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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용량 테스트 문서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기 한 다양한 주제 추출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다. 주제 추출 알고리즘은 베이지안(Bayes) 확률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 확률 α와 β가 입력으로 

주어져야 한다. 기존에는 주제 추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해 기본(default) 사 확률을 사용하거나, 주

으로 그 값을 결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 추출 알고리즘의 사 확률을 자동으로 결정해주는 맵리듀

스 기반의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용량 데이터에 한 성능과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기존의 단일 쓰

드 알고리즘과 다르게, 제안된 맵리듀스 알고리즘은 입력된 데이터에 합한 사 확률을 빠르게 찾고 주

제 추출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정확한 주제를 추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제안 방안은 

주제일 성과 성능 측면에서 기존 방안보다 우수함을 나타낸다.

키워드: 주제 추출 알고리즘, 사 확률, 맵리듀스, 주제일 성

Abstract Various topic extraction algorithms have been used to obtain meaningful information 

from a large number of text documents. Since the topic extraction algorithms work based on the 

Bayesian probability model, the prior probabilities, α and β, should be given as inputs. Until now, in 

order to run the topic extraction models, users have to either take advantage of default prior 

probability values or determine them subjectively. In this study, we propose a MapReduce-based prior 

probability optimization algorithm that systematically determines the prior probability values in 

addition to the improvement of performance and accuracy against a large-scale input data. Unlike the 

previous single thread algorithm, the proposed MapReduce-based algorithm quickly determines the 

prior probability values that are suitable for the input data. It then extracts topics with high accuracy 

after the topic extraction algorithm is executed with the chosen prior probability values. Our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method outperforms the previous method in the aspect 

of topic coherence and performance.

Keywords: topic extraction algorithm, prior probability, mapreduce, topic coh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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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식정보화사회란 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이 격

히 증 되고, 정보기술이 고도화되는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구조 반에 걸쳐 정보와 지식의 가

치가 높아지는 사회를 의미한다. 경제활동의 심이 산

업사회의 물질  생산 심에서 정보  지식과 련한 

서비스 생산, 나아가 경험경제 심으로 이동하게 되었

으며, 이 사회는 정보  지식이 사회 신과 정책결정의 

원천이 되어 기술 통제나 평가를 통한 미래계획이 이루

어지는 사회로 정의된다. 엘빈 토 러는 지식정보화사회

에서의 가장 기본 인 원료는 상상력을 포함한 정보로 

정의하고, 상상력과 정보를 통해 여러 가지 소모성 자원

들의 체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 다[1]. 재 우리 

사회는 이러한 지식정보화사회로 격히 변화하고 있다.

용량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기 하여 

pLSA(Probabilistic Latent Semantic Analysis),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hLDA(Hierarchical Latent 

Dirichlet Allocation)와 같은 주제 추출 알고리즘이 많

이 사용된다. 이러한 주제 추출 알고리즘은 용량 문서

의 텍스트 내용을 요약하는데 유용하며 순  분석, 의견 

요약, 데이터 기반의 시장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 주제 추출 알고리즘을 실행하면 여러 

개의 주제들이 생성되고, 주제에 해당하는 연 어들과 

이에 한 확률 값이 나오게 된다. 여기에서 주제란 연

어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주제 추출 알고리즘은 베이

지안 확률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 확률(prior 

probability)인 와 가 입력으로 주어진다. 여기에서 

는 문서 내의 주제 분포, 는 주제 내의 단어가 어떤 

확률로 분포되는지를 나타내는 확률이다.

기존에는 주제 추출 알고리즘의 사 확률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기본값을 사용하거나 문가가 임의로 결정하

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은 다음과 같은 단 이 존재한

다. 첫째, 주어진 데이터의 사 확률이 정확할수록 빠르

게 수렴되어 실행시간이 단축되는 이 이 없다. 둘째, 

무수히 많은 데이터에서 수작업으로 정확한 사 확률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셋째, 부정확한 주제들이 결과로 

생성되어 데이터를 잘못 분석할 수 있다. 주제 추출 알

고리즘을 실행할 때 정확한 사 확률을 사용한다면 국

소 최 치(local minima)에 빠질 가능성이 어든다.

