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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다양한 기술들

이 주목받고 있다.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확대되기 시작했고 구글의 인공

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전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인공지능이란 기계가 사람과 유사한 지능

을 가지도록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자연어 이

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기술이

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 분야로는 패턴인식, 자연어 

처리,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데이터마이닝,

시멘틱 웹, 지능 엔진 등이 있다. 데이터 분석 및 처리

를 위한 핵심 기술들이 주로 해당되고 인공지능은 

중요한 기반 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능력을 활용하여 더욱 가치 있는 분석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

ing, NLP)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언어를 이해하고 처

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공 지능의 중요한 연구 분

야이며 음성 인식, 정보 검색, 문서 자동 분류, 챗봇,

시스템 자동 번역 등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정보 검색 기술은 정보 사회를 대표하는 기술이며 

검색 결과인 정보의 순위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

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1-2]. 대규모의 정보가 생성

되고 있고 정보 과부하 문제로 인해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관 문서 

추천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5]. 기존의 용어 사전, 온톨로지와 같은 지식 리소스 

기반의 연구는 사람의 개입과 구축비용,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TF-IDF 같은 단순 빈도수 기반의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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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의 의미와 문장에서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고 

새로운 단어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하므로 검색의 효

율이 떨어진다.

한국 인터넷진흥원(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의 주요 이

용 목적은 ‘커뮤니케이션’ 다음으로 ‘자료/정보 습득’

이 높았으며 자료/정보 습득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 ‘뉴스’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뉴스는 다

양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고 넓고 방대한 정보 범위

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양한 사건을 다루

기 때문에 여러 주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하나의 주제 

속에 매우 다양한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용

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키워드와 연관성이 높은 문서를 자

동으로 분류하기 위해 한국어 뉴스 기사를 이용하여 

LDA 기반 토픽 모델링을 통해 문서 내 주제 분포와 

주제 내 단어 분포를 추출하고 Word2vec을 이용해 

단어를 벡터화한 후 가중치 행렬을 생성하여 단어 

연관성 가중치를 적용해 연관성 SCORE를 도출한 

다음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문서를 추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의 

기본 이론이 되는 LDA와 Word2vec에 대하여 설명

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단어 연관성 

가중치를 적용한 연관 문서 추천 방법에 대하여 설명

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성능을 평

가하고 5장에서 결론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2.1 LDA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ocation,

LDA)은 토픽 모델링 기법 중 가장 주목 받고 있으며 

비 구조화된 대량의 문서 집합에서 잠재되어있는 주

제(토픽)를 추출하여 숨겨진 의미 구조를 발견하기 

위한 머신러닝 기법이다[6]. 특정 주제에 관련된 문

서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단어가 다른 단어들에 

비해 더 자주 등장할 것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며 

문서 내에 내포된 주제와 주제의 분포는 문서 내의 

단어 통계를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알아낸다. LDA는 

확률 모델로 여러 주제가 혼합된 문서를 다룰 수 있

는 것을 장점으로 한다.

LDA 모델은 Fig. 1과 같이 표현되어지며 N은 단

어의 개수이고 D는 문서의 개수이며 K는 주제의 개

수를 나타낸다. 문서 집합(Corpus)에서 관측된 

을 이용하여 Hidden 상태의 와 를 추론한다. 각 

문서들이 갖는 주제 를 확률적으로 나타내며 각 토

픽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확률 분포 z도 나타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서 내 주제 분포와 주제 내 

단어 분포를 추출하기 위하여 LDA를 사용하였다.

2.2 Word2vec

Word2vec은 인공신경망 기반의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 알고리즘으로 빠른 학습 속도와 좋은 성

능을 가지고 있다. 단어 임베딩은 딥러닝 분야에서 

텍스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어를 수치화하는 방법

이며 Word2vec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전후 

관계를 인공신경망에 학습시켜 단어의 의미를 내포

하여 단어를 벡터 공간에 표현한다[7].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신경세포(neuron)의 구조에 많은 영향을 받

았으며 각 입력 값을 받아들일 때 입력 값을 바로 

출력하지 않고 일정한 가중치(weight)를 곱해 준다.

Fig. 2는 Word2vec의 두 가지 학습 모델인 Con-

tinuous Bag-of-Word(CBOW)모델과 Skip-gram

모델이다. CBOW 모델은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이

용하여 대상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이고, Skip-gram

모델은 대상 단어로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8]. 이와 같이 Word2vec은 단어의 의미와 문장에서

의 맥락을 고려하여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유사한 단어들끼리 근접한 벡터 공간에 

위치하게 된다. 같은 단어라도 단어의 의미와 맥락에 

따라 다른 벡터 공간에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단어 벡터들 간의 거리를 코사

Fig. 1. Graphical model representation of 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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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사도를 통해 계산하여 단어 간 의미적 유사도를 

구하기 위해 Word2vec을 사용하였다.

