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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석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본고에서는 텍스트 분석이 이루어지는 과정, 주요 방법론, 경제
분석에의 적용 사례 등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이란 빅데이터
분석 또는 데이터 과학의 대표적인 분야이며, 머신러닝 등 전산기술을
활용하여 언어에 담긴 정보를 정형적 데이터로 추출해내는 과정이다.
언어는 다의성과 비정형성 등 고유한 특성이 있어 이로부터 원하는 정보만
추출해내기는 쉽지 않다.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할 경우 기존 경제학적
방법으로 예측이 어려운 실시간 예측 및 불확실성 측정 등이 가능하며,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 분석 등 기존 모형의 적용이 어려웠던 주제들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전산기술의 발달과 동시에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최근 학계와 중앙은행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제학 분야에서도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연구가 주요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다. 경제학적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구조화된 수치자료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보의 원천으로써
텍스트 데이터의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주제어: 텍스트 마이닝, 머신러닝, 경제 분석
JEL Classification Numbers: A12, B41, 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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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Nate Silver1)는 트위터(Twitter) 게시물을 분석하여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2010 총선, 2012 대선 결과 등을 그 어느 예측가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
었다. 검색엔진에서는 찾고자 하는 논문의 제목 또는 논문의 저자와 발간 연도를
검색하면 해당 논문뿐만 아니라 해당논문이 인용되었거나 유사한 주제를 다룬 논
문까지 함께 찾아준다. 미국에서는 검색엔진에 독감 등 특정 질병 검색이 급증하
면 해당 지역으로 백신을 미리 보내기도 한다. 또한 번역기에서는 어떤 단어든지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준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이라는 빅데이터 처리 기법이 있다.
IBM 보고서(2015)2)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의 80%가 텍스트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 data)로 이루어져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언어와 텍스트에
는 풍부한 정보가 내재되어있으나, 하루에도 수백만 건의 문서가 생산되는 오늘날
에는 인지능력만으로 방대한 텍스트 자료를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텍
스트 마이닝으로 컴퓨터로 하여금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게 함
으로써 유익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텍스트 마이닝이란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를 컴퓨터가 읽고 분석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알고리즘을 다루는 분야이다. 텍스트 마이닝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
에도 이미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특정 주제어로 논문을 검색하거나 책을 찾
을 때에도 텍스트 마이닝으로 문서들이 요약된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한다. 제품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신상품을 접한 고객들의 리뷰의 감성분석을 통해 제품의 초기
반응과 품질을 점검하기도 한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이 제
기되는 경우, 이를 분석하여 향후 서비스질 개선에 활용한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게시글 및 댓글 데이터를 분석하여 잠재적 사이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도 한
다. 또한 여러 게시글 데이터를 분석하여 마케팅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일부 소셜
미디어에서는 과거에 검색했던 주제와 관련된 광고가 선별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색어 혹은 검색어 묶음과 관련
된 상품 혹은 서비스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에 기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여러 연구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문헌정보학에

1) 미국의 정치평론가, 언론인으로 선거와 정치에 관련된 웹사이트 FiveThirtyEight을 운영한다. 저서로는
“The Signal and the Noise” 등이 있다.
2) https://www.ibm.com/blogs/watson/2016/05/biggest-data-challenges-might-not-even-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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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텍스트 데이터는 오래전부터 연구의 대상이었다. 또한 정치학, 사회학에서도
공학이나 의학계열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공학 분야에서는 토픽 모델링
(topic modelling)으로 과거 및 최신 연구동향을 점검하여 향후 진행할 연구 주제
를 탐구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예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
다. 박진수 외(2018)는 112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주요 불법행위의 대상과 장
소, 그 유형을 탐지하여 방법활동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하고 소속 지구대 인원과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권충훈(2018)은 중등교사임용 시험
내용을 분석하여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을 확인하기도 하고 권순보,
유진은(2018)은 수능 절대평가 관련 뉴스 기사를 수집하여 절대평가 관련 여론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은 의학분야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
진 연구방법론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
가 널리 진행되고 있다. Park et al. (2016)은 TF-IDF를 가중치로 환자가 구술한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병명을 진단할 수 있는 연관규칙을 구성하였으며, 배효진 외
(2018)는 한의학 원전(황제내경)을 텍스트 분석하여 한의학 교육에 사용할 수 있음
을 밝혔다.
감미아, 송민(2012)은 언론사가 잘 알려진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동일한 토픽
에 대해 상이한 논조로 기사를 서술하는지 여부를 나이브 베이즈 분류모형3)(NBC:
Naϊve Bayes Classifier)으로 점검한 결과 정치 등 토픽에 대해 논조의 차이가 발
생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김남원, 박진수(2012)는 나이브 베이즈 분류모형을 활용
하여 SNS에 게시된 글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였다. 김유신 외
(2012)는 뉴스의 감성을 분류하여 긍정 또는 부정적 뉴스에 따라 투자하는 의사결
정모형을 구축하였다.
위의 사례 외에도 텍스트 데이터는 이미 재무, 마케팅, 심리학 등 다양한 사회과
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근래까지 경제학에서는 생소하게 인식되고 있
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학적 분석 사례를 손에 꼽을
정도이다. 그러나 경제학적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
하는데 텍스트 데이터가 지닌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향후 경제학 연구에도 텍
스트 마이닝 기법에 대한 수요가 있을 전망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텍스트 마이
닝이 경제학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론과 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논하여 관련 연구

3) 나이베 베이즈 분류모형은 머신러닝의 한 방법으로 베이지안 정리를 응용한 분류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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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2절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의 배경과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3절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의 방법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4절에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경제학적 연구들을 소개하며 5절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한계와 경제학 분야에서 향후 텍스트 데이터 활용 방안 등
에 대해 논의한다.

Ⅱ. 텍스트 마이닝과 텍스트 데이터
1. 텍스트 마이닝의 정의
"The individual words in a language name objects - sentences are a
combination of such names. Every word has a meaning, it stands for
something."
- Saint Augustine
“The meaning of words is best understood as their use within a
given language-game”
- Ludwig Wittgenstein,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1953
텍스트 마이닝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우선 언어관에 대한 이해와 철학적 배경
을 살피는 것이 텍스트 마이닝 근저에 자리한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우구스투스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정의되어있고 문장이란 사전 정의
된 단어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이렇게 구성된 언어는 만물과 일대일 대응구조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가까운 사례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어학사전에는 단어(표제
어)에 대해 ‘고유한 뜻’이 정의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전은 언어학습에 있어 아
우구스투스의 언어관이 잘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따르면 삶의 형식이 변화하면 그에 따라 언어의 의미도 변화하며, 이에 따
라 단어의 뜻은 언어의 사용례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4) 일상적인 예

4) 이를 철학에서는 언어게임(language-game)이라고 한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이란 패러다임의 변화
가 언어 등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토마스 쿤(T. Kuhn)이 제창한 과학혁명의 패러다임과도 일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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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누군가가 내 뒤에서 “와 죽인다!”라고 감탄할 때 우리는 누구도 “죽임”을 사전에
정의된 부정적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는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가 지닌 다의성 때문이며, 다의성으로
인하여 특정 단어가 사용된 문장 내에서 어떠한 의미를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불
확실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다의성과 불확실성은 구조화된 기호 및 숫자
와 구분되는 언어의 고유한 특성이다(김규선, 2000).
단어에는 고유한 의미가 정의되어 문법에 맞게 단어를 배열하는 것이 인간의 언
어라는 기존의 통념과 달리 사용된 단어의 관계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찾아낸다는
비트겐슈타인의 시각은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잘 묘사해준다.5) 고유한 의
미를 지닌 단어를 문법에 맞게 배열하는 것으로 언어사용을 정의하던 통념과 달리
단어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비트겐슈타인의 시각이 언어학습을 더
욱 적절히 설명한다. 쉬운 예로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과정도 부모의 언어사용
을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단어에 대한 뜻과 문맥적 활용법을 익히
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을 반영하면 기계(컴퓨터)로 하여금 사람의 언
어를 학습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인공신경망 등에 의해 언어를 학습시키면
컴퓨터도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된 인공지능을 활용
하면 자동화된 언어분석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
적 배경과 전산기술 발달, 인공지능(AI) 출현 등 여러 학문분야가 복합적으로 구
성되어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으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텍스트 마이닝은 빅데이터 분석 또는 데이터 과학의 대표적인 한 분야6)
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머신러닝 등 전산기술을 활용하여 언어에 담긴 정보를 정형
적 데이터로 추출해냄으로써 여러 학문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텍스트 마이닝

통한다. 아우구스투스가 당위적(sollen) 언어관을 주장하였다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실존(sein)
측면을 중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언어에 관한 비트겐슈타인의 관찰은 논리실증주의에 기반하며, 향후 일상철학학파라는 철학의 분파 및 언
어학(linguistics)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Furnas et al., (1983)의 “사용되는 언어의 통계적 유형으로
문서가 의미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다”라는 통계적 의미론 가설(statistical semantic hypothesis)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배경을 언어학적 시각으로 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다(Turney and Pantel, 2010).
6) 소위 빅데이터 시대에 텍스트 마이닝과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용어이다. 데이
터 마이닝의 경우 분석 대상이 정형화된 형태의 수치자료인 반면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텍스트라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다량의 데이터에서 추세나 유형을 찾는 것이 주된 목적
(Fayyad and Uthrusamy, 1999)이라면 텍스트 마이닝의 경우 텍스트 속에서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는 것
이 목적(Hearst, 1999)이라 할 수 있으므로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텍스트 마이닝도 빅데이터 분석
에 해당하는 만큼, 데이터 마이닝에 활용되는 다양한 기계학습 분류 방법이 함께 활용된다. 기계학습을
활용한 문서분류 방법은 본고에 기술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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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언어학, 전산학, 통계학 등이 모두 상당한 수준으로 관여하는 대표적인 다학제
(multi-disciplinary) 연구 분야이다.7) 텍스트 마이닝은 필연적으로 전산처리기술
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텍스트를 전산처리 할 경우 초당 수백만 페이
지의 텍스트를 읽고 자동으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Cambria and White,
2014). 이뿐만 아니라 텍스트 마이닝은 검색엔진 등 인터넷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eval) 등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늘 사용하는 편리한 도구로써 널리 활용되고
있다.

