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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정이란 정부의 재원조달 및 지출활동을 말

한다.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배움터1)에 의

하면 재정은 자원배분의 조정, 소득의 재분배, 

경제 안정화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진다. 재정정

보를 활용한 재정정책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Pérez et al.(2005)은 재정정보

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제사회

생활에 정보통신기술(ICT)가 일반화되면서 정

부차원에서의 정보통신기술 사용 필요성도 늘

어났으며, 정부의 재정정보 사용을 투명하게 공

개함으로써 국가 및 개인의 경제적 행복에 기

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제1회 ‘열린재정’을 활용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에 수상한 논문임.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대학ICT연구센터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IITP-2019-2018-0-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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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에는 많은 회계용어들이 사용된다. 

국자재정운용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재정정

보원의 기획보고서, 분석보고서, 나라재정, 재

정통계 등의 자료를 보면 기업들이 사용하는 

회계용어부터 정부가 특별기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계용어가 사용된다. 따라서 재정정보

를 분석하기 위해 회계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

정부의 경제활동인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것

처럼 기업의 경제활동은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

한다. 재무제표란 회계의 기본목적인 정보이용

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재무제표

는 회사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

태이며 재무적인 위험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William, 1966). 정부의 특별회계기

금 용어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와 기업에서 쓰는 회계 용어들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에서 공개하는 문서 중 회

계용어가 사용된 문서들을 활용하여 재정정보 

활용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재정정보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재정정보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제안하

려 한다.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재정정보 

및 공공부문 회계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

다(이원희, 2019).

해외에서는 회계용어가 사용된 텍스트를 활

용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Ravisankar et 

al.(2011)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재무

제표 텍스트를 분석하여 분식회계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감사인의 업무량을 줄이고자 했다. 

국내 또한 재무제표 데이터의 텍스트 마이닝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재무제표 주석 내용을 분석해 

계량화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정보 비대칭 수준

을 낮추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모예린 등, 

2019).

하지만 한국어는 텍스트 마이닝에 선행되는 

형태소 분석에 있어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엄

격하게 형태론적 처리를 한다면 실제 형태소 

사전에 없는 후보군들이 생성되며 분석 속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심광섭, 2013). 

또한 어미에 변화에 따라 구축한 모델의 성능

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김정호 등, 2010). 

게다가 재무제표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일반적

인 단어가 아닌 회계분야의 전문용어들이 사용

되어 일반적인 형태소 분석기로 텍스트를 분석

했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정보의 특성을 반

영하여 회계용어가 사용된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한 형태소 분석기를 구축할 것이다. 재무제표

에는 다양한 회계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적절

한 형태소 분석기 구축을 위해 재무제표 데이

터를 사용할 것이다. 재무제표에서 가장 많은 

텍스트 정보를 포함하는 주석, 재정정보원의 공

시자료, 삼일회계법인의 재정과목 마스터를 기

반으로 재정정보의 특성을 담은 형태소 분석기

를 구축할 것이다. 구축 방법으로는 재정정보원

의 회계·기금운용구조에 있는 텍스트 자료와 

국내 전기전자업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이 발행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와 기재

정정 보고서의 주석 텍스트를 활용할 것이다. 

텍스트에서 명사를 추출한 뒤 N-gram 기법을 

활용해 특징 말뭉치(corpus)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해 상용 형태소 분석기를 튜닝할 것이다. 

이 때, 삼일회계법인 K-IFRS계정과목 마스터

를 추가로 활용하여 분석기의 정확도를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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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를 통해 분석된 재무제표 텍스트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전기전자업을 데이터 수집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단순 편의로 산업군을 

나눈 것일 뿐이며 분석하길 원하는 산업군 혹

인 기업들의 재무제표 주석 데이터를 활용한다

면 해당 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형태소 분석기

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 

해외에서 이루어진 재무제표 텍스트 분석과 국

내의 재무제표 텍스트 분석에 대한 연구를 작

성하였다. 그리고 특정 산업을 위한 텍스트 분

석기 구축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에서 사용될 텍스트 분석 기법에 대

해 기술하였다. 제 3장은 수집한 3가지 데이터

(재무제표 주석, 재정정보원 회계·기금운용, 삼

일회계법인 K-IFRS 계정과목 마스터)를 기반

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회계용어 

형태소 분석기 구축 방법을 소개하였다. 제 4장

에서는 연구방법에 대한 소개와 실제 재무제표

에 사용된 문장을 통해 새로운 형태소 분석기

의 성능을 증명하였다. 제 5장에서는 분석 결과

의 시사점과 추후 연구방향 그리고 한계점에 

대해 작성하였다.

