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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TEXTOM 프로세스

데이터수집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분석

시각화

＊텍스톰은 Chrome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방대하고 복잡한 텍스트 자료,

이제 효율적으로 분석하여

연구, 마케팅, 여론분석 등 다양한 곳에 효과적으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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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 / 로그인

2. 데이터수집

3. 데이터 전처리

4. 데이터 분석

5. 데이터 시각

※ 클릭 시 해당 단계 첫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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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로그인

TEXTOM 을 눌러 회원가입&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 증명서류 및 무료데이터용량 지급 관련 안내 바로가기

http://www.textom.co.kr/home/bbs/view.php?id=notice&page_num=15&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desc&no=111


5

가입 승인이 완료되면 로그인 후 솔루션 사용이 바로 가능합니다

가입 승인은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회원가입 /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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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시 첫 화면

데이터수집 페이지에서는 분석할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1. 데이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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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포털/SNS 네이버, 다음, 구글, 바이두,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➋ 뉴스 KBS, MBC, SBS, YTN,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 언론사 20곳의 기사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➌ 보유데이터 텍스트로 작성된 pdf, txt, xlsx 형식의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➍ 요청채널 텍스톰이 제공하는 채널 외 특정 사이트의 데이터 수집이 필요할 때,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 가능합니다

➊ ➋ ➌ ➍

※ 데이터 수집은 데이터 용량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수집 탭
1. 데이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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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데이터수집 이전에 정보량 미리보기를 이용하여, 수집할 키워드의 검색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채널의 키워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산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키워드 미리보기
1. 데이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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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키워드 란에 기입한 형태 그대로, 각 채널 검색창에 검색을 하고 그 검색 결과를 수집하게 됩니다

➋ 분석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정확한 데이터를 데이터수집 위해서는 세밀한 키워드 선정이 필요합니다

※ 네이버와 구글은 연산자 기능이 사용 가능한 채널이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특수문자(연산자)를 사용하면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➌ 키워드 추가 기능은 여러 키워드를 동일한 설정(기간, 수집단위, 채널)으로 수집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유용한 기능입니다

➍ 전체수집, 요약수집 설정은 데이터의 본문 영역을 어떻게 수집할 지를 정하는 기능입니다

전체수집, 요약수집 추가 설명 바로가기

※ 전체수집 시 키워드와 관련 없는 스팸 데이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각 사이트의 페이지마다 레이아웃이 모두 일관적이지 않아 본문 근처의 리스트, 광고 등의 텍스트가 모두 수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 전체 내용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요약수집을 사용해 주셔도 키워드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➊
➋

➌➍

수집 키워드
1. 데이터수집

https://blog.naver.com/textom/221408751202


10

➊ 설정한 기간 내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➊

➋

※ 포털/SNS의 네이버 학술정보전체, 다음 웹문서,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은 기간 설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집이 진행되는 시점의 해당 채널 검색 결과를 그대로 수집하게 됩니다

※ 뉴스의 언론사 전체 채널은 최대 3개월까지 수집 가능하므로, 긴 기간을 수집하려면 요청채널 서비스(유료)를 이용해주시거나

3개월씩 나누어 여러 번 수집해 주셔야 합니다

※ 1년(365일)의 데이터를 일단위로 수집할 경우, 최대 365,000건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간을 수집단위 사용안함 으로 수집할 경우, 최대 1,000건 수집됩니다

※ 수집단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은 네이버 블로그, 카페, 지식IN, 뉴스 / 다음 블로그, 카페, 뉴스 / 구글 뉴스입니다

➋ 수집단위는 일/주/월/년의 시간 단위 중 선택된 단위로 데이터를 최대 1,000건까지 수집하는 기능입니다

수집 기간 / 단위
1. 데이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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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포털/SNS 주요 포털 사이트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➋ 뉴스 주요 방송사 및 언론사의 공식 사이트 검색 결과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➊ 포털/SNS

➋ 뉴스

수집 채널
1. 데이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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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데이터 업로드
1. 데이터수집

➊

➋

➌

➊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텍스톰에 업로드하여 정제, 분석, 시각화 할 수 있습니다

