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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석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김수현, 이영준(스탠포드대), 신진영(연세대), 박기영(연세대)

(연구 배경)
□ 텍스트 마이닝은 전산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어로 구성된 문서를 분
석하고 정보를 추출하는 다학제 연구 분야로 의학, 공학 경영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
ㅇ 텍스트 데이터는 실시간 생성 및 누적되는 빅데이터로 정보의
양이 풍부하고 활용 속도 등에서 기존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
는 장점이 존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이 다소 생소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 분석
사례를 찾기 어려움
⇒ 본고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 분석에
적용 사례를 소개하여 텍스트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기법에 대
한 연구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
(분석 방법)
□ 텍스트는 비구조, 비정형 데이터이며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토큰화
*
(tokenize), 어간추출(stemming), 표제어추출(lemmatization) 등 전처리
(preprocessing)와 단어표상 등의 과정을 거쳐 정형화된 데이터로 변환
* 토큰화는 문서를 띄어쓰기, 마침표 등을 기준으로 낱말로 세분하는 과정이
며, 어간추출과 표제어추출은 어미를 제거한 후 동사, 형용사 등을 원형으로
복원하는 과정을 의미
문의처: 김수현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 5362)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ㅇ 단어 위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영문과 달리 한글의 경우 형태소* 단
위의 분석이 이루어지며 전처리(preprocessing) 결과 분해된 형태소에는
품사가 부여**(tagging)되므로 특정 품사별 분석이 용이
* 일정한 의미가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 한글 형태소 분석을 위한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인 형태소 분석기(morpheme
analyzer)를 활용하면 품사가 부여된 형태소를 출력할 수 있음

ㅇ 단어표상(word representation)은 전처리된 단어의 집합을 확률적 또는
비확률적 방법*으로 벡터공간에 표현하여 수학적 연산이 가능한 형
태로 변환하는 과정
* 비확률적 방법은 주로 단어의 등장 빈도 행렬를 기준으로 문서를 표현하며 확
률적 방법은 문서에서 사용된 단어간 관계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완성되는 행
렬로 문서를 표현함

□ 단어표상 이후에는 문서를 주제 및 유사도에 따라 분류하거나 문서에
담긴 논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추출
ㅇ 문서벡터로 구성된 행렬을 근사하는 행렬을 찾거나 문서의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주제를 베이지안(Bayesian) 방법으로 추정하는 토픽
모형(topic modeling)에서는 주제와 유사도를 기준으로 문서를 분류
ㅇ 문서의 논조를 측정할 수 있는 감성사전이 있을 경우 문서별 특정
주제에 대한 논조를 측정하여 내재된 정보를 추출
(경제 분석에의 적용 사례)
□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연구 사례는 주로 기존의 정량적 자료나 경제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
ㅇ 기존 경제모형이 이미 발생한 충격의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함이나
텍스트를 활용할 경우 발생가능한 충격을 예측하는 모형 구축이 가능*
* 구글 검색어 데이터베이스로 실업률을 예측한 McLauren and Shanbogue(2011),
Choi and Varian(2012), 언론의 불확실성 관련 단어를 포함하는 기사의 수로 경
제정책 불확실성지수를 편제한 Baker, Bloom, and Davis(2013), 트위터 게시물에
나타난 미연준 통화정책 출구전략(tapering) 기대와 자산가격의 변동을 검증한
Meinusch and Tillmann(2017)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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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에서 텍스트 마이닝이 가장 활발히 적용되는 주제는 통화정책 향
방 등에 관한 정보가 내재된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 분석이며 추출된
정보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예측력 등을 분석
ㅇ 텍스트 분석이 도입되기 전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분석은
선물금리 등 대체변수(proxy)를 활용(Romer and Romer, 2004; Gurkaynak et
al., 2005)

ㅇ 텍스트 마이닝이 도입된 이후에는 중앙은행 투명성 제고의 결과, 의
사록간 유사도 분석, 의사록 논조 변화가 내포하는 통화정책 관련 정
보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
*

FOMC의 커뮤니케이션이 장기 국채금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Lucca and
Trebbi(2011),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에 내재된 논조가 향후 통화정책 방향
에 유의한 수준의 설명력 및 예측력을 지닌다는 Picault and Renault(2017) 및
Lee, Kim and Park(2019a, 2019b), 통화정책의 투명성 제고로 FOMC 멤버들간
발언의 유사도가 상승하였다는 Acosta and Meade(2015) 등이 있음

(시사점)
□ 텍스트 데이터는 4차 산업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최
근 새로운 정보의 원천으로 인식
ㅇ 기존 통계자료에서 얻을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며
서베이 자료에 비해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점이 텍
스트 데이터의 장점으로 부각
□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데이터와 전통적인 구조적 데이터와의 완전
대체관계는 존재하지 않음
ㅇ 텍스트 데이터는 구조화된 자료를 보완하거나 구조화된 자료와 함께
분석에 활용될 때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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