3. 본  론

3.1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는 키워드와 연관성이 높은 문서를 자

동으로 분류하기 위해 LDA 기반 토픽모델링을 통해 

문서 내 주제 분포와 주제 내 단어 분포를 추출하고 

Word2vec을 사용하여 단어 간 유사도를 구한다. 두 

결과 값을 이용해 가중치 행렬을 생성하고 연관성 

SCORE를 도출하여 수치가 높은 순서대로 문서를 

추천한다. Fig.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의미 기반 

연관 문서 추천 방법의 구성도이다.

실험을 위한 데이터는 네이버(www.naver.com)

에서 제공하는 정치 카테고리의 뉴스 기사로 선정해 

Java 기반 환경에서 웹 크롤링하여 2018.07.01.부터 

2018.07.31.까지 총 24,887개의 기사 내용을 수집해 

.csv 파일로 저장하였다. R studio에서 한국어 자연

어 처리를 위해 KoNLP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며 전처

리 작업으로 문장을 어절 단위로 토큰화

(Tokenizing) 시키고 형태소 분석을 통해 단어들의 

품사를 판별하여 Pos Tagging 작업을 수행한 후 보

통 명사를 추출하고 불용어를 제거한다.

TF-IDF 가중치를 부여하여 LDA 기반 토픽 모델

링을 수행하고 문서 내 주제 분포와 주제 내 단어 분

포를 추출한다. Word2vec 학습을 통해 VectorSpace

model을 구축하고 단어를 벡터화한 후 단어 간 의미

적 유사도를 구해 거리 행렬(Distance matrix)을 생

성한다.

거리 행렬에서 주제 내 키워드에 해당하는 부분만 

추출해 가중치 행렬(Weight matrix)을 생성하여 단

어 연관성 가중치를 적용해 키워드를 확장하고 DTM

(Document Term Matrix) 행렬과 가중합을 통해 연

관성 SCORE를 도출한다. 연관성 SCORE의 범위를 

0부터 1구간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정규화 과정을 

거친 후 연관성 SCORE 수치가 높은 순서대로 문서

를 추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2 TF-IDF 가중치를 적용한 LDA 기반 토픽 모델링 

LDA 분석을 위한 작업으로 문서에 나타나는 단어

(a) (b)

Fig. 2. Examples of (a) CBOW and (b) Skip-gram model configurations.

Fig. 3.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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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행렬로 표현하는 TDM(Term Document Matrix)

을 생성하여 단어가 문서에 몇 회 출현했는지 알 수 

있다. TDM은 단어들의 단순 빈도수를 나타내기 때

문에 빈도수가 적은 단어들은 중요도가 떨어지므로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

주는 TF-IDF 가중치를 부여하여 단어 별 TF-IDF

분포 값을 기준으로 TDM의 크기를 조절해 성능을 

향상시켜 LDA 기반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오늘’, ‘이번’, ‘관련’, ‘당시’와 같은 의미가 중요

하지 않지만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제거할 수 있었다.

LDA기반 토픽 모델링 결과 총 24,887개의 각각의 

뉴스 기사 문서에 대한 주제 분포와 주제 내 단어 

분포 벡터를 추출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매개

변수 K를 15으로 지정하였고 총 15개의 주제가 생성

되었다. 15개의 주제에 따라 총 15개의 클러스터가 

생성되었고 같은 클러스터 내에 있는 문서들은 서로 

동일한 주제 범위를 갖는다.

Fig. 4는 각 문서들이 갖는 주제 번호 및 확률 값의 

분포를 시각화하였고 Table 1은 문서 내 주제 분포 

예시이다. X 좌표는 Topic 번호를 뜻하고 총 15개의 

주제를 나타내며 Y 좌표는 15개 각 주제들에 대한 

문서들의 확률 값을 의미한다. 하나의 문서가 갖는 

각 토픽에 대한 최대 확률 값으로 한 문서 내에 여러 

토픽이 내포되어있으며 다양한 확률 분포 값을 가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 관심문서가 가장 높은 