※ 파일 형식은 txt, pdf, xlsx, xls 파일만 가능합니다

※ txt 파일은 UTF-8 인코딩 파일로 업로드 해 주셔야 합니다 UTF-8 인코딩 설정방법 참고 ▶

※ pdf 파일 내 이미지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➋, ➌ 시트지정 및 컬럼지정 기능은 엑셀 파일 업로드 시, 많은 시트와 열들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만 지정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 컬럼 다중 선택 시, 컬럼들은 한 컬럼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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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➊ 텍스톰이 제공하는 채널 외의 데이터 수집을 원하면 요청채널로 등록해주세요

※ 적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요청 사이트의 데이터 수집가능여부 파악 후, 산출법에 따라 견적이 책정됩니다(추가 유료 서비스)

※ 요청채널은 수집된 데이터만 전달받는 방법(일회성)과 텍스톰 요청채널 페이지 내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수집된 데이터는 xlsx 파일 또는 txt 파일로 전달됩니다

※ 구축이 완료되면 데이터수집에서 제공하는 기존 채널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이트명 게시판명

요청채널
1. 데이터수집

http://www.textom.co.kr/home/bbs/view.php?id=notice&page_num=15&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desc&no=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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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➋

➌ 전체수집일 경우

수집리스트 살펴보기 2. 데이터전처리

➊ 수집중에서 수집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설정해주신 수집 옵션에 따라 최소 10분에서 최대 5일이 소요됩니다

➋ 데이터미리보기에서 용량의 수치를 클릭하시면 수집된 데이터를 팝업창으로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➌ 전체수집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키워드에 (전체 수집 결과)라고 되어있습니다

※ 수집량이 1,000건인 데이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오픈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섹션별로 한번에 최대 1,000건까지 수집할 수 있습니다

1,000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 해야 하는 경우 수집단위 기능을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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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➋

➋

수집단위 사용한 수집리스트 살펴보기 2. 데이터전처리

➊ 수집단위 기능을 사용한 데이터는 키워드 앞에 폴더 아이콘이 있으며

해당 리스트를 클릭하면 수집 시 선택한 수집단위로 나뉘어진 하위 리스트

가 펼쳐집니다

➋ 나뉘어진 데이터리스트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시어 데이터미리보기에서

용량의 수치를 클릭하시면 수집된 데이터를 팝업창으로 미리 살펴볼 수 있

습니다

※ 수집단위 기능이 뭔가요?

일/주/월/년의 시간 단위 중 선택된 단위로 데이터를 최대

1,000건 수집하는 기능입니다

Ex. 1년(365일)의 데이터를 일단위로 수집할 경우, 최대

365,000건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간을

수집단위 사용안함 으로 수집할 경우, 최대 1,000건 수집됩

니다



16

➊

수집단위 사용한 수집리스트 살펴보기 2. 데이터전처리

➋

➋ 채널별 수집량

수집단위 기능을 사용한 데이터는 데이터미리보기에서 기간별, 채널별 수집량 시각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➊ 기간별 수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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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➋

데이터미리보기 영역 각 섹션의 용량을 클릭하시면

왼쪽 이미지처럼 수집된 데이터를 팝업창으로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➊ 수집한 데이터는 채널과 그 채널의 섹션별로 분류되어

나타납니다

➋ 데이터미리보기 팝업창에서는 제목, 본문 요약, URL

을 제공하며, 각 데이터의 제목이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데이터의 실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➌ 데이터미리보기 팝업창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미리 살펴보며 Garbage Data(광고성 글, 원하는 주제와 무관

한 글)가 있는지, 수집이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지 체크해줍니다

- 데이터미리보기 팝업창 활용법 -

➋

➋

➋

➌

수집된 데이터 미리보기 2. 데이터전처리

※ Tip

Garbage Data 는 정제/형태소분석 페이지에서 키워드필터링

기능으로 제거 가능하므로, 해당 문서들의 공통적인 키워드들

을 따로 메모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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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➊ 수집리스트에서 분석을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➋ 한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데이터 수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➌ 선택한 데이터가 분석할 데이터가 맞는지 재확인한 뒤, 정제/형태소분석 버튼을 눌러줍니다

수집리스트 선택하기 2. 데이터전처리

※ 다중 선택이 가능하며, 다중 선택한 데이터들은 정제/형태소분석 단계에서 통합하거나 동일한 설정으로 분석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➋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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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리스트 설정하기 2. 데이터전처리

➊

➊ 선택한 리스트에 대한 데이터명을 지정하고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 데이터명은 생성 시 설정한 분리정제, 분석기, 분석품사 정보를 넣어 지정하시면 추후 여러 데이터 사이에서 구별하기 좋습니다

