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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설치 및 분석에 필요한 R 기초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설치 관련 주의 사항

4. 장기적으로 텍스트분석은 Python을 활용하시는 방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1. 본 강의의 프로그램 사용은 2021년 8월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2. R 4.0 기준에서 KoNLP 패키지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3. 수업에서 여러가지 우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Python은 자연어 처리에서 있어서 매우 강력한 프로그램이며,
지속적인 패키지 업데이트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1.1.1. JAVA 설치







1.1.2. R 설치











R 4.0 Version 설치

R 3.5 Version 설치

R 3.5 Version 설치

R 4.0 Version 설치

두 가지 방법













1.1.3. R Studio 설치





R Studio: An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IDE)



CTRL + ‘R Studio’









https://bit.ly/KoNLP35





Setting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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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필요한 R 기초









Basic R Literacy: TERMS 

Data Structure

• Vector           하나 이상의 숫자, 문자 등의 집합.  Vector의 요소는 Component.
• List               순서가 정해져 있는, Vector의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형태
• Data Frame    다수 Vector의 집합이자, 통상적 데이터 형태와 유사(SPSS, SAS). 

일반적으로 데이터 및 결과를 저장, Export하기 위해 필요한 형식

• Matrix            Vector를 행과 열 – 즉, Dimension – 형식으로 확장
• Array              배열. 인덱스를 가진 데이터 저장형식. 종종 List와 비교
• Factor 범주형 자료 형식을 위해 쓰이는 Vector 형식









Atomic Vector는 항상 1차원 데이터 Vector 종류 확인법

Atomic Vector



Coercion 자료 구조의 강제 결합

모두 문자 데이터로 취급

False = 0 True = 1 로 취급



Lists

Lists는 내부 구성 요소들이 어떤 데이터 자료 형태여도 상관없다. 
심지어,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가능. 



Factors



Matrix & Array





Data Frame









csv, txt 
(col separation) 

Base R Tidy Approach

Reading Files

read.csv readLines

readR

read_csv



df <- read.table(“file.txt”, na.strings=“.”, header=T, stringsAsFactor=F)

df <- read.csv(“uos.csv”, header = T, as.is=T)

install.packages(‘xlsx’)
library(xlsx)
ewhaexcel <- read.xlsx(file = “C:\\data\\file.xlsx”, 1, header=T)

install.packages(‘foreign’)
library(foreign)
ewspss<- read.spss(file = “C:\\data\\file.spss”, use.value.labels=F)

csv, txt 
(col separation) 

xlsx
(excel file)

SPSS, STATA 
(stats software)

Base R



Basic R Literacy: CAUTION 

• R Script의 내용은 대소문자에 매우 민감

• 따옴표 사용시 주의

• 오타 주의

• 처음 보는 오류는 검색부터. 

• Object Data Structure 관련 오류 검토



• Windows 운영 체제는 파일 디렉토리 설정시 Double Backslashes

“C:\\data\\doublebackslashes.text”

• Mac OS, Linux 는 Single Forwardslash

“~/Users/Home/data/singleforward.txt”



텍스트 분석의 이론적 이해



Introduction (서론)











말뭉치(Corpus)



말뭉치(Corpus)









Statistical Semantics

Semantics

WORD PARAGRAPH

SENTENCE

PHRASE

CONTEXT

PRAGMATICS



Text Mining





















Language

Semantics

Syntax

Morphology

Documents

Sentences

Phrases

Words

Paragraphs

Topic(s)

Grammar Algorithm

Tokenization

POS

Morpheme



Collection of Documents

Extraction of Words



Collection of Documents

Extraction of Words



Phrase Structure Tree



Phrase Structure Tree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

방에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버지

아버지 가방에

가방에

아버지방 들어ㄱ 들어ㄱ아버지 가방

문장은 문장내 사용된 ‘구문’의 조합으로, 구문은 ‘단어’에 의해 이루어져 있는데
구문내 단어 분류의 핵심은 문법의 적용. 그런데 문법의 적용은 결국 해당 단어의 품사의 구별



Collection of Documents

Extraction of Words

Documents to Sentences

Tagging POS

Tokenization

Dictionary 

Morphological analyzer





Language

Semantics

Syntax

Morphology

Documents

Sentences

Phrases

Words

Paragraphs

Topic(s)

