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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데이터는 학문,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에서도 활발히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는 기존보

다 더 다양화 되고 정보량도 증가 되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와 지식을 추출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더불어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정제 및 가공하는 기술에 대해서 관심도

가 급증하고 있다.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으며, 최근 생성되는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 

보다 비정형 데이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나, 

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데이터 품질 관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정형 데이터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일관성 있게 평가 할 수 

있는 연구는 미흡하다. 또한, 기존의 데이터를 평가하는 

지표는 현재의 다양한 형태와 형식을 갖는 비정형 데이

터의 특성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휘나 통사(Syntax) 수준

의 자연어처리기술이 동반되기 때문에, 통계 정보만으로

는 품질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정형 한국어텍스트 데이터 품질 평가

를 위하여 문법 오류, 일관성(응집성), 가독성, 분류 적

합성의 4가지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품질 평가

를 위해 뉴스 기사와 커뮤니티의 글을 수집하여 평가 데

이터 셋을 구축하고, 앞서 제시한 4가지 평가 방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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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품질을 측정하고 결과에 대해서 논의 한다. 

 

2. 관련 연구 
 

초기 데이터 품질 연구는 주로 여러 데이터 소스를 질

의(querying)하고 대형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기

술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1]의 연구는 관련 데이터 품

질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했다. 

이후 포괄적인 데이터 품질 기준을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에서 메타 데이터로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델링 

방법을 개발 하였다[2]. MIT에서는 장기프로젝트의 일환

으로 데이터의 품질 정의와 분석 및 개선하는 

TDQM(Total Data Quality Management)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을 위해 포괄적인 데

이터 품질 평가 도구도 개발되었다[3].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4]에서는 영어 텍스트의 응집력

(cohesion)과 가독성(readability) 등 여러 요소를 분석

하여 보여주는 언어 분석 도구를 개발 하였다. 국내연구

로는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데이터품질관리 성숙 모형 

기술 표준을 제정·배포(2006)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을 제공하였다(2011). [5]에

서는 빅데이터 활용 통계 생산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최

근에는 [5]에서 제시된 품질 검증의 방법론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 연구도 진행되었다[6]. 

 

3. 한국어 텍스트 품질평가 요소 및 방법 
 

3.1 문법 오류 검사 

 
문법 오류 지표는 텍스트가 포함하고 있는 문법 오류

율로 정의 할 수 있다. 문법 오류가 있는 텍스트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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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데이터의 형태는 점점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체계적 분류 및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최근 데이터는 기

존의 정형화된 데이터보다 비정형 데이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데이터 품질 평가는 

정형 데이터에 편중되어 왔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는 기존의 평가 

기술로는 품질을 측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로 본 논문은 텍스트기반의 비정형 데이터에 적용 가능

한 영역별 평가 지표를 구축하고, 신문기사와 커뮤니티(질의응답)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요소별 품질을 측

정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고찰하였다.1 

 

주제어: 품질 평가, 비정형 데이터,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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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미 분석의 오류를 발생 시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 평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문법 오

류 검사는 텍스트를 이루는 문장에서의 문법 오류 여부

를 판별하고 텍스트의 문법 오류율을 측정하였다. 

 

문법오류포함률 = ( )
 (1) 

 

각 문서의 문법오류율은 위 식처럼 표현될 수 있다. n
은 전체 문서의 수이며, ( )는 문서에서 출현한 i번째 

단어가 오류일 경우 1, 아닐 경우 0으로 반환한다. 문법 

오류 검사기는 오픈소스로 사용 가능한 Hunspell과 한국

어 사전 hunspell-dict-ko를 사용하였다. 

 

3.2 일관성(응집성) 검사 

 
텍스트 데이터에서 한 문서가 일관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텍스트에 출현

하는 각 단어들의 연관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검사할 수 

있다. 일관성, 응집성(cohesion)을 형성한다는 의미는 

인접한 문장들이 어떻게 의미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7]. 텍스트의 응집성

은 두 가지 측정 기준이 있다[9][10]. 하나는 인접한 문

장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국소적 응집성(local 

coreference cohesion)이며 다른 하나는 문서 내에 존재

하는 모든 문장을 한 주제에 관련 지어 요약적인 정보를 

지니고 있는 전역 응집성(global coreference cohesion)

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국소응집성(lcc) = ( , )
 (2) 

 

전역응집성(gcc) = ∑ ∑ ( , )( ) (3) 

 

수식(2)에서n은 전체 문장의 수이고, ( , + 1)은 번째 

문장과 + 1번째 문장의 상호 참조 관계의 상태를 나타낸

다. 마찬가지로, 수식 (3)에서 ( , )은 번째 문장과 번째 

문장의 상호 참조 관계의 상태를 나타낸다. 기존 연구에

서는 서로 다른 문장에서 특정 단어(명사, 대명사, 명사

구 등)가 동시에 출현할 경우, 상호 참조 관계라고 간주

되었다[10]. [4]에서는 문장 간에 어간(stem)과 단어 범

주(category) 요소를 추가하여 고려하였다. 단어 범주를 

지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소러스같은 단어 간의 계층

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전에서 검색해서 얻을 수 있지

만, 시소러스를 구축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도메인

에 따라 단어 범주의 성격이 달라진다. 따라서, 본 논문

은 문장 간의 상호 참조 관계 요소로 한국어 특성(교착

어)상 형태소 단위로 정하고, 명사, 형용사, 동사, 어근

과 같이 의미를 가지는 품사로 한정하였다. 즉, 두 문장

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상호 참조 관계가 있는 경우 ( , )의 값은 1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으로 정의 

하였다. 