Ⅱ. 선행연구

2.1 해외 및 국내 재무제표 텍스트 분석

국내, 외에서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텍스트 마이닝이 

사용되고 있으며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재무제

표에 숨겨진 내용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Kamaruddin et al.(2015)은 재

무제표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

을 사용할 시 문서 내에 존재하는 비정상 문장

을 탐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재무제표 내의 

텍스트 데이터와 수치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

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재무제

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재무제표 재작성 가능

성이 높은 기업을 사전에 예측하여 재무제표 

재작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연구이다. 박경

진 등(2014)은 재무제표 재작성은 외부이용자

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재무제표 

재작성을 유발하는 행위 중 한가지로 오류수정 

효과를 당기손익에 반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이 왜곡되고, 당기손익에 반영되어야 할 항목이 

오류수정을 통한 재작성의 형태로 공시되기도 

한다고 말하며 이는 자본시장의 효율적인 기능

을 방해하며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은 재무제표 재작성을 유발하는 2가지 요

인에 관한 선행연구이다.

첫 번째로 재무제표 재작성을 유발하는 고의

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다. 

DECHOW et al.(2011)은 수익을 인식하지 않

고 조작하는 기업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고의적인 분식회계 기업을 예측하기 위해 재무

제표 재작성 사례를 포함한 포괄적인 데이터셋 

구축이 필요하며, Ravisankar et al.(2011)은 축

적된 재무제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텍스

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분식회계를 예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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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 재무제표 재작성을 유발하는 단순

오류로 인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된 내

용이다. 분식회계로 인한 재작성을 포함하여 단

순 오류로 인한 재작성을 고려한 연구도 있다. 

Dutta et al.(2017)은 단순 오류로 인한 재작성

도 자본시장의 효율성에 해로울 수 있으며 투

자자들의 신뢰를 잠식할 수 있다고 한다. 단순

오류로 인한 재작성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내부 

퉁제 환경이 약화되고 경영상의 감독이나 잘못

된 보고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줄어들 수 있

다. 고의적인 분식회계 사례와 단순오류로 인한 

재작성 사례를 모두 포함한 데이터셋을 사용하

여 여러 가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사결정 나

무, 서포트 벡터 머신, 베이지안 네트워크)등을 

통해 재무제표 재작성을 예측하는 유용한 모델

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2.2 특정 분야를 위한 형태소 분석기 구축

이현영 등(2016)은 한국어는 특성상 생략이 

자주 일어나고 수식이 자유로우며 도치의 사용, 

접사의 사용 등 언어학적 특성 때문에 파싱을 

하는 것보다 형태소 분석 단계에서 처리하면 

좋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통

용되는 범용 형태소 분석기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각 분야에 사용되는 단어의 형태가 

다르며 전문용어가 사용되고 그 분야에서 새로 

생성되는 단어가 많기 때문이다. 

모든 규칙을 일일이 처리하는 것은 처리속도

를 드리게 하거나 메모리 사용 범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송은지(2015)에 의하면 모든 단어 

사용 규칙을 일일이 처리하는 것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따지는 컴퓨터 프로그램 분야에서 좋

은 해결법이 아니라고 한다. 넓은 보편적인 언

어 사용 현상을 규칙화 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 

범위가 좁은 단어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규칙

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범용 형태

소 분석기에 각 분야별 특성화된 규칙을 추가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문서를 기반으로 구축된 기존 형태

소 분석기를 특정 분야에 활용하였을 때 좋은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강승식

(2008)은 SMS영역에 일반적인 형태소 분석기

를 사용하면 등록되지 않은 언어에 대한 분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복합명사를 분

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

다. 일반적인 형태소 분석기를 경제 분야에 사

용했을 때에도 좋은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분야에 최적화된 

사전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있다. 박기영 등

(2019)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분석을 위한 

경제분야의 용어사전을 사용하였으며 형태소 

분석기를 수정한 eKoNLPy를 제작하였다. 사

전 구축을 위해 동의어, 외래어처리와 N-gram 

기법을 사용한 사전 구축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정민 등(2016)은 무용학에 관한 자료를 텍스

트 마이닝으로 처리하는 기초 마련을 위해 연

구를 수행했다. 무용 관련 저널의 데이터를 기

반으로 형태소 분석을 실시한 뒤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용자 사전을 추가한 형태소 

분석기를 구축하였다. 작품, 장르, 이론 분야의 

명사형 단어를 사전에 추가하여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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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N-gram

N-gram이란 통계적 언어모델(Statistical 

Language Model)의 일종이다. N은 연속적인 

단어 나열의 개수를 의미한다. N개의 연속적인 

단어 나열을 활용하여 그 다음에 올 단어의 확

률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N-gram 기법은 문

장 사이에 숨겨진 문맥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한 가지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

