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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논문에 부여되는 저자 주제어(author keyword)는 논문을 분류 및 검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주

제어를 부여할 때 자동으로 저자 주제어를 추천한다면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저자가 직접 부여

한 저자 주제어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제어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논문에 

달려있는 다수의 주제어 중 하나의 주제어를 선별하여 Labeled LDA를 이용해 주제어와 초록(abstract)

의 관계를 학습했다. 이후 초록이 주어지면 자동으로 저자 주제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실험을 진행했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기계학습을 이용한 저자 주제어의 

추천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지 평가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1. 서  론 

 

논문은 제목과 저자, 저자 주제어, 초록, 본문 등으로 

구성된다. 저자는 작성한 논문에 직접 저자 주제어를 

부여하는데, 부여된 저자 주제어는 해당 논문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독자로 하여금 논문의 전반적인 구성을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저자 주제어 추천 시스템[1]은 논문의 초록을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주제어를 추천하며, 저자 주제어 

부여작업을 도와 잘못된 주제어의 사용을 줄여주고, 

더욱 다양한 주제어를 논문에 부여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자 주제어를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실험을 

진행하였다. 

저자 주제어를 추천하기 위해 수집된 논문 데이터의 

초록과 기존의 할당되어 있는 저자 주제어를 기준으로 

Labeled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2] 기법을 

사용하여 토픽 모델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토픽 

모델을 이용하여 각각의 초록을 구성하는 단어들에 

대해 가장 확률이 높은 저자 주제어를 추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 토픽 모델을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법을 설명하며, 3절에서 

생성된 토픽 모델을 토대로 입력된 초록의 단어들을 

분석하여 가장 확률 높은 주제어를 선택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4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설명하는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 설명과 세부적인 

실험 내용 및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5절에서 논의한다. 

 

 

2. 토픽 모델 생성 

 

토픽 모델은 어떤 주제어에 단어가 포함될 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토픽 모델을 생성하여 주어진 

문서에 포함된 단어들의 확률 값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해당 문서에 가장 적합한 주제어를 선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토픽 모델을 생성하여 저자 주제어를 

추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토픽 

모델의 주제어를 저자 키워드로 지정하고, 문서는 각 

논문들의 초록으로하여 진행한다. 

토픽 모델을 생성하기 위하여 Labeled LDA 기법을 

사용하였다. Labeled LDA와 유사한 것으로는 

Supervised LDA[4]와 DiscLDA[5]등이 있다. Labeled 

LDA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Stanford Topic Modeling 

Toolbox1를 이용하여 토픽 모델을 생성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기존의 LDA[3]와 Labeled LDA를 

설명하고 다중으로 부여되어 있는 저자 주제어 중 

사용할 주제어를 선택하여 토픽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2.1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는 확률그래프모델(probabilistic graphical model)로 

디리슈레 분포(Dirichlet distribution)를 이용하여 어떤 

주제에 대해 단어들이 포함될 확률을 모델링하는 

것이다. LDA 모델은 그림 1과 같이 표현된다. 

 

                                            
1
 http://nlp.stanford.edu/software/tmt/tm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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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DA 모델 

 

위의 LDA 모델은 비감독학습(unsupervised 

방식이다. 비감독학습은 사전 정보가 

학습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문서가

가지는지 알지 못하고 유일하게 관찰된

단어들의 패턴으로만 학습이 이루어진다

모델에서는 ω가 단어를 가리키고 z가 주제를

것으로 단어가 어떠한 주제에 포함될 확률을

것이다. 그림 1의 LDA 모델에서 기호에

다음과 같다. 

α, β: 코퍼스(corpus) 레벨의 매개변수 

α: 주제들에 대한 디리슈레 분포

 주제들이 어떤 패턴인지 나타내게

β: 단어들에 대한 디리슈레 분포

 단어들이 어떤 패턴인지 나타내게

θ: 문서 레벨의 변수 

θ: 문서 하나에 대한 주제어 분포

z, ω: 단어 레벨의 변수 

z: 해당 주제에 대한 단어 확률 

 ω: 해당 주제에 대한 실제 관찰된

LDA의 결과로 만들어진 토픽 모델은 단어들이

되는데 분류된 기준이 어떤 주제어를 근거로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저자 주제어 추천에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단어들로만 구성된

주제를 직접 부여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않기 때문에 사용이 힘들다. 기존의

해결하기 위해서 감독학습(supervised learning

Labeled LDA가 나왔다. 