한 빅데이터 기술이 등장하면서, 표본(sample)을 추

출하여 분석하는 통 인 통계 방식 신 모집단의 모

수를 직  추정할 수 있는 기술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사 확률에 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주제 추출 알고리즘을 실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본 연구는 주제 추출 알고리

즘의 사 확률을 결정하는 기존 방법의 단 을 보완하

고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한다. 다시 말해 입력 데이터

마다 주제 추출 알고리즘에 필요한 최 의 사 확률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목

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3.2장에서 ‘단일 로그램 기

반의 사 확률 최 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3.3장에서

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분산 병렬 

처리 기반의 소 트웨어 임워크인 맵리듀스(Map-

Reduce)를 이용하여 주제 추출 알고리즘 실행에 필요한 

사 확률을 자동으로 결정해주는 ‘맵리듀스 기반의 사

확률 최 화 알고리즘’을 최종 으로 제안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UPI, KoreaHerald, Mengnews, 

DowJones, ABCnews에서 약 600,000개의 문 뉴스기

사를 수집하 으며, 수집한 뉴스 기사들에서 기사의 표

제(headline)와 내용(content)을 따로 추출하 다[2-6]. 

추출한 데이터에서 불용어(stopwords)와 특수문자를 제

거하고, 어간 추출(stemming)을 통한 처리 과정을 거

친 후에 주제 추출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주제를 추출하

다. 여러 주제 추출 알고리즘 에서 잠재 디리클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은 성능이 우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량의 문서 컬 션을 기계 으

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재 리 사용되

고 있는 LDA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추출된 결과에 단

일 로그램 기반과 맵리듀스 기반의 사 확률 최 화 

알고리즘을 각각 제안하 다. 이후 단일 로그램 기반

과 맵리듀스 기반의 사 확률 최 화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을 비교하여 제안 방안의 우수성을 입증하 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제안 방

안의 이해를 돕기 해 련 연구에 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제안방안인 ‘사 확률 최 화 알고

리즘’에 해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에 

한 실험  평가에 하여 기술한다.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향후 연구 방향을 다룬다.

2. 련 연구

기존의 LDA  텍스트 분석을 한 매개 변수 추정 

방법으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존재한다.

잠재 인 변수 할당에 한 조건부 분포를 활용하여 

여러 개의 샘 에 해 평균을 계산하고, CGS(Col-

lapsed Gibbs Samples)에서 문서  주제별 LDA 매개 

변수(φ와 θ)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7]. 먼  표  CGS 알고리즘을 실행한 후 

표  문서 주제  주제 단어 수에 한 행렬을 얻는다. 

이후 표  CGS 매개 변수 추정 방정식을 사용하는 신

에, [7]에서 제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주제 추출 알고리

즘의 매개 변수 추정을 진행하 다. 하지만 기 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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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 확률 최 화 알고리즘의 흐름도

Fig. 1 Flow chart of the proposed prior probability optimization algorithm

률을 =0.1, =0.01로 설정한 상태에서 사후 확률 φ와 

θ를 추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와의 차이 이 있다.

최  우도(maximum likelihood), 사후  베이지안 

추정, 공분산 분포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같은 확률론

 추정의 기본 개념을 이용하여 LDA의 라미터

(parameter)를 추정하고, 깁스(Gibbs) 샘 링을 기반으

로 한 근사 추론 방법을 제안하 다[8]. 먼  LDA를 이

용한 혼합 모델링을 생성한 후에 생성된 모든 단어들의 

문서를 이용하여 우도를 얻는다. 그리고 코퍼스(corpus)

의 단어를 이용한 통계 인 기법을 사용하여 LDA의 하

이퍼 라미터(hyper-parameter)를 추정한다. 일반 으

로 사용되는 기본(default) 사 확률을 정의해주는 연구

이며, 데이터의 특성에 상 없이 =토픽개수


, =0.01

일 때 최 임을 보 다. 하지만 개별 데이터마다 서로 

다른 최 의 사 확률이 존재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최 의 사 확률 추정과 기본값을 사용하는 방

법의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결과 각 개별 데이터에 합

한 사 확률이 존재함을 입증하 다.

