LDA 모형은 베이지안 모형이므로 사후 확률의 근사

치를 주어진 자료로부터 반복적으로 추론하여 토픽을
추출하는데, R 프로그램에서는 variational expection-
maximization(VEM) 추정법과 붕괴된 기브스 표집 (col-
lapsed Gibbs sampling) 추정법을 제공한다 [15]. 이 연구
에서는 붕괴된 기브스 표집 기법을 사용하여 반복횟수를
1000으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토픽 모델링에서 문서는 많은 수의 토픽을 동시에 포함할
수 있고, 각 문서마다 포함된 토픽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
을 전제한다. 따라서, 전체 문서를 모았을 때 실제로 수많은
토픽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많은
수의 토픽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관련된 전문가들에 의
해 쉽게 이해되고 타당화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토픽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5,
16].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토픽의 수 결정을 위하여 가능
도 (likelihood)를 고려하였으며, 토픽의 수를 결정한 다음
모형별 비교를 위하여 CTM 모형과 STM 모형에 그 수를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의 시각화는 ggplot2 패
키지의 ggplot() 함수와 geom_bar() 함수를 이용하여 시
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Table 1은 이 연구를 위해
사용한 R 프로그램 주요 패키지를 정리한 표이다.

III. 연구결과

1. 양자역학기사에관한기술통계적분석

텍스트 분석을 진행할 때, DTM 혹은 TDM을 구성하면
어렵지 않게 분석을 진행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수행
한 2004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수집한 양자역학 기사
154개의 문서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 20개를 나열
한 것은 Table 2와 같다. 대부분 양자역학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을 담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 ‘Quantum’이 가장 많았으며 총 빈도 1,992번에 전체
3.6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Mechanics’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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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quency by words.

Rank Word Frequency cumulative number ratio
1 quantum 1992 1992 3.64
2 mechanics 596 2588 4.74
3 research 483 3071 5.62
4 state 465 3536 6.47
5 physics 421 3957 7.24
6 atom 409 4366 7.99
7 computing 405 4771 8.73
8 measure 387 5158 9.44
9 electron 371 5529 10.12
10 particle 343 5872 10.75
11 system 342 6214 11.38
12 time 321 6535 11.97
13 experience 309 6844 12.53
14 universe 290 7134 13.06
15 photon 278 7412 13.57
16 light 250 7662 14.03
17 theory 250 7912 14.49
18 work 242 8514 14.93
19 scientist 224 8378 15.34
20 inform 223 8601 15.75

Fig. 1. Number of words cumulative frequency.

번째로 많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596번에 전체 1.1%의 비율

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computing’이나 ‘system’과 같은

‘quantum computing’과 관련된 단어도 상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최신 연구 동향 및 양자역학 관련 기사의

관심사를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전체 단어의 0.3%에 해당하는 20개의 단어의 전체 빈도수

누적 비율이 15,75% 라는 점이며 이를 z. 1에 그래프로

자세히 나타내었다.

Figure 1을 살펴보면 전체 단어의 10%에 해당하는 것이

누적 비율 64%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곧,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양자역학 기사를 작성할 때 소수의 단어가 중

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각 기사의 특성에 맞는 단어가 선택

Table 3. Frequency by 2-gram.

Rank Word Frequency
1 quantum mechanics 451
2 quantum computing 221
3 quantum information 85
4 quantum state 85
5 quantum physics 74
6 quantum system 60
7 magnet field 57
8 wave function 39
9 black hole 38
10 quantum theory 37

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엔그램은 통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속단어 배열

을 의미하는데 알파벳 n은 숫자를 나타내고 gram은 연속

단어를 의미한다. 엔그램 분석법은 단어조합 패턴을 분석

하여 주요 관심사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인데 [17], Table 3
은 2-gram과 빈도수를 나타낸 것이다.