 

2.2 Labeled LDA (Labeled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abeled LDA는 기존 LDA의 확장된 개념으로

동일하게 확률그래프모델이다. 하지만 두

큰 차이점은 학습 방식인데, LDA는

방식이고, Labeled LDA는 감독학습 방식

LDA 모델은 그림 2와 같다.  

 

 

(unsupervised learning) 

 없는 상태에서 

 어떤 주제를 

관찰된 데이터인 

이루어진다. LDA 

주제를 가리키는 

확률을 찾아 내는 

기호에 대한 설명은 

 

포 

나타내게 된다. 

포 

나타내게 된다. 

분포 

 

관찰된 단어 

단어들이 분류가 

근거로 하는지 알 

추천에 사용하기 

구성된 모델을 보고 

이런 작업이 쉽지 

기존의 LDA 문제를 

learning) 기법인 

Latent Dirichlet Allocation) 

개념으로 LDA와 

두 모델의 가장 

는 비감독학습 

방식이다. Labeled 

그림 2. Labeled LDA 

 

LDA 모델과 비교 해보면 

아니라 주제에 대한 정보

관찰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제어가 어떤 것인지 명시할

기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α, η, Φ: 코퍼스(corpus) 레벨의

α: 주제들에 대한 

 주제들이 어떤 패턴인지

η: 단어들에 대한 

 단어들이 어떤 패턴인지

Φ: 주제에 대한 사전

θ, β, Λ: 문서 레벨의 변수

θ: 문서 하나에 대한

가능한 주제를 제한한다

β: 주제에 대한 단어들의

Λ: 관찰된 주제로 

z, ω: 단어 레벨의 변수 

z: 해당 주제에 대한

 ω: 해당 주제에 대한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차이점은 각 단어들의 집합이

되는지의 여부이다. 본 논문에

주제어를 추천하기 위해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위해서 감독학습 방식인 Labeled LDA

 

2.3 저자 주제어 선택 

 

Labeled LDA의 학습은 각

해당 주제어에 포함될 단어들의

것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주제어는 저자 주제어이다

Labeled LDA에서 학습 

하나의 문서가 쌍으로 이루어진

개의 저자 주제어 중 하나의

만약 논문에 부여되어 있는

 

. Labeled LDA 모델 

 관찰된 데이터가 단어인 ω뿐 

정보 Λ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용하여 토픽 모델을 생성하여 특정 

명시할 수 있다. 그림 2의 

다음과 같다. 

레벨의 매개변수 

 디리슈레 분포 

패턴인지 나타내게 된다. 

 디리슈레 분포 

패턴인지 나타내게 된다. 

사전 분포 

변수 

대한 주제어 분포와 Λ를 혼합 

제한한다. 

단어들의 다항분포 

 문서에 대한 주제 정보 

 

대한 단어 확률 

대한 실제 관찰된 단어 

 같이 두 모델의 가장 큰 

집합이 나타내는 주제어가 명시 

논문에서는 초록으로부터 특정 

 해당 단어들로부터 주제어가 

이유로 토픽 모델을 생성하기 

Labeled LDA를 사용하였다. 

각 문서마다 주제어가 지정되어 

단어들의 확률을 모델링하는 

여기서 문서는 논문의 초록이며, 

다. 토픽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는 하나의 주제어와 

이루어진 집합이기 때문에 여러 

하나의 주제어를 선택 해야 한다. 

