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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산업혁명과함께찾아온새로운변화가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어제의 강자가 오늘의 패자가 되는 치열

한적자생존의시대에살고있다. 최근비정형텍스트데

이터분석이각광을받으면서이를본격적으로활용하고

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분

석 기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

였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기업 내외부의 정책이슈 문

서나 소비자 여론 등의 비정형 데이터들을 쉽고 간단하

게분석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하고있다. 그래서이에

대한 최적한 해법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

다. 이 기법 중의 하나가 R 프로그램의 워드클라우드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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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텍스트 테이터 분석을 위한 워드클라우드 기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ord Cloud Techniques for Analysis of Unstructured Text Data

이원조*

Won-Jo Lee*

요 약 빅데이터 분석에서 텍스트 데이터는 대부분 비정형이고 대용량으로 분석 기법이 정립되지 않아 분석에 어려움

이 많았다. 따라서 텍스트 데이터 분석 기법의 하나인 빅데이터 워드클라우드 기법의 실무 적용시 문제점과 유용성

검증을 통한 상용화 가능성을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R 프로그램 워드클라우드 기법을 이용하여

“대통령 UN연설문”을 시각화 분석을 하고 이 기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된

모델을 제안하여 워드클라우드 기법의 실무 적용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어 : 빅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 분석, 워드클라우드, R 프로그램, 시각화

Abstract In Big data analysis, text data is mostly unstructured and large-capacity, so analysis was difficult 
because analysis techniques were not established.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ization through verification of usefulness and problems when applying the big data word cloud 
technique, one of the text data analysis techniques. In this paper,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is technique 
are derived through visualization analysis of the “President UN Speech” using the R program word cloud 
technique. In addition, by proposing an improved model to solve this problem, an efficient method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word cloud technique is proposed.

Key words :  Big data, unstructured data, text analysis, word cloud, R program,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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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데이터 수집 후 수작업 전처리를 하고 R 프로그램

과 휴리스틱 후처리 정제 기법을 사용한 비정형 데이터

정제모델을제안하고이정제모델을적용한분석사례

로 “대통령 UN연설문” 텍스트 문서를 R 프로그램 워드

클라우드기법을사용하여시각화분석하여핵심이슈를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워드클라우드

기법을이용하여주요이슈를시각화하여분석하는과정

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새로운데이터정제모델을제안하여워드클라우드기법

의 실무 적용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한다[1][2]

[4][6][8].

Ⅱ. 관련연구

1. 비정형 데이터 분석

일정한 규격이나 형태를 지닌 숫자 데이터(numeric

data)와달리그림이나영상, 문서처럼형태와구조가다

른 구조화 되지 않은 데이터를 말한다. 비정형 데이터의

사례로는 책, 잡지, 문서의료기록, 음성정보, 영상 정보

와같은전통적인데이터이외에이메일, 트위터, 블로그

처럼모바일기기와온라인에서생성되는데이터가있다.

이들 텍스트 데이터 분석 중에서 인터넷 검색어 분석은

검색어를중심으로사용자들의관심사를분석할수있도

록 지원해주는 많은 사이트 들이 있다. 그리고 이 들 중

에서 대표적인 것이 네이버 데이터 랩과 구글 트렌드가

있다.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는 국내의 주요 관심사를 알

아볼 수 있고, 구글 트렌드에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은 연설문 유형의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실험에서 사용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분

석방법은 R 프로그램워드클라우드기법을사용하고빅

데이터분석에사용되는한글사전은KoNLP를사용하였

으며, 검증을 위한 소스프로그램은 “모두를 위한 R데이

터분석”의 워드클라우드 기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1][3][5][11][12].

2. 워드클라우드 분석 기법

워드클라우드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대

표적인 기법으로, 사전에 수작업으로 전 처리된 텍스트

데이터를 알 프로그램으로 단어(명사 또는 형용사)들을

추출하고 출현 빈도수를 계산하여 워드클라우드 기법을

사용하여 시각화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출현 빈도수가

높은단어는크게표시되고각각의단어들은색상이다

르게 표시된다. 여기서 출현 빈도수가 높은 단어는 중요

도가 크거나 관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빈도

수유형에따른단어수작업전처리규정이다. 빈도수계

산결과 처리 다음과 같은 5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1) 빈도수가 높고 중요성이 낮은 단어

(2) 빈도수가 높고 중요성이 높은 단어

(3) 빈도수도 낮고 중요성이 낮은 단어

(4) 빈도수는 낮고 중요성이 높은 단어

(5) 빈도수는 높으나 부적격 값(조사, 감탄사, 동사,

등)

상기 R 프로그램 처리에서 추출된 5가지의 유형에서

(1), (3), (5)항은제거하고 (2), (4)항은수렴하고, 상용한

글 사전에 없는 보정대상 단어는 수작업으로 사전에 추

가한 후에 전처리한다[1][3][14].