➋ 리스트를 다중 선택한 경우, 해당 리스트들을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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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정제방법 설정하기 2. 데이터전처리

수집한 데이터 또는 업로드한 보유데이터의 정제, 형태소분석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➊ 직접선택 모든 설정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정교한 정제가 가능합니다

➋ 자동정제 텍스톰이 지정해놓은 설정값으로 자동 선택되어, 어느 정도 다듬어진 정제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➌ 선택안함 이미 정제한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분석리스트를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안함을 해주시면 됩니다

➋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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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정제 설정하기 2. 데이터전처리

➊ 분리정제 수집된데이터에서분석에사용할텍스트영역을지정할수있으며, 제목,본문, 제목+본문중에서선택가능합니다

➋ 키워드필터링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들을 제거하거나 추출할 수 있습니다

➌ 중복제거 설정이 필요없는 이미 정제한 데이터를 업로드한 경우 설정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➍ Window-Size 설정이 필요없는 이미 정제한 데이터를 업로드한 경우 설정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한 필드에 한 단어 씩 기입해 주셔야 하며, 기입해주신 단어들 중 문서 내에 한 단어라도 있으면 적용이 됩니다

※ 제거 : Garbage Data 제거에 유용한 기능으로, 해당 키워드가 속한 문서들을 제거한 정제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출 : 수집데이터에서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를 추출하여 정제할 수 있습니다

➊

➋

➌

➍



22

데이터정제 설정하기 2. 데이터전처리

➌ 중복제거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➍ Window-Size 한 문서 내에서 특정 키워드 앞뒤로 단어 개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URL기반은 링크 전체가 완전히 동일할 때 제거됩니다

※ 내용기반은 특수문자, 띄어쓰기까지 완전히 동일할 때 제거됩니다

➊

➋

➌

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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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분석 설정하기 2. 데이터전처리

형태소 분석은 단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형태소들을 인식하고 용언의 활용, 불규칙 활용이나 축약, 탈락현상이 일어난 형태소를 원형으로 복원

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형태소 분석기는 텍스트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고 품사를 함께 출력해주거나 특정 품사에 해당하는 형태소만 선별해

주는 패키지를 의미합니다

➊ 분석언어 데이터를 인식할 언어를 선택해줍니다

➋ 분석기 각 분석기의 특성을 참고하여 형태소분석기를 선택해줍니다 Espresso K 와 MeCab 분석기 차이 자세히보기

➊

➋

https://blog.naver.com/textom/2209314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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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분석 설정하기 2. 데이터전처리

분석품사

➊ 상세품사 체언, 용언, 어근, 수식언, 독립언, 접미사, 접두사, 외국어, 숫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➋ 단순품사 명사, 형용사, 동사, 외국어, 숫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➌ 결과 미리보기 선택한 품사가 예시문장에 바로 적용되어 정제데이터에 선별될 단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➍ 품사 태그 분석기별 품사 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➊

➋

➌

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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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사전 설정하기 2. 데이터전처리

➊ 사용자사전 유사한 주제의 데이터 또는 동일한 주제의 기간

및 채널만 다른 데이터를 반복 정제해야 하는 경우, 변경할 단어

들을 사전으로 구축해두면,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지정해둔 수정

단어들로 일괄 변경되는 기능입니다

➋ 사용자사전설정 그룹별로 단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단어 사용여부도 매번 설정 가능합니다

➌ 그룹지정 그룹지정 란에서 사용할 사전의 그룹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➊
➋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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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마이닝하기 3. 데이터분석

➊

➋

➌

➊ 원문데이터 수집된 데이터의 원문을 미리보기 혹은 xlsx 파일, txt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원문데이터의 파일은 데이터 정제 후에도 내용이 변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제데이터의 파일은 데이터를 정제 할 때마다 내용이 변경됩니다.

※ 한 번 정제된 데이터는 이전상태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최초의 정제 데이터를 내려 받아 두고 작업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➋ 정제데이터 정제/형태소 분석 결과 데이터를 미리보기 혹은 xlsx 파일, txt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➌ 데이터 편집 고유명사 및 복합명사, 동의어, 불용어 제거 등 데이터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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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마이닝하기 3. 데이터분석

➊
➋

➌

➍

➏ ➎

➐

➑

➊ 바로편집하기 데이터편집의 한 방법으로, 파일 업로드 없이 웹상에서 바로 데이터를 정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바로편집하기에서 변경한 내용 적용이 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정제데이터를 내려 받아 두고 작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➋ 정제데이터 미리보기 화면으로 변경할 데이터 찾기 또는 수정내역이 적용된 데이터를 미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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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마이닝하기 3. 데이터분석

➊
➋

➌

➍

➏ ➎

➐

➑

➌ 정확한일치/부분일치 정확한일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문자열만 변경합니다.