확률 모델의 사후 확률을 최 화하여 자동으로 의미 

임  역할 세트를 추정하는 방법인 LDA- 임

(frames)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9]. 모든 어휘 단어에 

해 모든 의미론  임에 한 확률 분포(proba-

bility distribution)가 생성되며, 임의 확률은 주어

진 어휘 단 에 한 코퍼스의 사용 빈도와 일치하게 

된다. 이후 주어진 훈련 데이터에 해 모델의 사후 확

률을 최 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매개 변수를 추정한

다. 하지만 훈련 데이터(training data)의 사후 확률을 

이용하여 매개 변수를 선택하고, 사 확률인 와 를 

수작업으로 설정하여 LDA- 임 그래픽 모델을 제안

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의 LDA  텍스트 분석을 한 매개 변수 추정 

방법들은 빅데이터 기반이 아닌 단순한 확률 모델 개발 

 분석을 통한 연구들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경험 인 연구를 통해 주제 추출 알고리즘의 사

확률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연구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다.

3. 제안 방안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사 확률 최 화 알고

리즘을 도식화하여 보여 다. 먼  UPI, KoreaHerald, 

Mengnews, DowJones, ABCnews에서 다양한 주제의 

문 뉴스 기사를 수집하고 표제와 내용을 추출한 후에 

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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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뉴스 기사들을 입력으로 하는 주제 추출 알고

리즘을 실행하여 주제들을 추출한다. 각 주제는 연 어와  

확률 값으로 구성된다. 를 들면, 주제1={(quarterback, 

0.3), (dominion, 0.2), (command, 0.1)}. 주제1의 연

어들을 고려할 때, 주제1은 ‘통치’에 련된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주제 추출 알고리즘은 3.1 에서 자세히 다룬다.

다음으로, 주제에 한 주제일 성(topic coherence)

을 계산한 후에 각 사 확률에 해당하는 평균주제일

성(average topic coherence)을 계산한다. 를 들면, 

사 확률 =0.1, =0.2일 때 주제가 2개라 가정하고 주

제1과 주제2의 주제일 성 값이 각각 0.4, 0.2일 때, 

=0.1, =0.2일 때의 평균주제일 성 값은 0.3이다. 사

확률과 주제일 성은 3.2 과 3.3 에서 자세히 다룬다.

마지막으로 사 확률 =0.0, =0.0부터 =1.0, =1.0

까지 모든 평균주제일 성 값을 비교한다. 실험 으로 

0.01로 진행하 을 때, 그림 10  그림 11과 같이 일정

한 주기를 갖고 있는 유사한 결과를 보 고, 이 경우에 

인 한 구간의 와 값이 비슷한 평균주제일 성 값을 

보 기 때문에 각 이스 별 구간은 0.05로 설정하 다. 

이 에서 가장 높은 평균주제일 성 값을 갖는 사 확

률이 채택된다. 3.4 과 3.5 에서 단일 로그램 기반의 

사 확률 최 화 알고리즘과 맵리듀스 기반의 사 확률 

최 화 알고리즘에 해 자세히 다룬다.

3.1 주제 추출 알고리즘

주제 추출 알고리즘은 문서의 주제를 알기 해 원본 

텍스트 내의 단어를 분석하는 통계 인 방법이다. 부가

인 이블링(labeling)이나 주석을 달 필요가 없어 

량의 문서 컬 션을 기계 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

할 수 있다. LDA는 이러한 확률 그래  모델  하나

로 디리클 (Dirichlet) 분포를 이용하여 텍스트 문서 내

의 단어들이 어떤 특정 주제에 포함될 확률을 계산하는 

모델이다[10,11].

를 들면, 수집한 문 뉴스(시간 ) 문서를 

라 가정하면   = {}로 표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주제 추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에 있는 문서들을 군집(clustering)하여 군집 세트

(cluster set)를 생성한다. 를 들어, 에 있는 문 뉴

스 문서들로부터 다음 2개의 군집 세트(과 )들을 

얻었다고 가정하자. 이를 테면,   = {}와   = 

{}라고 한다면, 에 속하는   문서들은 내용

이 서로 유사해야 하며, 에 속하는 문서들과 다르면, 

군집 방식이 제 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 

에 속한 문서들을 분석하여, 주제들과 주제들의 확률 분

포를 추출할 수 있다면,   문서들이 실제로 문

뉴스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악할 수 있게 된다. 

