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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데이터를숫자로변환하기

: 자연어처리의실무활용방법



다룰내용

1. 텍스트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의 한계

2.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위한 자연어 처리 방법

3. GloVe를 이용한 텍스트 데이터 분석

4. 마케팅 전략 수립에 대한 활용 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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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데이터의중요성과활용의한계



▪ TV 및 라디오 → 인터넷 환경의 소셜미디어

▪ 소셜미디어 특징

▪ 국경 및 시간대의 경계를 넘어서, 실시간 고객 리뷰 등록 및 전달 가능

▪ 고객 리뷰 정보: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량 및 인지도에 많은 영향을 미침

대중 매체의 변화

텍스트데이터의중요성과활용의한계

※ 이미지 출처: https://jamja.tistory.com/tag/TV%20%EB%A6%AC%EB%B7%B0 ※ 상단 이미지 출처: https://www.vectorstock.com/royalty-free-vector/user-reviews-online-customer-

feedback-review-vector-28490158

※ 하단 이미지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1393

https://jamja.tistory.com/tag/TV%20%EB%A6%AC%EB%B7%B0
https://www.vectorstock.com/royalty-free-vector/user-reviews-online-customer-feedback-review-vector-2849015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1393


▪ 소셜미디어의 고객 리뷰 정보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승

▪ 고객 리뷰 데이터 특징

▪ 별점과 텍스트 데이터(사용 후기, 의견 등)로 구성, 텍스트 데이터의 활용 가치 비중이 높음

▪ 수만~수백만 건의 고객 리뷰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어려워, 텍스트 데이터의 활용도 하락

텍스트 데이터 중요성 증가와 활용 한계

텍스트데이터의중요성과활용의한계

※ 이미지 출처: https://apps.apple.com/us/app/paypal/id283646709#see-all/reviews ※ 이미지 출처: https://www.lingq.com/ko/forum/support-feedback-forum/how-to-freeze-the-streak/

https://apps.apple.com/us/app/paypal/id283646709#see-all/reviews
https://www.lingq.com/ko/forum/support-feedback-forum/how-to-freeze-the-st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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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데이터분석을위한자연어처리방법



▪ 고객 리뷰 분석을 위한 필요 사항

▪ 측정 불가능한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 Data) → 측정 가능한 형태의 정형화된 데이터(Structured Data)

▪ 텍스트 데이터를 측정 가능한 숫자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자연어 처리(NLP) 방법: GloVe

텍스트 데이터의 정형화

텍스트데이터분석을위한자연어처리방법



텍스트데이터분석을위한자연어처리방법

▪ 2014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한 텍스트 데이터 분석 방법론

▪ 출현 빈도수 기반 텍스트 데이터 분석의 장·단점

▪ 장점: Global Context에서의 전체적인 통계 정보를 고려한 분석 시행

▪ 단점: 단어 의미의 유추 작업(Analogy Task) 불가능(예. 왕:남자 = 여왕:?)

▪ 출현 예측 기반 텍스트 데이터 분석의 장·단점

▪ 장점: Local Context에서의 단어 간 유추 작업 가능

▪ 단점: Global Context에서의 전체적인 통계 정보를 고려한 유추 작업 불가능

GloVe(Global Vectors for Word Representation)



▪ 출현 빈도수 기반 / 출현 예측 기반의 텍스트 데이터 분석 방법의 단점을 보완

▪ 전체 말뭉치(Corpus)에서의 특정 단어에 대한 출현 빈도수 기반 / 출현 예측 기반의 방법을 동시 사용

▪ 단어와 단어 간의 동시 등장 확률(Co-occurance Probability)를 구하여 단어를 벡터화

▪ 동시 등장 확률 예시: “ice”는 단단함을 뜻하는 “solid”와 함께 등장할 확률이, “gas”와 함께 등장할 확률보다 높음

▪ 위키피디아에 등재된 40만 단어들을 GloVe 방법으로 기계 학습 → 단어 벡터 사전 공개

GloVe 방법 설명

텍스트데이터분석을위한자연어처리방법

<GloVe: 단어와 단어간 동시등장확률 추출 예시>

※ 출처: https://nlp.stanford.edu/projects/glove/

https://nlp.stanford.edu/projects/g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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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Ve를이용한텍스트데이터분석