2. 텍스트 데이터의 특징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을 논하기 앞서 수치자료와 다른 텍스트 데이터가 지닌 특
징 등을 우선 논할 필요가 있다. 텍스트 데이터의 특징은 언어의 특징이기도 하다.
텍스트가 지닌 비구조성, 모호성, 다의성 등은 텍스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된다. 이러한 특징은 후술하는 전처리(preprocessing) 등을 통해
텍스트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텍스트 데이터는 비구조적 자료이다. 컴퓨터의 발달과 문서 작성 프로그램
의 등장으로 과거 수십여 년부터 현재까지 문서는 전자 방식으로 작성되며 저장되
고 있다. 컴퓨터에서 작성되는 문서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의 정
수값으로 변환하게 되는데 이를 문자 인코딩(character encoding)8)9)이라 한다.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인코딩을 거쳐 컴퓨터 내에서 처리되고 저장되며 컴퓨터
는 이를 다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문자로 화면이나 종이에 출력해준다. 텍스트
데이터는 컴퓨터 내부에 정수값으로 처리됨과 동시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출력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텍스트가 아닌 구조화된 통계자료의 경우 수학적 연산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분

7) 과거 텍스트 마이닝이라 하면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ext Data Mining)이라는 매우 협소한 의미를 지칭
하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품사 태깅(part-of-speech tagging), 사전구축 등의 기법을 활용하는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와 전산언어학(computational linguistics)을 포괄하는 다학제 연구
분야를 지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Hearst, 1999)
8) 문자 인코딩의 시초는 Samuel Morse가 숫자를 전자적 신호로 조합한 모스 부호(Morse code)이다. 이
후 Alfred Veil이 모스 부호로 알파벳을 조합하였으며, 종이 테이프에 찍힌 전자적 신호를 텍스트로 해석
할 수 있게 되었다.
9) 영문 알파벳과 숫자를 표현하는 7비트 이진수 표기법인 아스키(ASCII) 인코딩에서 다중 언어를 지원하는
8비트 표기법인 UTF-8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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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다. 통계자료의 경우 분석에 사용될 목적으로 일
정한 약속된 기준에 맞춰 편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텍스트를 인코딩한 정
수 값은 비록 연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량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으므로, 그 자
체로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전통적으로 텍스트는 우리가 읽고
정보를 얻기 위함으로 사용되었을 뿐, 텍스트를 정보의 원천으로 간주하지는 않았
다. 텍스트 마이닝은 연산이 어려운 비구조적 텍스트 데이터를 수치화 또는 벡터
화하여 구조화된 자료로 변환시킴으로써 정보의 원천으로 활용하게하는 기술이다.
텍스트 데이터의 또 다른 특징은 모호함과 다의성이다. 일반적으로 언어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의 범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통계자료의 경우 숫자의
크기만으로도 모호함 없이 정보 전달이 가능하나 텍스트의 경우 전체 문맥을 다 읽
고 나서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언어로 표현하는 개념에는
미묘하고 추상적인 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단어 조합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로 표현된 수많은 개념간 관계를 규정하고 규정된 관계 하
에 단어 사용 유형 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뿐 아니라 동의어, 동음이의어가
존재하므로 이를 사람이 읽을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컴퓨터가 읽을 경우 동의어를
다른 의미로 인식하거나 동음이의어를 같은 의미로 인식할 수도 있다.
또한 텍스트 데이터는 차원(dimension)이 매우 높다. 각각의 단어가 하나의 자질
(feature)만 나타낸다고 가정하더라고 문서에 사용된 단어의 수를 감안하면 텍스트
데이터의 차원은 수백만 또는 수천만을 크게 상회한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
의 발전으로 다차원 자료 처리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고는 해도, 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ality)는 분명 존재하여 텍스트 데이터의 분석을 어렵게 한다. 또한 차
원이 높은 텍스트 데이터는 변수간 관계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기 어렵다는 문제
도 있다.

Ⅲ.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
여기에서는 텍스트 분석을 위한 방법론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자료를 정리하
는 전처리와 전처리된 텍스트를 수학적 표현으로 변환하는 단어표상은 텍스트 분
석을 위해 거쳐야 하는 순차적 작업이다. 이후 이에 여러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텍
스트를 분석할 수 있다. 머신러닝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SVM(support vector
machine), kNN(k-th nearest neighbor) 등을 적용하여 분서를 특성별로 분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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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토픽모형을 적용하여 문서들의 특징적인 주제를 추출할 수 있다. 감성사
전(sentiment lexicon)이 마련되어있다면 유사한 주제를 다룬 문서에 내재된 어조
를 추출하여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는 시계열을 추출해낼 수도 있다.

1. 전처리(Preprocessing)
1.1 토큰화(tokenization) 및 불용어(stop words)
많은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이 단어 수준의 텍스트 분석에 근거한다. 단어를 식
별해내는 것을 토큰화(tokenization)라고 한다. 이는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를
하나의 유용한 의미 단위들로 분해하는 과정이다.10) 영문에서는 조사가 없으므로
토큰화는 단어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문서에서 사용된 띄어쓰기, 탭, 줄바꿈, 쉼
표, 마침표, 콜론, 세미콜론, 물음표, 느낌표, 괄호 등이 나타나면 그 기호 또는 문
자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토큰화 할 수 있다.
그러나 토큰화된 모든 문자열을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어에는
자주 사용되지만 별 의미가 없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도 상당수 존재한다.
영문에서는 관사 ‘the’가 대표적인데, 브라운대의 현대 표준 말뭉치(Brown
University Standard Corpus of Present-Day American English)에 제시된 500
개 샘플(총 1만여 개 단어)에서 ‘the’는 비중이 7%에 달한다고 한다. 관사뿐만
아니라 전치사도 문법에 의해 항상 자주 등장하나 그 자체로 뜻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단어는 토큰화 이후에도 분석에 사용될 수 없으며, 앞서 언급한
차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제거하는 것이 분석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다. 이런 단어를 불용어11)(stop words)라고 하며 보통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나

10)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일련의 문자열은 영문에서는 단어가 되겠지만 한글에서는 조사가 붙게 되므로
이를 제외한 어근 등의 형태소가 된다. 형태소는 일정한 의미가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한글 텍스
트를 분석할 때에는 형태소를 기준으로 분석하므로 영문에 비해 훨씬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토큰화 작업
이 필요하다.
11) 지프의 법칙(Zipf‘s law)에 따르면 텍스트에 나타난 출현 빈도에 따라 단어를 순서대로 정렬하면, 해당
단어의 사용빈도가 순위와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여기에서  은 총단어의 수, 는 특정 단어의 순위, 는 분포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수값이다. 따라서 빈
번하게 등장하는 단어일수록 내재된 정보의 가치는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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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에 포함되어 전처리 과정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2 어간추출(stemming)과 표제어추출(lemmatization)
어간추출은 단어의 접사 등을 제거하고 어간을 분리12)해 내는 작업으로 관련 단
어들이 일정하게 어간으로 매핑(mapping)하는 과정이다. 어간추출은 형태론과 정
보 검색 등 분야에서 시작되었으며 1960년대부터 컴퓨터를 활용한 어간추출 알고
리즘13)으로 연구되었다. 영문의 경우 동사와 형용사에 접두사(prefix)나 접미사
(suffix)가 붙어 수많은 단어가 파생될 수 있다.14) 특히 한글에서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와 같은 활용어의 경우 어미에 따라 동일 어간이 다른 단어로 인식될
수 있다. 텍스트 분석의 효율성 및 정확도 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변형된 단어
는 하나의 문자열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간추출은 텍스트의 전처리에서
일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다.
표제어추출(lemmatization)은 어간 추출과 같이 변형된 단어를 기준이 되는 단
어의 원형(representing lexemes)으로 되돌리는 기법이다.15) 원형(lemma)이라고
함은 사전에 등장하는 표제어(headword)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is’, ‘was’, ‘are’,
‘were’의 경우 사전에서는 검색하는 표제어는 ‘be’이며 이 경우 ‘be’가 원형이 된
다. 어간추출이 단어의 의미적 단위(semantic unit)를 고려하여 접사 등을 제거하
는 기계적 방법이라면 표제어추출은 형태소(morpheme) 분석으로 머신러닝 등을
통해 단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16) 따라서 어간추출에 비해 과정이 좀 더
복잡하며, 표제어추출을 위해서는 다음에 서술하는 품사 태깅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12) 어근(語根)은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단어의 가장 중심이 되는
형태소를 의미한다. 어간(語幹)은 어미(語尾)에 대응되는 말로 활용어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며
어근 자체가 어간이 되기도 하고 다른 말과 합쳐져서 어간이 되기도 한다.
13)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검색 엔진의 경우 어간추출을 통해 동일한 어간을 지닌 단어는 동의어로 취급한다.
14) 현재까지 널리 사용하는 Porter stemmer의 경우 접미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어간을 추출하는 알고리
즘이다(Porter, 1980).
15) lemmatization을 표제어추출이라고 번역하였지만, 원래 의미는 언어학(linguistics)에서 사전을 편찬할
때 표제어를 선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텍스트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으로서 lemmatization은 변형된 단
어를 기존 사전의 표제어로 되돌리는 작업을 의미하므로 원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hristianlehmann.eu/ling/ling_meth/ling_description/lexicography/lemmatiza
tion.html을 참조
16) 다양한 언어에 대해 어간추출 기법과 표제어추출 기법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있
다(Kettunen et al., 2005; Tala, 200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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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품사태깅(POS tagging) 및 형태소 분석(morpheme analyzing)
품사(part-of-speech, POS)란 단어를 문법적 기능에 따라 구분한 것이며17) 품
사태깅은 텍스트에 나타난 단어를 해당되는 품사로 꼬리표를 달아주는 과정을 뜻
한다. 품사는 단어의 기능이나 형태에 따라 몇 가지 품사를 가질 수 있으므로 품사
태깅은 이런 모호함을 해소하는 과정이기도 하다(Kroeger, 2005). 영문의 경우 하
나의 문장은 단어의 배열이므로 띄어쓰기 등을 기준으로 토큰화한 단어에 직접 품
사를 부여하게 되지만, 한국어의 경우 어절 또는 형태소의 조합으로써 한 단어에
다수의 형태소(morpheme)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 또한 결합된 형태소간 의존성을
지니고 있어 통계적 또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based)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품사태깅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신중호 외, 1994). 따라서 한글 텍스트 분
석에서는 형태소 분석이 품사태깅에 우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형태소 분석은 단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형태소들을 인식하고 용언의 활용, 불규
칙 활용이나 축약, 탈락현상이 일어난 형태소를 원형으로 복원하는 과정을 의미한
다(강승식, 2002). 형태소 분석은 언어학적으로 언어의 생성과정을 설명하는 용도
로 사용되나 전산언어학에서는 정보검색이나 텍스트 데이터의 전처리 용도로 사용
될 수 있다(송민, 2017). 한글 텍스트 분석에는 형태소 분석기라 하여 텍스트를 형
태소 단위로 분석하고 품사를 함께 출력해주거나 특정 품사에 해당하는 형태소만
선별해주는 패키지들이 있다.18) 아래는 형태소 분석기로 “한국은행이 12일 금융통
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동결했다.”라는 문장
을 형태고 분석하고 품사태깅을 마친 결과이다.

