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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토픽 모델링은 구조화되지 않은 방대한 문서집단

에서 자동으로 주제(topic)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이다.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는 토픽 모델링 기

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로서 특히, 뉴스, 블로

그, 소셜미디어 등에서 시시각각 쏟아지는 방대한 양

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기 위

해 주로 사용된다[1, 2]. LDA 토픽 모델링은 잠재 디

리클레(Latent Dirichlet) 확률 모델에 기반을 두며, 토

픽 별 단어들의 분포와 문서 별 토픽들의 분포를 모

두 추정할 수 있다[3].

그런데 LDA 토픽 모델링을 사용하여 산출한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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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토픽의 레이블이 자동으로 붙여지지 않고, 토픽

을 번호로서 구분하고 있다. 토픽의 레이블은 사람이 

직접 토픽을 대표하는 단어들을 검토하여 붙여야 한

다. 그러나 사람이 직접 토픽의 레이블을 붙이는 작

업은 해당 도메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

고, 시간이 많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매우 주관적인 

토픽 레이블을 선정할 수 있다는 단점들이 있다. 따

라서 토픽의 레이블을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자동으로 토픽의 레이블을 

생성하는 연구들 또한 토픽을 대표하는 단어들을 먼

저 뽑고, 이를 기반으로 토픽의 레이블을 붙인다. 따

라서 토픽에 적합한 레이블을 붙이기 위해서는 먼저 

토픽을 대표하는 단어들의 집합을 잘 만드는 것이 중

요하다.

토픽을 대표하는 단어들의 집합을 만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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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 토픽 모델이 추정한 토픽 별 단어의 확률분포,

PMI, 유사도 측정, Word2vec, doc2vec 등 다양한 방

법들이 사용되어 왔고, Wikipedia, Google, DBpedia

등과 같은 외부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연

구되어 왔다[4-8]. 그러나 전문가가 토픽의 대표 단어

들을 선별하는 것 이상의 더 좋은 방법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연구가 계속 필요한 분야이다.

본 논문은 토픽 레이블링을 위해 TextRank를 사용

하여 변별성과 포괄성을 갖춘 토픽을 대표하는 키워

드들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TextRank는 문서

의 키워드 또는 요약문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그래프

기반의 랭킹 모델이다[9]. 먼저 변별성(discrimination)

이 있는 차별화된(discriminative) 토픽 관련 단어들을 

선정하기 위해 Relevance[8]를 사용한다. Relevance를 

사용해 선정한 토픽 관련 상위 단어들을 기반으로 

TextRank 알고리즘을 이용해 토픽 키워드를 추출하

고,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들을 연결하여 토픽

을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 

토픽을 대표하는 단어 집합을 생성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기존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TextRank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TextRank

를 사용한 토픽 키워드 산출 방법을 설명하고, 4장에

서는 실험 결과를 논하고 평가한다. 5장에서는 결론

과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Ⅱ. 관련연구

2.1 선행 연구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산출된 토픽에 적절한 

토픽 레이블을 선정하기 위한 연구들은 모두 토픽 모

델링을 통하여 추출한 토픽 별 상위 단어들

(Top-ranking Terms)을 기반으로 한다.

[4]는 First-Order-Relevance를 제안하였다. 토픽을 

구성하는 상위 단어들을 포함하는 문서들을 분석하

여 단어의 확률 분포를 계산하고, 정보검색에서 많이 

사용하는 MMR(Maximal Marginal Relevance)를 사

용하여 포괄적인 토픽 레이블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차별화된 토픽 레이블을 선정하기 위하여 해당 

토픽에 대한 관련성이 높고 다른 토픽에 대해서는 관

련성이 낮은 토픽 관련 단어들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

시하였다. [5]는 토픽 별 상위 10개의 단어들을 대상

으로 대표성이 있는 단어를 찾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문서에 동시 출현하는 PMI(Pointwise Mutual

Information) 값을 구하여 평균이 제일 높은 단어를 

토픽의 대표 단어로 선정하거나, WordNet을 사용하

여 상위 단어들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가장 평균

이 높은 단어를 토픽의 대표 단어로 선정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4]와 [5] 등과 같은 연구들은 적

합한 토픽의 레이블은 LDA 토픽 모델링에 사용된 내

부 문서들에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부 문

서들에서 토픽의 대표 단어들을 찾는 방법이다.