▪ 실험 대상 기업

▪ PayPal, Revolut, Stripe, Wise(ex.Transferwise)

▪ 분석 대상 텍스트 데이터

▪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페이스북, 트위터, 고객리뷰 웹사이트 등에 등록된 실험 대상 기업 관련 리뷰

실험 대상 기업 및 텍스트 데이터 수집

GloVe를이용한텍스트데이터분석

실험 대상 기업

Revolut: 핀테크 서비스 종합 세트

Stripe: 결제 플랫폼 오픈 API

Wise: 간편 해외송금 서비스

PayPal: 핀테크 기업의 시초



데이터 크롤링

(Data 

Crawling)

유사도 분석
(Analyzing 
Similarity)

데이터 전처리

(Data 

Preprocessing)

텍스트 데이터 분석 절차

GloVe를이용한텍스트데이터분석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GloVe를이용한텍스트데이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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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핵심 서비스 별 키워드 리스트 활용

▪ 핀테크 서비스 구분: 플랫폼, 자산관리, 대출상품, 투자상품, 금융데이터 분석, 보안 등 14개 서비스로 구분

▪ 각 서비스별 키워드의 긍정/부정 구분을 위해, 각 키워드별 -1.5 ~ 1.5 가중치 부여

▪ 예) 1.3 robotic process automation, -1.5 hacked account

▪ 텍스트 데이터와 키워드 간 유사도 분석

▪ GloVe 방법으로 사전 학습된 단어 벡터 사전을 참조

▪ 정제된 텍스트 데이터와 키워드 간 유사도 분석 → 각 서비스별 유사도 데이터 합산

유사도 분석: 텍스트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

GloVe를이용한텍스트데이터분석

구분 해석

높은 점수 고객의 관심, 긍정적 경험, 기대 ↑

낮은 점수 고객의 관심, 긍정적 경험, 기대 ↓



GloVe를이용한텍스트데이터분석

# Load GloVe of Wikipedia gigaword
wv_wiki = api.load("glove-wiki-gigaword-100")

# Function: Compare word similarity
def cmp_word( wlst1, wlst2, sim_std = 0.51):

try:
sim = wv_wiki.n_similarity(wlst1, wlst2)
if sim >= sim_std:

return sim
else:

return False
except:

return False



GloVe를이용한텍스트데이터분석

# Function: Define Calculation
def calculate_score(sim, wt):

return (sim * wt)

# Function: set score
def f_set_score(x, scr_fintech):

score = 0.0

for dic in scr_fintech:
lst = str(x).split()

for idx in range(len(lst) - (dic['size'] - 1)):
wlist1 = lst[idx:idx+dic['size']]
sim = cmp_word(wlist1, dic['words'])

if sim: score += calculate_score(sim, dic['wt'])

return score



서비스 별 키워드들과 텍스트 데이터 간 유사도 분석 도식

GloVe를이용한텍스트데이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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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Ve를이용한텍스트데이터분석

# Calculate scores
for col in df_fintech:

df_1[col] = 
df_1['clean_text'].apply(f_set_score, 
args = (df_fintech[col],) )



유사도 분석 결과

GloVe를이용한텍스트데이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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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전략수립에대한활용방안