3.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이란 비정형 데이터에 대

한마이닝과정이다. 마이닝이란데이터로부터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개념이나 특성을 추출하고 이것들 간의 패

턴이나 추세 등의 고품질의 정보를 끌어내는 과정이다.

데이터는 형태에 따라 고정된 구조 형태로 구성된 데이

터를정형데이터(structured data)로, 정해진구조가없을

때는비정형데이터(unstructured data)로 구분한다.1) 정

형 데이터를 이용한 마이닝을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마이닝을 텍스트 마이

닝(text mining)이라고 한다(원문인용)[15].

4. 웹 마이닝(Web Mining)

월드와이드웹(WWW)에서 수집된 정보로부터 흥미로

운것이나잠재적인유용한패턴, 프로파일, 추세, 명시적

인 정보 등을 추출해서 분석하는 기법이며, 웹에서 얻을

수있는정보는트래픽, 등록정보, 거래정보등을실시간

으로활용할수있다. 실시간으로웹데이터를수집, 분석

하여 진정한 의미의 개인화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며,

ERP, CRM, SCM등에적용될수있는아주유용한기술

이다(원문인용)[14].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4, pp.715-720. November 30,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717 -

ⅡI.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분석

1. 텍스트 데이터 분석 모델

빅데이터 분석에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는 일반적으

로 분석 가능한 유형의 데이터로 변환을 위한 정제과정

을 거쳐야 한다. 빅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로의 정

제는 매우 중요하며, 정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분석이불가능하거나, 일관성이없어결과의신뢰성

이 저하된다. 따라서 다음 그림 1은 기존 비정형 데이터

정제과정이고 그림 2는 제안된 비정형 데이터 정제과정

을 보여준다. 제안된 모델에서는 분석자가 R 프로그램

사용과 휴리스틱(Heuristics) 후처리 정제를 반복하면서

부적격 값은 제거하고 한글 사전에 없는 데이터는 추가

한다. 그리고 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로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해석하고 정보화한다

[1][2][15][16].

그림 1. 기존 비정형 데이터 정제과정
Figure 1. Existing unstructured data purification process.

기존의 정형 데이터의 정제과정은 효율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다. 다양한

매체로부터 수집된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 가

능한유형으로변환하여정형화한후통합저장한다. 그

리고데이터품질검사를통해서유용성을검사하고지속

적으로 관리한다[15].

그림 2. 제안된 비정형 데이터 정제 모델
Figure 2. Proposed unstructured data cleaning model.

2. 분석대상 문서 준비

워드클라우드 작성을 위한 문서는 일반적으로 텍스트

파일 형태의 문서를 준비하고 텍스트 파일은 윈도우의

“메모장”에서 “열기”하여 수작업 전처리를 실시하고 마

지막문장은 다음라인으로 넘기고그림 3과 같이 “인코

딩 UTF-8”로 설정하고파일명은영문으로저장한다. 이

러한규정을따르지않으면 R프로그램에서문서파일을

읽을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16].

그림 3. 인코딩 UTF-8 텍스트 문서로 저장
Figure 3. Save as encoded UTF-8 text document.

3. 워드크라우드 작성

워드클라우드작성을위한대상문서는청와대홈페이

지에서 “대통령 UN 연설문”을대상으로 R 프로그램에서

워드클라우드를작성하는방법에대해서구현하고그결

과를 분석한다. 그림 4는 분석 대상 문서 원문이고 그림

5는 수작업 전처리 후 문서이다.

그림 4. 분석대상 문서 원문
Figure 4. Original text of the document to b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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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작업 전처리 후 문서
Figure 5. Manual preprocessed document.

4. 명사 단어 추출

다음그림 6은 분석대상문서에서한글사전을이용하

여명사단어를추출하는 R 프로그램소스코드이고그림

7은 명사를 추출한 결과이다[1][16].

그림 6. 명사 단어 추출 프로그램 소스코드
Figure 6. Program code for extracting noun words.

그림 7. 한글사전을 이용한 명사 추출 결과
Figure 7. Noun extraction result using Korean dictionary.