에 단어 하나로는 문맥을 고려하기 힘든 경우

가 있다. 예를 들면 ‘교정(校庭)’은 학교 운동장

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

다 는 의미의 ‘교정-하다’의 원형으로 쓰이기도 

한다. 한 개 이상의 단어가 연속적으로 사용될 

때 긍, 부정의 어조가 바뀌기도 한다. 예를 들

면, ‘unemployment’는 실업률을 의미하는데 

‘lower unemployment’는 낮은 실업률을 의미

한다(이준영 등, 2019). 따라서 하나의 단어보

다 여러 가지 단어를 묶어서 분석하는 것이 문

맥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위 장점 때문에 N-gram은 텍스트 마이닝을 

위한 전단계인 사전 구축을 위해 많이 사용된

다. 권희준 등(2012)은 악성코드 분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N-gram을 사용한다. 컴퓨터 언어

를 N-gram 방법으로 추출해서 Matrix 생성 후 

악성코드 분류에 사용한 결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 Tripathy et al. (2016)은 감

성분석에 N-gram을 활용한 말뭉치(corpus)를 

활용하였으며 Uni-gram을 사용할 때 보다 

Tri-gram, 4-gram, 5-gram을 함께 사용할 때 모

델의 성능이 올라갔다고 한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 주제

본 연구에서는 주석 텍스트와 재정정보원의 

회계보고서에 있는 텍스트와 삼일회계법인 

K-IFRS계정과목 마스터를 활용하여 재무제표

의 특성을 담은 형태소 분석기를 구축하고자 

한다. 황선필 등(2017)은 (K-GAAP)에 비해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해 공시되는 

정보는 양적으로 증가했다고 긍정적으로 보지

만, 상투적인 표현과 어려운 정보 등으로 인해 

핵심정보 파악이 힘들다고 평가했다. 또한 재무

제표에 사용되는 단어는 하나의 명사로 이루어

진 형태뿐만 아니라 명사-명사, 명사-접사 등의 

형태를 띠고 있다(장진영, 2012). 기본적인 텍

스트 마이닝 접근 방법은 문서에서 단어를 추

출하여 단어-문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것이다

(Perkins and Jacob, 2014). 이때 단어 추출 방

법에서 사용되는 형태소 분석기에 일반적인 형

태소 분석기를 사용한다면, 세부감사계획과 같

은 단어를 세부, 감사, 계획으로 나누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단어를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재무제표의 특

성 단어를 구분하고자 했다. 텍스트 마이닝 기

법 중 N-gram은 문장의 희소성 문제를 완화하

기 위한 대표적 방법으로 문장 내 존재하는 단

어를 Uni-gram뿐만 아니라 N-gram까지 확장하

여 사용하는 방법이다(Post and Bergsma, 

2013). 따라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인 N-gram을 

활용하여, 재무제표의 특성 있는 단어를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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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완성도 높은 형태소 분석기를 구축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3.2 연구 방법

앞에서 제시한 연구주제를 위한 본 연구의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

석을 위한 전처리를 거친 뒤, 텍스트 마이닝 기

법인 N-gram과 이를 통해 도출된 단어의 조합

을 twitter 형태소 분석기에 추가하여 재무제표 

형태소 분석기를 구축할 것이다.

수집할 데이터는 다음 3가지이다. 첫 번째 재

무제표의 주석데이터. 두 번째 재정정보원의 회

계·기금운용구조 특별회계관련 텍스트 데이터, 

마지막으로 삼일회계법인이 제공하는 K-IFRS 

계정과목 마스터 데이터이다. 3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형태소 분석기를 구축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장진영 (2012)에 의하면 우리나라

에서 사용되는 회계용어는 새로운 회계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국제회계기준(IFRS)를 번

역하여 사용한다. 새로 만들어진 회계용어를 대

비하기 위하여 회사 내의 재무제표 주석 데이

터를 사용했으며 국제회계기준을 번역하여 사

용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의 

K-IFRS 계정과목 마스터 데이터를 사용하였

다. 

첫 번째, 재무제표 주석은 재무제표 본문에 

기록된 내용에 더하여 정보이용자가 본문의 내

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수행한

다. 주석은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중 가장 많은 

텍스트 정보가 존재하며 재무제표 본문의 내용

을 부연설명 하거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도움

을 줄 수 있다. 즉 주석이 없다면 재무제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 재정정

보원의 회계․기금운용구조 특별회계관련 텍

스트 데이터에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주석 작

<그림 1> 연구 임워크



재정정보 활용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기반 회계용어 형태소 분석기 구축

- 161 -

성에 사용되지 않는 용어들이 담겨있다. 해당 

특별회계의 근거법과 세입, 세출에 관한 전문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새로 구축한 형태소 

분석기가 특별회계와 관련된 용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재무제표의 텍스트를 적절히 분석하

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삼일회계 법인이 제공

하는 K-IFRS 계정과목 마스터 데이터는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준서 해설자료 및 회계처

리, 질의회신 및 기타 기고문, 공시사항점검표 

및 주석사례 등의 관련 자료를 사용자의 편의

를 위해 계정과목별로 분류한 것”이라고 한

다.2) 이 분류표에 나오는 계정과목들은 실제 재

무제표를 작성할 때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들

이며 이 단어를 사전에 추가하는 것은 재무제

표의 텍스트를 적절히 분석할 수 있게 할 것이

다. 