를 들면, 해당 문서에서 쟁과 토에 한 내용이 주

로 회자 된다면, 문 뉴스의 주요 주제들은 ‘ 쟁’과 ‘

토’가 될 것이다. 한 해당 문서에서 쟁에 해 70%, 

토에 해 30% 정도의 비율로 이야기되고 있다면, 주

제들에 한 확률 분포는 각각 0.7과 0.3임을 알 수 있

다. 즉,   = {}이 입력으로 주어지면, 주제 

추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해당 문 뉴스 기사들의 주

제들을 추출할 수 있다. 한 각 주제는 단어들의 집합이

며, 단어들은 서로 연  계를 지닌다. 따라서 주제 내

의 단어들을 분석하면 주제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며, 각 단어들은 확률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제 

내에 그 단어의 요성을 쉽게 악할 수 있다.

LDA는 텍스트 문서에 여러 주제들이 혼합되어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한 어떤 텍스트 문서도 생성되기 

에 이미 주제 구조가 존재하며, 숨겨져 있는 주제 구

조에 의해서 문서가 생성된다고 가정하는 생성확률모델

이다. 즉, 숨겨져 있는 주제 구조를 미리 가정하고, 재 

찰 가능한 문서 내의 단어들은 이로부터 생성되었다

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LDA에는 주제 개수, 문서의 주

제 분포도(), 문서 d의 각 단어의 주제 배정 확률

(), 주제 의 단어 분포(∅ )의 라미터가 숨겨져 

있다[13].

그림 2는 LDA를 설명하기 한 제 그림이다. 결론

으로 LDA의 핵심은 주어진 각 문서가 토, 쟁, 내

구성이라는 숨겨진 주제들의 확률 분포에 의해 만들어

지며, 그 문서에 있는 각 단어는 주제 내의 단어의 확률 

분포에 의해 문서 내에 생성된다는 것이다.

3.2 사 확률

사 확률이란, 특정 사건이 일어나기 의 확률을 뜻

한다. 를 들어, 주사 를 던졌을 때 주사 에서 1이 

나올 확률은 


이다. 한 동 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이다. 이와 같이 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

로 하여 정한 기 확률이 사 확률이다. 그림 3은 사

확률을 포함한 LDA의 그래픽 모델을 보여 다.

주제 추출 알고리즘은 베이지안 확률 모델을 사용하

기 때문에 사 확률인 와 가 입력으로 주어진다. 는 

문서 내 주제 분포에 향을 미치는데, 값이 커질수록 

문서 내에서 각각의 주제들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계산

된다. 반면 값이 작아질수록 어떤 특정 주제에 쏠리게 

된다. 그림 4는 값에 따른 주제 분포도를 나타낸다.

한편 는 주제 내의 단어가 어떤 확률로 분포되어 있

는지를 나타낸다. 와 마찬가지로 값이 커질수록 주제

에 해당하는 각 단어들의 확률분포가 균등하며,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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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제 분포도

Fig. 2 Topic distribution chart[12]

그림 3 LDA 그래픽 모델

Fig. 3 LDA graphical model

그림 4 값에 따른 주제 분포도

Fig. 4 Topic distribution in accordance to 

작을수록 주제 내 특정 연 어들의 확률 값이 커진다. 

그림 5는 값에 따른 주제 내 단어 분포도를 나타낸다.

3.3 주제일 성

최 의 사 확률 와 를 얻기 해 주제일 성을 고려

그림 5 값에 따른 주제 내 단어 분포도

Fig. 5 Word distribution in accordance to 

한다. 주제일 성은 주제 추출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평가

하는데 사용되는 평가 척도이며, 주제를 구성하는 단어들

이 얼마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14].