반면, 토픽의 레이블링을 위해 외부 데이터 소스

(source)를 참조하는 연구들이 있다. [6]는 토픽의 상위 

단어에 없는 적합한 단어를 찾기 위해 Wikipedia 제목 

검색, Google 검색을 사용하여 토픽 대표 단어를 찾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7]는 DBpedia 제목을 활용하여 

토픽 그래프를 생성하고 그래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노드를 해당 토픽의 레이블로 선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8]은 [6]에서 제안한 방법을 확장하여 자연어 처

리기술인 word2vec, doc2vec 모델을 만들어 적합한 토

픽 대표 단어들을 추출하는 연구를 하였다.

자동으로 토픽의 레이블을 선정하기 위한 많은 연

구들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해당 도메인의 전문

가가 토픽의 대표 단어들을 선별하는 것 이상의 좋은 

레이블링 방법은 없다. 또한, 해당 토픽의 레이블이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 또한 전문가의 정성적인 평

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토픽의 적합한 레이블

링을 위해 토픽의 대표 단어 집합을 찾는 다양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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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산출한 토픽의 상위 단어들을 기반으로 하며,

[4]와 [5] 같이 토픽의 대표 단어들을 LDA 토픽 모델

링에 사용된 내부문서에서 찾는 방법이다. TextRank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적합한 토픽 키워드들을 제공

하며 분별력이 있는 차별화된 포괄성 있는 토픽 레이

블을 선정할 수 있게 한다.

2.2 TextRank

TextRank란 구글 검색 알고리즘으로 알려진 

PageRank를 텍스트에 적용한 그래프 기반의 랭킹 모

델이다. PageRank는 중요도가 높은 웹 페이지는 다

른 웹 페이지들로부터 링크를 받는다는 점에서 착안

된 알고리즘이다. PageRank 알고리즘은 페이지를 정

점(Node)로, 페이지와 페이지를 연결하는 링크를 간

선(Edge)으로 하는 그래프를 만들고, 정점들 사이의 

연결상태를 사용하여 중요한 정점을 계산한다[9].

TextRank는 PageRank를 텍스트에 적용한 알고리

즘이다. 텍스트에서 정점이 될 만한 텍스트 단위

(unit)을 추출하여 정점으로 만들고, 이 텍스트 단위

끼리의 연결상태를 간선으로 하여 그래프를 만들어

서 텍스트 단위의 순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다. 텍

스트 단위가 단어일 때, 문장내에서 단어들이 동시에 

출현하는 상태를 간선으로 표현하고, 한 문장내의 동

시 출현 빈도를 계산하여 단어의 TextRank 값을 계

산할 수 있다. 한 문장내에서 동시 출현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TextRank의 값이 더 커지므로 중요도가 높

은 단어를 알아 낼 수 있다. 그러므로 Text Rank 알

고리즘은 보통 텍스트 단위를 단어로 하여 중요한 키

워드 추출에 사용한다.

<수식 1>는 TextRank 계산식이다. TR(Vi)는 단어 

Vi에 대한 TextRank 값이다. Wi,j는 단어 Vi와 Vj 사

이의 가중치를 나타낸다. In(Vi)는 단어 Vi와 연결되

어 있는 모든 단어들의 집합이고, Out(Vj)는 단어 Vj

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어들의 집합이다. d는 제동 

계수(damping factor)이다. 제동 계수란 PageRank에

서 웹 서핑을 하는 사람이 현재 페이지에 만족을 못

하고 다른 페이지로 가는 링크를 클릭할 확률을 나타

낸다. 통상적으로 d는 0.85가 사용되며, TextRank에

서도 0.85를 사용한다. 단어를 표현하는 모든 정점들

에 대하여 TR 값을 계산하면, 각 단어들 사이의 중요

도를 알 수 있고 TR 값이 높은 단어를 키워드로 추출

한다 [9].