회계용어 분석에 특화된 형태소 분석기 구축

을 위해 수집한 3가지의 데이터를 2가지 방법

으로 활용 할 것이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인 

재무제표의 주석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인 재

정정보원의 회계·기금운용구조 특별회계관련 

텍스트 데이터는 N-gram 기법을 활용할 것이

다. 두 가지 데이터를 토큰화 하여 명사를 추출

해낸 후 N-gram 기법을 활용하여 생성한 새로

운 말뭉치(corpus)를 형태소 분석기에 추가 할 

것이다. 세 번째 데이터인 삼일회계법인이 제공

하는 K-IFRS 계정과목 마스터 데이터는 실제 

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

를 그대로 형태소 분석기에 추가 할 것이다.

Ⅳ. 연구 분석 및 결과

4.1 데이터 수집

형태소 분석기 구축에 사용된 데이터는 

DART에 공시된 재무제표 주석데이터, 재정정

보원 2019 회계․기금운용구조 특별회계관련 

텍스트 데이터, 삼일회계법인 K-IFRS 계정과

목 마스터 데이터이다. 먼저 DART(전자공시시

스템)에서 제공하는 Open API를 활용하여 재

무제표를 크롤링 하였다. DART Open API는 

DART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시정보를 외

부에서 이용가능하게 한 서비스이다. 최근 10

년 동안의 재무제표 주석정보를 Python을 활용

해 수집했다. 발급받은 API Key와 요청 주소, 

요청 변수들을 활용해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검색 시작일은 10년 전(2009년)으로, 공시 성격

은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와 기재 정정된 사업

보고서의 주석내용을 수집하였다. 수집 대상은 

산업군 별 단어 구축을 위한 시작으로 한국거

래소(KRX) KRX 지수산업분류의 코스피 산업

지수 중 전기전자 산업 상위 시가총액 10개기

업 중 삼성전자(우)를 제외한 9개 기업을 수집

하였다. 수집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는 다음

<표 1>과 같다.

다음 <표 2>는 크롤링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

의 일부이다. 법인 구분, 법인 명, 종목코드, 공

시구분, 접수번호, 공시 제출인명, 접수일자, 주

석 이다.

두 번째로 재정정보원 2019 회계․기금운용

구조의 특별회계 목적으로 공시된 총 19항목의 

데이터(교도작업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2) https://www.samili.com/acc/kijun/Kifrs_tot_list.asp?op=1&op2=1(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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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crp_cls
법인구분 : Y(유가), K(코스닥), N(코넥스), E(기타)

crp_nm 공시대상회사의 종목명(상장사) 또는 법인명(기타법인)

crp_cd 공시대상회사의 종목코드(6자리) 또는 고유번호(8자리)

rpt_nm

공시구분+보고서명+기타정보

[기재정정] : 본 보고서명으로 이미 제출된 보고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어 제출된 것임

[첨부정정] : 본 보고서명으로 이미 제출된 보고서의 첨부내용이 변경되어 제출된 것임

[첨부추가] : 본 보고서명으로 이미 제출된 보고서의 첨부서류가 추가되어 제출된 것임

[변경등록] : 본 보고서명으로 이미 제출된 보고서의 유동화계획이 변경되어 제출된 것임

[연장결정] : 본 보고서명으로 이미 제출된 보고서의 신탁계약이 연장되어 제출된 것임

[발행조건확정] : 본 보고서명으로 이미 제출된 보고서의 유가증권 발행조건이 확정되어 제출된 것임

[정정명령부과] : 본 보고서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정정명령을 부과한 것임

[정정제출요구] : 본 보고서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정정제출 요구를 부과한 것임

rcp_no

접수번호(공시뷰어 연결에 이용)

- PC용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접수번호

- 모바일용 : http://m.dart.fss.or.kr/html_mdart/MD1007.html?rcpNo=접수번호

flr_nm 공시 제출인명

rcp_dt 공시 접수일자(YYYYMMDD)

rmk

조합된 문자로 각각은 아래와 같은 의미가 있음

유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소관임

코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소관임

채 : 본 문서는 한국거래소 채권상장법인 공시사항임

넥 : 본 문서는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 소관임

공 : 본 공시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임

연 : 본 보고서는 연결부분을 포함한 것임

정 : 본 보고서 제출 후 정정신고가 있으니 관련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철 : 본 보고서는 철회(간주)되었으니 관련 철회신고서(철회간주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람

note 재무제표 주석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dsap001/guide.do)