한국은행/NNG, 이/JKS, 12/SN, 일/NNG, 금융통화위원회/NNG,
금통위/NNG, 회의/NNG, 를/JKO, 열/VV, 고/EC, 기준금리/NNG,
를/JKO, 현행/NNG, 연/NNG, 1/SN, ./SW, 50/SN, %/SW, 로/JKB,
동결/NNG, 했/XSV, 다/EC (Lee, Kim and Park, 2019a)

결과물은 형태소에 품사태그가 딸린 형태로 출력된다. 품사태그는 <부록>의 세
17) 한글의 경우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아홉가지 품사가 있다.
18) 서울대학교 IDS(Intelligent Data Systems) 연구실에서 자연어 처리를 위해 개발한 KKMA(Kind
Korean Morpheme Analyzer)를 비롯하여 Mecab, Komoran, Hannanum(한나눔) 등이 있다. Python을
이용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KoNLPy(박은정, 조성준, 2014) 패키지를 이용하면 이들 형태
소 분석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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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품사태그에 나온 예시와 같이 정의되어 있는데, 형태소 분석기마다 조금 다르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세종품사태그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큰 차이는
없다.

1.4 N-gram
하나의 단어만으로 형태소를 분석하기에는 모호함이 있을뿐더러 그 뜻도 사용하
기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감기는’이라는 단어는 질병 감기를 의미할 수도
있고 줄이 감기는 현상을 설명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송민, 2017). 그 뜻도 모호
하지만,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형태소도 다르게 분석되고 품사도 달리
태깅(tagging)될 수 있다. 또한 여러 단어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 긍정과 부정의 어
조가 다르게 인식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recovery’는 경제가 회복한다는 긍정
적인 뜻을 담고 있으나, ‘sluggish recovery’라고 쓰면 회복이 더딘 경기 침체
를 뜻하는 부정적 뜻을 담게 된다(Lee, Kim and Park, 2018). 따라서 하나의 단
어 단위(uni-gram)로 분석하는 것보다 여러 단어(또는 형태소)를 묶어 하나의 단
위(n-gram)로 분석하는 것이 분석의 정도를 제고할 수 있다.19)
일반적으로 n-gram 모형은 n개의 단어나 형태소 단위로 말의 집합(코퍼스)을
구성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분석 모형의 정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반면 단어조합
(window)에 벗어나는 경우 분석 대상으로 인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
다. 따라서 n-gram으로 출현빈도를 계산하거나 신경망 등을 학습시킬 때
n-gram 모형이란 unigram과 n-gram 사이에 모든 단어조합을 고려하는 것이 타
당하다. 한편 n의 크기를 증대시킬 경우 더 많은 조합으로 학습 및 분석이 가능할
것이나, 차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는 문제가 있다.20)

2. 단어표상(Word Representation)
전처리를 통해 필요한 텍스트 데이터만 수집한 후 얻게 되는 단어집합(corpus)
19) 하나의 단위만 사용하면 단어 단위 분석과 같으며 이를 uni-gram, 두 단위의 경우 bi-gram이라 하며,
단위의 수를‘n’으로 표기하여 몇 단위까지 묶어서 분석하였는지를 나타낸다. Lee, Kim, and Park
(2019a)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5-gram 분석을 하였으며, Picault and Renault (2017)는 ECB의
introductory statements를 10-gram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n의 크기가 클수록 분석의 정확도는
향상될 수 있으나, 동시에 차원이 높아지므로 복잡한 모형을 활용한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20) 이러한 trade-off 문제로 최대한 n=5로 설정하는 것이 권장된다(유원준, 2019). Lee, Kim, and Park
(2019a)는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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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격적인 텍스트 분석을 시작하게 된다. 전처리에서까지는 텍스트가 유니코
드와 같은 문자열(string)이나 단순 텍스트(plain text) 형태로 처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단어의 의미, 관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전처리된 단어의 집합을 확률적 또는 비확률적 방법으로 벡터공간에 표현하는 과
정을 단어표상(word representation)이라 하며, 단어표상으로 텍스트를 수치적으
로 표현한 후에야 연산을 통한 정보 분석이 가능하다.

2.1 빈도를 기준으로한 단어의 표현
빈도기준으로 단어를 표현할 경우 사람의 눈으로도 셀 수 있는 출현 빈도 등 단
어의 쓰임새를 통해 텍스트의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빈도기준 단어표현은 비
확률적(deterministic) 과정이며 표현 결과 나타나는 행렬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
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등 추가적 연산을 필요로
한다.

2.1.1 빈도 행렬(TDM: Term Document Matrix)
빈도 행렬21)은 전처리로 거친 텍스트의 토큰이 각 문서에 등장하는 빈도로 구성
된 행렬이다. 예를 들어 간단한 두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 “그는 은행 직원이다. 그녀도 은행 직원이다.”
  : “나는 한국은행 직원이다.”
위 두 문장을 전처리하면 [그/NP, 그녀/NP, 나/NP, 는/JKS, 도/JKS, 은행
/NNG, 한국은행/NNP, 직원/NNG, 이/XR, 다/EF]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빈도 행렬
도 나타내면 아래 <표 1>와 같다.22)

21) TDM(Term-Document Matrix) 또는 DTM(Document-Term Matrix)라고도 한다. 행렬의 행이 term을
나타내는 경우 TDM이라고 하고 행이 문서를 나타내는 경우 TDM이라고 하여 구분한다.
22) 일반적으로 행렬의 차원을 최소화하고 분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 조사, 어
미, 접사 등은 제외하게 되나, 여기에서는 예시를 위해 조사를 포함하여 빈도행렬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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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빈도행렬 예시



그

그녀

나

는

도

은행

한국은행

직원

이

다

1

1

0

1

1

2

0

2

2

2

0

0

1

1

0

0

1

1

1

1

<표 2>에 예시된 행렬의 각각의 열은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를 나타내는 벡터
이다. 예를 들어‘직원’에 대한 빈도 벡터(count vector)는 [2, 1]이라 할 수 있다.
빈도 행렬은 수백만 건에 달하는 문서에서 추출한 단어 혹은 토큰을 기준으로
구성되므로 행렬이 매우 크고 원소중 ‘0’이 많이 나타나는 희소행렬(sparse
matrix)이 된다. 따라서 의미가 있는 명사, 동사, 형용사 등 특정 품사만 사용하는
등 분석의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빈도행렬의 일반적 구조는 <그림 1>과 같
은 희소행렬(sparse matrix)로 이를 활용하여 분석할 때에는 차원축소 등의 방법
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1> 빈도 행렬(TDM)의 구조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1 2 3 4 5 6 7 8
term(s)
term(s)
term(s)
term(s)
term(s)
term(s)
term(s)
term(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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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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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2
0
0
1
0
0
0

3
1
2
0
0
0
3
0

0
3
0
0
4
0
0
0

0
0
0
0
0
0
2
2

0
5
0
0
0
7
0
0

0
1
0
1
0
0
0
2

0
0
0
0
1
0
2
0

0
0
2
0
0
2
0
0

2.1.2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빈도 행렬이 문서에 등장하는 단순 빈도를 측정하는 반면 TF-IDF는 빈도에 상
대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Salton and McGill, 1983). 어떤
문서가 특정 주제를 다룰 경우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단어23) 또는 단어의 조합이 자
주 등장할 것이다. 이를 TF(Term Frequency)라 한다. 또한 빈도가 높은 단어라도
모든 문서에 흔히 등장하는 경우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penalizing)할 수 있다.

23) 이해를 돕기 위해 단어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특정 형태소가 될 수도 있고 n-gram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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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IDF(Inverse Term Frequency)라 한다. 예를 들어 경제와 관련된 문헌들이
라면 ‘경기’또는 ‘금리’ 등 경제 관련 단어가 자주 등장할 것이다. 한편 경제 관련
문헌을 분석할 때 ‘경제’라는 단어는 공통적으로 흔히 등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단순 빈도만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되어있다. 반면 ‘경기 한파’와 같은
bigram은 흔히 등장하는 단어 조합이 아니므로, 해당 조합이 등장하는 문서의 성
격은 부정적 어조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경기 한파’라는
bigram이 등장할 경우 ‘경제’라는 단어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욱 많으며
이에 따라 ‘경기 한파’의 가중치를 높게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TF-IDF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총  건의 문서 중 어떠한 문서(  )에서
특정 단어()가  번 출현하였고  건의 문서 중 가 출현한 문서의 수가 이라 하
면 TF-IDF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log 



여기에서 는 표준화 인자(normalizing factor)로 한 단어가 습관적으로 자주 등
장하는 경우 이를 표준화하는 역할을 한다. log  이 가중치이며 가 출현한
문서의 수가 적을수록 가중치가 증대됨을 알 수 있다. 위 빈도 행렬의 예에서 
‘가 문서의 총 단어수라고 하면, 직원’은   과   빈도가 각각 2, 1로 높은 편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에서 ‘직원’의 TF-IDF는 아래와 같다.





   직원   log    ×   


모든 문서에 등장하는 ‘직원’이라는 단어의 출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TF-IDF가 0이 됨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은행’의 TF-IDF는 아
래와 같으며, ‘직원’과 ‘한국은행’이 동일 문서내 빈도는 0.167로 동일하지만
‘직원’은 두 문서에 모두 등장하므로 TF-IDF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내
포한 정보가 더 유의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l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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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동반출현행렬(Co-occurrence Matrix)
‘딸기’와 ‘바나나’는 대표적인 과일이며 음료를 만들 때에도 종종 함께 사
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딸기’라는 단어가 사용된 한 문서에서는 어딘가 ‘바나
나’도 함께 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의 관계는 과일이라는 범주에 속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며, 음료를 만들 때에도 함께 사용되는 등 공통점이
많다. 따라서 ‘딸기’와 ‘바나나’를 표현하는 벡터는 서로 매우 유사한 형태를
지닐 것으로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유사성에서 밀접한 두 단어는 동반출현행렬
을 분석함으로써 벡터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동반출현행렬은 일정한 크기 의 윈도우(window)에 따라 규정되는 텍스트 혹
은 말뭉치(corpus)의 부분집합이 있을 때, 두 단어가 함께 출현하는 부분집합의 수
(동반출현빈도)를 행렬에 기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윈도우는

rolling windows와 같이 지정된 계산 범위를 의미한다.

   인

계량기법에서
경우 한 단어를

기준으로 앞 다섯 단어와 뒤 다섯 단어를 포함한 윈도우 내에서 동반출현빈도를
계산하는 것이 된다.
window의 크기

이 부분집합에 포함되는 단어를 context words라고 한다.

   인

부분집합에서 context words는 임의의 단어를 기준으로

앞 다섯 단어와 뒤 다섯 단어가 된다. 앞의 예에서는 행렬의 (딸기, 바나나) 혹은
(바나나, 딸기) 원소가 크기의 윈도우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를 나타낸다. 동
반출현행렬은 그 자체로는 유용한 정보를 얻거나 분석하기에 용이하지도 않을뿐더
러 행렬의 차원이 매우 높은데다 희소행렬(sparse matrix)이므로 계산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주성분 분해와 같은 차원축소 방법으로 행렬을 변환하여야 필요한
정보를 분석해 낼 수 있다.