2. 양자역학기사에관한토픽모델링

LDA 모형을 활용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토픽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분석대상이 되는 텍스

트에 내재된 토픽의 수가 과연 몇 개인지에 대하여 토픽모형

으로는 어떠한 확답을 얻을 수 없다 [18]. Ponweiser [19]는
복잡도를 고려한 로그 가능도 (log likelihood)를 구한 이

후에 그 값들의 최빈값을 통한 조화평균(harmonic mean)
으로 LDA의 토픽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우선

연구자도 Ponweiser [19]의 제안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여

Fig. 2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27개의 토픽이

가장 적절한 값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자는 조화평균

그래프의 모양이 토픽 수 10개를 기점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점과 토픽의 수를 결정하는 데에 연구자 자신의

판단과 분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17] 반영하여

적절한 토픽의 수를 찾기 위한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개 전후의 토픽의 수를 적용할 때와 27개의 토픽의

수를 적용할 때 분류의 타당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

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수행한 LDA 모형분

석의 토픽 수는 10개로 가정하고 진행하였으며, CTM 모형

역시 로그 가능도를 고려할 때, 유사한 결과값이 도출되어

토픽 수를 LDA 모형과 같게 설정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토픽 모델링을 적용한 결과는 단어들의 집합만을 제공하

므로 토픽명은 단어들이 갖는 의미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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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umber of topics in LDA.

연구자들이 부여한 것이다 [15,20,21]. Table 4는 양자역학

기사 154건의 LDA 모형 분석결과 토픽에 나타날 확률이

높은 단어 10개를 순서대로 제시한 결과이다.

토픽 1은 ‘quantum mechanic research’로 토픽 명을 정

하였는데, 포함된 단어를 살펴보면 ‘quantum’, ‘mechanic’,
‘research’, ‘measure’, ‘work’, ‘result’와 같이 양자역학 및

과학 연구 전반에서 흔히 쓰이는 일반적인 단어들로 구성되

어 있다. 토픽 2은 ‘qubit’,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protocol’, ‘security’ ‘superposition’와 같이

양자를 활용한 정보 통신 기술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대부분이어서, ‘quantum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로 토픽 명을 정하였다. 토픽 3의 토픽 명

은 ‘wave–particle duality’로 정하였는데, 주로 파동과 입

자의 이중성에 관련된 단어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토픽 4는 ‘atom structure’ 이고 토픽 5의 토픽 명은

‘quantum computing’인데,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단

어를 반영한 것이다. 그 외 선정한 토픽 명은 포함된 단어

를 고려하여 ‘spin-orbit interaction’, ‘quantum tunneling’,

‘quantum theory of time’, ‘blackhole theory’, ‘quantum
biology’로 정하였다.

Figure 3은 추출된 10개의 토픽에 대한 Intertopic Dis-
tance Map(IDM)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모든 토픽들

이 2차원 평면상에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일부 토픽이 중복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토픽 2와 토픽 5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나 단순한 키워드의 중복으로 확

인되었으며, 그 의미를 분석한 결과 ‘quantum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와‘quantum computing’ 관

련 내용으로 명확하게 구별되었다. 하지만 이는 두 개의

토픽이 상당한 개념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분석한 기사

에서도 내용적인 측면이 꽤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픽 8과 토픽 9는 각각 양자역학에서 시간에 관련된 이

Fig. 3. (Color online) Intertopic Distance Map(IDM)
created by 10 topics.

론과 블랙홀에 관련된 개념을 나타내는 토픽으로 이 역시

일정 부분 내용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었다.

Figure 4은 추출된 10개의 토픽별로 해당 시기 전체 문

서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분석결과 양자역학의 전반적인

연구와 관련된 ‘quantum mechanic research’ 토픽이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그 연구성과를 보여주는 잠재적인 기사가 가장 많음을 뜻

하며 또, LDA 모형의 확률론적인 추정법으로 인하여 연

구 내용 및 연구성과에 대한 기사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분류하여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quantum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와 ‘quantum computing’으로 분류되는 기사의 수가 2017
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 이 두 분야는 앞선 IDM 분석

에서도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술의 발전 역시

함께 상승하는 것을 기사 수의 증가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CTM 모형은 LDA 모형의 변형된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단어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모형이어서 실제 문서 분석에

더 유용하게 활용된다. 하지만 계산시간이 오래 걸리며 토

픽의 변동 모수(variational parameter) 분포에 대한 업데이

트에서 기울기 기반 최적화 (gradient based optimization)
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2]. LDA
모형과 동일한 10개의 토픽을 가진다고 설정하고 토픽별

단어를 분류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CTM 모형의 토픽 모델링 결과 LDA 모형과 같은 토

픽 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7개가 나왔다. 반면에 나머

지 3개는 LDA 모형에서 사용했던 토픽 명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그중에서 토픽 3인 ‘particle theory’와 토픽 8
인 ‘quantum optics’는 LDA 모형에서 다른 기사의 범주

로 분류되어 확인할 수 없었던 토픽 주제라고 판단된다.