<표 1> 자공시시스템(DART) Open API 요청변수

crp_cls crp_nm crp_cd rpt_nm rcp_no flr_nm rcp_dt note

Y 삼성SDI 006400 반기보고서 20190814001473 삼성SDI 20190814 해당주석

Y 삼성SDI 006400 분기보고서 20190515001002 삼성SDI 20190515 해당주석

Y 삼성SDI 006400 사업보고서 20190329003979 삼성SDI 20190329 해당주석

Y 삼성SDI 006400 분기보고서 20181114001947 삼성SDI 20181114 해당주석

<표 2> 수집된 재무제표 주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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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기특별

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에너

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

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혁신도

시건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양곡관리

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

회계, 조달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와 

관련된 모든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다음 

<표 2>는 재정정보원의 데이터 중 특별회계 관

련 데이터이다.

세 번째로 삼일회계법인의 계정과목 마스터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계정과목 마스터는 회계

처리의 편의와 주석사례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목적으로 분류해 둔 결과이다. IFRS

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

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임으로 형태소 분석기 

구축에 사용하였다. 다음 <표 3>은 삼일회계법

인에서 제공하는 K-IFRS 계정과목 마스터 데

이터이다. 

구분 계정과목등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주석 및 부속명세서

자산

금융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장단기대여금

장단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기타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비금융자산

선급비용 및 선급금 재고자산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관계기업/공동기업

이연법인세자산

부채

금융부채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 전환사채 장단기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신주인수권부사채

금융보증계약 보증금

비금융부채

선수금 예수금 선수수익

퇴직급여부채 충당부채 우발부채

이연법인세부채 보고기간후사건

자본

납입자본 자기주식 자기주식처분손익

감자차손익 주식선택권 기타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

손익항목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금융수익원가 기타수익비용 법인세비용

주당이익

기타
중간재무보고 매각예정자산 중단영업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공정가치

특수회계처리

파생상품 리스 공동약정

사업결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농림어업

<표 3> 삼일회계법인 K-IFRS 계정과목 마스터

자료 : 삼일회계법인(https://www.samili.com/acc/kijun/Kifrs_tot_list.asp?op=1&o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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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데이터 처리 흐름도

4.2 데이터 전처리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는 데이터를 전처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

터 전처리는 다음 <그림 2>와 같이 데이터 정

제 – 데이터 토큰화 – 불용어 처리 순서로 진

행했다.

삼일회계법인 K-IFRS 계정과목 마스터 데이

터는 데이터 전처리 없이 단어 자체를 명사로 

등록하였다.

먼저, 데이터 정제 단계에서는 전자공시시스

템에서(DART)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여 

크롤링한 재무제표 주석 데이터와 재정정보원 

2019 회계·기금운용구조 특별회계관련 텍스트 

데이터에 포함된 “\n, <, >,“”, ‘’, -, ~”등의 특수

단어를 제거하였다. 기재정정 보고서의 경우 재

무제표 주석 데이터가 비어있는 경우가 있었으

며 이는 NULL값으로 대체하였다. 

  두 번째 데이트 토큰화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

이 전처리 하였다. 장진영 (2012)은 회계용어를 

분석한 결과 전체 1029 용례 중 828개의가 명사

어 용례로서 80.46%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명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명사와 명사, 접미사, 

접두사로 이루어진 경우가 그 뒤를 잇는다고 한

다. 따라서 데이터 토큰화를 할 때 명사로 토큰

화 하였으며 cKonoly의 twitter tokenizer를 사

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불용어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했다. 명사로 토큰화한 리스트 중 불용어를 

제거하였다. 장진영 (2012)은 회계용어를 분석

한 결과 전체 1029개의 용례 중 993개가 한자

어 용례로서 96.5%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따

라서 명사이면서 한자어가 아닌 것과, 단어를 

조합했을 때 회계용어가 되기 힘든 단어들을 

불용어처리 하였다. N-gram방법 사용 후 사전

구축을 하기 위해 새로운 불용어 처리임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4.3 형태소 분석기 구축

명사로 이루어진 회계용어 말뭉치(corpus)를 

형태소분석기 구축에 활용하기 위해 명사로 토

큰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n-gram을 적용하였

다. 분석기 구축에는 n<=5인 n-gram을 사용하

였다. 차원의 저주로 n이 클수록 분석기 구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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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말뭉치(corpus)에서 해당 n-gram을 발

견할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희소문제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n이 5를 넘어가지 않게 하였다. 