2.1.4 단어빈도의 시각화
문서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 단어의 품사별로 빈도를 계산하게 되면, 이를 활용
하여 다양한 시각화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화 과정은 문서의 주제, 특징 등을
보다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빈도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으나,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s)는 빈도에 비례하여 단
어의 크기를 나타내어 말뭉치를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문서의 특징을 보다 직관적
으로 나타내준다. <그림 2>는 2005~2017년 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에 나타난 단어중 명사만을 추출하여 그린 워드 클라우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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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방법은 워드 클라우드와 같이 단어의 빈도에 비례하는 시각화 외에도 단
어간 동시출현빈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다. 빈도행렬(TDM)을  라고


할 때  는 공분산행렬을 구하는 것과 유사하게 단어간 출현 관계를 나타내준
다. 이를 그림으로 도식하면 <그림 3>과 같이 단어의 동시출현관계를 하나의 다이
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금통위 의사록 워드 클라우드(Lee, Kim, and Park, 2019a)

<그림 3> 단어들의 동시 출현 관계 다이어그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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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확률적 단어표상(Distributional Representation)
확률적 단어표상 또는 단어의 확률적 벡터화 표현(word embedding as a
vector)은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는 유사한 분포를 가진다”는 언어학의 확률
적 분포 가정(distributional hypothesis)에 기반한다. 즉 ‘사과’와 ‘배’는 껍
질을 벗겨 먹기도 하는 과일인데, “저녁은 먹었는데, 아직 허전하네. ____깎아
먹을까?”라는 문장 빈칸에 ‘사과’, ‘배’가 모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서
언어의 확률적 가정에 따르면 ‘사과’와 ‘배’ 등은 보다 유사한 단어로 판단한
다.
구체적으로 확률적 단어표상은 신경망(neural network)을 사용하여 단어를 힐
베르트 공간24)에 위치한 벡터로 변환한다. 초기 신경망 언어모형25)은 연산량이
매우 많은 모형이었다. NNLM(neural net language model)26)에서 시작하여
RNNLM(recurrent neural net language model) 등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며 연산시
간을 축소시켰지만 여전히 효율성은 낮은 수준이었다. 이후 구글의 Mikolov et al.
(2013)가 연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반면 정확도도 높일 수 있는 word2vec을
개발하여 확률적 단어표상 기법의 표준이 되었다.
단어의 의미를 힐베르트 공간의 정규화된 벡터로 표현할 경우 내적 또는 cosine
값으로 단어간 유사도27)를 측정할 수도 있다. 또한 단순 벡터간 단순 가감할 경우
나타나는 벡터는 유사어 또는 반의어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왕
(Queen)’, ‘왕(King)’, ‘남자(Man)’, ‘여자(Woman)’를 나타내는 벡터를
각각

 ,  ,  ,  라 하자. 확률적 단어표상에서는 <그림 4>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아래에서는 확률적 단어표상의 대표적 방법인
word2vec의 Skip-gram과 CBOW에 대해 알아본다.

24) 유클리드 공간을 일반화한 추상적 벡터 공간으로 벡터의 내적과 norm 등을 정의할 수 있음
25) 신경망 언어모형은 Rumelhart et al. (1986)에서 시작되었다 볼 수 있다. Rumelhart et al. (1986)에서는
input layer와 output layer만 존재하는 간단한 신경망이다. 오늘날 사용되는 신경망은 input과 output 사
이에 다층의 hidden layer가 존재하며 이들 신경망을 추정하는 과정을 학습(learning)이라 한다.
26) Bengio et al. (2003)은 n-1개의 단어들로 n번째 단어를 예측하는 n-gram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때 단
어의 예측은 출력 가능한 각 단어들에 대한 조건부 확률로 표현된다.
27) cosine 유사도는 벡터간 방향의 일치성을 측정함으로써 단어의미의 일치성을 보여준다. 두 벡터의
cosine 유사도는 아래와 같이 측정할 수 있다. 즉 두 벡터의 내적을 두 벡터 크기의 곱으로 나눈 것이다.
(는 벡터의 norm) 벡터가 정규화 되어있을 경우 cosine 유사도는 두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된다.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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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확률적 단어표상의 예시(Young et al, 2017)

2.2.1 Skip-gram과 CBOW
CBOW(Continuous Bag-of-Words)와 Skip-gram은 word2vec에서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CBOW는 단어 집합이 주어졌을 때 특정 단어(target
words)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 과정을 신경망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이다. 반면
Skip-gram은 특정 단어가 주어질 때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단어표상을
학습한다. CBOW와 Skip-gram이 유사한 방법으로 단어 벡터를 학습하게 되나,
CBOW의 경우 한 단어에 대해 한 번의 학습만 가능한 반면, Skip-gram의 경우 윈
도우 크기만큼 반복적 학습이 가능하므로 Skip-gram의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5>은 CBOW와 Skip-gram의 흐름의 차이를 시각화하고 있다.
<그림 5>의 왼쪽은

CBOW의 flow를 나타내며 주변단어 벡터를 원-핫 벡터

(one-hot vector)28) 형태로 입력해주면 신경망을 거쳐 중심단어(center word)를
예측하는 모형이다. <그림 5>의 우측은 Skip-gram를 나타내며 중심단어가 주어
질 때 그 주변에 쓰일 수 있는 단어를 예측하는 flow이다.
CBOW와 Skip-gram은 신경망(neural network) 학습 과정에서 단어벡터를 추
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들은 중층구조(multiple layers)로 이루어진 신경망
을 학습하게 되나 은닉층(hidden layer)에 비선형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실질
적으로는 선형모형으로 구성되어있다. 학습된 결과 얻게 되는 단어벡터는 코퍼스
내에 존재하는  개의 모든 단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당 단어의 특징 및 의미를

28) 원-핫 벡터 또는 원-핫 인코딩(one-hot encoding)이라고도 하며 텍스트에서 전처리한 단어 집합을 순
차적으로 두고 해당되는 단어에만 “1”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특정 단어를 나타낸다. 원-핫 벡터는 예
측 기반 단어표현에서 입력 벡터 혹은 출력 벡터와 비교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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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BOW와 Skip-gram (Mikolov et al, 2013)

내포하는  차원의 벡터이다. (<그림 5> 참조) 학습은 각각의 입력단어에 대해 아
래의 softmax 함수29)를 극대화하는 과정이며 입력단어 벡터(input vector)와 출
력단어 벡터(output vector)가 유사할 경우 그 내적값은 극대화하고 유사도가 낮
은 단어 벡터간 유사도는 최소화하는 과정이다. 아래 softmax 함수에서 는 출력
단어, 는 입력단어(context vector),   와   는 각각 출력 및 입력단어의 확률적
표상이다. 분모는 모든 출력단어와 특정 입력단어 내적 지수값의 합이 된다. 내적
은 두 벡터간 거리에 반비례하므로 신경망 예측값의 정확도가 높을 경우 softmax
값은 1에 근사한다.

exp  
    

exp 





29) softmax는 정규화 지수함수(normalized exponential function)라고 하며 softmax 함수는 각 단어간 내
적의 결과를 확률의 형태로 표현해준다. 즉 학습의 결과인 출력단어 벡터간 내적으로 구성된  차원의
벡터는 각 원소의 합은 1로 표준화된다.

19

BOK 경제연구 제2019-18호

2.2.2 회선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과 N-gram
우리는 언어사용에서 단어의 결합과 순서의 변화가 매우 중요해지는 경우를 종
종 목격한다. 어감이 중립적인 단어가 결합할 경우 긍정 내지 부정적 어감이 되기
도 한다. “recovery”와 “staggered”는 “회복”과 “주저하다”라는 중립적
인 어감임에도 “staggered recovery”는 부정적 어감을 갖는다. 한편 말의 쓰임
에 따라 어떤 단어를 앞에 두느냐에 따라 어감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비문이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가벼운 발걸음”과 “발걸음이 가볍다”는 순서에 관
계없이 어감이 비슷하다. 그러나 “가벼운 농담”과 “농담이 가볍다”에서 전자는 분
위기를 밝게 하는 농담30)이라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후자에서처럼
두 단어는 주술관계로는 사용하지 않는 비문이다. 또한 “포용적 제도”와 “제도적
포용”에서 전자는 제도의 성격이 포용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후자는 포
용이 제도적, 정책적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영문에서도 한글의 사례와 유사
하게 단어나 표현의 순서는 의미의 차이를 나타나게 하거나 문장성립 여부를 결정
하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Word2vec이 확률적 단어표상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신경망학습으로 단어의 확률적 벡터로 나타내
는 동시에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는 방법을 회선신경망(CNN)이라 한다. 앞서 기술
한 n-gram 모형과 회선신경망은 이러한 단어의 순서에 따라 어조와 의미가 변화
하는 경우에도 이를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머신러닝을 활용한 문서 분류
전처리와 단어표상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텍스트는 정량적, 구조적 자료로 변환
된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여러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텍스트 자료를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데이터는 차원이 높아 머신러닝의
분류기법을 활용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포트 벡터 머신(SVM, support
vector machine),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naive Bayesian classifier) 등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과 k-mean 군집화(clustering), 비모수 베이지안 군집화
(nonparametric Bayesian clustering) 등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을

30) 이와 같이 언어사용 습관으로 하나의 숙어처럼 사용되는 말을 연어(collocation)라 한다(김규훈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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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면 문서를 특성별로 분류할 수 있다. 모든 지도학습은 이미 분류된 학습자
료(training data)와 검정자료(test data)를 필요로 하는 반면 비지도학습은 기 분
류된 학습자료를 필요로 하지않는다.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합습(추정)한 뒤 검정
자료를 통해 분류(예측)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아래에
서는 문서 분류에 활용될 수 있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기법 대해 알아본다.