확률 분포를 가지는 주제를 선택하고 해당 주제의 

주제어를 키워드로 지정한다. Fig. 5는 Fig. 4에 나타

난 15개 각 주제들에 해당하는 상위 단어들의 확률 

분포를 보여준다. 주제 내 단어들을 통해 LDA의 결

과인 각 토픽이 어떤 주제 범위를 갖는지 판단할 수 

있으며 서로 동일한 주제 범위를 가지는 문서끼리 

클러스터링된다. LDA 기반 토픽 모델링을 통해 문

서를 구조화하여 잠재되어있는 문서와 문서 내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3.3 단어 간 유사도 추출 

전처리 작업을 거친 데이터를 Word2vec을 이용

하여 200차원, 대용량 데이터에 성능이 좋은 Skip-

gram 방식으로 학습하였다. 학습 결과인 단어 벡터 

값들을 Vector Space Model로 구축했다. 그 결과 의

미적으로 유사한 단어들끼리 근접한 벡터 공간에서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로 연관되어 있

는 단어들이 군집을 형성하며 비슷한 공간에 위치하

고 있으며 Word2vec 학습을 통해 단어를 벡터화 할 

때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보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어 간의 유사도를 구하기 위해 단어를 벡터 값으로 

표현한 수치를 cosine similarity를 이용해 계산하여 

단어 벡터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식 (1)은 벡터 

A와 B의 cosine similarity를 구하는 계산식이다.

cos 
·







  



 
×



  






  



 ×
(1)

cosine similarity는 내적 공간의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cosine 값을 이용해 측정하여 벡터 간의 유사

한 정도를 구한다.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두 단어가 유사하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

로 문서 내 단어 벡터들 간의 거리를 계산하였고 

Table 2와 같이 단어 간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거리 

행렬을 생성한다.Fig. 4. Topic number and probability distribution.

Table 1. Topic distribution of documents

Document Topic1 Topic2 ... Topic15

1 0.108623 0.005872 ... 0.009183

2 0.001929 0.306251 ... 0.086726

3 0.481501 0.003192 ... 0.016178

4 0.286055 0.156239 ... 0.001635

5 0.062923 0.000944 ... 0.07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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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관성 Score 도출 

3.2절에서는 LDA 기반 토픽모델링을 통해 문서 

내 주제 분포와 주제 내 단어 분포를 추출했고 3.3절

에서는 Word2vec을 사용하여 단어 간 유사도를 구

해 거리 행렬을 생성하였다.

본 절에서는 문서의 주제 내 키워드에 해당하는 부

분만 추출하여 가중치 행렬을 생성하고 단어 연관성 

가중치를 적용해 연관성 SCORE를 도출한다. Fig.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연관 문서 추천 시스템의 

프레임워크이며 사용자의 관심문서 또는 질의 문서

의 확률 분포가 가장 높은 주제를 찾고 사용자가 원

하는 주제 내의 키워드에 따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맞춤형 문서들을 추천해준다. 사용자 관심문서는 사

용자의 조회 수가 높은 뉴스 기사로 정의한다. Fig.

7은 연관성 SCORE 도출 예시를 나타낸다.

Table 2. Example of a distance matrix (Utilizing Korean 

news articles in political categories provided 

by Naver)

Word 일자리 창출 고용 ...

일자리 1 0.834267 0.715028 ...

창출 0.834267 1 0.765479 ...

고용 0.715028 0.765479 1 ...

안심공제 0.657072 0.580912 0.564536 ...

소득 0.606912 0.532181 0.431789 ...

... ... ... ... ...

Fig. 5. Probability distributions of top 15 words by topic (Utilizing Korean news articles in political categories provided 

by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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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관심문서의 키워드와 문서 집합 내 단어들

의 의미 관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Word2vec을 사용

해 생성한 단어들 간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거리 행렬

에서 해당 주제의 키워드에 해당하는 부분만 추출하

여 가중치 행렬로 사용하였고 문서와 단어의 관계를 

빈도수로 나타내는 DTM을 생성하였다. 두 행렬의 

가중합을 통해 연관성 SCORE를 산출하였고 키워드

와 문서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가중합은 각

각의 수에 가중치 값을 곱한 후 이 곱셈 결과들을 

다시 합하는 계산 방식을 의미한다. 연관성 SCORE

산출 과정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elevance SCORE  
  




  



 (2)

가중치 행렬에서 ‘비핵화’와 ‘핵물질’, ‘일자리’, ‘폭

염’과 같은 문서 내 단어들의 유사도를 나타는 1행과 

DTM에서 문서1 내에서 단어 등장 유무를 나타내는 

1열을 가중합하면 ‘비핵화’ 키워드와 문서 1의 연관

성 SCORE를 도출할 수 있다. ‘비핵화’ 키워드와 연

관성이 높은 ‘핵물질’은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고 연

관성이 낮은 ‘일자리’와 ‘폭염’은 낮은 가중치를 갖게 

된다. 단어의 의미와 문장에서의 맥락을 내포한 단어 

간의 의미적 유사도를 가중치로 사용하였고 특정 키

Fig. 6. Framework for Recommendation of Related Documents.