제거기

한자어가 아닌 것 시스템, 소프트웨어, 골프, 코퍼레이션, 에누리, 픽스 등

인명 박준, 이성용, 김용균 등

직책 상무이사, 사장, 임원 등

회사/공공기관명 에스케이텔레콤, 에스케이씨앤씨, 외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시청, 한국거래소 등

국가/지역/도시명 유럽, 베트남, 텍사스, 영등포구, 아시아, 서울특별시 등

화폐단위 엔화, 위안화, 달러 등

회계용어가 아닌 명사 거의, 반올림, 이제, 한번, 나 등

<표 4> 불용어 처리 기

형태소 분석기 구축에 사용된 말뭉치(corpus)

민사소송 과세표준

매매정지 기초자산

내부거래 독점계약

채무불이행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민연금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 5> 형태소 분석기 사용 결과(단어)

기존 형태소 분석기 새로운 형태소 분석기

‘공정’,‘가치’ ‘공정가치’

‘법인세’, ‘비용’ ‘법인세비용’

‘사용권’, ‘자산’ ‘사용권자산’

‘계약’, ‘이행’ ‘계약이행’

‘지급’, ‘보증’ ‘지급보증’

‘반기’, ‘재무제표’ ‘반기재무제표’

‘자본’, ‘관리’, ‘지표’ ‘자본관리지표’

‘기업’, ‘고유’, ‘정보’ ‘기업고유정보’

‘환율’, ‘변동’, ‘위험’ ‘환율변동위험’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성장기부채’

‘공정’, ‘가치’, ‘금융’, ‘자산’ ‘공정가치금융자산’

‘보고’, ‘기간’, ‘종료’, ‘일’ ‘보고기간종료일’

‘가중’, ‘평균’, ‘연간’, ‘법인’, ‘세율’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표 6> 형태소 분석기 사용 결과(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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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 분석기 구축에는 n-gram을 활용하여 n

이 5를 넘지 않는 총 190만개의 말뭉치가 사용

되었으며 다음은 실제 형태소분석기 구축에 사

용된 말뭉치(corpus)의 일부이다.

4.4 형태소 분석기 구축 후 재무제표 텍

스트 분석 결과

 

다음 <표 6>은 삼성전자의 2019년 8월 발행

된 반기보고서에 실제 사용된 단어를 사용하여 

기존 형태소 분석기와 형태소 분석기 구축 후 

새로운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한 결과를 비교한 

표이다. 회계용어가 여러 개의 분할되어 인식되

는 기존의 형태소 분석기와 달리 새로 구축한 

형태소 분석기는 회계용어를 인식한다. 기존 형

태소 분석기는 cKonlpy의 twitter를 사용하였으

며, 새로 구축한 형태소 분석기는 기존 분석기

를 기반으로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였다.

다음 <표 7>은 삼성전자의 2019년 8월 발행

된 반기보고서에서 실제 사용된 문장을 사용하

여 기존 형태소 분석기와 형태소 분석기 구축 

후 새로운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한 결과를비교

한 표이다. <표 6>에서 단어단위로 분석한 것

과 마찬가지로 분할되어 인식되던 회계용어가 

분할 되지 않고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무제표 문장  일부 기존 형태소 분석기 새로운 형태소 분석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다수의 회사 등과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분쟁 및 규제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 'Noun'),

 ('기간', 'Noun'),

 ('종료', 'Noun'),

 ('일', 'Noun'),

 ('현재', 'Noun'),

 ('다수', 'Noun'),

 ('의', 'Josa'),

 ('회사', 'Noun'),

 ('등', 'Noun'),

 ('과', 'Josa'),

 ('정상', 'Noun'),

 ('적', 'Suffix'),

 ('인', 'Josa'),

 ('영업', 'Noun'),

 ('과정', 'Noun'),

 ('에서', 'Josa'),

 ('발생', 'Noun'),

 ('한', 'Josa'),

 ('소송', 'Noun'),

 (',', 'Punctuation'),

 ('분쟁', 'Noun'),

 ('및', 'Noun'),

 ('규제', 'Noun'),

 ('기관', 'Noun'),

('보고기간종료일', 'Noun'),

 ('현재', 'Noun'),

 ('다수', 'Noun'),

 ('의', 'Josa'),

 ('회사', 'Noun'),

 ('등', 'Noun'),

 ('과', 'Josa'),

 ('정', 'Noun'),

 ('상적', 'Noun'),

 ('인', 'Josa'),

 ('영업과정', 'Noun'),

 ('에서', 'Josa'),

 ('발생', 'Noun'),

 ('한', 'Josa'),

 ('소송', 'Noun'),

 (',', 'Punctuation'),

 ('분쟁', 'Noun'),

 ('및', 'Noun'),

 ('규제기관', 'Noun'),

 ('의', 'Josa'),

 ('조사', 'Noun'),

 ('등', 'Noun'),

 ('이', 'Josa'),

 ('진행', 'Noun'),

<표 7> 형태소 분석기 사용 결과(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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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Josa'),

 ('조사', 'Noun'),

 ('등', 'Noun'),

 ('이', 'Josa'),

 ('진행', 'Noun'),

 ('중', 'Noun'),

 ('에', 'Josa'),

 ('있습니다', 'Adjective'),

 ('.', 'Punctuation')

 ('중', 'Noun'),

 ('에', 'Josa'),

 ('있습니다', 'Adjective'),

 ('.', 'Punctuation')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당반기 현재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 연간법인세율은 15.5%입니다.