3.1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로지스틱 회귀(Cox, 1958)는 독립 변수의 선형 결합이 특정 사건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확률적 모형이다.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문서에 내재된 임의
특성의 선형결합으로 문서를 특정 범주로 분류31)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는 일반 선형회귀 분석과 유사하지만, 종속변수가 [0, 1]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값의 범위가 [-∞, ∞]인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응시키기 위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아래와 같이 로짓 변화()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벡터
(  ), 회귀계수 벡터()의 모형으로 표현한다.

    
    log   
      


여기에서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로지스틱 함수32)
(logistic function)라 한다. 회귀모형은 실질적인 종속변수()가 0 또는 1에 속할
확률에 대한 추정식이며, 추정의 목적은 분류의 기준이 되는 의사결정 경계
(decision frontier) 또는 초평면(hyperplane)    를 구하는 과정이다. 일반적 회
귀분석 모형과 달리 결정경계에 멀리 떨어진 샘플이 모수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31)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후술하는 서포트 벡터 분류기법과 함께 타 분류 방법에 비해 분류 정확도가 매우
높은 기법이다.
32)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deep learning)에서는 이를 sigmoid 함수라고도 하며 쌍곡 탄젠트 함수(tanh,
hyperbolic tangent), 경사함수(ReLU, Rectified Linear Unit) 등과 함께 신경망의 활성함수(activation
function)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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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로지스틱 회귀분석 분류
로지스틱과 선형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분류 예시1)

주: 1) 자료는 붓꽃은 꽃밭침(sepal)의 길이(length)와 넓이(width)를 2차원 평면에 나열한 것이며 로지
스틱 회귀 분석에 의해 꽃받침의 길이와 넓이에 따라 세 종류(Virginica, Versicolor, Setosa)로
분류할 수 있다.
자료: scikit-learn.org

3.2 서포트 벡터 머신(SVM, Support Vector Machine)
서포트 벡터 머신(Vapnik and Chervonenkis, 1964)의 기본 아이디어는 로지
스틱 회귀분석과 유사하게 의사결정 영역(decision boundary)을 찾는 과정이다.
서포트 벡터 머신의 추정은 각 카테고리에 속한 자료가 나열되어있는 벡터 공간에
서

가장

넓은

폭의

경계벡터(support

vectors)를

지나는

초평면

또는

MHH(Maximum Marginal Hyperplane)를 구하여 데이터를 분류한다. 그러나 데
이터를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 초평면은 데이터가 속한 차원에서는 쉽게 구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SVM에서는 데이터를 한 차원 높은 공간에 매핑
(mapping)하여 초평면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차원과 연산 효율성은 반비례하므
로 커널(kernel)함수를 활용하여 현 차원에서 계산한 내적을 더 높은 차원 계산한
내적으로 갈음하고 그것을 통해 초평면을 찾는 커널 트릭(kernel trick)을 사용한
다.33)(Grus, 2015)

33) 대표적인 커널함수      는 다항식 커널:     , 가우스 방사기저함수(Gaussian radial basis
function) 커널: exp ║ ║    , 시그모이드(sigmoid) 커널: tanh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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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서포트 벡터 머신(SVM) 분류
선형 SVM 분류 예시

3차 다항식 커널 SVM 분류 예시1)

주: 1) 자료는 붓꽃은 꽃밭침(sepal)의 길이(length)와 넓이(width)를 2차원 평면에 나열한 것이며 SVM
분석에 의해 꽃받침의 길이와 넓이에 따라 세 종류(Virginica, Versicolor, Setosa)로 분류할 수
있다.
자료: scikit-learn.org

MHH를 찾는 방식은 하드 마진(hard margin)과 소프트 마진(soft margin)이 있
다. 하드 마진은 분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방식으로 초평면을 찾는 방식
이며 데이터에 따라 초평면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소프트 마진은 미
리 정해진 범위 내 오차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초평면을 구하므로 낮은 차원에
서도 분류가 용이하다. 예를 들어 각각의 범주(    )로 분류할 데이터의
속성 벡터(  )가 주어졌을 때, 가중치 벡터(  )와 상수(, )에 대해 MHH는 아래
와 같이 정의된다.
       ≥   for ∀   ∈   
만약  값을 적정히 구하게 된다면 초평면의 와  와의 거리가 동일하게 되고
  는 {-1, 1}의 값을 갖게 되므로, 위 초평면은 데이터를 두 범주로 구분함과 동시
에 초평면이 지나는 벡터34)간 거리가 극대화된다. 만약 소프트 마진을 활용하여
초평면을 찾는다면 아래와 같은 초평면이 구해질 수 있다.
       ≥      ≥  for ∀  ∈  

34) 이를 서포트 벡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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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나이브 베이즈 분류모형(Naive Bayes Classifier)
나이브 베이즈 분류모형은 베이즈 법칙과 특성간 독립 조건부확률이라는 가정하
에 스팸메일분류 등에 널리 사용되는 분류기법이다. 문서 의 가지 특성을 나타
내는 특성벡터(feature vectors)           와 범주 가 주어졌을 때 베이
즈 법칙에 의해 사전확률   와 사후        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 
만약 모든 특성이 나타날 조건부 확률이 독립35)이라면 위 식은 아래와 같이 단
순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 
여기에서    는 상수이므로


       ∝   

 

 

 

따라서 위 조건부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를 극대화하는 값으로 범주

  를 추정하고 문서를 분류할 수 있다. 나이브 베이즈 분류모형은 문서에 대한 분
류 뿐만 아니라 단어 또는 n-gram의 극성 분류에도 응용할 수 있다(Lee, Kim,
and Park, 2019a).

3.4 k-평균 군집화(K-means Clustering)
k-평균 군집화(McQueen, 1967)는 사전 분류되지 않은 데이터를 k개의 범주로
분류하는 비지도학습기법이다. 주어진 임의의 중심점(centroid)과의 거리에 기반
35) 범주에 속할 사전확률(prior)이 동일하거나, 각 단어들이 등장할 조건부 확률이 독립적인 전제 하에 분류
하므로 “순진함(Naive)”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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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군집(clustering)하는 알고리즘이
며, 추정과정에서 동일 그룹 내 객체 간 유사도(similarity)가 증대되는 반면 타 그
룹내 객체와의 유사도는 점차 감소한다. 예를 들면 건의 문서를 나타내는 벡터집
합         이 주어졌을 때, 아래의 식을 만족하는 ≤ 개의 집합
      과 중심점       으로 문서를 분류한다.


  arg min

  ║   ║

     ∈ 





k-평균 군집화 추정은 각 문서벡터를 임의의 중심점에 할당하는 것으로 시작한
다. 할당된 범주 내에서 중심점을 다시 계산하여 중심점이 수렴할 때까지 이 과정
을 반복하며 문서의 군집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k-평균 군집화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한 알고리즘일 뿐만 아니라 연산부담도 낮은 편이다. 그러나 k-평
균 군집화는 비지도학습임에도 불구하고 범주의 수 k를 사전 지정해야하며, 극단
치(outlier)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8> k-평균 군집화 분류

주: 자료는 숫자를 적은 손글씨의 특성을 나타내는 벡터를 주성분분석(PCA) 기법으로 2채원으로 축소한
후 2차원 평면에 나열한 것이며 k-평균 군집화 분류에 의해 1~9까지의 숫자로 분류해내고 있다.
자료: scikit-lear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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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모수 베이지안 군집화(Nonparametric Bayesian Clustering)
비모수 베이지안 군집화는 문서의 분포를 임의의 유동적 분포로 가정하고 이 분
포에 사전분포를 설정하여 사후추론 하는 과정이다(Noh et al., 2014). 나이브 베
이즈 분류모형은 베이즈 법칙과 단순 가정으로 문서를 분류할 수 있는 지도학습이
라면 비모수 베이지안 군집화는 계층적 베이지안 군집화 모형을 사용하는 비지도
학습 기법이다. 앞서 설명한 분류기법이 문서 분포에 대한 가정 없이 사전 지정된
범주의 수에 따라 거리 등의 측도(metric)에 기반하여 분류하는 기법이라면, 비모
수 베이지언 군집화에서는 문서가 임의 분포에 따른다는 가정 하에 통계적으로 추
론하여 최적 범주의 수를 유동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비모수 베이지언 군집화에서는 계산의 단순화 등의 이유로 k차 심플렉스 위에
정의되는 이산분포인 디리클레 확률과정(Dirichlet process,  )이 가장 널리 사
용된다.  번째 문서( )가 따르는 임의의 연속 분포     의 모수   는 분포
   에서 추출될 수 있으며 모수의 분포    는 디리클레 확률과정을 따르는
계층적 모형을 가정한다.36)

  ∼       ∼       ∼     
이를 디리클레 확률과정 혼합모형(Dirichlet process mixture model; DPM)이라
고도 부르며 문서   가 따르는 분포      모수   의 확률적 동일성 여부로 군집
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서   와   가 동일한 모수에 기반한 분포
  에서 추출될 수 있다고 추론될 경우 하나의 범주로 묶이게 된다. 한편 범주
의 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특성이 매우 다른 문서   가 존재할 경우 새로운 범
주를 대표하는 분포     가 생성되어 군집화 과정에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37)
36) 비모수 베이지안 군집화의 추정과 관련된 자세한 도출과정 등은 Noh et al. (2014)과 Peter Orbanz의
강의 노트(http://stat.columbia.edu/~porbanz/npb-tutorial.html) 등을 참조
37) 이러한 추정과정을 막대 쪼개기 과정(stick-breaking process), 중국음식점 과정(CRP, Chinese
restaurant process) 등으로 부른다. 막대 쪼개기 과정은 범주 구분시 데이터를 아래와 같이 하나의 긴
막대기를 쪼개듯 모수  의 범주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중국음식점 과정은 데이터를 범주에 할당하는 방식을 중국음식점에서 손님들이 테이블에 앉는 과정으
로 표현한 것이다. 두 방식 모두 새로운 범주가 생성되는데 패널티가 부여되므로 과적합(overfitting)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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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모수 베이지언 군집화에서는 이산형 분포인 디리클레 분포를 활용하여 연속 분
포의 혼합 분포를 구성함으로써 자료가 지닌 특성을 최대한 분포에 반영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직관적인 이해가 어렵고 계산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9> 비모수 베이지안 군집화 분류
비모수 베이지안 군집화 분류1)
원 데이터

주: 1) Astericks(*) 형태로 분포하도록 임의 생성된 자료를 비모수 베이지안 군집화 기법으로 사전분포
(prior distribution)에서 시작하여 점차 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로 추론해가는 과정으로 서
로 다른 분포에 속한 점들은 다른 범주로 분류됨
자료: bnpy documentation

3.6 SO-PMI(Semantic Orientation from Pointwise Mutual Information)
SO-PMI는 두 단어의 동반출현확률(PMI)로 단어의 극성을 분류하는 기법이
다.(Turney and Littman, 2002) 우선 두 단어   ,   가 주어졌을 때   ,   가
한 문서내 동시 출현할 확률을     ,   ,   가 출현하는 확률을 각각   ,
  라고 하면 PMI는 아래와 같이 측정한다.

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군집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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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만약 두 단어   ,   가 독립이라면          가 되어 PMI는 0이
된다. SO-PMI는 긍정, 부정과 같은 극성을 띄는 대표적 단어와의 PMI 크기를 비
교하여, 임의의 단어의 극성을 분류한다. 예를 들어 긍정의 극성을 띄는 대표 단어
집합인 {좋다, 멋지다, 훌륭하다, 긍정적이다, 다행이다, 맞다, 우월하다}과 부정
적 극성을 띄는 대표 단어 집합 {나쁘다, 볼품없다, 불쌍하다, 부정적이다, 불행하
다, 틀렸다, 열등하다}를   로 하여 임의의   과의 PMI를 측정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비교하여   의 극성을 분류한다.