5. 빈도수 계산(상위 10단어 추출)

다음그림 8은빈도수상위 10개단어를추출하고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R 프로그램 소스코드이고 그림 9

는 빈도수 상위 10개 단어의 추출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시각화한것이다. 여기서상위 10단어중의미가없는단

어의 확인이 용이하다. 근거로는 단어의 빈도수는 높으

나의미없는조사, 접미사, 동사, 공백문자등의확인이

가능하여 제거하는 후처리가 용이하다. 이 판정은 분석

자가휴리스틱(Heuristics)으로판정하고만족할때까지

반복해야 결과의 신로도가 향상된다[12][16].

그림 8. 빈도수 상위 10단어 막대그래프 시각화 코드
Figure 8. Program code for visualizing bar graphs with the top

10 words of frequency.

그림 9. 빈도수 상위 10 단어 막대그래프 시각화
Figure 9. Bar graph visualized with the top 10 frequency words.

6.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결과(후처리 전)

다음 그림 10은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후처리 전 코드

이고 그림 11은 후처리 전의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결과

이다. 따라서유의미한핵심이슈들의추출이어렵게나

타난다[11].

그림 10.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코드(후처리 전)
Figure 10. Program code for word cloud visualization (before

post-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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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결과(후처리 전)
Figure 11. Word cloud visualization analysis result (before

post-processing).

7.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결과(후처리 후)

다음그림 12는 부적격값제거코드이고부적격값제

거를 위한 후처리 과정에서 “것”, “수”, “되”, “하”, “할”,

“나”, “이”, “년”, “과”와같은빈도수는매우높으나부적

격 값은 R 프로그램으로 제거한다. 그리고 빈도수는 높

으나워드클라우드시각화에표시되지않는단어는사용

자사전에추가한다. 또한단지발생빈도수가많다고해

서핵심이슈라고볼수없는단어들도존재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림 13은 후

처리 후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코드이고 그림 14는 후처

리 후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결과이다. 따라서 유의미한

핵심 이슈들의 추출이 용이하게 나타난다. 또한 분석자

에 의한 휴리스틱(Heuristics) 정제 방법으로 부적격 값

을제거하는정제작업을반복하면중요핵심이슈의추

출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실무 분석 담당자가 휴리스틱으로 부적격 값을

판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11][16].

그림 12. 부적격 값 제거 코드(후처리)
Figure 12. Word cloud visualization analysis result (before

post-processing).

그림 13.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코드(후처리 후)
Figure 13. Program code for word cloud visualization (after

post-processing).

그림 14.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결과(후처리 후)
Figure 14. Word cloud visualization analysis result (after

post-processing).

8.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결과 분석

그림 14는후처리후의워드클라우드시각화결과이다.

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이 “대통령 UN연설문”에서 추출

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들이고 주요한 논점들(Hot

Issues)이다. “한국”은 “국제”, “사회”와 “유엔”의 “세계”,

“평화”, “노력”에 “협력”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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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평화”를 위해서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한다.

“남과북”은 “공동번영”과 “평화공존”을위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해야한다. 그러나여기서 “종전”

과 같은 단어의 빈도수는 2회로 적으나, 가장 중요한 논

점으로 반드시 휴리스틱(Heuristics)으로 추출해야 하는

핵심 단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분석자의 역량이 결과에

매우중요한영향을주기때문에분석전문가또는실무

자가 결과를 해석해야 높은 신뢰도를 기대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의 실험 결과에서 R 프로그램 워드클라우드

기법을 이용하여 핵심 이슈를 시각화하여 분석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첫째 한글사전(KoNLP)의

전문용어와 신조어가 누락되어 있으며, 사전 버전 업에

따른 이용 오류가 발생하고, 둘째 분석자의 R 프로그램

사용이 대체로 미숙하며, 휴리스틱 역량이 부족하고, 셋

째 시각화 결과에 대한 해석 역량부족 등으로 나타난

다. 그리고 빈도수는 낮으나 중요성이 높은 단어는 반

드시 추출하고, 상용 한글 사전에 없는 보정대상 단어

는 수작업으로 사전에 추가하는 휴리스틱 전처리와 후

처리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제안된 문제점 해

결 방안과 정제 모델이 검증 결과 데이터와 분석 결과

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 방안들이 워드클라우드 기법의 실무 적용 지침으로

써의 의미를 갖는다.

향후 연구과제는 상용 한글사전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용 시소러스

(Thesaurus)의 개발과 연구 결과의 문제점들을 보완하

여 흥미위주나 글자 디자인 측면의 워드클라우드가 아

닌 비정형 텍스트 분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상용

가능한 워드클라우드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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