있는 저자 주제어만큼 초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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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추가하여 학습한다면 주제어별 단어들이

되고 그만큼 생성된 토픽 모델이 만족할만한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저자 주제어 중 빈도를 기준으로 가장

하나만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2.4 전처리 작업 및 토픽 모델 생성 

 

학습을 통하여 만들어진 토픽 모델이

않게 하기 위해서 정제할 필요가 있다

논문의 초록에서 불용어(stop word) 

단어를 제거하고 논문의 저자 주제어와 

만들어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다. 

제거하지 않게 된다면 the 나 of, for 등의

단어들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 

데이터의 크기가 늘어 만족스럽지 못한

생성되어 제거하였다. 정제가 끝난 후 

기법을 이용하여 학습하고 각 주제어 별

확률을 추출하여 토픽 모델을 생성한다

모델 구성은 그림 3과 같으며 사용된 

저자 주제어 수만큼 주제가 생성된다

구성은 다수의 주제가 있고 하나의 

단어와 확률 값을 가진다. 

 

그림 3. 토픽 모델 

 

이렇게 만들어진 토픽 모델은 입력된 

확률이 가장 높은 저자 주제어를 선별하기

된다. 

 

3. 저자 주제어 추천 기법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저자 주제어 추천

같다. 생성된 토픽 모델을 토대로 

분석하여 가장 합당한 저자 주제어

추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초록의 단어들을 전체 토픽모델의

비교한다. 

단어들이 분산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위해서 전체의 

가장 높은 주제어 

모델이 부자연스럽지 

있다. 정제 과정은 

(stop word) 리스트에 있는 

 초록을 쌍으로 

. 이때, 불용어를 

등의 의미 없는 

 학습 시간이나 

못한 토픽 모델이 

 Labeled LDA 

별 단어가 포함될 

한다. 생성된 토픽 

 학습 데이터의 

. 토픽 모델의 

 주제에 포함될 

 

 초록을 토대로 

하기 위하여 사용 

추천 기법은 다음과 

 입력된 초록을 

주제어를 추천한다. 

토픽모델의 단어와 

2. 같은 단어가 있는 

주제 별로 누적한다

3. 비교가 끝난 후 주제

주제를 저자 주제어로

즉 입력된 초록의 단어들이

비교하여 가장 확률이 높은

이때 입력된 단어가 중복될

해당 워드의 가중치를 높여

하지 않았다. 

 

4. 실험 및 결과 

  

본 절에서는 실험에 대한

생성, 저자 주제어 추천 및

 

그림 4. 

 

실험의 전체적인 개요는 그림

나누어 보면 크게 논문자료

모델 생성, 주제어 추천으로

 

4.1 실험 설정 

 

본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Computational Biology and Bioinformatics

2004년도에서 2010년도 3

논문의 수는 총 347개로 

초록을 포함한다. 

 

 경우 해당 단어의 확률 값을 

누적한다. 

주제 별 확률 누적 값이 큰 

주제어로 추천한다. 

단어들이 각 주제에 속할 확률을 

높은 주제를 추천하는 것이다. 

중복될 수 있는데, 중복일 경우에 

높여 주기 위해 중복 제거를 

대한 데이터 설명과 토픽 모델 

및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 실험 개요 

그림 4와 같다. 실험의 절차를 

논문자료 수집과 데이터 분류, 토픽 

추천으로 나눌 수 있다. 

 IEEE/ACM Transactions on 

Computational Biology and Bioinformatics의 

3월까지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논문은 각각 저자 주제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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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 데이터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논문 수 271 76 

저자 주제어 수 

(중복 제거) 

1,654 

(1,032) 

552 

(351) 

논문당 평균 저자 주제어 수 6.3 7.3 

빈도 기준 최상위 

저자 주제어 수 
103 36 

 

학습과 평가를 위해서 학습 군과 테스트 군의 데이터 

분류가 필요하여 표 1과 같이 데이터를 분류하였다. 

테스트 데이터는 2009년도 논문과 2010년도의 논문을 

사용한 76개의 논문이고, 나머지 271개의 논문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 중복을 제외한 저자 주제어 수는 

학습 데이터가 1,032개, 테스트 데이터가 351개이다. 