Grammar Algorithm

Tokenization

POS

Morpheme

A sentence is a combination of phrases that are 
consisted of “words”. Extraction of words depends on 
how to apply grammars which can be done by tagging 

“parts of speech”

Combination of Words 
> Multipl Phrases 

> Sentences 





벡터 공간 모형(Vector Space Model)







Bag of Words hypothesis (단어 가방 가설)

Term-document matrix 에서 문서들이 비슷한 column vector를 가지고 있다면 비슷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Distributional hypothesis (분포 가설)

비슷한 위치, 동일한 문장내 위치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Harris, 1954)

“스마트폰 화면 터치가 부드럽다”

“스마트폰 스크린 터치가 부드럽다”



Distributional hypothesis (분포 가설)

비슷한 위치, 동일한 문장내 위치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Harris, 1954)

“스마트폰 화면 터치가 부드럽다”

“스마트폰 스크린 터치가 부드럽다”

Extended Distributional hypothesis (확장된 분포 가설)

Pair-pattern matrix에서 동일한 row vector를 가지고 있으면 비슷한 의미론적인 관계를 갖는다. 
(ex. 대응관계)

“스마트폰 화면 터치가 부드럽다”

“휴대폰 스크린 터치가 부드럽다”
스마트폰:화면 = 휴대폰: 스크린



Distributional hypothesis (분포 가설)

비슷한 위치, 동일한 문장내 위치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Harris, 1954)



Latent Relation Hypothesis (잠재 관계 가설)



Latent Relation Hypothesis (잠재 관계 가설)



Euclidean distance (오늘,연장) = 0.92
Euclidean distance (내일, 연장) = 0.66



https://rpubs.com/aaronsc32/singular-value-decomposition-r

https://rpubs.com/aaronsc32/singular-value-decomposition-r




https://youtu.be/fzXwGQeVNI4









텍스트 처리 기초



Sentence Tokenization

Word Tokenization

토큰화



한국어와 같이 어미 변화 언어의 단어 토큰화 어려움: 띄어 쓰기



한국어와 같이 어미 변화 언어의 단어 토큰화 어려움: 띄어 쓰기

생명보험 회사 피고용인

Life insurance company employee

생명보험 회사? 생명 보험 회사



한국어와 같이 어미 변화 언어의 단어 토큰화 어려움: 띄어 쓰기

생명보험 회사 피고용인

Life insurance company employee

생명보험 회사? 생명 보험 회사

Lebensversicherungsgesellschaftsangestellter



단어 사전 규칙기반 품사 활용 방식의 토큰화

통계적인 방식의 확률 기반 토큰화



단어 사전 규칙기반 품사 활용 방식의 토큰화

통계적인 방식의 확률 기반 토큰화

아이오와이는 성공할까?



https://tv.naver.com/v/2553003

https://tv.naver.com/v/2553003


벡터화



[선생님] = {1,0,0,0,0,0,0,0}
[안녕]     =  {0,1,0,0,0,0,0,0}
[오늘]     = { 0,0,1,0,0,0,0,0}
…
[대출]     = { 0,0,0,0,0,0,0,1}



선생님
(1,0,0)

[선생님] = {1,0,0,0,0,0,0,0}
[안녕]     =  {0,1,0,0,0,0,0,0}
[오늘]     = { 0,0,1,0,0,0,0,0}
…
[대출]     = { 0,0,0,0,0,0,0,1}

안녕
(0,1,0) 오늘

(0,0,1)
선생님 안녕 오늘 = (1,1,1)



안녕 오늘 = (0,1,1)











최근 추세는 단어 단위 임베딩에서 문장 단위 임베딩으로

ELMo, BERT, GPT



단어 처리, 빈도, GloVe 실습



자료 수집

사전 전처리 DTM

단어 빈도 해석



TF (Term Frequency) TF-IDF (TF Inversed Document Frequency)



http://www.tfidf.com/

TF (Term Frequency) TF-IDF (TF Inversed Document Frequency)

http://www.tfidf.com/


https://ko.wikipedia.org/wiki/Tf-idf

https://ko.wikipedia.org/wiki/Tf-idf


실습





Sys.setlocale("LC_ALL", "C")
Sys.setlocale("LC_ALL", "korean")

library(NLP)
library(tm)
library(openNLP)
library(stringr)
library(xlsx)