부분일치는 문서에서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문자열을 포함하여 모두 변경합니다.

※ 예시) ‘이번v메르스v사태’와 ‘이번메르스사태’에서 ‘메르스’를 ‘코로나’로 변경하고자 할 때, 

- 정확한일치는 띄어쓰기가 있는 ‘이번v메르스v사태’를 ‘이번v코로나v사태’로 변경하고, ‘이번메르스사태’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 부분일치는 ‘이번v메르스v사태’, ‘이번메르스사태‘를 ‘이번v코로나v사태’, ‘이번코로나사태‘로 ‘메르스’를 포함한 모든 문자열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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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마이닝하기 3. 데이터분석

➊

➌

➍

➐

➋➏ ➎

➑

➍ 단어변경 좌측 칸에 변경하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하고 우측 칸에는 수정된 결과단어를 입력합니다.

➎ 수정내역 되돌리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단어의 변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변경할 단어 여러 개를 하나의 수정단어로 변경하고자 할 때, +(플러스)버튼을 클릭하면 변경할 단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단어빈도와 N-gram 분석결과를 참고하면 수정할 유의어, 제거할 불용어, 결합할 단어 찾기에 효과적입니다.

※ 변경한 내용 적용 버튼을 누른 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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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마이닝하기 3. 데이터분석

➊

➌

➍

➋ ➎

➑

➐

➏

➐ 사용자사전 적용하기 사용자사전 설정 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적용하기를 누르면 데이터가 수정됩니다.

➑ 변경한 내용 적용하기 수정내역의 내용을 데이터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변경한 내용 적용’버튼을 클릭합니다.

※ 변경 내용을 적용한 후에는 수정 전으로 되돌릴 수 없으니, 수정내역 검토 및 정제데이터를 미리 내려 받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➏ 추천단어 N-gram기반의 확률 모델을 통해 단어쌍을 선별하여 추천합니다. 

※ 추천단어 리스트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추천단어를 클릭하면 입력을 하지 않아도 바로 수정이 됩니다.

※  N-gram : 데이터에서 2개 단어가 연쇄적으로 표현된 횟수를 기록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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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마이닝하기 3. 데이터분석

➊

➋

➊ 파일업로드 정제데이터를 다운받아 단어 편집 후, 편집이 완료 된 파일을 업로드 하는 데이터 편집 방법입니다.

※ 원문데이터가 아닌 정제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편집 해야 합니다.

※ 엑셀파일 형식의 데이터를 txt 파일로 저장해야하며, txt 파일은 저장 시 인코딩을 UTF-8로 설정하여 저장 후 업로드해야 합니다.

➋ 편집한 데이터의 적용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편집이 완료되면 ‘편집된 데이터가 적용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데이터 확인 후 다시 편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 ‘편집한 내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등장할 경우엔 편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도중에 편집을 진행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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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마이닝하기 3. 데이터분석

➊

➋

➌

➍

➎

➊ 단어빈도 추출된 단어와 데이터 내 해당 단어의 빈도수를 나타냅니다.

※ 단어1과 단어2의 빈도가 높다는 것은 두 단어가 나란히 등장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➋ N-gram n개 단어의 연쇄를 의미합니다.

➊

➋

※ 빈도수가 높다는 것은 정제데이터 내에 해당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백분율은 전체 언급량을 100으로 했을 때 언급된 양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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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마이닝하기 3. 데이터분석

➊

➋

➌

➍

➎

➌ TF-IDF TF(단어빈도)와 IDF(문서빈도의 역수)를 곱한 값으로 단어가 특정 문서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를 나타냅니다.

※ TF : 문서 내 특정단어의 빈도수 / DF : 여러 문서 내의 특정단어 빈도수 / IDF : DF의 역수

※ TF – IDF = TF Ⅹ 1/DF

※ 특정 범위 내에서 모든 단어들의 빈도수와 단어가 포함된 문서(정보)들의 빈도수를 구한 후 역수를 취해 곱하여 문서의 중요도를 찾는 방법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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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마이닝하기 3. 데이터분석

➊

➋

➌

➍

➎

➍ 연결중심성 A라는 단어가 B라는 단어와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 단어빈도, N-gram, TF-IDF, 연결중심성, 개채명인식 모두 데이터를 정제를 거칠 때마다 순위 및 내용이 변동됩니다. 