논문당 부여된 평균 저자 주제어 수는 학습 데이터가 

6.3개, 테스트 데이터가 7.3개이다. 또한 토픽 모델에서 

주제로 사용될 저자 주제어는 학습 데이터가 103개, 

테스트 데이터는 36개이다. 

 

4.2 토픽 모델 생성 

 

토픽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우선 학습 데이터에서 

불용어를 제거하는데 불용어로 총 717개의 단어를 제거 

후 실험을 진행했다. 또한 Labeled LDA를 학습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서에 하나의 주제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저자 주제어가 하나만 있지 않고, 다중으로 

부여되어 있어 저자 주제어 중 주제로 사용할 하나의 

저자 주제어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체 저자 주제어의 빈도를 측정하여 가장 많이 나타난 

저자 주제어 하나를 주제로 지정하여 표 2와 같이 학습 

데이터의 형태를 만들었다. 

 

표 2. 학습 데이터 예제 

주제 초록 

biology and genetics  topology beta-sheets defined … 

computational biology  gene-duplication infer species … 

multiple structure alignment  pairwise structure alignment …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Labeled LDA를 

이용하여 학습하고, 학습된 모델로부터 각 단어들이 

저자 주제어에 포함될 확률을 확인하여 토픽 모델을 

생성하였다. 

 

4.3 저자 주제어 추천 

 

위의 토픽 모델 생성 단계로부터 만들어진 토픽 모델을 

기반으로 테스트 데이터의 초록을 비교한다. 비교를 

통해서 일치하는 단어가 출현한 각 주제별 포함될 

단어의 확률 값을 누적하여 가장 높은 순으로 저자 

주제어를 추천한다. 추천된 주제어가 테스트 데이터의 

저자 주제어로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4.4 결  과 

 

아래 그림 5와 표 3은 앞서 설명한 실험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5의 그래프는 가로축이 추천한 저자 

주제어 개수를 나타낸다. 평가 방법은 재현율(recall) 과 

정확도(precision)로 하였고, 이 둘의 값을 포함한 F1-

척도도 계산하여 표시하였다.  

 

 

그림 5. 추천 주제어 수에 따른 성능 

 

위의 결과는 한 개의 문서에 해당하는 재현율과 

정확도를 구하여 전체 문서에 대한 평균으로 

나타내었다. 전체 문서에 대한 맞춘 문서의 비율을 

직관적으로 알아 보기 위해 다른 방법을 통하여 

평가했다. 평가는 테스트 데이터에서 해당 문서에 

부여되어 있는 저자 주제어와 추천을 통해서 얻어진 

주제어를 비교하여 하나라도 일치하는 항목이 있는 

문서의 수를 측정하여 비율로 나타냈다. 추천 주제어 

수에 따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추천 주제어 수에 따른 맞춘 문서의 비율 

추천 주제어 수 맞춘 문서의 비율 

1 0.355 (27/76) 

3 0.447 (34/76) 

5 0.513 (39/76) 

10 0.657 (50/76) 

 

또한 추천 수를 더욱 늘려서 실험을 해보았지만 전체 

추천 가능한 주제어 103개 중에 50개를 추천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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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개의 논문 중에서 61개의 문서만을 맞출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테스트 데이터의 36개 주제어 중 13개의 

주제어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아서였다. 그러므로 

해당 13개의 주제어에 대해서 추천되지 못해 위와 같이 

나타났다. 그래서 50개를 추천했을 때 61개의 문서를 

맞추었고, 100개를 추천했을 때는 64개의 문서를 

맞추게 된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abeled LDA를 사용하여 토픽 모델을 

생성하고, 생성된 토픽 모델을 기반으로 저자 주제어를 

추천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저자 

주제어를 기준으로 실험을 하였지만 MeSH 2  또는 

태그와 같은 다른 주제어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실험 결과를 보면 현재로서는 성능이 저조하지만 향후 

연구를 통해서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 향후 연구로는 

주제어를 추천하는 작업에서 단순히 초록의 단어들이 

주제어에 포함될 학률 누적을 계산했는데, 이외의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면 성능이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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