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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s the internet usage is increasing, accordingly generated text data is also increasing. Because this text data on 
the internet includes users’ comments, the text data on the Internet can help you get users’ opinion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he topic of text mining has been actively studied recently, but it primarily focuses on either the content analysis or various 
improving techniques mostly for the performance of target mining algorithm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novel 
method of analyzing the user’s requirements by utilizing the text-mining technique. To complement the existing survey techniques, 
this study seeks to present priorities together with efficient extraction of customer requirements from the text data.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users’ requirements, derive the priorities of requirements, and identify the detailed causes of high-priority requiremen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tri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investigations such 
as surveys and VOCs through text mining of online text data. Second, decision makers can derive users’ requirements and prioritize 
without having to analyze numerous text data manually. Third, user priorities can be derived on a quantitative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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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기업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할 때 주로 설
문조사나 수집된 VOC(voice of customer)데이터를 이용
한다. 이는 사전 설계된 응답지에 사용자들이 응답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남긴 소비자들의 의견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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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의 설문조사 위주
의 수동적인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용자 요
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멀티채널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인터넷 사용량이 급증하며 텍스트 데이터의 생

산량도 많아졌다. 인터넷 텍스트에는 사용자 의견이 포
함되어 있는데, 크롤링 기법을 통해 대량의 텍스트 데이
터 수집이 원활하게 되었다[14]. 웹상의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더 효율적이고 본질에 가까운 의견을 얻을 수 있다. 
기존의 텍스트마이닝은 내용 분석 및 분석기법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근래에 들어 리뷰(review)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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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감성분석을 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설문지법 대신 텍스트마이닝을 예비조사 방법론으
로도 활용 중이라는 연구도 존재한다[6]. Bickart 등[3]에
따르면 고객이 의견을 자발적으로 게재하기 때문에 신뢰
성 있고 유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온라인 리뷰의 활
용성이 늘어나고 있고, 분석 기법이 발달하면서 텍스트
마이닝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다[3]. 그러나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요구사항 분석, 도출 방법론에 대해서
는 연구가 아직 많이 미흡하다. 따라서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고객 요구사항 방법론에 대한 다각화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

견을 인터넷에서 크롤링 한 뒤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
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추출하고, 요구사항의 우선순위
도출 및 요인분석을 진행하여 고객 요구사항의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새로운 고객 요구사항 도출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
론은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우선순위 계산에서 텍스
트마이닝 기법과 전통적인 품질관리 기법을 접목하는 새
로운 학문적 시도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설문조사나 VOC 대

신 온라인 텍스트 문건 통해 사용자 입장에서의 요구사
항을 파악함으로써 기존의 수동적인 조사의 한계점을 극
복하고, 도출된 요구사항에 따른 요인을 특성요인도로
시각화하여 문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안하는 방법론의 성능을 검증
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임사인 블리자드 사의 특정 게임
에 대한 사용자 커뮤니티 및 게시판에 게시된 약 15만
건의 텍스트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은 자유롭거나 비구조적인 텍스트로부
터 흥미롭고 일상적이지 않은 지식을 발견, 추출하는 과
정을 말한다[13]. 단어 사용의 통계적 규칙성으로부터 사
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21]. 텍스트 마이닝의 주된 기법으로는 빈도분석, 
클러스터링, 문서 분류, 문서 요약, 감성분석 등이 있다.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Fabrizio[8]가 연구한 자동 문서 분류에 의하면 노동력 측
면에서 절감이 가능하고 다양한 도메인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서 내에서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주제
를 찾아내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Blei 등[4]의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활용하였다. LDA는 주로
주어진 문서 별로 어떤 주제들이 존재하는지 단어들의 분
포를 찾아보는 확률 모델링 기법이다. Park 등[19]은 문서
를 토픽의 확률적 혼합체로 나타내고, 그렇게 나타내는
토픽을 단어의 분포로 표현함으로써 문서의 구조를 예측
하는 방법이라고 LDA를 정의하고 있다.