example_data <- read.xlsx("c:\\Users\\lenadad\\Desktop\\Newsresult.xlsx",1, encoding="UTF-8", as.is=T)

data1 = example_data$keyword
head(data1)

data2 <- removePunctuation(data1)
head(data2)

data3  <- gsub(",", ", ", data1 )
head(data3)

data4 <- removePunctuation(data3)
head(data4)

data5 = as.character(data4)
data5 <- Corpus(VectorSource(data5))

dtm <- DocumentTermMatrix(data5)
word.freq <- apply(dtm[,],2,sum)
sort.word.freq <- sort (word.freq, decreasing=T)
t_swf <- data.frame(sort.word.freq)
write.table(t_swf, file = "C:\\Users\\lenadad\\Desktop\\dtm_test.txt")

dtm64tfidf <- DocumentTermMatrix(data5, control=list(weighting=function(x) weightTfIdf(x, normalize=F)))
word.tfidf.score <- apply(dtm64tfidf[,],2,sum)
sort.word.tfidf.score <- sort (word.tfidf.score, decreasing=T)
t_swts <- data.frame(sort.word.tfidf.score)
write.xlsx(t_swts, file = "C:\\Users\\lenadad\\Desktop\\dtm_test_idf.xlsx")





brunch.co.kr/@mapthecity/9



토픽 모델링



텍스트 분석의 3 가지 방법

1. 연구자가 직접 읽으며 혜안을 알아내기

2. 연구질문 이론을 사전에 준비한 후, 
토픽을 미리 정한 후에 내용 분석하기

3.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Topic Modeling이 도입되는 이유

1. 사람이 읽는 방법은 연구자가 가진 전문적 그리고 뛰어난 해석에 기반한 혜안(insight)를 제공
하지만, replication이 불가능

2. 전통적인 내용 분석은 미리 연구질문과 이론적 배경을 세우고 주제 분석을 하는데, 데이터가
많아지면 사람이 실행 불가능. 더군다나, 복잡한 내용으로 유목(범주)를 세울수록 코더간 신뢰
성 확보가 어려워진다.

연구자가 텍스트를 분석하기 전에 미리 어떤 내용이 분석의 대상이 되는지, 
분석 가치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단점도 존재

3. 컴퓨터 프로그램 방법: 사전에 가정해야할 내용이 필요없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
또한, 글의 의미가 심연의 내재된 것이 아닌 단어들 간의 관계에 의해 표상된다는 가정.

DiMaagio, Nag, & Blei (2013)



From LSA via PLSA to 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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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A(Probabilistic LSA)

LSA는 문서로부터 단어의 출현 빈도 행렬을 구한 다음, 해당 행렬 차
원을 축소시켜 문서에 존재하는 단어들을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의미
군집으로 구분

PLSA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토픽 주제에 대한 확률 모형을 찾아, 단
어-문서 행렬에 나타난 분포를 재현하는 것



단어1

주제1

단어2

단어3

단어a

주제2

단어b

단어c

단어I

주제3

단어II

단어III



단어1

주제1

단어2

단어3

단어a

주제2

단어b

단어c

단어I

주제3

단어II

단어III



단어1

주제1

단어2

단어3

단어a

주제2

단어b

단어c

단어I

주제3

단어II

단어III

문서



단어1

주제1

단어2

단어3

단어a

주제2

단어b

단어c

단어I

주제3

단어II

단어III

문서
P(문서|주제)

P(주제|단어)



Hoffman(1999), Blei (2013)

PLSA 그래픽 모형



Hoffman(1999), Blei (2013)

PLSA 그래픽 모형

PLSA 한계

문서가 늘어날수록 추정해야 할 파라미터 값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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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전체 토픽 개수를 정하면 자동으로 정해지는 분포



http://qpleple.com/perplexity-to-evaluate-topic-models/ http://qpleple.com/bib/



183











188



http://www.cs.columbia.edu/~blei/papers/ChangBoyd-GraberWangGerrishBlei2009a.pdf





http://sci-hub.tw/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304422X13000661





https://www.tidytextmining.com/

https://www.tidytextmining.com/






실습





https://www.rtextminer.com/index.html

https://www.rtextminer.com/index.html


STM 토픽 모델링과 Sentiment Analysis





https://12-03.tistory.com/3

https://12-03.tistory.com/3






Tidytext &
Sentiment Analysis







-5 < score < 5 pos/neg 10 catego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