▪ 분석된 유사도 데이터의 시각화 → 비즈니스 전략과 의사결정에 활용

데이터 시각화

마케팅전략수립에대한활용방안



▪ ERRC 가치 요소: ‘블루오션 전략’에서 제시된 낮은 비용으로 높은 가치를 얻기 위한 전략 분석 도구

▪ 제거(Eliminate), 감소(Reduce), 증가(Raise), 창조(Create) 요소로 구분

ERRC 가치 요소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마케팅전략수립에대한활용방안

▪ 실험 대상 기업별 시각화된 유사도 데이터를 활용한 “ERRC 가치 요소 구분” 기준

ERRC가치요소 유사도점수 현주력사업과의연관성

제거(Eliminate) 낮음 낮음

감소(Reduce) 낮음 보통

증가(Raise) 높음 높음

창조(Create) 높음 낮음



▪ 에스크로 방식의 안전하고 간편한 온라인 결제서비스, BNPL, 암호화폐거래, 해외송금,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PayPal_ERRC 가치 요소 분석

마케팅전략수립에대한활용방안



▪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서비스 별 ERRC 가치 요소 구분

PayPal_ERRC 가치 요소 분석

마케팅전략수립에대한활용방안

ERRC가치요소 서비스분류

제거(Eliminate) 금융 위험 관리, 대출 상품, 금융 데이터 분석

감소(Reduce) 모바일 결제, 보안, 이커머스, 자산관리

증가(Raise) 송금 및 환전, 플랫폼, 신용카드 결제, 금융 데이터 관리

창조(Create) 투자 상품, 금융 소프트웨어, 은행 계좌 관리



▪ 환전, 급여 계좌 및 예적금 등의 은행 서비스, 자산관리 서비스, 주식 / 암호화폐 / 금거래 등 투자 서비스 제공

Revolut_ERRC 가치 요소 분석

마케팅전략수립에대한활용방안



▪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서비스 별 ERRC 가치 요소 구분

Revolut_ERRC 가치 요소 분석

마케팅전략수립에대한활용방안

ERRC가치요소 서비스분류

제거(Eliminate) 대출 상품, 이커머스, 금융 위험 관리, 자산관리

감소(Reduce) 모바일 결제, 보안, 송금 및 환전

증가(Raise) 금융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금융 데이터 관리, 투자 상품, 은행 계좌 관리

창조(Create) 신용카드 결제, 금융 소프트웨어



▪ 결제 솔루션 개발 API 및 결제플랫폼 제공, 매출 데이터 분석 / 가맹점 컨설팅 / 신용카드 발급 및 정산 서비스 제공

Stripe_ERRC 가치 요소 분석

마케팅전략수립에대한활용방안



▪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서비스 별 ERRC 가치 요소 구분

Stripe_ERRC 가치 요소 분석

마케팅전략수립에대한활용방안

ERRC가치요소 서비스분류

제거(Eliminate) 송금 및 환전, 대출 상품, 금융 위험 관리, 자산관리

감소(Reduce) 이커머스, 모바일 결제, 보안

증가(Raise) 신용카드 결제, 금융 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웨어, 금융 데이터 관리, 플랫폼

창조(Create) 투자 상품, 은행 계좌 관리



▪ 저렴한 간편 해외송금 서비스, 법인직불카드 발급 및 결제 솔루션 제공, 주식 투자 서비스 및 오픈 API 제공

Wise_ERRC 가치 요소 분석

마케팅전략수립에대한활용방안



▪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서비스 별 ERRC 가치 요소 구분

Wise_ERRC 가치 요소 분석

마케팅전략수립에대한활용방안

ERRC가치요소 서비스분류

제거(Eliminate) 플랫폼, 대출 상품, 이커머스, 모바일 결제

감소(Reduce) 자산관리, 보안, 금융 위험 관리

증가(Raise) 송금 및 환전, 은행 계좌 관리, 투자 상품

창조(Create) 금융 데이터 분석, 금융 데이터 관리, 신용카드 결제, 금융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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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론

시사점

텍스트 → 숫자로 변환? 가능!!

모바일 및 이커머스의 일상화, 보안은 관심 밖의 영역

텍스트 데이터: 실시간 시장 반응 모니터링을 위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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