Fig. 7. Procedure of extracting relevance score (Utilizing Korean news articles in political categories provided by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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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와 의미가 유사할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가중치가 적용된 키워드와 문서 내 단어들의 

등장 유무를 통해 연관성 SCORE를 산출하였다. 연

관성 SCORE를 통해 어떤 문서가 어떤 주제 내 특정 

키워드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수치화할 수 있게 

되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문서를 추천해준다.

제안하는 방법론을 통하여 문서를 검색할 때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 다의어와 모양이 달라도 의미는 

같은 동음이의어를 처리하여 키워드를 확장할 수 있

고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고려한 의미 기반 문서 

검색이 가능해진다.

Table 3은 ‘비핵화’ 키워드에 대한 연관성 SCORE

결과와 정규화 과정을 거친 연관성 SCORE 값을 비

교한 것이다. 키워드 결과 값마다 서로 다른 연관성 

SCORE 범위를 가지므로 범위를 0에서 1 구간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연관성 SCORE를 정규화하였다.

1에 가까울수록 연관성이 높은 문서이며 정규화 할 

때 사용한 수식은 식 (3)과 같다.

 max  min
  min

(3)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실험 결과 및 성능 평가

실험에 사용한 키워드는 ‘비핵화’로 선정했으며 제

안하는 방법의 상위 연관성 SCORE 범위와 하위 연

관성 SCORE 범위에 있는 기사들은 Table 4와 같다.

상위 연관성 SCORE 범위에 있는 기사들은 핵, 핵

물질, 핵탄두, 핵실험장, 핵국가, 핵무력 등 ‘비핵화’

키워드와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주로 직접적인 의견이 담긴 기사들이 나타났다. 하위 

연관성 SCORE 범위에 있는 기사들은 종전선언, 유

해, 송환, 휴가 등 ‘비핵화’와 낮은 연관성을 갖는 단어

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

기 위해 TextRank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문서 내 단

어의 중요도를 측정하였다[9-12]. 문서 내의 단어들

을 정점(Node)로 선택하였고 두 단어의 연관성을 확

률적으로 계산하는 PMI(Pointwise Mutual Infor-

mation) 값을 간선(Edge)으로 지정했다. PMI 값이 

클수록 두 단어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PMI의 계산식은 식 (4)와 같고 분모의 P(X,Y)

는 X,Y가 동시에 출현할 확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분

자 P(X) P(Y)는 X와 Y가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고 있다. 성능 평가 또한 두 범위에서 

진행하였으며 범위별 단어 중요도 결과는 Table 5와 

같다.

  log
 

(4)

성능 평가 결과 ‘비핵화’ 키워드는 상위 연관성 

SCORE에서 더 높은 중요도를 가졌으며 상위 연관

성 SCORE 범위의 ‘트럼프’, ‘김정은’과 하위 연관성 

Table 3 The relevance score normalization results of 

the 'denuclearization' keyword

Number of

documents

Analysis

Relevance score for

'Denuclearization'

Normalization of

Relevance score

388 224.46810 1.0000000

729 222.78679 0.8923682

635 197.73818 0.7192331

754 189.33109 0.6670238

760 172.44196 0.5863405

Table 4. Examples of articles by the range of relevance scores (Utilizing Korean news articles in political categories 

provided by Naver)

Range Content of the article

High relevance score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이 담긴 기사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주목해야 할 3가지
- 감정적인 비핵화 비관론을 경계하는 내용

Low relevance score

‘비핵화’에 관련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기사 
-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 비핵화에 좋은 영향을 줄 동창리 발사장 해체
-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 북한의 미군 유해 55구 송환
-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로서 강행군하던 문 대통령의 감기 몸살로 인한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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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범위의 ‘종전’, ‘선언’과 같이 각 범위에서 중