➎ 개체명인식 단어를 13개의 개체명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그 빈도수를 나타냅니다.

※ 13개의 개체명 : 사람, 학문, 대상물, 기관, 지역, 문명, 날짜, 시간, 숫자, 사건/사고, 동물, 식물, 금속, 용어

➍

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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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만들기 3. 데이터분석

정제된 단어들 간의 동시출현빈도 (공출현빈도: co-occurrence)로 작성된 매트릭스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수학적 분석을 위한 소셜네트워크 데이터의 기본 형태는 테이블 형태의 매트릭스입니다. 

동시출현 빈도 행렬을 산출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해당 데이터의 공출현 빈도, 근접관계 등을 통해 네트워크로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 텍스톰에서 제공하는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UCINET, NodeXL, Netminer, Gephi 등의 프로그램에서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 공출현 : 전체 텍스트 내(한 행) 특정 범위에서 노드들이 같이 출현하였을 때 이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노드들 간에 의미론적으로 상호 연관되는

관계가 있다고 가정



36

매트릭스 만들기 3. 데이터분석

➊ 분석단어 선택 1-mode 또는 2-mode 분석 방법 선택

※ 1-mode는 단어(메인노드)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싶을 때, 2-mode는 단어(메인노드)와 범주(

서브노드)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싶을 때 선택합니다. 

➊

➋

➌

➍

➋ 바로선택하기

분석하고 싶은 단어를 웹상에서 바로 선택하거나, 단어리스트를 직접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➌ 분석단어

선택한 단어와 빈도를 미리보기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➍ 분석결과

단어빈도와 엣지리스트 그리고 단어 간 공출

현을 통한 유사도 계수를 계산한 방식에 따라

4가지 결과값으로 제공합니다. 

※ 작성한 매트릭스로 UCINET를 활용하

여 시각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UCINET 활용법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textom/22102835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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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만들기 3. 데이터분석

➊ 단어빈도 또는 TF-IDF 순으로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➊

➋
➋ 선택 단어 수

선택 할 단어의 개수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선택 단어누적 비율

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며 빈도 또는 TF-IDF순으로 선택이 됩

니다.

※ 가시성이 좋은 시각화를 만들기 위하여 선택 단어 수를 50~70개 사이로 선택 할 것
을 추천 드립니다. 

➌ 단어선택

상위 200개의 단어 중 분석하고 싶은 단어를 직접 선택할 수 있

습니다. 

➌

※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싶은 경우, 텍스트마이닝 – 분석결과

– 단어빈도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상위빈도 순으로 전체 단어

리스트에서 원하는 단어를 추출하여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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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만들기 3. 데이터분석

※ 1-mode와 2-mode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1-mode 의 경우, 매트릭스와 같이 행과 열이 같은 단어로 이루어진 매트릭스 (모든 네트워크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

- 2-mode 의 경우, 매트릭스의 행과 열이 다른 단어로 이루어진 매트릭스

(서로 다른 유형의 조직 간의 관계, 조직과 조직에 속한 조직구성원 간의 관계, 이벤트와 그 이벤트에 참여하는 참석자

간의 관계 등. 예: 기업과 문화재단, 동호회와 회원, 구직자와 취업박람회, 영화와 영화배우 간의 관계)

2-mode로 분석한 사회 이슈 자세히 보기

➋ 2-mode 분석 방법➊ 1-mode 분석 방법

https://blog.naver.com/textom/22134433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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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➋

매트릭스 만들기 3. 데이터분석

➋

➊ 단어 선택이 적용 되어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나면 아래의 분석단어와 분석결과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➋ 선택한 단어와 빈도값을 미리보기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 클릭 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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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만들기 3. 데이터분석

➋ 엣지리스트의 매트릭스

➊

➋

➊ 단어빈도의 매트릭스

➊ 단어빈도

전체 문서 내에서 단어의 출현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단어와 빈도 수를 표시합니다. 