              
C


 ≤  ≤   
   ≤  ≤ 





  (1)

식 (1)은 주어진 주제 내 단어 들의 유사도(simila-

rity)의 총합에서 평균을 구한 것으로 분자는 주어진 주

제 내 단어들의 각  유사도의 총합을 의미하며, 분모

는 분자의 평균을 내기 한 것이다.   는 는 주

제 내 연 어를 의미한다. sim( ,)는 주제 내 연 어

간의 워드넷(WordNet) 값을 의미한다. 워드넷은 어 

단어의 의미(semantics) 계를 악하는 데 유용한 데

이터베이스이다. 워드넷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단어의 

의미는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워드넷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두 단어의 의미는 련이 없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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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맵리듀스 로그램의 개요

Fig. 6 Outline of MapReduce program

다. 를 들면 ‘calm’과 ‘peaceful’는 철자는 다르지만 비

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워드넷을 사용하면 

‘calm’과 ‘peaceful’의 유사도는 1에 가깝게 나타난다.

결론 으로, 주제를 구성하는 단어들 간의 워드넷 유

사도가 높을수록 해당 주제의 주제일 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4 단일 로그램 기반의 사 확률 최 화 알고리즘

알고리즘 1 단일 로그램 기반의 사 확률 최 화 알고리즘

의 알고리즘이 수행되면, 입력된 텍스트 문서를 바

탕으로 사 확률 =0, =0부터 =1, =1까지 각각의 

라미터를 0.05씩 증가시키며, 증가된 사 확률의 이

스마다 주제 추출 알고리즘을 실행한다. T는 주제의 집

합을 나타내며, 체 사 확률에 한 경우의 수는 총 

441개이다. 주제 추출 알고리즘이 실행되면 각 사 확률 

이스마다 100개의 주제를 추출하게 되고, 추출된 주제

들은 각 주제에 알맞은 연 어들과 이에 한 확률 값

을 가지게 된다. 이후에 추출된 각 주제의 주제일 성을 

계산한다. TC[100]은 주제 100개의 평균주제일 성 값

을 나타내며, AvgTopicCoherence는 1개 이스의 사

확률에 해당하는 평균주제일 성 값이다. 주제일 성

을 계산하기 해 단어들 간의 워드넷 유사도를 측정하

여 이용한다. 사 확률 1개 이스에 해당하는 주제 100

개의 주제일 성 값이 확인되면, 확인된 100개의 주제일

성 값의 평균을 계산한다. 이후에 해당하는 사 확률 

이스와 함께 계산된 평균주제일 성 값을 반환한다.

의 알고리즘이 실행되면 {(=0, =0), (평균주제일

성=0.15)}, {(=0, =0.05), (평균주제일 성=0.21)}, 

{(=0, =0.1), (평균주제일 성=0.13)}, …, {(=1, 

=1), (평균주제일 성=0.17)}까지 총 441개의 사 확률

과 사 확률의 이스에 해당하는 평균주제일 성 결과

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 체 사 확률 이스의 평

균주제일 성 값을 모두 비교하여 가장 높은 평균주제

일 성 값을 갖는 사 확률이 최종 으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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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맵 기반의 사 확률 최 화 알고리즘

Fig. 7 Prior probability optimization algorithm based on Map

하지만 의 알고리즘은 단일 로그램 기반에서 동

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 이 있다. 

를 들어, 주제 추출 알고리즘의 반복 횟수를 100번으로 

결정하여 알고리즘을 실행하게 되면, 각 사 확률 경우

의 수마다 약 4시간이 소요되며, 총 74일이라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맵리듀스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의 실행시간을 이는 방안을 제

안하 다. 이 제안 방안은 3.5  맵리듀스 기반의 사

확률 최 화 알고리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3.5 맵리듀스 기반의 사 확률 최 화 알고리즘

맵리듀스는 용량 데이터를 분산 병렬 컴퓨터에서 처

리하기 한 목 으로 제작한 소 트웨어 임워크이

다. 이 임워크는 페타바이트 이상의 용량 데이터를 

클러스터 환경에서 병렬 처리를 지원하기 해서 개발되

었으며, 맵(Map)과 리듀스(Reduce)라는 함수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맵 단계와 리듀스 단계는 입력과 출력으

로써 키-값(key-value) 을 가지고 있고, 그 타입은 

로그래머가 직  선택한다. 한 맵과 리듀스 함수도 

로그래머가 직  작성한다. 맵 단계는 주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키-값 형태로 연 성 있는 데이터 분류로 묶는 

작업이며, 리듀스 단계는 맵의 출력값  복 데이터를 

제거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이다. 그림 6은 

형 인 맵리듀스 로그램의 시이다.