 

거리가중치(gcc_w) = ∑ ∑ 1− ( , )( ) (4) 

 

전역 응집성의 경우 단어의 출현 위치에 상관없이 문

서 전체의 문장을 비교하기 때문에, 문서의 주제에 대한 

일관성의 결과이고, 문장 혹은 문단간의 국소적인 응집

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두 단어의 위치

에 따라 거리 가중치를 두어 을 보정하였다. 두 단어는 

각 단어가 출현한 문장 사이의 거리의 역수를 통해 계산

하였다. 즉, 수식 (3)에서 텍스트에서 단어가 출현한 두 

문장 사이의 거리가j − i일때, 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또한, 문서 도메인의 특성에 따른 응집성을 구하기 위

해 문장 간의 상호 참조 관계 요소로 유사 단어(형태소)

들을 고려할 수 있다. word2vec을 사용하여 해당 도메인

의 데이터를 학습 시킨 뒤 각 단어 벡터들 간의 유사도

를 검사한다. 번째 문장에서 특정 임계치 이상의 유사도

를 가지는 단어들의 리스트가 번째 문장에 있다면 ( , )의 값은 1로 지정할 수 있다. 

 

3.3 가독성(readability) 검사 

 
가독성은 텍스트의 난이도를 나타내는 통계적 척도로, 

텍스트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가독성 연구로는 Flesh Reading Ease 테스트와 

Flesch-Kincaid Grade Level 테스트가 있으며, 이 두 

가독성 테스트는 평균 문장의 길이(어휘수/문장수)와 

어휘의 평균 음절 길이(음절수/어휘수)에 기반하여 

가독성 척도를 측정한다[14,16]. 일반적으로 가독성 

연구에서 사용되는 가독성 지표는 언어 표현의 빈도수, 

언어 표현의 길이, 또는 어휘 수준(단어의 어절수)으로 

구성되며, 대체로 평균 문장 길이를 기본 가독성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영어 텍스트에 대해서는 어휘의 평균 

음절 길이 또는 친숙성에 따른 어휘 사용을, 한국어 

텍스트에 대해서는 문단 길이, 이형 어절 수, 어휘 분류 

등을 고려하고 있다. 고립어인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교착어로써 하나의 어절은 형태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음절을 이용한 가독성 평가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어휘 수준을 고려한 접근은 

텍스트 처리에 있어서 정확성 확보 및 고비용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17]에서 제시한 문단 길이와 

문장 길이로 구성된 회귀 모형 공식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Y = −0.3897 + 1.5995X +  0.2471X  
 X 은 평균 문단 길이이고, X 는 평균 문장 길이이다. 

위의 회귀 모형 공식의 값이 높으면 텍스트의 수준이 높

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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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류 적합성 검사 
 

분류 적합성은 목적은 문서와 문서의 카테고리 사이의 

적합성을 학습된 분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여 분류 적

합성을 판별한다. 

텍스트 데이터에 카테고리가 있는 경우는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을 사용하였다. 지도 학습 분류기 데이터의 

일부를 학습하여 모델을 생성하고, 나머지를 분류 모델

의 실험 데이터로 사용하여 정확도를 계산한다. 비지도 

학습 분류기의 경우는 클러스터링 모델을 생성하고, 

Adjusted Rand Index(ARI)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링의 일

치 정도를 정량화 하였다. ARI Score는  -1.0 ~ 1.0 사

이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정답 카테고리와 일치도

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실험 및 결과 

 

4.1실험 데이터 

 
3장에서 정의한 품질 평가 지표를 실험하기 위하여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 셋을 사용하였다. [데이터 1]은 문

체가 비교적 정형화 된 의료 전문 뉴스 10,000건, [데이

터 2]는 텍스트의 형식과 문체가 비교적 자유로운 의료 

관련 질의, 답변 데이터10,000만 건을 수집하여 사용하

였다. 

[데이터 1]은 기사 1건을 하나의 문서로, [데이터 2]

는 질의, 답변을 하나의 문서로 간주하여 품질 평가 실

험을 하였다. 아래 표 1은 실험 데이터의 예시이다. 