➋ 엣지리스트(Edge List)

단어와 단어, 노드와 노드를 짝지어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1

2

4

5

3 6

7

<Mini Social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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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유클리디언 계수

➋ 코사인 계수

➌ 자카드 계수

➍ 상관 계수

매트릭스 만들기

➊

➋

➌

➍

단어 간의 유사도 측정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3. 데이터분석

https://blog.naver.com/textom/22099703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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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블록 개수 담론분석은 각 키워드의 관계적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반복적으로 실시해

상관계수 값에 따라 그룹화되는 것을 보며 블록개수를 설정 및 반복하여 최적의 블록개수를 찾습니다.

➋ 분석단어 매트릭스 단계에서 추출한 단어 미리보기 입니다.

➌ 분석결과 상관분석에서 도출되는 상관계수의 밀도값은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관분석에서 -1, 1의 값으로 결과가 도출 됩니다.

담론분석 하기

➊

➋

➌

담론분석 자세히 알아보기

3. 데이터분석

https://blog.naver.com/textom/22099703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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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결과

각 담론마다 상관관계가 있는 단어들을 군집화 시킴

➋ 블록 밀도값

두변수의상관계수의값이 -1 정반대의 관계를 가짐

두변수의상관계수의값이 0 아무 관계가 없음

두변수의상관계수의값이 1 완벽히 일치한 관계를 가짐

담론분석 하기

➊
➋

3. 데이터분석

➊➊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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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분석 하기 3. 데이터분석

➊

➋

원문데이터에 직접 극성을 부여한 학습데이터를 업로드하여, 문서의 극성 분석결과와 감성단어 빈도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➊ 분석데이터 원문데이터 혹은 정제데이터를 선택한 후, 다운로드(Excel)하여 학습데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➋ 학습데이터 전체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데이터로, 각 극성의 비율을 비슷하게 태깅하여 업로드해줍니다

학습데이터 만드는 법 자세히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textom/22185853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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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분석 하기 3. 데이터분석

➊

분석결과 학습데이터가 적용되면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➊ 문서의 극성 분석 학습데이터 기준으로 분류된 전체 문서의 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긍정·부정·중립으로 분류된 단

어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분석을 하고 싶은 경우, 추가분석 기능으로 가능합니다

➋ 감성단어 빈도 분석 원문데이터에 있는 감성과 관련된 키워드 빈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성단어들은 감성분석에 탑재된 형태소 분석기로 출력된 키워드이므로, 텍스트마이닝 페이지에서 직접 편집한 데이터와 차이가 있습니다

※ 감성강도는 세부 감성(흥미, 호감, 기쁨, 통증, 슬픔, 분노, 두려움, 놀람, 거부감) 안에서 표현의 세기를 의미하며, 7점 만점입니다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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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분석 하기 3. 데이터분석

➌

➊

➋

➍

Word-level Semantic Clustering 문서 내 단어들의 공출현 관계를 기준으로 벡터화하여 인접 단어를 같은 군집으로 묶어줍니다

➊ 군집 수(K값) 만들고 싶은 군집의 개수를 적어줍니다

➋ 군집별 단어 수 군집 내에 들어갈 단어의 개수를 적어줍니다

➌ 적용 군집 수(K값)과 군집별 단어 수를 설정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➍ 분석결과 적용이 완료되면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끼리 군집으로 분류가 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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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분석 하기 3. 데이터분석

➊

➋

➍

➌

➎

LDA Topic Modeling  대량의 문서군으로부터 주제(토픽)을 자동으로 찾아내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집단화 합니다

➊ 토픽 수 만들고 싶은 그룹의 개수를 적어줍니다

➋ 토픽 단어 수 그룹 내에 들어갈 단어의 개수를 적어줍니다

➌ 랜덤 값 무작위 할당을 진행할 경우 분석 결과의 재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로 분석을 진행하더라도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습

니다. 분석 결과의 재현성을 확보하고 싶은 경우 사용안함을 선택해주세요

➍ 적용 토픽 수와 토픽 단어 수, 랜덤 값 설정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➎ 분석결과 적용이 완료되면 키워드가 어떤 그룹으로 분류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opic Modeling 숫자값은 해당하는 토픽에 단어가 들어갈 확률을 백분율 형태로 표시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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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분석 하기 3. 데이터분석

➊

➋

➍

➌

LDA Topic Modeling  대량의 문서군으로부터 주제(토픽)을 자동으로 찾아내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집단화 합니다