맵리듀스 로그램이 실행될 때, 입력된 데이터가 데

이터 노드의 개수(Mapper의 개수)만큼 나 어져 동시에 

처리되기 때문에 실행 속도는 데이터노드의개수


로 

어들게 된다.

맵리듀스는 표 으로 아 치 하둡(Apache Hadoop)

에서 오  소스 소 트웨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바

(Java)와 C++, 그리고 기타 언어에서 용이 가능하도

록 작성되었다[15]. 본 연구에서는 자바 언어를 기반으

로 맵리듀스 로그램을 구 하 다.

먼 , 입력된 텍스트 문서를 바탕으로 사 확률 =0, 

=0부터 =1, =1까지 각각의 라미터를 0.05씩 증가

시키며, 증가된 사 확률의 이스마다 맵리듀스 기반의 

주제 추출 알고리즘(Mahout LDA)를 실행한다[16]. 

체 사 확률의 경우의 수는 마찬가지로 총 441개이다. 

맵리듀스 기반의 주제 추출 알고리즘이 실행되면 각 사

확률 이스마다 100개의 주제를 추출하게 되고, 추출

된 주제들은 각 주제에 알맞은 연 어들과 이에 한 

확률값을 가지게 된다. 이후에 그림 7의 알고리즘이 실

행되면서, 각 매퍼에서 단어들 간의 워드넷 유사도를 이

용하여 모든 주제의 일 성을 계산한다. 사 확률 1개 

이스에 해당하는 주제 100개의 주제일 성 값이 확인

되면, 확인된 100개의 주제일 성 값의 평균을 계산한

다. 이후에 해당하는 사 확률 이스와 함께 평균주제

일 성 값을 반환한다. 평균주제일 성 값을 계산하는 

매퍼들의 연산이 완료된 후에, 출력 결과들은 모두 취합

되어 리듀서의 입력값으로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림 8의 알고리즘이 실행되면서, 리듀서에서 체 사

확률 이스의 평균주제일 성 값을 모두 비교하여 가

장 높은 평균주제일 성 값을 갖는 사 확률이 최종

으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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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리듀스 기반의 사 확률 최 화 알고리즘

Fig. 8 Prior probability optimization algorithm based on Reduce

그림 7의 알고리즘이 실행되면, 체 441개 사 확률 

이스의 평균주제일 성 값을 계산할 때 매퍼의 개수

만큼 나 어서 실행하게 된다. 이 때, 각 매퍼들의 연산

은 병렬로 동시에 실행되기 때문에 단일 로그램 기반

의 사 확률 최 화 알고리즘에 비해 실행 속도는 더욱 

빠르다.

4. 실험  평가

4.1 실험 환경

본 연구의 실험을 해 UPI, KoreaHerald, Mengnews, 

Dowjones, ABCnews에서 약 600,000개의 문 뉴스 

기사를 수집하 다. 표 1은 수집한 문 뉴스기사의 통

계를 나타낸다.

수집한 문 뉴스 기사에서 표제와 내용을 추출한 후

에 불용어  특수문자를 제거하고, 어간 추출을 진행하

다. 주제 추출을 해 단일 로그램 기반의 사 확률 

최 화 알고리즘은 오  소스인 JGibbLDA를 사용하

으며, 맵리듀스 기반의 사 확률 최 화 알고리즘에는 

분산처리가 가능한 기계학습용 라이 러리인 Apache 

Mahout LDA를 사용하 다[17]. 주제의 개수는 100개, 

주제 당 단어의 개수는 100개로 지정하 으며, 반복횟수

는 10번이다.

표 2는 빅데이터 시스템 사양을 나타내며 NameNode

는 1개, DataNode는 3개를 사용하 다. 표 3은 실험에 

사용한 소 트웨어의 사양을 나타낸다.