나머지 1개는 토픽 2인 ‘quantum computing and quan-
tum information communication’으로 LDA 모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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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opic name and words included in LDA.

Topic name Words
1 quantum mechanic research quantum, mechanic, research, measure, physics, state, work, system, universe, result

2 quantum information quantum, qubit, information, communic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entanglement, network, protocol, security, entanglement, superposition

3 wave–particle duality wave, theory, duality, photon, particle, interpretation, einstein, paradox, photon, world
4 atom structure atom, electron, structure, laser, state, beam, excit, optics, crystal, vibrate
5 quantum computing computing, quantum, qubit, technology, entanglement, simulation, bit, system, dot, key
6 spin-orbit interaction magnetic, field, electron, atom, material, spin, temperature, orbit, structure, interaction
7 quantum tunneling tunneling, quantum, atom, nucleus, light, scientist, layer, development, process, lamp
8 quantum theory of time time, effect, quantum, universe, nature, method, image, violation, observe, reverse
9 blackhole theory neutrino, blackhole, supernova, energy, detector, star, particle, causal system, event, information
10 quantum biology molecule, electron, protein, biology, coherence, organ, energy, structure, microtubule, vibrate

Table 5. Topic name and words included in CTM .

Topic name Words
1 spin-orbit interaction electron, material, spin, magnetic, work, state, field, structure, quantum, atom

2 quantum computing and quantum quantum, computing, information, qubit, state, system,
information communication communication, entanglement, mechanic, research

3 particle theory quantum, particle, entanglement, interact, set, physics, theory, universe, electron, state
4 wave–particle duality quantum, wave, duality, particle, theory, time, universe, research, interact, world
5 atom structure atom, mechanic, state, photon, electron, orbit, measure, energy, physics, particle
6 quantum mechanic research quantum, scientist, research, result, measure, system, data, mechanic, atom, physics
7 quantum theory of time quantum, mechanics, time, field, effect, universe, computing, research, theory, interact

8 quantum optics quantum, light, optics, photon, interference, beam,
complementarity, cryptography, radiation

9 blackhole theory blackhole, neutrino, supernova, detector, star, particle, study, event, time, form
10 quantum biology quantum, system, molecule, electron, protein, structure, vibrate, light, electron, infect

‘quantum computing’과 ‘quantum information commu-
nication technologies’가 서로 다른 토픽으로 나누어져 있

었는데 CTM 모형에서는 함께 묶어져 동일한 토픽으로 선

정되었다. LDA 모형의 IDM 분석결과에서 추론할 수 있듯

이 두 개의 토픽은 서로 연관성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LDA 모형보다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CTM 모형에서 같은

토픽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Figure 5는 CTM 모형에서 해당 시기 전체 문서 중 토

픽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LDA 모형과 비

교하면 ‘quantum mechanic research’로 분류된 것이 현

저히 줄었으며, 줄어든 만큼 좀 더 세분화되어 토픽에 할

당된 것이 보인다. 그리고 LDA 모형에서 나타난 결과

와 같이 ‘quantum computing and quantum information
communication’으로 분류된 토픽이 2017년을 기점으로 크

게 상승하였다. 또한, LDA 모형에서 보이지 않던 토픽의

변화도 살펴볼 수 있어 전반적으로 분류의 합리성이 높아

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다의성 (polysemy)이 높거나 이

종어 (heteroglossia)의 특성을 가지는 텍스트와 내재하는

토픽의 연관성이 높을 때에는 CTM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DiMaggio [23]의 연구 결과와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18].
Figure 6은 토픽 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문서 연관과 이

를 바탕으로 한 토픽 간의 거리를 네트워크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토픽 5와 토픽 6, 토픽 10이 다른 토픽들과 골고루

연결되어 있었는데 특히, 양자역학의 전반적인 연구로 범

주화된 토픽 6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반면

토픽 9는 다른 토픽들과의 연결성이 가장 약하게 나타났는

데, 이는 관련된 문서 수가 적으며 Table 5의 토픽별 단어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토픽과 단어 구성에서 차이가 큰 것이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토픽들은 문서를

매개로 하여 연결되어 비교적 약간 연결성을 가졌다.

STM 모형은 CTM 모형과 마찬가지로 상관관계를 고려

하는 모형이며, 단어들의 분포에서 k개의 토픽을 추출하기

위해 로지스틱 정규 (logistic normal)분포를 사용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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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opic expression probability analysis results in STM (*p<.05, **p<.01, ***p<.001).