➊ 토픽 수 만들고 싶은 그룹의 개수를 적어줍니다

➋ 토픽 단어 수 그룹 내에 들어갈 단어의 개수를 적어줍니다

➌ 랜덤 값 무작위 할당을 진행할 경우 분석 결과의 재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로 분석을 진행하더라도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의 재현성을 확보하고 싶은 경우 사용안함을 선택해주세요

➍ 적용 토픽 수와 토픽 단어 수, 랜덤 값 설정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➎ 분석결과 적용이 완료되면 키워드가 어떤 그룹으로 분류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opic Modeling 숫자값은 해당하는 토픽에 단어가 들어갈 확률을 백분율 형태로 표시한 값입니다

➎

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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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분석 하기 (Beta) 3. 데이터분석

➊

➋

➊ 분석단어 선택 분석하고 싶은 상위 단어를 적용시켜줍니다.(최대 10개)

➋ 기간별 수집량 기간별로 수집한 각 채널의 수집량을 시각화 차트로 보여줍니다.

※ 수집단위를 이용하여 수집을 진행해야 시계열 분석 사용이 가능합니다.

➊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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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분석 하기 (Beta) 3. 데이터분석

➍

➌

➌ 기간별 단어빈도 기간별 단어의 빈도를 보여줍니다.

➍ 단어빈도 시각화 기간별 단어빈도를 시각화 차트로 보여줍니다.

※ 수집단위를 이용하여 수집을 진행해야 시계열 분석 사용이 가능합니다.

➍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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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결과 확인하기
4. 시각화

➊

➋

➌

➍

워드클라우드는 문서의 키워드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단어를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시각화로, 단어빈도 결과값을 사용합니다

➊ 색상선택 4가지의 기본 색상 조합 또는 우측의 상, 중, 하에서 직접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➋ 키워드 선정 빈도 또는 키워드(가나다)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으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들을 선택해줍니다

➌ 클라우드 모양 변경 배경이 없는 jpg, png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업로드한 모양의 워드클라우드가 만들어집니다

※ 상위 빈도 순으로 최대한 유의미한 키워드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택한 키워드 중 숫자나 영어가 있을 시, 숫자 또는 영어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키워드가 강조되며 다른 키워드들은 회색조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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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결과 확인하기
4. 시각화

➊

➋

➌

바차트는 문서의 단어빈도를 빈도에 비례하는 길이의 막대로 나타낸 차트입니다

➊ 시각화 설정 빈도는 막대의 색상을, 백분율은 점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데이터 표시는 차트 위 빈도, 백분율 값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➋ 키워드 선정 빈도 또는 키워드(가나다)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으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들을 선택해줍니다

※ 상위 빈도 순으로 최대한 유의미한 키워드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막대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데이터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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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결과 확인하기
4. 시각화

에고네트워크는 문서의 단어빈도를 빈도에 비례하는 크기의 원으로 나타낸 시각화입니다

➊ 색상선택 배경색은 원의 색상을, 글자색은 키워드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➋ 키워드 선정 빈도 또는 키워드(가나다)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으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들을 선택해줍니다

➊

➋

※ 상위 빈도 순으로 최대한 유의미한 키워드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들이 한곳에 모아져 겹쳐서 보이는 경우, 가운데 원을 잡고 흔들어 주시면 고르게 분산됩니다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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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결과 확인하기
4. 시각화

네트워크는 점과 화살표로 단어 간의 연결관계를 나타낸 시각화로, N-gram 결과값을 사용합니다

➊ 시각화 설정 선 색상은 화살표의 색상을, 화살표 모양은 화살표의 머리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➋ 키워드 선정 빈도 또는 키워드(가나다)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으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들을 선택해줍니다

➊

➋

※ 상위 빈도 순으로 조사를 제외한 최대한 유의미한 키워드 조합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문에서 한 단어였었던 키워드들이 각각의 키워드로 많이 나타난다면, 데이터 편집을 더 해주셔야 합니다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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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결과 확인하기
4. 시각화

개체명인식(트리맵)은 형태소 분석한 데이터를 미리 정의된 14개의 개체명 범주로 분류하여 트리맵으로 나타낸 시각화입니다

➊ 개체명 사람, 학문, 대상물, 기관, 지역, 문명, 날짜, 시간 숫자, 사건/사고, 동물, 식물, 금속, 용어 개체명 인식 자세히 알아보기

※ 개체명 인식기에 기본 탑재된 형태소 분석기로 출력된 키워드이므로, 텍스트마이닝 페이지에서 직접 편집한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해당 문서에 14개 개체명에 속하는 키워드가 없다면 개체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➊

https://blog.naver.com/textom/2209428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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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결과 확인하기
4. 시각화