('법인세', 'Noun'),

 ('비용', 'Noun'),

 ('은', 'Josa'),

 ('전체', 'Noun'),

 ('회계', 'Noun'),

 ('연도', 'Noun'),

 ('에', 'Josa'),

 ('대해', 'Noun'),

 ('서', 'Josa'),

 ('예상', 'Noun'),

 ('되는', 'Verb'),

 ('최선', 'Noun'),

 ('의', 'Josa'),

 ('가중', 'Noun'),

 ('평균', 'Noun'),

 ('연간', 'Noun'),

 ('법인', 'Noun'),

 ('세율', 'Noun'),

 ('의', 'Josa'),

 ('추정', 'Noun'),

 ('에', 'Josa'),

 ('기초', 'Noun'),

 ('하여', 'Verb'),

 ('인식', 'Noun'),

 ('하였습니다', 'Verb'),

 ('.', 'Punctuation'),

 ('당', 'Modifier'),

 ('반기', 'Noun'),

 ('현재', 'Noun'),

 ('2019년', 'Number'),

 ('12월', 'Number'),

 ('31일', 'Number'),

 ('로', 'Foreign'),

 ('종료', 'Noun'),

 ('하는', 'Verb'),

 ('회계', 'Noun'),

 ('연', 'Modifier'),

 ('도의', 'Noun'),

('법인세비용', 'Noun'),

 ('은', 'Josa'),

 ('전체', 'Noun'),

 ('회계연도', 'Noun'),

 ('에', 'Josa'),

 ('대해', 'Noun'),

 ('서', 'Josa'),

 ('예상', 'Noun'),

 ('되는', 'Verb'),

 ('최선', 'Noun'),

 ('의', 'Josa'),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Noun'),

 ('의', 'Josa'),

 ('추정', 'Noun'),

 ('에', 'Josa'),

 ('기초', 'Noun'),

 ('하여', 'Adverb'),

 ('인식', 'Noun'),

 ('하였습니다', 'Verb'),

 ('.', 'Punctuation'),

 ('당', 'Noun'),

 ('반기', 'Noun'),

 ('현재', 'Noun'),

 ('2019년', 'Number'),

 ('12월', 'Number'),

 ('31', 'Number'),

 ('일로', 'Noun'),

 ('종료', 'Noun'),

 ('하는', 'Verb'),

 ('회계연도', 'Noun'),

 ('의', 'Josa'),

 ('예상평균', 'Noun'),

 ('연간법인세율', 'Noun'),

 ('은', 'Josa'),

 ('15.5%', 'Number'),

 ('입니다', 'Adjective'),

 ('.', 'Pun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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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삼성전자의 2009년 ~ 2019년간 재무

제표 주석데이터를 시각화 한 것이다. 기존의 

형태소 분석기로 추출한 명사 단어와 새로운 

형태소 분석기로 추출한 명사 단어의 빈도수를 

집계하여 워드클라우드를 그렸다. <그림 3>의 

단어들은 하나의 명사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4>의 단어들은 명사 

뿐 아니라 명사구 가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기존 분석기 워드클라우드

<그림 4> 새로운 분석기 워드클라우드

Ⅴ. 결론 및 시사점

5.1 결과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재정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형

태소분석기를 회계용어 분석에 용이하게 튜닝

하였다. 기존 형태소 분석기의 문제점을 개선하

여 회계용어가 사용된 텍스트를 분석할 때 기

존 형태소 보다 목적적합한 용어가 추출되도록 

도울 수 있게 하였다. 이를 위해 재무제표 주석 

데이터, 재정정보원 회계 및 기금 운용구조 특

별회계관련 텍스트 데이터, 삼일회계법인 

 ('예상', 'Noun'),

 ('평균', 'Noun'),

 ('연간', 'Noun'),

 ('법인', 'Noun'),

 ('세율', 'Noun'),

 ('은', 'Josa'),

 ('15.5%', 'Number'),

 ('입니다', 'Adjective'),

 ('.', 'Pun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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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계정과목 마스터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정제, 데이터 토큰

화, 불용어 제거의 과정을 거쳤다. 전처리된 데

이터를 활용해 N-gram 방법에 의해 생성된 단

어를 새로운 단어로서 기존 형태소 분석기에 

추가하였다. 새로 구축된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

해 재무제표에 사용된 단어와 문장을 분석하였

을 때 나오는 단어를 기존 형태소 분석기를 활

용했을 때 나오는 단어와 비교하였다. 