Topic 1 Topic 2 Topic 6 Topic 9 Topic 15 Topic 17 Topic 21 Topic 24 Topic 26
Intercept .084*** .047** .040* .053** .067** .028* .055** .056** .060**

(std.Error) (.024) (.017) (.017) (.020) (.021) (.019) (.021) (.023) (.023)
Metadata variable -.066** -.045* .052** .046** -.010* -.019* .013* .053** -.014*

(std.Error) (.034) (.024) (.026) (.029) (.029) (.028) (.031) (.029) (.033)

Fig. 4. (Color online) Topic Ratio Variation by Topic in
LDA.

Fig. 5. (Color online) Topic Ratio Variation by Topic in
CTM.

Fig. 6. Diagram of Distance Between Topics by Correla-
tion in CTM.

한, k개의 토픽의 발현 가능성과 의미 일관성을 메타데이

터 정보를 이용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9]. 먼저 최적화된

토픽의 수를 구하기 위하여 stm 패키지에 내장된 기능으로

토픽의 수를 10개부터 50개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가능도 추정치 (Held-out likelihood)와 잔차 (Residuals),
의미 일관성 (Semantic Coherence)이 적합한 모델을 추정

하였다. Figure 7의 결과에 따라 잔차가 최소치에 가깝고

가능도 추정치가 최대값을 지니며, 의미 일관성이 최소화

되지 않는 지점인 30개를 적절한 토픽의 수라 판단하였다.

또한, 추가로 토픽의 수에 따른 주요 모델별 의미 일관성과

단어 독점성의 균형을 확인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28],
가능도 추정치가 유사한 토픽 수 20 – 30개의 구간을 20,
25, 30개의 세 구간으로 모델을 설정하여 모델별 분포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Fig. 8과 같이 토픽 수 30개일 때의

분포가 가장 균형적인 분포를 이루어 이 연구의 STM 모형

에서 적절한 토픽의 수로 결정하였다.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변수는 기사의 출간년도 및 전체

적인 기사의 수와 함께 ‘quantum computing and quantum
information communication’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기 시작하는 2017년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변수를 선

정하였다. 논문 지면의 한계로 30개의 전체 토픽 명과 토픽

별 단어를 분류한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2017년 전후

발현 가능성이 유의미한 수준(p<.05)인 토픽을 Table 6과

같이 선별하고 그 결과를 확률적으로 출현 가능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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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lor online) Number of Optimal Topics in
STM.

Fig. 8. (Color online) Distribution by Number Model of
Topics.

단어(Raw Probabilities) 및 독점적인 단어(Frex)와 함께
Table 7에 제시하였다.

총 9개의 토픽이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는데, 토
픽 1과 2, 15, 17, 26은 2017년 이후로 발현 가능성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토픽 6과 9, 21, 24는
발현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토픽 6
과 토픽 24는 같은 패턴을 보이는 것 중에 가장 변화가 뚜
렷하고, ‘quantum computing and quantum information
communication’ 범주에 강하게 포함된다고 할 수 있기에
STM 모형분석을 설계할 때 변수로 설정된 메타데이터와도
일치하며, 앞선 LDA 모형과 CTM 모형분석의 결과와도
같은 맥락을 보여주었다.

IV. 요약및시사점

이 연구는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2004년 1월부터 2019
년 5월까지 과학기술 분야 유력 온라인 매체 Phy.org에 올라

와 있는 양자역학 분야 실험 연구 관련 기사 154건을 분석한

것이다. 기술 통계적인 분석결과, 전체 문서에서 ‘quantum’

의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았으며 ‘mechanics’, ‘research’가

뒤를 따랐다. 또한, 등장 빈도가 높은 단어 상위 20개의 비

중이 전체 기사에서 15.75%로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

며, 2-gram 분석을 통해 ‘quantum mechanics’와 ‘quantum
computing’, ‘quantum information’과 같은 자주 출현하는

단어조합 패턴을 찾아내었다.