표 1 문 뉴스기사의 개수  주요 내용

Table 1 Number and subject of English news articles

Number of news Subject

400,000 North Korea nuclear weapon

200,000 Various subject

표 2 빅데이터 시스템 사양

Table 2 Big data system specifications

NameNode DataNode

CPU
Intel(R) Xeon(R) CPU

E5-2630 v3 @ 2.40GHz

Intel(R) Xeon(R) CPU

E3-1220 v3 @ 3.10GHz

RAM 23GB 23GB

HDD 1TB 1TB

표 3 소 트웨어 사양

Table 3 Software specification

NameNode DataNode

OS Ubuntu 15.04 64bit Ubuntu 15.04 64bit

Java version JDK 1.8.0_144 JDK 1.8.0_144

Hadoop version Hadoop 2.7.3 Hadoop 2.7.3

Mahout version Mahout 0.13.0 Mahout 0.13.0

4.2 실험 결과

4.2.1 단일 로그램과 맵리듀스 기반 로그램의 LDA 

실행 속도 비교

그림 9는 단일 로그램 기반의 LDA 실행 시간과 

맵리듀스 기반 로그램의 LDA 실행 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한 것이다. 사 확률 =0, =0부터 =1, =1까지 

체 441개 이스의 실행 시간을 그래 로 나타낸 결

과이다.

사 확률 하나의 이스 당 단일 로그램 기반의 

LDA 실행 시간은 평균 약 24.2분 소요되었으며, 맵리

듀스 기반의 LDA 실행 시간은 평균 약 21.2분 소요되

었다. 체 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하 을 때, LDA 

실행 시간은 각각 7일 10시간과 6일 12시간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맵리듀스 기반 주제 추출 

알고리즘의 실행 속도가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맵리듀스 로그램은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이상의 

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더욱 효과 이기 때문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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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체 사 확률 이스의 맵리듀스 기반 LDA 실행 시간

Fig. 10 MapReduce based LDA execution time of the entire prior probability case

그림 9 LDA 실행 시간 : 단일 로그램과 맵리듀스 로그램

Fig. 9 LDA execution time : Single program and MapReduce 

program

력되는 텍스트 문서의 양이 커질수록 두 로그램 기반

의 LDA 실행 시간의 차이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4.2.2 체 사 확률 이스의 맵리듀스 기반 LDA 실행 시간

그림 10은 체 사 확률 이스의 맵리듀스 기반 

LDA 실행 시간을 보여 다. 체 으로 값이 일정할 

때, 값이 낮아질수록 실행시간이 감소하고 높아질수록 

실행시간이 증가하 다. 결국 LDA의 실행 시간을 결정

하는데 주요한 사 확률은 β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값이 증가할수록 주제에 속하는 단어들의 확률 분포

가 균등하고, 감소할수록 특정 연 어들의 확률 값이 커

진다. 값이 낮아질수록 실행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입력으로 주어진 데이터의 확률 분포가 일정

하지 않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기본(default) 사 확률 값의 LDA 실행시간은 

22.73분이 소요되었으며, 최 의 사 확률 값의 LDA 

실행시간은 18.87분이 소요되었다. 두 사 확률 이스

의 실행 시간을 비교하 을 때, 최 의 사 확률 값의 

LDA 실행 시간이 더 게 소요된다.

4.2.3 체 사 확률 이스의 맵리듀스 기반 평균주

제일 성 결과

그림 11은 체 사 확률 이스의 맵리듀스 기반 평

균주제일 성 값을 보여 다. =0.0일 때를 제외한 경

우, 값이 일정할 때 값이 낮아질수록 평균주제일 성 

값이 증가하 다. 한 값이 높아질수록 평균주제일

성이 감소하 다. 이를 통해, 각 사 확률 이스의 평

균주제일 성 값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사 확률 한 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값이 증가할수록 주제에 속하는 단어들의 확률 분포

가 균등하고, 감소할수록 특정 연 어의 확률 값이 커진

다. 값이 낮아질수록 평균주제일 성이 증가하기 때문

에, 와 마찬가지로 입력으로 주어진 데이터의 확률 분

포가 일정하지 않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값이 0.0이라는 것은 문서 내에서 주제들이 고

르게 분포되지 않고 특정 주제로 매우 쏠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기 때문에 여러 개의 주제들을 추출

하더라도 매우 비슷한 주제들과 연 어들을 출력하게 

된다. 따라서 =0.0일 때의 주제들과 주제 내 연 어들

의 분포는 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0.0일 

때, 값에 따라 평균주제일 성 값이 크게 변하는 것을 

그림 11에서 볼 수 있다.