       긍정어      부정어 

4. 토픽 모형(Topic Models)
토픽 모형도 머신러닝 분류기법과 유사하게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머신러닝 분류에서는 문서에 내재
된 임의의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토픽 모형에서는 문서에 내재된 주제를
기준으로 문서의 차원이 축소되고 분류된다. 또한 분류 결과 문서가 지닌 특징적
인 주제들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1 잠재의미분석(LSA, Latent Semantic Analysis)
Deerwester et al.(1990), Papadimitriou et al. (2000) 등은 빈도행렬(TDM)
또는 tf-idf 행렬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문서-의미(document-semantic) 행렬
과 의미-단어(semantic-term) 행렬로 분해하는 잠재의미분석38)(LSA)을 제안하
였다. 이는 빈도행렬 등을 구성하는 선형공간에서 본 행렬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
내는 부분공간(linear subspace)을 식별하는 과정이다(Blei et al., 2003). 잠재의

38) 원문에는 잠재의미지수(latent semantic indexing)로 표기되어있으나, 오늘날에는 잠재의미분석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경제 분석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28

미분석은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eval) 분야에서 정보검색엔진의 효율을 높이
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문서의 특징을 나타내는 빈도행렬 등은 기본적으로
차원의 수가 높아, 정보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수 많은 문서정보를 담아두는
것은 비효율을 유발하기 때문이다(Hoffman, 1999). 잠재의미분석은 이후에도 문
서의 유사도 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단어수가 , 문서 수가 , 계수가 인  ×  빈도행렬인  의 특잇값
(  ≥   ≥  ≥   )은   또는   의 고윳값의 제곱근으로 구할 수 있다.
특잇값을 대각원소로 하는 정방행렬을   ×        과   와    를
각각 고유분해(eigenvalue decomposition)하여 얻은 고유벡터로 구성된 정규직교
행렬(column-orthonormal matrix)   ×      와

  ×       을

이용39)하면  는 아래와 같이 특잇값 분해40)가 가능하다.

   
잠재의미분석은 아래와 같이 빈도행렬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개의 특잇값
만 선택하여  를 근사함을 의미한다.

      
잠재의미분석의 수학적 의미는  의 열벡터가   의 열벡터를 기저로한 벡터공간
으로 사영(projection)된 것이다.41) 따라서 위 잠재의미분석에서  의 행이 각
각 문서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잠재의미분석의 수학적 의의는 Eckart
and Young(1936)의 정리에 따르면 빈도행렬  를 가장 잘 근사하는 행렬  를 구
하는 것이다. 잠재의미분석은 비확률적 과정으로 단어와 문맥 간의 잠재적인 의미

39) 여기에서  와  의 열벡터들을 각각 left singular vector, right singular vector라 한다.
40) 주성분 분석과 특잇값 분해는 차원축소방법이다.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은
텍스트 마이닝뿐만 아니라 공학과 심리학, 경제학 분야에서 차원축소 방법으로 널리 활용된다. 고차원의
행렬을 하나의 축에 사상(projection)시켰을 때 가장 분산이 커지는 축을 첫 번째 주성분, 두 번째 축을
두 번째 주성분이 되는 방식으로 새로운 좌표계로 행렬을 직교 변환(orthogonalized linear
transformation)한다. 직교변환 과정에서 공분산 행렬의 고윳값(eigenvalue)의 크기를 기준으로 고유벡
터를 기저로 선형변환할 수도 있고 특잇값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특잇값 분해(SVD, Singular
Vector Decomposition)라고도 한다.
41) 특잇값분해는 원행렬의 성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저차원의 행렬을 구하는 과정이다. 일상적으로 컴퓨터
의 이미지 압축(compression) 기술로도 잘 활용되고 있는데, 특잇값 분해를 통해 이미지를 나타내는 행
렬  에서  를 구함으로써 그림의 해상도를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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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hidden meaning)를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고, 텍스트 데이터가 지닐 수
있는 노이즈를 제거(Rapp, 2003)하거나 sparsity를 감소(Vozalis and Margaritis,
2003)시켜 문서 간 유사도 측정 모형의 성능향상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Deerwester et al., 1990; Landauer and Dumais, 1997).

4.2 잠재디리클레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문서의 내재적 의미 보존 외에도 유사어 식별 등에도 널리 활용되는 잠재의미분
석은 pLSI(probabilistic Latent Semantic Indexing; Hoffman, 1999)로 확률과정
을 도입한 분석 방법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Blei et al. (2003)은 pLSI에 대한 과
적합(overfitting) 문제 등을 제기하며 잠재디리클레할당(이하 LDA)을 통한 문서
주제 분류기법을 제시하였다. 단어의 표상에 확률 과정을 도입한 확률적 의미론
(distributional semantics)에 기반한 word2vec과 달리, LDA는 주어진 주제 하에
특정 문서와 그에 사용된 단어가 추출될 수 있는 확률과정을 바탕으로 문서의 주
제를 분류하는 확률모형이다.
<그림 10> LDA 추론(Blei et al., 2003)

LDA는  를 말뭉치 전체 문서의 수,  는 전체 토픽의 수,  은 문서의 단어
수라 할 때 우리가 문서에 등장한 번째 단어    를 관찰하고 <그림 5>의 과정
으로 토픽의 분포를 추정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는 연구자가 임의로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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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중층적 비모수 베이지안(hierarchical non-parametric Bayesian) 모형으로
추정할 hyper parameter이다. <그림 5>의 추정과정은 디리클레 분포42)에서 임
의추출된 토픽 분포에서 해당 단어 및 문서에서 관찰된 말뭉치가 확률적으로 관찰
될 가능성(likelihood)을 가장 높이는 토픽 분포를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LDA
는 문서별 토픽분포와 토픽별 단어분포의 결합분포에 의해 문서에 사용된 단어들
이 생성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는 문서별 토픽분포와 토
픽별 단어분포이므로, 관찰된 단어를 바탕으로 이들 결합분포의 확률을 극대화시
키는 방향으로 추론하게 된다. <그림 6>은 Blei et al. (2003)이 제시한 LDA 추론
과정이다. <표 2>는 2005~2017년 금통위 의사록, 뉴스, 채권 보고서 등을 LDA로
분석한 토픽 비중을 나타낸다.
<표 2> 금통위 관련 문서의 토픽 비중 예시(Lee et al., 2019a)
No.

Topic name

Total

Minutes

News

Report

1

Foreign Currency

5.24

11.20

5.94

3.75

2

Financial Policy

2.69

2.24

3.15

1.99

3

Bond Issue Market 1

3.35

0.73

1.29

6.79

4

Monetary Policy

3.81

12.56

4.47

2.20

5

Bond Issue Market 2

2.79

1.32

2.67

3.08

6

Financial Crisis

1.79

1.03

2.09

1.36

7

Swap Market

4.30

3.05

4.02

4.82

8

Inflation

3.32

10.56

2.68

3.89

9

Credit Ratings

1.42

0.38

0.93

2.26

10

Real Estate

1.20

0.15

1.71

0.46

4. 감성사전을 활용한 논조분석
감성분석은 의견분석(opinion mining), 논조분석(tone analysis) 또는 자동감성
분석(sentiment AI)이라고도 하며 단어 또는 문서의 극성(polarity) 등을 측정하여
텍스트의 논조를 읽는 방법이다. 흔한 예시로는 대량의 영화감상평이나 상품평에
서 긍․부정 논조를 측정하여 하나의 대상에 대한 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 주로 특

42) 디리클레 분포(Dirichlet distribution)는 베타분포의 일반화된 분포이다. 베이지안 추정에서 다항분포
(multinomial distribution)의 사전분포(prior distribution)로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Andrew et al.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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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상이나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감성 도는 논조(tone)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마케팅, 사회관계망(SNS) 서비스, 서베이 응답, 소비자 불만사항 등 다양한 범위
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4.1 감성사전(sentiment lexicons)
Stone et al.(1966)은 오늘날 Harvard-IV 감성사전으로 알려져 있는 General
Inquirer를 개발함으로써 감성분석의 시초가 되었다. Harvard-IV 감성사전은 심
리사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언어를 통한 심리학적 분석에 널리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Harvard-IV 감성사전은 현재에도 감성분석의 벤치마크 사전으로 쓰이
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용도로 개발된 Harvard-IV의 단점은 특정 분야에서 사용
되는 언어에 대한 감성 분석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debt, tax
등은 중립적인 감성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일반적인 경우 부정적 감성으로 인식될
수 있다. Loughran and McDonald (2011)는 경제․금융 분야에 특화된 감성사전을
개발하였는데, 이후 FOMC 발표문, 의사록의 감성분석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글의 경우 여러 종류의 감성사전이 개발되어있다. 김문형 외(2013)는 한국어
감성사전 구축방법을 제안하고 KOSAC(Korean Sentiment Analysis Corpus)를
개발하였다. 안정국, 김희웅(2015)은 각 단어 감성에 대한 투표라는 집단지성방법
으로 한국어 감성사전을 구축하였다. 김건영, 이창기(2016)는 회선신경망(CNN)을
활용하여 영화감상평의 감성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글의 경우에도
Harvard-IV 감성사전의 경우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감성사
전의 한계가 존재한다. 감성사전을 구축하는 목적은 이를 활용하여 문서의 논조를
분석하고자 함이다. 목적에 따라 측정하고자 하는 논조와 그에 맞는 감성사전을
필요로 함은 당연할 과정일 것이다. 소비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논조를 측정할 때
와 금통위 의사록에서 경제현황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논조를 측
정할 때 동일한 감성사전을 사용하는 것은 분석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쉬
운 예로 ‘불확실성’은 일반적으로 중립적인 감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류되나, 경
제․금융 분야에서는 부정적인 감성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Lee, Kim, and
Park(2019a)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경제․금융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감성
사전을 구축하였다. 약 20만개 이상의 문서에서 읽은 n-gram과 나이브 베이즈 분
류모형43)을 바탕으로 각각 시장적 접근방법과 사전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감성
사전을 구축하였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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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논조분석(tone analysis)
수작업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감성사전을 구축한 후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서
샘플의 감성을 측정하여 논조지수를 작성할 수 있다. 문서를 기간별 또는 이벤트
별로 분류하면 해당 문서샘플에서 얻을 수 있는 논조의 변화에 내재된 경제학적
의미를 추출하는 것이 논조분석의 목적이다. 이렇게 측정된 논조는 개개의 경제
시계열이 전달해주는 정보보다 훨신 종합적이며 직관적일 수 있다. 거시경제 현황
을 나타내는 지수는 시계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종합하여 편제해
야 할 것이다. 거시경제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지수의 편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카고 연준에서 발표하는 CFNAI45)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리를 결정하
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에 비해 정보가 우월하다고 알려져 있
다(Kawamura et al., 2019). 이들 정보를 종합하여 경제현황을 논의하고 전망하는
토론 과정을 기록한 금통위 의사록의 논조 변화는 이들 정보가 종합적으로 내재되
어있다고 할 것이다(Lee, Kim, and Park, 2019a). 달리 말하면, 경제현황을 나타
내는 데이터와 금통위원들의 성향 등 모든 가능한 정보를 종합하여 하나의 지수로
나타내는 CFNAI와 같은 지수를 감성분석으로 편제한 것과 같다.

Ⅳ.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경제 분석
여기에서는 경제학적 분석에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 경제학적 모형이 충격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분석이 목적이라면 텍스트

43)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나이브 베이즈 분류모형(Naive Bayes Classifier)은 주어진 문장 또는 단어를
사전 정의한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기법이다. 나이브 베이즈 분류모형으로 단어 또는 n-gram의 극성
을 측정할 수 있다. 주어진 사전확률(p(hawkish) 또는 p(dovish))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단어가 나
타날 조건부 확률의 비율로 단어 또는 n-gram의 극성을 측정하는 것이다(Lee, Kim, and Park,
2019a).