요도가 높은 키워드는 서로 낮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단어 

연관성 가중치를 적용한 연관성 SCORE에 따른 의

미 기반 문서 추천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비교 평가

키워드와 문서간의 연관성을 측정하여 문서의 랭

킹을 매기기 위해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방법론을 

통해 문서들에 대한 연관성을 도출하여 비교 실험을 

진행한다. 검색 엔진에서 많이 사용되는 TF-IDF와 

LDA를 사용하였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결

과인 상위 연관성 SCORE 범위와 하위 연관성 

SCORE 범위에서 기존 방법론을 통해 키워드와 문

서간의 연관성을 측정하였다. Table 6과 Table 7은 

각 범위의 비교 실험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비교 실험 결과 TF-IDF는 연관성이 불규칙적으

로 일치하지 않게 나타났다. LDA의 결과 범위는 0부

Table 6. Comparison test results of the high relevance score range

Number of

documents

Analysis

TF-IDF LDA Suggested method

388 0.000698015753626 0.94474836688648 1.0000000

729 0.001206196817954 0.916006799364045 0.8923682

635 0.000967950498577 0.910056267509865 0.7192331

754 0.001714655168908 0.928782147566483 0.6670238

760 0.0009430603428994 0.935486125847749 0.5863405

Table 7. Comparison test results of the low relevance score range

Number of

documents

Analysis

TF-IDF LDA Suggested method

872 0.000974235891425 0.931601280947023 0.004741640

1085 0.001391765559178 0.979940217495704 0.004741640

379 0.001004680763032 0.194610244156912 0.004741640

616 0.001339574350709 0.732551890720113 0.002848416

972 0.000428663792227 0.082377963835496 0.000000000

Table 5. Importance of words by the range of relevance scores (Utilizing Korean news articles in political categories 

provided by Naver)

High relevance score Low relevance score

Word Importance Word Importance

북한 0.100335 문, 대통령 0.126457

폼페이오 0.0905634 종전, 선언 0.0956396

트럼프, 대통령 0.0881026 미군, 유해 0.0562377

비핵화, 협상 0.0684315 휴가 0.0513322

미국 0.0676661 비핵화, 협상 0.0467537

핵, 문제 0.0653499 정상회담 0.0428777

김정은, 위원장 0.0641639 발사장 0.0027337

종전, 선언 0.0560652 송환 0.0193288

정상회담 0.0448876 트럼프 0.018463

미사일 0.0290696 김정은 0.0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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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까지이며 제안하는 방법의 상위 연관성 SCORE

범위에서는 LDA 또한 범위 기준으로 높은 수치 값

이 나타났지만 하위 연관성 SCORE 범위에서는 상

위 연관성 SCORE와 유사한 값의 수치 결과가 나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장에서의 맥락이나 문맥상의 의미를 통해 단어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TF-IDF는 단어 간의 관

계를 단순 빈도수를 기반으로 계산하며 확률 모델인 

LDA는  확률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

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

은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보존하여 키워드와 문서의 

연관성 SCORE를 도출할 수 있으며 기존 방법론보

다 더 효과적인 의미 기반 문서 추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키워드와 연관성이 높은 문서를 자

동으로 분류하기 위해 한국어 뉴스 기사를 이용하여 

LDA 기반 토픽 모델링을 통해 문서 내 주제 분포와 

주제 내 단어 분포를 추출하고 Word2vec을 이용해 

단어를 벡터화한 후 가중치 행렬을 생성하여 단어 

연관성 가중치를 적용해 연관성 SCORE를 도출한 

다음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문서를 추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가중치 행렬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키워드와 문

서집합 내 단어들의 의미적 연관성을 가중치로 부여

하였고 키워드와 문서의 연관성을 SCORE로 수치화

하였다. LDA는 확률 모델로 단어 간의 관계를 확률

적으로 계산하지만 Word2vec을 이용해 가중치 행렬

을 생성하여 단어 연관성 가중치를 적용해 의미적 

검색을 가능하게 하였고 확률에 의존한 일반화의 한

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의미적 모호성을 해소

하여 문서 검색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키워드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문서를 추천해

주므로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같은 

주제에서 각 키워드와 관련된 사건들을 파악하기 쉬

워진다.

연관성 SCORE를 통한 문서 추천 성능 평가 결과

로 질의 키워드는 상위 연관성 SCORE 수치 값이 클

수록 더 높은 중요도를 가졌다. 상위 연관성 SCORE

와 하위 연관성 SCORE 범위에서 중요도가 높은 키

워드는 서로 낮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으며 제안하는 방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비교실험을 통하여 기존 문서 랭킹 방법론인 

TF-IDF와 LDA보다 더 효과적인 의미 기반 문서 

추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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