➊

매트릭스 차트는 매트릭스 데이터(공출현 빈도)의 결과값을 사용합니다. (매트릭스 분석을 진행해야 시각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➊ 색상 설정 선 색상, 원의 색상, 글자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➋ 시각화 설정 선의 모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➌ 글자크기 설정 글자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➊

➋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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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결과 확인하기
4. 시각화

➊

➊

➋
➌

담론분석의 시각화는 매트릭스 데이터(공출현 빈도)의 결과값을 사용합니다. (담론 분석을 진행해야 시각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➊ 시각화 설정 군집을 이동하여 위치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➋ 1-mode, 2-mode를 분석하여 각각 시각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➊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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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결과 확인하기
4. 시각화

클러스터링은 Word-level Semantic Clustering 분석을 트리맵으로 나타낸 시각화입니다

(Word-level Semantic Clustering 분석을 진행해야 시각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체토픽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 토픽에 속해있는 키워드들의 빈도 총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픽 키워드를 클릭하면 해당 토픽에 속한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픽분석 페이지에서 개수를 적용하지 않으면 시각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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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결과 확인하기
4. 시각화

LDA는 LDA Topic Modeling 분석의 결과값을 시각화로 제공해줍니다. 

(LDA Topic Modeling 분석을 진행해야 시각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➎
➊

➋

➌

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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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결과 확인하기
4. 시각화

LDA Topic Modeling 시각화 해석

➊ 토픽선택 토픽분포도에서 토픽을 클릭하거나 토픽번호를 ‘Selected Topic’에 직접 입력하여 토픽을 선택하면

토픽을 구성하는 30개(사용자 설정 개수) 단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➋ 토픽 간의 거리 토픽 간의 거리가 멀 수록 판별 타당도가 높고 주제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토픽 간의 거리가 가깝거나 겹쳐져 있다면 판별 타당도가 낮음으로 비슷한 주제를 나타냅니다

➌ 토픽의 크기 토픽 원의 크기가 클 수록 높은 빈도수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이 메인 토픽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➍ λ(람다) 값 설정 λ(람다) 값을 조절하여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의 출현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➎ 토픽 구성 단어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파란 막대그래프는 전체 단어의 빈도를, 

빨간 막대그래프는 해당 토픽에서의 빈도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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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결과 확인하기
4. 시각화

문서 감성분석은 원문데이터 전체를 업로드한 학습데이터 기준으로 극성을 분류하여 파이 차트로 나타낸 시각화입니다

※ 차트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문서 건수와 백분율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습데이터를 업로드하지 않으면 시각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62

시각화 결과 확인하기
4. 시각화

키워드 감성분석은 원문데이터에 있는 감성과 관련된 키워드의 감성강도를 파이 차트로 나타낸 시각화입니다

※ 차트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감성강도의 백분율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습데이터를 업로드하지 않으면 시각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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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결과 확인하기
4. 시각화

어휘 감성분석은 원문데이터에 있는 감성과 관련된 키워드의 세부감성비율을 레이다 차트로 나타낸 시각화입니다

※ 차트 계열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세부감성비율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습데이터를 업로드하지 않으면 시각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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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결과 확인하기
4. 시각화

감성단어 워드클라우드는 감성단어 빈도분석의 감성 키워드의 결과값을 사용합니다. 

➊ 색상선택 4가지의 기본 색상 조합 또는 우측의 상, 중, 하에서 직접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➋ 키워드 선정 빈도 또는 키워드(가나다)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으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들을 선택해줍니다

➌ 클라우드 모양 변경 배경이 없는 jpg, png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업로드한 모양의 워드클라우드가 만들어집니다

➊

➋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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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커스터마이징하기
4. 시각화

시각화 커스터마이징은 무료이며, 9개의 각 시각화별 양식에 맞는 파일을 업로드만 하면 원하는 시각화 결과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➊ 파일업로드 좌측 네모 박스 안의 정보와 우측 네모 박스 안의 Sample 데이터를 참고하여 각 시각화에 맞게 적합한 데이터

를 엑셀 파일로 업로드해줍니다

➋ 결과보기 업로드한 파일의 시각화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➊

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