TextRank는 텍스트 단위를 문장으로 하여, 문장을 

정점으로 만들고, 문장들 사이의 유사도를 간선으로 

표현하는 그래프를 만들어 TextRank 값을 계산하면 

각 문장의 중요도를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TextRank 값이 높은 문장들을 추출하면 텍스트 요약

(summary)문을 추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LDA 토픽 모델링과 Relevance를 

통해 추출한 각 토픽의 상위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문장들에서 토픽을 대표

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찾기 위해 TextRank 알고

리즘을 사용한다.

Ⅲ. TextRank를 이용한 토픽 키워드 
산출 

3.1 토픽의 키워드를 산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토픽의 레이블은 이해하기 쉽고, 의미적으로 토픽

에 적절하고, 변별성(discrimination)과 포괄성이 있어

야 한다[4]. 이들 4가지 요소들 중 가장 이슈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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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변별성과 포괄성이다. 변별성이 있는 레이블은 

산출된 토픽들을 서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차별화된 

레이블을 말한다. 포괄성이 있는 레이블은 한 토픽을 

의미적으로 잘 포괄할 수 있는 표현력을 가진 레이블

이다[4, 10]. 토픽 레이블은 토픽을 대표하는 단어들

의 집합으로부터 산출되므로, 토픽을 대표하는 단어 

집합 곧, 토픽의 키워드들을 산출할 때도 변별성과 

포괄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산출된 각 토픽의 상위 

단어들(top-ranking terms)은 해당 토픽에 대한 단어

의 출현 빈도수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렇게 산출된 

토픽의 상위 단어들은 여러 토픽의 상위 단어에 중복

되어 나타날 수 있는데, 한 토픽에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가 다른 토픽에도 출현 빈도가 높을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빈도수만을 기준으로 토픽을 대표하

는 상위 단어를 선택하면 토픽에 대한 분별성이 낮아

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변별성이 있는 차별화된 

토픽의 상위 단어 집합을 선정하기 위하여 [10]에서 

제안한 Relevance를 사용한다. Relevance란 해당 토

픽에 대한 분별성을 높이고, 다른 토픽과는 차별화된 

상위 단어들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되었으며,

<수식 2>를 사용하여 계산한다[10].

Relevance(t,w)는 토픽 t에서 단어 w의 Relevance

값이고, λ(0 ≤ λ ≤ 1)는 가중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이다. p(w|t)는 토픽 t에서 해당 단어가 발생할 수 있

는 확률이고, P(w)는 코퍼스에서 단어 w가 발생할 확

률이다. 코퍼스란 전체 문서를 전처리한 말뭉치로 

LDA 모델링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λ값이 1이면,

relevance 값은 p(w|t)이 된다. 즉 한 토픽에 자주 등

장하는 단어일수록 높은 relevance 값을 가지게 되므

로, 한 토픽에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수만을 가지고 

토픽에 기여하는 상위 단어들을 찾을 수 있다. 반면,

λ가 0이면 relevance의 값은 p(w|t)/p(w)이다. 한 토

픽에서 해당 단어 w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코퍼

스 전체에서 단어 w가 발생할 확률로 나눈 값이다.

즉, 한 토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일지라도 다른 토

픽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라면 relevance 값은 낮아

지게 되고, 다른 토픽에 등장하지 않고 한 토픽에만 

등장하는 단어일수록 relevance 값은 높다. 따라서 토

픽에 기여하는 상위 단어들을 추출할 때, 적절한 λ 

값을 설정하여 relevance 값을 구하면, 한 토픽에 출

현하는 빈도가 높으면서 변별성이 있는 다른 토픽과

는 차별화된 상위 단어들을 추출할 수 있다. [10]에서

는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최적의 λ의 값 0.6을 제안

했다. 본 논문에서도 λ의 값으로 0.6을 사용하고,

Relevance의 값을 계산하여 토픽 별로 토픽을 대표하

는 상위 단어들을 20개씩 선정하여 사용한다. 토픽 

별로 Relevance을 사용하여 산출한 상위 단어 20개를 

‘Relevance Top-20’ 이라고 부른다.