토픽 모델링 분석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지도 학습의 접근 방식을 모형화한 LDA 모형과 CTM
모형, STM 모형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우선, LDA 모형분

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복잡도를 고려한 토픽의 수를 10개

로 결정하였으며, 추출된 단어를 바탕으로 ‘quantum me-
chanic research’, ‘quantum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wave–particle duality’, ‘atom structure’,
‘quantum computing’, ‘spin-orbit interaction’, ‘quantum
tunneling’, ‘quantum theory of time’, ‘blackhole theory’,

‘quantum biology’의 토픽 명을 결정하였다. LDA 모형의

IDM를 살펴보면 ‘quantum mechanic research’가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또한 시기별로 구분한 그래프에

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quantum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와 ‘quantum computing’은

많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두 토픽의 유사성을 나

타내었다. 또한, 두 토픽은 최근 들어 다루는 기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양자역학 관련 분야의 많은 관심을 받는 것

으로 보였다. CTM 모형은 LDA 모형보다 토픽과 단어

간의 상관관계를 더 고려한 모형으로 LDA 모형과 같은

토픽 수로 분석하였는데, 7개의 토픽이 LDA 모형과 같은

토픽 명을 부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quantum comput-
ing and quantum information communication’으로 LDA
모형에서 나누어졌던, 두 개의 토픽 명을 결합한 경우가

있었고, ‘particle theory’와 ‘quantum optics’처럼 완전히

새롭게 토픽 명을 부여한 경우도 있었다. 시기별 토픽 분류

그래프에서는 ‘quantum mechanic research’ 주제로 분류

된 것의 급격한 감소가 보여 LDA 모형보다 토픽 분류가

조금 더 세밀하게 된 것을 확인하였다. STM 모형은 LDA
모형 및 CTM 모형과는 다른 관점으로 토픽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토픽의 발현 확률을

통계적인 처리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STM
모형의 최적화된 토픽의 수는 30개로 나타났고 2017년을

전후로 9개의 토픽의 발현 가능성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었

는데, 특히 ‘quantum computing and quantum informa-
tion communication’의 범주에 들어가는 토픽이 증가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선 모형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를 가질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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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ajor Topic and words included in STM.

Raw Probabilities Frex
1 quantum, mechanics, research, vibrate, reason radio, wave, particle, nano, state
2 physics quantum, differ, interact, classical, small, invariable, set, collapse, reason
6 particle, program, system, hardware, qubit computing, ibm, communication, atom, simulate
9 rule, string, state, electron, wave wire, two, function, laser, sub-wave
15 particle, material, wave, glass, information beat, microwave, frequency, cool, drum
17 quantum, paradox, mechanic, einstein, duality formula, state, wave, particle, use
21 information, blackhole, scramble, detector, material neutrino, earth, pilot-wave, theory, hole
24 qubit, computing, information, tunnel, communication key, network, capture, protocol, spin
26 quantum, measure, photon, research, use paradox, disturb, fog, feedback, knot

흔히 많은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계기법은 ‘기술 통계 분

석’, ‘탐색적 (exploratory) 분석’, ‘확증적 (confirmatory)
분석’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량적 연구 방법을 사

용하는 거의 모든 연구는 기술 통계 분석과 확증적 분석을

사용하며, 분석방법의 선택과 절차만 타당하다면 별다른 문

제없이 사용된다. 반면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텍스트 데

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이론을 도출하는 탐색적 분석은 모형

추정 시 사용되는 무작위 시작번호 (random seed number)
및 분석 모형 결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아직 비지도 학습 기법을 사용하는 모형들의 한계점이

며, 추후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도 이 점에 착안하여 한가지 토픽 모델링 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다른 연구들과 달리 여러 가지 모형적용에

따른 결과와 그 특징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후속 연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데이터는 고

차원성의 특징을 가지며, 텍스트 빅데이터의 통계적 모형에

대한 적절성 평가는 모두 고차원적인 텍스트 데이터의 차

원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의 문제와 귀결된다 [18]. 이런

면에서 이 연구는 그동안 선행 연구가 다루지 못했던 많은

문서를 분류하고 다양한 모형을 사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

하였다는 것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기사에서 추출한 토픽별 단어들의 의미망

(semantic network) 분석으로 중심 단어가 무엇인지, 주변

단어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이는 토픽 모델링에서 간과하기 쉬운 단어 간의 관계를

부호화할 수 있으며, 단어 사이의 강도를 측정하여 새로운

패턴을 파악하기에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기에 토픽 모델

링 분석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물리교육 분야에서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진행한 것과 관련지어 대중의 과학이해 측면에서

소개하는 물리교육 자료를 기사를 통해 제작한다면 방대한

분량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요약해야 한다. 또한, 텍스트

의 해석에 있어 주관적 판단이 최대한 배제되어야 객관적인

자료 제작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대로 연구진들

이 일일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시간 소요와 신뢰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점에 있어 토픽 모델링이

적합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빅데이터 시

대의 물리 교육자료의 정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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