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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논문에서는computer networks and communications분야의연구동향을살펴보기위해토픽모델링분석을수행하였다. 이를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2021년 5월 12일까지의SCOPUS DB중해당ASJC(all science journal classification)의영문논문을정제를거쳐총466,756건을수집하였
다. 이중출판연도별로분석을위한DB를정제및재구성후title, abstract을대상으로키워드추출을수행하였다. 토픽모델링분석은주제와함께
적절한 주제수를 같이 찾아줄 수 있는 계층적 디리클레 프로세스(hierachecal dirichlet process, HDP) 기법을 활용하였다.

Ⅰ. 서 론

논문은 학문적 의미나 결과의 공표를 위해 저자가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 성과물이다. 따라서, 특정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논문을 살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1]. 특히, 토픽 모델링은 텍스트로부터 주제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기법

으로 논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중 하

나이다[2].

토픽 모델링 기법중 가장 대표적 기법은 잠재 디리클레 할당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기법이다. 하지만, LDA는 정확한 주제수를

미리결정하지않으면결과가달라진다. 이를 보완하기기법중하나가계

층적 디리클레 프로세스 (Hierachecal Dirichlet Process, HDP)로서 주제

와 함께 적절한 주제수를 같이 찾아주도록 LDA를 개선한 기법이다[3].

본 논문에서는 2017~2021년동안의 SCOPUS DB의 컴퓨터 네트워크 및

통신 분야 저널 및 학회 논문들에 HDP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최근 5년

간의 기술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SCOPUS DB중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의 컴퓨터 네

트워크 및 통신 분야 영문 저널 및 학회 논문들을 수집하였다. 수집은 한

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내부 논문 DB 검색 시스템인 SCOPUS

시스템을 활용하였다[4]. 과학기술분류 코드인 ASJC(all science journal

classification)중 computer networks and communications(분류코드

1705)로 분류되는 논문들을정제를거쳐 총 466,756건을 수집하였다. 수집

및 정제된 데이터는 출판연도별로 분석을 위한 DB로 재구성하였다.

DB 논문들의 title, abstract을 대상으로 uni-gram과 bi-gram를 고려하

여 키워드 추출을 수행하였다. 해당 키워드들을 대상으로 HDP을 활용하

여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가장 비중이 높은 토픽별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HDP기법을 활용하여 ASJC가 computer networks and

communications로 분류되는 논문들에대해서연구동향을살펴보았다. 분

석결과 최근 5년동안 service, security, cloud, IOT, device, attack,

resource관련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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