포괄성 있는 토픽 대표 단어들을 생성하기 위한 방

법은 다음 3.2절에서 기술한다.

3.2 TextRank을 이용한 토픽의 키워드 추출

토픽 별로 Relevance Top-20을 선정한 후, 이를 기

반으로 토픽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포괄성이 있는 대

표 단어들을 산출해야 한다. 먼저, TextRank을 사용

하여 토픽의 핵심 키워드를 찾아 토픽을 대표하는 단

어 집합을 생성한다. 이를 위해 각 토픽별로 토픽에 

기여하는 문서들을 모두 찾은 후, 각 문서에서 

Relevance Top-20을 포함하는 문장들을 모두 찾는다.

찾아낸 모든 문장들은 LDA 토픽 모델링과 같은 전처

리 과정을 통해 불용어를 제거하고 각 문장을 명사와 

대명사의 형태소를 가진 n-gram 토큰으로 구성한 후,

TextRank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TextRank

알고리즘은 한 문장내에서 n-gram 토큰을 하나의 단

어로 취급하여 정점으로 삼고, 단어들이 동시에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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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태를 간선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한 문장내에

서 단어들이 동시 출현하는 빈도를 가중치로 하여,

<수식 1>에 의해 해당 단어의 TextRank 값을 계산하

고, TextRank 값이 높은 단어들을 토픽의 키워드들로 

추출한다.

좀 더 포괄적으로 토픽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

나의 단어보다 문구(phrase)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

합하다. 따라서 TextRank 알고리즘으로 찾은 토픽 키

워드들은 n-gram 단어들이므로, 이 단어들이 앞뒤로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의 빈도를 구하고, 높은 빈도를 

가진 단어들을 앞뒤로 연결하여 문구를 만들어 토픽

의 키워드에 추가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성한 

토픽의 키워드들 중에 TextRank 값이 큰 5개를 토픽

을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로 선정한다. TextRank를 사

용해 각 토픽별로 산출한 토픽을 대표하는 5개의 키

워드를 ‘TextRank Top-5’ 라고 부른다.

한 토픽의 TextRank Top-5에 있는 토픽 키워드는 

다른 토픽의 TextRank Top-5에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TextRank 값이 더 높은 값을 가

지는 토픽을 우선시 하여 토픽 키워드를 선정하고,

보다 낮은 TextRank 값을 가지는 토픽의 키워드는 

제외시키고, 해당 토픽의 다음 순위를 가지는 키워드

를 TextRank Top-5에 선정하여 토픽의 변별성을 높

인다.

3.3 TextRank을 사용한 토픽 키워드 생성 과정

토픽 레이블링을 위한 토픽을 대표하는 단어 즉 토

픽 키워드를 생성하기 위한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1) LDA토픽 모델링을 위하여 문서들을 전처리 한

다.

LDA토픽 모델링을 위해 한글형태소 분석기를 사

용하여 명사, 대명사형 단어들을 추출하고, 문서

에서 불용어로 판단되는 단어들을 삭제한다. 연

속적인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된 의미 있는 문구

(phrase)가 의미를 가지며 반복적으로 문서에 나

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n-gram으로 토큰화 

하여 코퍼스를 준비한다.

(2) LDA 토픽 모델링을 수행한다.

LDA는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코퍼스 내의 각 문

서들의 단어 분포로부터 주제의 단어 분포를 예

측하는 사후 추론 방법이기 때문에, 먼저 토픽의 

개수를 정해줘야 토픽 모델을 만들 수 있다. 토픽

의 개수는 해당 토픽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 평

가하는 의미론적인 일관성(coherence)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LDA 모델의 Coherence 값은 토픽 

모델이 한 주제 안에서 얼마나 의미적으로 유사

한 단어들이 모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값으로

써 coherence 값이 높을수록 일관성이 높다고 판

단한다. 토픽 모델이 의미론적으로 일관성이 높

게 모델링이 되어야 각 토픽의 레이블 또한 잘 선

정할 수 있으므로, coherence가 높게 나오는 토픽

의 개수를 찾아 해당 LDA 모델을 토픽 레이블링

에 사용한다.