   

44) 시장적 접근방법이란 시장에서 관찰되는 특정 이벤트의 시간대에 나타난 기사 혹은 보고서의 감성에
이벤트의 성격을 부여하고 나이브 베이즈 분류모형으로 n-gram의 감성을 분석한다. 사전적 접근방법
은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감성을 지닌 seed 단어와 SO-PMI를 통해 감성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Lee, Kim, and Park, 2019a).
45) 시카고 연준에서 작성하는 CFNAI(Chicago Fed National Activity Index)는 80여개 시계열을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여 하나의 지수로 편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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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닝을 활용한 일부 분석은 충격 자체를 예측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거시
경제 관련 분석에서 가장 큰 난점은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일례
로 한국의 대규모 자본유출 예측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과거 대규모 자본유출
이 발생한 기간이 1997년 또는 2008년으로 한정되어 예측모형 구축을 위한 충분
한 표본을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제학적 연구들은 충격 발생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 분석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예측모형은 실시간으로 매우
높은 정확도로 예측이 가능해야 그 의미가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구글의 ‘백
신’ 또는 ‘독감’ 검색어 추이로 해당 지역의 독감발생 여부 및 백신수요 등을
예측하고 백신을 해당지역으로 수송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제학에서
도 텍스트를 활용하여 거시경제변수의 예측력을 제고할 수 있다.
한편 기존 경제학적 모형으로 분석이 어려웠던 주제들을 텍스트 마이닝으로 다룬
연구들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 등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들의 커뮤니케이션은 전통적으로 시장참여자들의 큰 관심사가 되었으며,
해당 기관 스스로도 매우 세심히 검토하는 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 연구
에 텍스트 분석이 도입되기 전에는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분석은 대체변수
(proxy)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Romer and Romer, 2004;
Gurkaynak et al., 2005). 관련 연구에 텍스트 마이닝이 도입된 이후에는 중앙은
행 투명성 제고의 결과, 의사록간 유사도 분석, 의사록 논조 변화가 내포하는 통화
정책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발표되거나 진행중인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 관련 다수의 연구들이 텍스트 마이닝을 도입하고 있다는 사
실은 관련 연구에서 텍스트 분석이 매우 유용함을 반증해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학, 언론학, 심리학 등 주요 인문사회 분야에 비해 경제
학에의 도입은 비교적 늦게 이루어졌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
한 연구가 주요 저널에 게재되고 있다. Gentzkow and Shapiro (2010)는 독자의
정치적 보수 및 진보 성향에 따라 언론이 사용하는 언어가 공화당 또는 민주당 의
원들이 사용하는 어휘 및 논조와 유사한 기사를 생산하여 이윤 최적화를 추구한다
고 밝히고 있다. Stock and Trebbi (2003)는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를 처
음 소개한 저자를 구별해내는데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였다. 도구변수가 처음 소
개된 Philip Wright의 저서 The Tariff on Animal and Vegetable Oils의 부록
의 저자 Philip Wright인지 혹은 그 아들인 Sewall Wright인지를 논의가 분분하
였으나, Stock and Trebbi (2003)는 부록이 본문의 저자 Philip Wright에 의해 집
필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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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제약(zero lower bound) 하에서 중앙은행의 커
뮤니케이션은 양적완화 등 비정상적 통화정책과 함께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대두되었다.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forward guidance)는 중앙은행의 중단기 통화
정책 목표와 운용방안을 시장에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약속(commitment)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정책적 수단의 일환이다.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
가 시장의 기대에 효율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장기금리뿐만 아니라 실물경기
변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은 금리나 채권매입량과 달리 수치화된 자료가 아니므로 정량적 분석이 불가능하
다. 따라서 텍스트 자료에서 수치화된 지표로 추출하는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이
는 앞서 기술한 감성분석 또는 논조분석을 통해 문서의 논조를 정량화하면 여타
거시변수와의 관계 및 설명력 등을 분석해볼 수 있다.
의사록 등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논조를 분석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한
다. 우선 중앙은행은 금리결정에 앞서 가능한 공식, 비공식 자료를 모두 검토할 것
이므로 가장 우월한 정보집합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 커
뮤니케이션에서 감지된 논조의 변화는 이러한 정보가 종합된 결과로 해석 가능하
다. 따라서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의 분석은 관측불가능한 종합거시경제지표를 논
조라는 잠재변수로 추정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캐나다중앙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통
화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의 유효성 등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텍스트 자료가 지닌 정보를 추출하고 활용한 경제학 분야 연구 사례
를 사용된 방법론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이 매우 다양하
고 가용한 텍스트 데이터 종류도 다양하므로 본고의 방법론에서 기술하지 못한 분
석기법이 사용된 문헌의 경우 방법론 관련 설명을 주석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1. 검색어 및 소셜 미디어를 활용
구글(Google) 등 검색엔진이 보유한 검색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경기상황
및 불확실성 관련 정보를 추출하고 경제현황을 실시간 평가(nowcasting)할 수 있
다.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을 설명하는 모형의 설명변수로 구글 검색어 빈도를 지수
화하여 추가하였을 때 설명력과 예측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McLauren and
Shanbogue, 2011) 영국의 경우 실업수당(JSA: Job Seeker’s Allowance) 구글
검색어 빈도가 실업률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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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영국 실업수당 검색빈도와 실업률(McLauren and Shanbogue, 2011)

주: Google에서 실업수당(JSA: Jobseeker‘s Allowance) 검색어 빈도를 지수화

미국의 경우에도 경기선행지수로 잘 알려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Initial Job
Claims)를 피설명변수로 하는 모형에 일자리(jobs), 복지(welfare) 관련 구글 검색
어를 설명변수로 포함시키는 경우 설명력 및 예측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
다.(Choi and Varian, 2012) 유사한 방법으로 평면TV, 냉장고 등 구글 검색어 빈
도수가 높아질수록 내구재 수요가 증대되는 것이 확인되었다(Choi and Varian,
2009).
Baker, Bloom, and Davis (2013)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언론에서 불확실성 관
련 단어를 포함하는 기사의 수를 불린 검색46)(Boolean methods)으로 측정하여 정
책불확실성지수47)(EPU: Economic Policy Uncertainty)를 편제하였다. 경제정책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정책불확실성지수(EPU)가 상승할 경우 주가변동성이 확대되
고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Twitter) 등 소셜 미디어나 로이터(Reuter) 뉴스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서 특정 이벤트 또는 심리를 나타내는 단어로 검색하였을 때, 그 결과로 추출되는
게시물 또는 기사의 수를 계산하여 시장의 심리를 측정하기도 한다. 영란은행은 과
46) 불린 검색이란 특정 검색어 포함여부로써 문서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앞서 기술한 빈도행렬에서 어떤
문서에 특정 단어가 등장할 경우 원소를 “1”로 두고 AND, OR, NOT의 연산을 수행할 경우 검색조건에
따라 해당 문서만 추출할 수 있다. 구굴 검색에서 검색어 해당 건수를 반환하는 연산도 이러한 불린 검
색방법에 속한다.
47)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 주요국에 대해 매월 EPU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다.
www.policyuncertainty.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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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 투표 당시 스코틀랜드 소재 은행의 뱅크런 발생 위험을
진단하기 위해 트위터에서 관련 검색어로 추출한 게시물 등을 통해 금융리스크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경우 미연준의 출구전략(tapering) 시행시
기 관련 기대변화를 나타내는 트위터 게시물의 수로 출구전략 시기에 대한 기대변
화를 측정하였다. 트위터에 나타난 기대변화는 자산가격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이
밝혀졌는데, 출구전략 조기 시행을 예상하는 트위터 게시물이 10% 증가할 시 10
년물 정부채 금리가 3bp(basis points)상승하며 미달러화는 유로화 대비 0.2% 절
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einusch and Tillmann, 2017).
<그림 12> 정책불확실성지수(Baker Bloom and Davis, 2013)

2. 뉴스에 반영된 심리
시장의 심리가 뉴스 기사의 어조에 반영된다면 뉴스 기사를 텍스트 분석하여 금
융시장 움직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Nyman et al. (2015)은 영란은행 일간 보
고서와 뉴스에 사용된 단어를 흥분(excitement)과 우려(anxiety)라는 두 요소
(emotional factor)로 구분하여 내재된 시장 심리(sentiment)를 추출하였다. 추출
된 지수는 VIX 등 금융시장 지표와 비교하였는데, 특히 영란은행 일간보고서
(MCDAILY: Market Comment Daily)에서 추출한 심리는 VIX와 유사한 추세를 갖
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과 그 이후에는 VIX에 선행하는 모습도 관측되었
다.48) Tetlock(2007)은 Wall Street Journal의 “Abreast of the Market” 칼럼을
Harvard-IV 감성사전으로 분석하여 각 칼럼 당 77개 감성에 해당하는 단어의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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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주성분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감성의 단어 수중에 비관
(pessimism)에 해당되는 단어의 수 변화가 주가 움직임을 가장 잘 나타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뉴스에 사용된 단어들의 긍정 또는 부정 논
조를 가중평균하여 얻은 심리지수를 활용한 연구가 있다. Pyo and Kim (2018)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논조를 내포한 핵심어(seed lexicon)를 사전 정의하고, 이들과
의 동반출현확률49)(PMI: Point-wide Mutual Information)로 단어의 극성50)을 측
정하였다. 기사의 단어의 극성을 가중평균하여 시기별 심리지수를 편제한 결과 동
지수는 주가, 금리, 환율 등에도 유의한 예측력을 지닌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3.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
3.1 통화정책 관련 커뮤니케이션 분석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인 의결문, 기자간담회 등을 분석하면 통화정책 방향, 경
제현황에 대한 평가와 중앙은행이 평가하는 불확실성 정도 등을 추출할 수 있다.
FOMC 의결문의 논조변화는 최소 일년 이상 FOMC의 통화정책 방향 및 장기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써 FOMC 의결문이 기존 테일러준칙에 사용되는 거시
경제변수에 담긴 정보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내포하는 증거가 된다. Lucca and
Trebbi(2011)는 핵심어 동반출현확률51)(SO-PMI) 기법으로 FOMC 의결문에 사
48) Bholat et al. (2015)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텍스트 분석을 통한 불확실성 지수가 VIX에 비해 우월하다
고 주장한다: ① 금융시장에 국한된 불확실성 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의 불확실성 측정이 가능 ② 자산
가격의 움직임으로 간접적으로 측정한 불확실성보다 텍스트에 나타난 불확실성 표현이 더욱 명확 ③
오래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1900년대부터 편제 가능(VIX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가능) ④ 국가별로
편제되고 국가간 비교도 가능(VIX는 미국 주식시장 가격으로 측정)
49) 동반출현확률(PMI: Point-wise Mutual Information)은 문헌내 특정 어휘의 등장 여부를 확률과정에
따른다고 가정하고 두 단어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조건부확률을 계산한다. 이 조건부확률이 높을수록
다시 말하면 동반출현확률이 높을수록 두 단어가 지니는 논조 혹은 감성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단어( )의 동반출현확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log
50) 단어의 극성(polarity)은 긍정적 단어와 동반출현빈도가 높을수록 긍정(+1)에 가깝게 나타나며, 반대
의 경우 부정(-1)에 가까운 값을 부여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51) 미리 정의된 긍정적 핵심어(seed lexicons)와 부정핵심어를 각각 , 라 할 때 이들과의 동반출현확
률로 단어 를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경우를 핵심어 동반출현확률(SO-PMI: Semantic
Orientation from Point-wise Mutual Information)이라 한다. 핵심어 동반출현확률은 아래와 같이 계
산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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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단어의 극성을 분석하고 이를 심리지수로 편제하여 의결문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CB의 경우 기자회견문
에 담긴 어조(tone)가 향후 ECB 통화정책 방향에 유의한 수준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긍정적 어조(positive tone)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icault and Renault (2017)가 ECB 커뮤니케이션에 특
화된 사전을 구축하고 n-gram 단위의 조건부 확률 언어모형으로 통화정책방향과
경제현황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논조를 추출하고, 이를 확장된 테일러준칙52)
(augmented Taylor rule)의 설명변수로 하여 정책금리와 통화정책 스탠스에 대한
예측력과 설명력을 검정한 결과 상당한 수준의 설명력과 예측력이 있음이 확인되
었다.
Lee, Kim, and Park (2019a)은 2005~2017년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
록 논조를 측정하여 수치화된 논조지수가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을 지
니고 있음을 발견했다. 의사록의 논조는 해당 연구 과정에서 머신러닝 방법론으로
구축한 시장접근법과 사전접근법 감성사전을 활용하였으며, 두 종류의 사전으로
측정한 의사록의 논조의 설명력과 예측력이 유사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그림 13> ECB 통화정책 기자회견문 논조 분포(Picault and Renault, 2017)
통화정책 방향의 어조 분포1)