그림 11에서, 기본 사 확률(=0.5, =0.1)의 평균주

제 일 성 값은 0.029이며, 최 의 사 확률(=0.0, =0.65)

의 평균주제일 성 값은 0.066이다. 두 사 확률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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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체 사 확률 이스의 맵리듀스 기반 평균주제일 성

Fig. 11 MapReduce based average topic coherence of the entire prior probability case

의 평균주제일 성 값을 비교하 을 때, 최 의 사 확

률의 평균주제일 성 값이 기본 사 확률의 평균주제일

성 값에 비해 약 2.3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실행 결과, 최종 으로 =0.0, 

=0.65가 입력으로 주어진 데이터의 사 확률로 채택된다.

4.2.4 기본  최  사 확률 주제에 한 시

표 4는 최 의 사 확률과 기본 사 확률 주제에 

한 시들을 잘 보여 다. 최 의 사 확률에 해당하는 

주제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quarterback(지휘), dominion

(지배, 토), twister(토네이도), subsystem(하부 조직), 

jamaica(미국 토), simpson(미국 토)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반 으로 주제 내 단어들이 ‘지휘’, ‘ 토’

에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 사 확률에 해당하는 주제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pyeongyang(평양), nkorea(북한), raven(까마귀), com-

mercial(상업의), neptun(해왕성), postseason(포스트시

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 의 사 확률에 해당하는

표 4 최   기본 사 확률에 따른 주제 시

Table 4 Examples of topics with optimal prior probability 

and default prior probability

Optimal prior probability

(=0.0, =0.65)

Default prior probability

(=0.5, =0.1)

quarterback pyeongyang

subsystem nkorea

jamaica raven

simpson shooter

dominion commercial

international postseason

twister neptun

주제의 단어들과 비교해봤을 때, 다양한 주제들의 단어

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 확률에 따른 주제의 사례를 직  비교

함으로써, 최 의 사 확률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필요

성을 확인할 수 있다.

4.2.5 단일 로그램과 맵리듀스 기반 로그램의 사

확률 최 화 알고리즘 실행시간 비교

그림 12는 단일 로그램과 맵리듀스 기반 로그램의 

사 확률 최 화 알고리즘 실행 시간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단일 로그램의 사 확률 최 화 알고리즘 실행 

결과, 실행 시간은 약 12시간이며, 맵리듀스 기반 로그

램의 사 확률 최 화 알고리즘 실행 시간은 약 3시간이

었다. 결과 으로, 맵리듀스 기반 로그램의 알고리즘이 

단일 로그램의 알고리즘에 비해 약 4배의 성능 향상을 

보 으며, 이를 통해 제안방안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사 확률 최 화 알고리즘 실행시간 비교

Fig. 12 Comparison of execution times of prior probability 

optimiz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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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주제 추출 알고리즘의 사 확률을 자

동으로 결정해주는 ‘사 확률 최 화 알고리즘’과 맵리

듀스 기반의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단일 로그램 기반

의 알고리즘에 비해 약 4배의 성능 향상을 보 다. 

한, 기본 사 확률을 선택했을 때와 최 의 사 확률을 

선택했을 때의 주제에 한 이스 스터디, LDA 실행 

시간, 평균주제일 성을 비교함으로써 제안 방안의 우수

성과 필요성을 입증하 다. 이러한 경험 인 연구를 통

해 주제 추출 알고리즘의 최 의 사 확률 와 를 결

정하는 최 의 연구이기도 하다.

본 연구를 통해 용량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주제 

추출 알고리즘을 실행하기 한 사 확률을 결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약할 수 있으며, 가장 높

은 평균주제일 성 값을 갖는 사 확률을 자동으로 찾

아 으로써 주제와 연 성이 높은 단어들을 빠르게 추

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쉽게 주제 이블링이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사 확률에 한 지식 없이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제 추출 알고리즘의 

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사 확률 최 화 알고리즘의 병목 상(bottle-

neck)이 발생하는 지 은 주제 내 단어들 간의 워드넷 

의미 유사도(semantic similarity) 계산 부분이다. 향후 

연구로는 이 부분의 개선된 알고리즘을 연구할 계획이

며, 매퍼의 블록 크기를 조 하여 맵리듀스 기반 알고리

즘의 성능을 개선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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