 

표1. 데이터 예시 

 

데이터1:[기사] 내년부터 의약사들이 다국적제약사들

로부터 달력 등 판촉물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n\n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아비 벤쇼산)는 세

계제약협회(IFPMA)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기념품?판촉

물 제공을 금지하도록 관련 윤리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고 밝혔다. \n\n세계제약협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제약사들이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에게 기념품 등 일체

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전문

의약품과 관련한 판촉물 제공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로 했다. \n\n다만, 학술?교육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필

기하는데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notepad) 정도는 소액

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명만을 표시

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됐다. \n\n이에 세계제약협회는 

지난 6월 회원인 각 국가별 협회들과 글로벌 제약 회

원사들에게 개정 사항을 해당 규약에 반영하여 시행하

도록 권고한바 있다. \n\n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세계제약협회 소속 협회로써 회원사들이 개정 내용을 

준수하기로 결정하고 회사의 기념품 및 판촉물 제공 

절차를 점검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사항이 성

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이하 생

략) 

데이터 2: 

[질문] 알수없는 위경련과 복통 설사 때문에\nCt촬영 

했습니다\n\n장염 소견이 있다고 항생제 처방 받으며 

입원 중인데요\nCt판독 결과가 오래 걸린다는건 아는

데\n\n‘소견’과 ‘판독결과’가 차이가\n많이 나는 

경우도 있나요?\n혹시 판독결과 이후에 \n소견 외의 

다른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n 

[답변]안녕하세요. 하이닥-네이버 지식iN 상담의 XXX 

입니다. \n\n\n\n\n내과 선생님이 CT를 봤다면 대부분

은 큰 차이가 없으나\n\n놓치는 병변이나 증상 외에 

다른 병변을 영상의학과 선생님들께서 잘 찾아주십니

다. \n\n\n\n\n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

다. \n\n\n\n\n감사합니다. 

 

4.2 전처리 방법 

 
전처리 단계에서는 문서 구조를 파싱(Parsing)한 뒤 

텍스트를 추출하여 형태소 분석을 수행한다. 다른 모듈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형태소 리스트 사전

과 전체 문서에서 분석된 품사별 형태소 빈도수를 가진 

사전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의미 있는 형태소 리스트 사

전은 응집성 검사에서 단어 비교와 분류 학습의 자질

(Feature)로 사용된다. 품사별 형태소 빈도수 사전은 모

든 품사나 미 분석 단어를 찾아서 보여준다.  

실험 데이터는 문장 분리기를 사용하여 각 문서별로 

문장을 분리 하였다. 분리된 문장은 응집성과 가독성 검

사 그리고 문법 오류 검사의 대상이 된다. 

 

4.2 실험 결과 

 
데이터의 문법 오류율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1]의 

문서의 평균 문법 오류율은 0.36, 표준편차는 0.07이

고,[데이터 2]의 평균 문법 오류율은 0.42, 표준편차는 

0.16을 보였다. [데이터 2]는 [데이터 1]의 비하여 평균 

문법 오류율은 약 0.06 높았고, 표준편차도 약 0.09 높

음을 알 수 있다. 

일관성과 가독성을 검사 결과는 표 1과 표 2와 같다. 

 

표2. 일관성 검사 

 데이터1 데이터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lcc 0.434 0.173 0.302 0.173 

gcc 0.293 0.127 0.236 0.129 

gcc_w 0.063 0.035 0.054 0.066 

표3. 가독성 검사 

 데이터1 데이터2 

평균 5.78 5.18 

표준편차 1.07 2.57 

최소값 2.00 2.19 

최대값 43.04 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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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lcc는 국소적 응집성, gcc는 전역 응집성, 

gcc_w는 거리 가중치 전역 응집성이다. [데이터 1]의 국

소적 응집성, 전역 응집성, 거리 가중치 전역 응집성이

[데이터 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는 [데

이터 1]이[데이터 2]의 가독성 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데이터 1]은 [데이터 2]보다 표준편차가 더 작다. 이는 

[데이터 1]이 정형화된 텍스트 이기 때문에 이런 양상을 

띄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류 적합성 실험 결과는 표 4와 같다. 데이터

에서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각 데이터 별로 지

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모델을 생성하여 평가하였다. 

 표4. 분류 적합성 검사 

 데이터1 데이터2 

지도학습(Accuracy) 90.93 76.64 

비지도학습(ARI) 0.25 -0.013 

 

지도 학습 분류 적합성 결과는 표 4와 같이 [데이터 1]

은 90.93%, [데이터 2]는 76.64%의 Accuracy를 보였다.

비지도 학습 분류 적합성은 [데이터 1]의 ARI결과는 

0.25이고, [데이터 2]의 경우 -0.013로 측정되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은 텍스트기반의 비정형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영역별 평가 요소를 정의하고, 실제 비정형 데이터를 사

용하여 각 요소 별 품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각 요소별 실험 결과는 [데이터 1]이 [데이터 2]에 비

하여 문법 오류율이 낮고, 분류 적합성이 높으며, 응집

성과 가독성(텍스트의 수준)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각 데이터 셋의 특성을 제안한 품질평가 요소를 통

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의 요소로 텍스트 데이터의 품질

을 평가하였다. 각 품질 요소는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안한 품질 요소만으로 전체

적인 데이터의 품질을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요소를 바탕으로 기준이 될 만한 데이터 셋을 통해 각 

요소들의 정규화된 값을 도출한다면,데이터 품질을 좀 

더 명확하게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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