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개의 논문 데이터에서 연구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특정 이슈와 관련해 트위터,뉴스기사,블로그에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조직에 쌓여있는 수많은 보고서를 가치있게 활용하기 위해

키워드 추출은 어떻게 하지?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좋은건가?
키워드 지도를 어떻게 시각화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키워드 지도는 어떻게 해석하지?

사이람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서비스는 논문,신문기사,문서 등의 데이터에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고 세부 토픽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복잡한 데이터,많은 데이터를 단순하고 직관적인 데이터로 재구성하여 연구동향 파악,
여론 분석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경우,트위터/뉴스기사/블로그에 한해 수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 데이터의 경우 협의가 필요합니다.

-비정형 텍스트 문서에서 형태소 분석을 통해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필요에 따라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등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
영문 키워드 추출 예시>

<
국문 키워드 추출 예시>

-함께 등장한 키워드 관계를 추출합니다.
-추출단위는 문장,
문단,
문서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동시출현 빈도 또는 유사성 값을 모두 측정할 수 있습니다.
<
문장단위 동시출현키워드&등장빈도>

<
문장단위 동시출현키워드&유사성값>

-문서에 자주 등장한 핵심 키워드를 분석합니다.
① 빈도 기반 핵심 키워드:
여러 문서에 자주 등장한 키워드를 분석합니다.
② 중심성 기반 핵심 키워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를 분석합니다.중심성이 높을수록 주변
키워드를 서로 연결해주는 중심 키워드로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
빈도기반 핵심키워드>

:여성,명복,고인,여자 등 주제와 관련한
일반적인키워드가핵심 키워드로추출됨

<
중심성기반핵심 키워드>

:
범죄자,
모두,
화장실,
강간 등 두려움에 관한
키워드가핵심키워드로 추출됨

-문서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키워드 지도와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① 키워드 지도:
자주 등장한 키워드 간의 연결관계를 표현합니다.
② 워드 클라우드:
키워드의 크기를 빈도에 비례하여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
키워드 지도>
주제:
“
강남역 살인사건”
데이터 유형:
문서
분석 프로그램:
N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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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드 클라우드 >

-여러 문서에 내포되어 있는 공통 토픽을 분석합니다.
① 네트워크 기반 토픽 분석:
키워드 연결관계에 기반해 자주 함께 등장한 키워드 그룹을 토픽으로
추출합니다.
문서의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분석입니다.
② 머신러닝 기반 토픽 분석:키워드가 문서에 등장한 패턴을 분석하여 유사한 패턴을 가진
키워드들을 토픽으로 추출합니다.
문서별로 핵심 토픽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분석입니다.

<
네트워크 기반 토픽 분석>

하늘, 기도, 편하다 등의
키워드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인
것을 알 수 있다.이를 통해 이
그룹의 주제를 “
고인에 대한
명복”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렵다,무섭다,여자,남자.강간
등의 키워드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인 것을 알 수 있다.이를 통해 이
그룹의 주제를 “
남성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
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머신러닝 기반 토픽 분석>

Q.PDF파일도 분석이 가능한가요?
-CSV나 TXT파일만 분석 가능합니다.

Q.트위터/
블로그/
뉴스기사 모두 한꺼번에 분석할 수있나요?
-동일한 주제이더라도 미디어에 따라 문서의 길이 및 내용 구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미디어 별로 각각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Q.데이터 용량이나 문서 양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달라지나요?
-서비스 가격은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와 미디어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비용은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Q.서비스 가격이 부담스럽습니다.
-Ne
t
Mi
ne
r텍스트 분석 패키지를 구입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Ne
t
Mi
ne
r이용법 또는 텍스트 분석 방법이 낯선 분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