(3) Relevance 값을 계산하여 각 토픽의 Relevance

Top-20 단어 추출한다.

<그림 1> 토픽 키워드를 생성하기 위한 처리 절차



토픽 레이블링을 위한 토픽 키워드 산출 방법

30 제16권 제3호

(4) 각 토픽별로 토픽에 기여하는 문서들을 대상으로 

Relevance Top-20 단어를 포함하는 문장들을 추

출한다.

(5) 각 토픽별로 추출한 문장들을 TextRank를 위하여 

전처리 한다.

LDA 토픽 모델링을 위한 전처 과정과 같이 형태

소 분석과 불용어를 제거하여 n-gram으로 토큰화

된 단어 리스트를 생성한다.

(6) TextRank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각 토픽을 대표

하는 단어로 토픽 키워드들을 추출한다.

(7) 토픽 키워드들 중 연속적으로 동시에 출현하는 

키워드들을 문구로 만들어 TextRank Top-5를 추

출한다.

Ⅳ. 실험 및 평가 

4.1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TextRank을 사용한 토픽 키

워드 산출 방법의 실험을 위해 네이버 뉴스 사이트에

서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간의 IT/

과학 관련 뉴스, 총 20,034개의 문서를 수집하여 사용

하였다. LDA 토픽 모델을 위해서는 Mallet[11]을 사용

하였고, 토픽 모델의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LDA 모

델의 학습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LDAvis[10]의 

Python wrapper인 genism[12]의 pyLDAvis 모듈을 

사용하였다. 한글 전처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형태소 

분석기는 Komoran[13]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Intel(R)

Core(TM) i7-7500U CPU@2.70GHz 2.90GHz, 8GB

RAM, Microsoft Window 10 Home 운영체제로 구성

된 머쉰에서 수행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사용한 언어는 

Python 3.8.3이다.

실험에 사용한 토픽의 개수는 12개이다. 다양한 토

픽 개수를 설정해 토픽 모델링을 실행하고 coherence

값을 측정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coherence값을 보인 

토픽 개수를 선택하였다. 실험결과 토픽의 개수가 12

개 때, coherence 값은 0.5704로 비교적 높은 일관성

을 보였다.

<그림 2>는 토픽 개수가 12개일 때, 토픽 모델링의 

결과를 pyLDAvis를 사용하여 시각화한 것이다. <그

림 2> 왼쪽의 다이어그램은 토픽 벡터를 2차원으로 

축소하여 토픽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비슷한 위치에 

존재하는 토픽들은 비슷한 문맥을 지니고 있고, 겹치

는 부분이 최소화되고 사분면의 좌표상에 골고루 배

치되어 있을수록 좋은 모델이다. 토픽 개수가 12개인 

토픽 모델은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고 사분면에 골고

루 배치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좋은 토픽 모델이다.

<그림 2>의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각 토픽의 상위 단

어들을 보여주는데, 현재 <그림 2>에서는 토픽 1에 

상위 30개의 단어들을 보여주고 있다.

<표 1>은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산출한 12개의 

각 토픽의 상위 20개의 단어들과 각 단어가 해당 토

픽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반영하는 가중치를 나타

낸 것이다. LDA 토픽 모델은 해당 단어의 토픽 기여

도를 해당 토픽에 출현한 단어의 빈도수에 의해 결정

하므로 <표 1>에 나타난 가중치는 p(w|t)이다.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산출한 토픽의 상위 20개 단어들

을 ‘Top-20’ 이라고 부른다.

분별성이 있는 차별화된 상위 단어들을 산출하기 

위해 <수식 2>에 의해 relevance를 계산하고,

relevance 값이 높은 순으로 Relevance top-20 단어들

을 산출하였다. <표 2>는 토픽 별 Relevance Top-20

단어들과 각각의 relevance 값이다. <표 1>과 비교할 

때 토픽 별로 단어의 순위가 다소 변경이 되었다.