경제상황 판단의 어조 분포2)

주: 1) 매파적(hawkish, 적색), 중립적(neutral, 청색), 완화적(dovish, 녹색)으로 구분
2) 긍정적(positive, 적색), 중립적(neutral, 청색), 부정적(negative, 녹색)으로 구분

52) 인플레이션갭과 GDP갭이 포함된 기존 테일러 준칙에 ECB 기자회견문에서 추출한 긍정, 부정 논조 지
수를 설명변수로 부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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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의사록 논조와 기준금리(Lee et al., 2019a)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관련 커뮤니케이션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과 논조에 따라 장단기 금리가 영향
을 받거나 가격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특히 금융시장에 더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
sms 것으로 분석되었다.

FOMC 의결문의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forward

guidance)에 해당하는 내용은 실물변수에도 영향이 있으나 특히 금융시장에 파급
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Hansen and McMahon (2016)은 잠재디리클레할
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을 활용하여 FOMC의 의결문을 경제현황
(economic outlook)과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로 구분하고 감성사전을 활용하여 어
<그림 15> 기준금리 변경과 통화정책 서프라이즈(Lee, Kim and Park,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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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측정하였다. Hendry and Madeley (2010)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포함된
지정학적 위험, 주요 대내외 충격요인,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 관련 발언 등의 내용
이 단기금리 변동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Chague, De-Losso, Giovannetti and Manoel (2013)은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대해 잠재의미분석(LSA)을 적용하여 상위 10
개 주제를 추출한 후, 해당 주제 관련 논의가 금리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내포된 낙관적 어조는 장기선
물금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금리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Lee, Kim, and Park (2019b)는 금융통화위원회 전후 금통위 관련 신문기사 논
조의 차이를 통화정책으로 인한 서프라이즈로 정의하고, 측정된 통화정책 서프라
이즈가 금리, 주가 등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1년 이하 단기 금리
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변경과 달리, 통화정책 서프라이즈는 1년 이상 중장기
금리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며 Gurkaynak et al. (2005)의 경로요인(path
factor)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기준금리 변경이 없는 시기
에도 서프라이즈는 더욱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어,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
(forward guidance) 등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이 효율적 통화정책 수단이 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3.2 거시건전성 정책 관련 커뮤니케이션 분석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정책관련 커뮤니케이션도 금융시장 움직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며, 시중은행에서 작성된 문헌에도 시장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어 금융안
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37개 중앙은행의
1,000여 건의 금융안정 보고서와 연설문 및 언론 인터뷰 등을 사전방식으로 분석
하여 긍정(+1)과 부정(-1) 문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사례도 있다. Born et
al.(2014)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담긴 논조가 낙관적인 경우 주식시장의 추가 수익
이 장기에 걸쳐 관찰되고 시장 변동성도 감소하나, 연설문에 담긴 논조가 낙관적
인 경우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는 반면 변동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영란은행 건전성 감독기구(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가 은행
및 관련 회사들에 발송한 비밀 서한에는 전신인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이었을 당시 서한과는 달리 미래지향적, 지도적 어휘의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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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Bholat et al. (2017)은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영란은행 건전성 감독기구의 비밀 서한을 분석한 결과 서한의 어조가 수신 기관의
위험도에 따라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유로지역 소재 개별 은행의 연차보고서
와 은행장이 발송한 서한 등에서 추출된 불확실성과 부정적 감성(sentiment)은 은
행권 전체의 자기자본비율과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이 드러났다. Nopp
and Hanbury (2015)은 유럽 소재 민간은행 은행장의 공개된 서한과 은행 연차보고
서 등의 어조와 내포된 감성을 사전(lexicon)기법으로 분류하였다.

3.3 커뮤니케이션 투명성 제고의 영향
중앙은행의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통화정책의 투명성 제고는 통화정책회의의 참
여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적극적 소수의견의 감소, 의결문의 유
사도 상승 등 부작용도 초래 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의사록이 공개됨에 따라 통
화정책 의사결정자들에게는 적극적인 토론으로 회의에 참여할 유인이 증대되고 이
는 의사결정구조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본인의 발언에 대한 리스크도 동시
에 부담하게 되므로 소수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점차 감소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다. Hansen, McMahon and Prat (2018)은 FOMC 회의의 투명성 제고 이후
임명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rookie) 멤버일수록 자료 인용 횟수가 많아지고 토
의 발언을 더 길게 끌어가며,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적극 논의하는 등 회의 준비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점을 밝혔다.
FOMC 투명성 제고가 멤버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로 이어진 것을 확인한 또 다
른 연구로는 Acosta (2014)가 있다.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멤버들 발언 시간이
평균적으로 길어졌으며, 지난 의사록을 참조하고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하여 발언
시간 동안 적극 인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FOMC 의사록 공개 결정 이후 멤
버들은 여타 멤버들의 의견에 적극적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횟수는 감소하였다.
또한 Acosta and Meade (2015)는 잠재의미분석(LSA)과 벡터공간내 코사인
(cosine) 유사도 분석으로 FOMC 멤버들 발언이 점차 비슷(conformity)해지는 경
향을 발견하였다. FOMC는 1999년부터 매 회의 이후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발표
하였으며 2002년는 금리결정 찬성과 반대를 표시한 멤버를 공개한 이후부터 전기
대비 의결문의 유사도가 점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의 FOMC 의결문과 유
사도는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때보다 벡터공간에서 측정한 경우 더 높게 나타나며
유사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가 관찰되었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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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FOMC 의결문의 전기대비 코사인 유사도1) 추이(Acosta and Meade, 2015)

주: 1) TF-IDF로 단어빈도를 정규화하여 코사인 유사성(cosine similarity)측정

Ⅴ. 결론
텍스트 데이터는 4차 산업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최근 새로운
정보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텍스트 데이터를 정도 있
게 분석하면 기존 통계자료에서 얻을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 데이터의 장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텍스트 데이터는 일부 서베이
자료에 비해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한 정보의 원천도 될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텍스트 데이터와 전통적인 구조화 데이터(structured data)와의 완전
대체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텍스트 데이터가 근본적으로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과 의견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사람의 생각을 거칠 필요가 없는 객관적 자료의 경
우 기존대로 측정하는 방식의 통계자료들이 더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
이다. 일례로 GDP와 같은 통계를 텍스트 데이터를 집계하여 편제할 수는 없다. 따
라서 텍스트 데이터는 구조화된 자료를 보완하거나 구조화된 자료와 함께 분석에
활용될 때 효용이 높을 수 있다.
그 외에도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분석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텍스트 마
이닝과 같은 빅데이터 분석은 기계학습, 인공신경망 또는 딥러닝(deep learning)을

53) 126개 FOMC 의결문의 1,302개 단어의 빈도수를 원소로 하는 1302×126 행렬을 구성하고 벡터공간모형
에서 두 의결문(  )의 코사인 유사성(cosine similarity)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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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비중있게 사용하는 추세이다.54) 인공신경망도 하나의 모형이라는 점에서 검
증이 필요할 것이나, 검증할만한 통계적 방법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늘 있어왔다.
따라서 텍스트 마이닝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나, 텍스트 데이터의 확률적 표상의 경
우 학습결과의 강건성 등의 통계적 유의성 등을 검증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
한 기계학습으로 구축한 감성사전의 경우에도 학습된 사전의 정확성55), 일치성 등
을 검증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54) 2019년 Turing Award 수상자 Yann LeCun, Yoshua Bengio, Geoffresy Hinton 모두 인공지능
분야 연구의 선두주자들과 동시에 텍스트 마이닝 분야 전문가이며, Hinton과 LeCun은 각각 텍스
트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구글과 페이스북 부사장이라는 점에서 텍스트 분석에서 인공지능이 차
지하는 중요도를 짐작할 수 있다.
55)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을 활용한 분석기법에서는 정확도(accuracy)는 혼동행렬(confusion matrix)을 활용
한 척도인 정확도(accuracy),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특이성(specificity), F1점수(F1 score)
등을 계산함으로써 측정한다. 아래와 같이 혼동행렬을 정의할 때 각 척도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정확도 = 
      


정밀도 = 
  



재현율 = 
  



특이성 = 
  
재현율×정밀도
F1점수 =  × 
재현율 정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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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세종품사태그
대분류

체언

용언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태그

설명

대분류

일반 명사

NNP

고유 명사

EF

종결 어미

NNB

의존 명사

EC

연결 어미

NR

수사

ETN

명사형 전성 어미

NP

대명사

VV

동사

VA

형용사

V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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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Mining for 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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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ovide detailed description of how text data analysis is done and review
series of studies done through text mining. Natural language can be characterized
with ambiguity and obscurity compared to structured data. It is hard to retrieve
useful information from text data as it carries natural language itself. Text mining o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s a multi-discipline area of modern technic in which we
can distill and obtain just what we need from text. With the development of AI and
machine learning, text mining is becoming one of the high-end technology in
various fields of research even in economics. We expect there will be more demand
for text data analysis as it will be complementary to traditional structured data and
also as a new source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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