기존 형태소 분석기에 비해 새로 구축된 형

태소 분석기로 토큰화 하였을 때 공정가치, 법

인세비용, 반기재무제표, 가중평균연간법인세

율 등의 회계용어를 잘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기존 형태소분석기를 활용해 “공정가치”

를 토큰화 한다면 “공정”과 “가치”로 나누어 인

식한다. 이는 “공정가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

는 정보를 없애기 때문에 정보전달이 주된 관

심사인 재무제표의 목표를 해칠 뿐 아니라 향

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할 때에도 부적

절하다.

5.2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서는 재정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형태소분석기

를 회계용어 분석에 용이하게 튜닝 하였다. 주

석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기업들의 주석공

시 내용의 유용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

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구축된 형태소 분석기는 

재무제표의 텍스트 같은 회계용어가 포함된 텍

스트를 분석할 때 기존 형태소 분석기보다 목

적적합한 용어가 토큰화 될 수 있게 도울 수 있

다. 

텍스트 데이터는 인사, 재무, 마케팅 등 경영

학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이미 사용되고 있지

만 재무제표의 텍스트 데이터를 연구하는 것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재무제표를 비롯

한 주석공시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주석의 유용

성 제고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으로 향

후 주석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재무제표 분

석을 위한 사전 구축이 향후 회계용어가 포함

된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연

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유용한 정보를 외

부이용자에게 전달하려는 재무제표의 본질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새로 구축된 사전은 

TF-IDF, Word2Vec, Doc2Vec, 토픽모델링, 감

성분석 등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들을 활용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야별 LDA를 활용하

여 기업들을 분류하고 각 토픽들이 가지는 특

성을 파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양낙영 등, 

2019).

본 연구는 재정정보와 관련된 회계 용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형태소 분석기를 구축하

였다. 이 형태소 분석기에 회계용어 정보 뿐 아

니라 정책관련 정보를 추가한다면 SNS를 분석

하여 재정정보를 활용한 재정정책에 대한 국민

들의 의견을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며 정책관

련 문서를 분석할 수 있고 토픽모델링 기법을 

통해 현재 어떤 유형의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지 문서를 분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원관련 텍스트를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김현종 등, 2018). 동일한 방

법론으로 회계용어가 사용되는 분야가 아닌 다

른 분야에 적용한다면 해당 분야에 적합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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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을 형태소분석기를 활용하여 추출할 수 있

을 것이다.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텍스트 마이닝 방

법론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조혁준 등, 

2017). 또한 자연어처리(NLP)를 위한 기계학습 

데이터셋 구축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계

학습 데이터셋 구축은 목적에 따라 데이터 수

집 및 전처리 방법이 달라진다(윤종욱, 2019). 

따라서 회계용어를 활용하는 목적을 가진 기계

학습 데이터셋 구축에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동음이의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양산’은 도시이름이기도 하지만 ‘양산하다’의 

원형이기도 하다. 위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

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선 앞 뒤 문맥을 파악해

야 한다. 양산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도시

명으로 불용어처리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동음이의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두번째, 유사어 사전을 추가하면 더 좋은 결

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계정과목을 제외한 회계

용어는 회사마다 사용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명사 사이의 조사나 종결어미의 사용에 

따라 같은 의미의 단어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모

두 명사로 토큰화 한 다음 N-gram을 적용하였

지만 모든 경우를 해결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가중평균을 적용한 연간법인세율” 과 ‘가중평

균연간법인세율’은 같은 의미이지만 “가중평균

을 적용한 연간법인세율”을 명사로 토큰화 한 

후 N-gram을 적용한다면 “가중평균적용연간법

인세율”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한 단어로 치환할 

수 있는 정규화를 추가한다면 유사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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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Text Mining-Based Accounting Terminology 
Analyzer for Financial Information Utilization

Jung, Geon-Yong․Yoon, Seung-Sik․Kang, Ju-Young

Purpose

Social interest in financial statement notes has recently increased. However, contrary to the keen 

interest in financial statement notes, there is no morphological analyzer for accounting terms, which 

is why researchers are having considerable difficulty in carrying out research. In this study, we 

build a morphological analyzer for accounting related text mining techniques. This morphological 

analyzer can handle accounting terms like financial statements and we expect it to serve as a 

springboard for growth in the text mining research field.

Design/methodology/approach

In this study, we build customized korean morphological analyzer to extract proper accounting 

terms. First, we collect Company’s Financial Statement notes, financial information data published 

by KPFIS(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K-IFRS accounting terms data. Second, we 

cleaning and tokeninzing and removing stopwords. Third, we customize morphological analyzer 

using n-gram methodology.

Findings

Existing morphological analyzer cannot extract accounting terms because it split accounting terms 

to many nouns. In this study, the new customized morphological analyzer can detect more 

appropriate accounting terms comparing to the existing morphological analyzer. We found that 

accounting words that were not detected by existing morphological analyzers were detected in new 

customized morphological analyz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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