<표 1>에서 ‘토픽 1’의 상위 단어들은 ‘온라인, 원격,

제공, 진행, 교육…’ 순이었지만, Relevance를 기준으

로 다시 산출한 결과 <표 2>를 보면 ‘온라인, 원격,

온라인_개학, 학생, 교육…’ 순이다. ‘제공, 진행’ 등의 

단어들은 다른 토픽에도 중복되는 단어들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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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ce 값을 기준으로 상위 단어를 다시 산출하면 

순위가 떨어진다.

토픽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하여 LDA

토픽 모델에 사용한 20,034개의 전체 뉴스 문서에서 

Relevance Top-20 단어를 포함하는 문장들을 토픽별

로 추출하고 전처리 한다. 3.2절에서 제안한 방법에 따

라 <수식 1>의 TextRank 알고리즘으로 TextRank 값

을 계산하고, 토픽을 포괄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앞, 뒤로 연속적으로 출현하는 n-gram 단어들을 합쳐 

문구를 만들었다. <표 3>은 이러한 과정으로 만들어

진 토픽 별 상위 10개의 키워드로 각 항목마다 (앞 단

어, 뒤 단어, TextRank 값)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구를 이루지 않는 키워드는 ‘뒤 단어’ 항목이 없다.

<표 3>의 TextRank Top-10중에서 최종적으로 상

위 5개의 키워드만 선택한다. 그런데 TextRank

Top-10을 살펴보면 토픽 키워드들이 여러 토픽에 중

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중복된 키워드는 빨간

색 폰트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토픽 3’의 1순위 키

워드인 ‘기업(0.0368)’은 ‘토픽 5’의 ‘기업(0.0417)’과 중

복된다. 중복성을 제거하여 분별성이 있는 차별화된 

토픽 레이블링을 위해 ‘토픽 5’의 ‘기업’의 TextRank

값이 0.0417로 더 큰 값을 가지므로 그대로 TextRank

Top-5에 유지하고, ‘토픽 3’의 ‘기업’은 ‘토픽 3’의 

TextRank Top-5에서 제외시킨다. ‘토픽 3’의 

TextRank Top-5에는 6순위의 ‘정부’라는 키워드를 선

정한다. <표 4> 중복성을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산출

된 TextRank Top-5 나타내고 있다.

4.2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TextRank를 사용한 토픽 키워

드 산출 방법을 평가하기 위하여 <표 1>, <표 2>,

<표 4>에서 산출한 Top-5, Relevance Top-5,

TextRank Top-5를 각각 비교하여 산출한 토픽을 대

표하는 단어 집합이 분별성과 포괄성을 제공하여 토

픽을 이해하기 쉬우며 토픽을 잘 표현하는지를 검토

하였다. <표 5>는 토픽 6, 9, 12를 예를 들어 세 가지 

방법이 산출한 Top-5를 비교한 예이다.

<표 5>에서 ‘토픽 6’의 Top-5 키워드는 '분기, 코로

나, 증가, 기록, 지난해' 이다. Relevance Top-5는 '분

기, 증가, 기록, 코로나, 영업' 이고, TextRank Top-5

는 '분기, 영업 이익, 코로나 영향, 전년 동기, 동기 대

비 증가’ 이다. TextRank Top-5 키워드가 다른 방법

에 비해 핵심어 추출을 통해 토픽의 키워드를 문구로 

표현하므로 포괄적이며 타 토픽과 분별성이 더 있어

서 5개의 토픽 단어들을 통해 토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표 1>에서 ‘토픽 1’의 LDA 모델링의 

산출로 선택한 Top-20 단어들과 <표 2>에서 ‘토픽 1’

의 Relevance Top-20의 단어들은 아무리 많은 단어가 

제공되더라도 어떤 단어를 어떻게 결합해서 토픽을 

이해해야 하는지 도메인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

이라면 상위단어를 통해 토픽을 레이블링 하기가 매

우 어렵다.

전문가도 토픽의 레이블을 선정할 때는 토픽을 대

표하는 상위 키워드를 보고 추정한다. 자동화 과정을 

통해서 선택한 토픽을 대표하는 단어집합이 토픽을 

레이블링 하기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정량적인 공

인된 방법은 아직까지 부재하며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

문가 3인에게 <표 1>, <표 2>, <표 4>에서 제시한 세 

가지 방법의 Top-5와 Top-10의 검토를 받은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TextRank 키워드 추출방식을 통해 

산출한 Top-5, Top-10이 가장 분별성이 있고 토픽의 

의미를 잘 추정할 수 있는 포괄성이 있어 이해하기 

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토픽 레이블링의 전제조건은 토픽 모델이 의미적

으로 일관성 있게 잘 모델링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표 4>에서 ‘토픽 1’의 ‘방사광 가속기’는 ‘토픽 

1’의 다른 키워드와 비교할 때 일관성이 떨어지는데,

이는 12개의 토픽으로 전체문서를 주제 분류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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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yLDAvis를 이용한 토픽 개수가 12개인 LDA 모델의 시각화

<표 1> LDA 모델이 산출한 토픽 별 상위 20개 단어: To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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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출현하는 단어의 빈도수에 

의존하는 LDA 토픽 모델링의 한계로 인해 생긴 문제

점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최종적으로 TextRank Top-5를 

선택할 때, 변별성을 높이기 위해서 토픽들 간에 서

로 중복되어 선택되는 키워드는 TextRank 값을 비교

하여 값이 작은 키워드를 해당 TextRank Top-5에서 

제외를 시켰다. 예를 들면 <표 3>에서 ‘기업, 지원, 기

술, 서비스 제공, 고객, 코로나’ 같은 키워드들은 서로 

중복되므로 중복을 제거하여 토픽 레이블의 분별성

<표 2> Relevance를 기준으로 산출한 토픽 별 상위 20개의 단어: Relevance Top-20

<표 3> TextRank로 산출한 키워드 상위 10개 키워드: TextRank 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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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였다. 그런데 ‘토픽 8’의 ‘코로나’와 ‘토픽 11’의 

‘코로나’의 경우는 TextRank Top-5에서 중복되어 ‘토

픽 11’의 ‘코로나’를 최종적으로 제외시켜 ‘토픽 11’의 

TextRank Top-5는 ‘진행, 어려움 지역, 구매 고객, 캠

페인 참여, 배송’이 선정되었다. 결과적으로 ‘토픽 11’

의 TextRank Top-5는 ‘코로나’라는 4월 당시 이슈의 

중심에 있던 키워드가 변별성을 높이기 위해 삭제되

어 ‘토픽 11’를 의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토

픽 키워드 산출 방법의 한계로서 변별성을 높이기 위

해 일괄적으로 중복된 키워드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

라 토픽을 의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다면 키워드의 

중복을 허용하도록 예외상항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가 더 필요하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LDA 토픽 모델링을 사용하여 산출한 토픽들은 토

픽의 레이블이 자동으로 붙여지지 않기 때문에, 토픽

을 분별하고 잘 이해하기 위해 토픽의 레이블을 별도

로 붙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토픽의 레이블링을 

<표 4> 최종 선정된 토픽 키워드: TextRank Top-5

<표 5> LDA 모델, Relevance , TextRank가 산출한 Top-5 키워드 비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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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는 토픽을 대표하는 단어들을 살펴보고 레이블

을 붙이게 되므로, 먼저 토픽을 대표하는 단어들의 

집합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문서의 키워드를 추출하는 TextRank를 

사용하여 토픽을 대표하는 키워드들을 산출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변별성이 있는 토픽 

관련 단어들을 선정하기 위해 Relevance를 사용하며,

TextRank 알고리즘을 사용해 토픽 키워드를 추출하

고,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들을 연결하여 토

픽을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토픽 키워드 산출 방법은 최종

적으로 토픽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선택할 때 변별성

을 높이기 위해 토픽들 간에 중복된 키워드를 삭제하

면서 토픽을 의미적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예외상황

을 처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TextRank를 사용하여 산출한 토픽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토픽을 의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자

연어처리 기술을 활용한 토픽 레이블 선정 방법을 연

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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