LDA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리클레 분포를
따르는 말뭉치의 토픽 분포를 도출한다. 는 k번째 토
픽에 해당되고 하이퍼파라미터 의 영향을 받는다. 둘
째, 문서마다 디리클레 분포를 따르는 각 문서의 토픽 비
중을 도출한다. 는 d번째 문서가 가진 토픽 비중에 해
당되고 하이퍼파라미터 α의 영향을 받는다. 셋째, 각 문
서들과 단어마다 단어 토픽의 결합확률을 도출한다. 넷
째, 각 문서들과 각 단어마다 관찰된 단어들을 도출한다. 
토픽의 단어분포와 문서의 토픽분포의 결합으로 문서

내 단어들이 생성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 두 분포의
결합 확률이 커지게 만들어야 확률 과정이 말뭉치를 설
명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확률을 최대로
만드는 p값을 최대화 하도록 만드는 변수들을 찾는 과정
이 LDA라고 볼 수 있다.

<Figure 1> Topic Modeling Algorithm

2.2 품질관리 기법

품질관리 기법은 품질관리를 위해 Ishikawa[10]는 7가
지 품질관리 기법을, 일본과학기술연맹은 신 7가지 품질
관리 기법을 개발하면서 산업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품질관리 기법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주로 사용되며[22], Montgomery[16]는 품질
과 연관되어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
법 세트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품질관
리 기법 중 매트릭스 데이터 해석도와 특성요인도를 활용
해 사용자의 요구사항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매트릭스데이터 해석도는 일본과학기술연맹이 개발한

신 품질관리 기법 중의 하나로, 매트릭스형 데이터를 비
교할 수 있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실제 마케팅 분야
에서도 제품 혹은 서비스 포지셔닝을 결정하는데 자주
사용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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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ethodology Framework

<Figure 2> Example of Matrix Data Analysis

특성요인도는 Ishikawa가 개발한 7가지 품질관리 기법
중 하나로, 결과에 원인이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작성
하는 그림이다[10]. 결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요인별로
그려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한다. 특성 요인도
를 그리면 문제에 기인하는 요인에 대해서 파악이 쉽다
는 특징이 있다. 

<Figure 3> Example of Cause and Effect Diagram 

3. 사용자 요구사항 우선순위 도출 방법론

사용자 요구사항 우선순위 도출 방법론은 텍스트마이
닝 기법을 활용하여 웹 데이터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추출하고, 요구사항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기업이 먼저
해결해야 할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Figure 4>와 같이 서비스/
제품 선정 및 자료 수집, 자료 전처리, 요구사항 추출, 요
구사항 우선순위 도출, 요구사항 세부요인 분석 등 5단
계로 이루어져 있다. 

3.1 서비스/제품 선정 및 자료수집

첫 번째 단계인 서비스/제품 선정 및 자료수집 단계에서
는 분석할 서비스 및 제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서비스/제품
에 대한 텍스트 형태의 사용자 의견을 웹에서 수집한다. 

3.2 자료 전처리

두 번째 단계인 자료 전처리 단계에서는 문서 토큰화, 
명사형 추출, 불용어 처리 등 3단계를 거쳐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 텍스트마이닝을 실행할 때
전처리 작업이 의미하는 것은 텍스트 데이터를 정형화된
형식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텍스트마이닝의 결과는 전
처리 작업의 상태에 크게 의존하므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교한 전처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9].

3.3 요구사항 추출

세 번째, 요구사항 추출 단계에서는 문서 내 요구사항
을 도출하기 위해 LDA 방법론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각 단어들이 하나의 주제로 모이는 것을 사용자 요구사
항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연구자 임의로 주제의 개수를
선정하여 토픽의 양상을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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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herence Score Calculation Framework

이때, 주제의 개수는 사용자가 지정해야 하는 하이퍼파
라미터이므로 원하는 대로 토픽의 개수를 나타낼 수 있지
만 너무 적으면 하드 클러스터링이 되고, 너무 많으면 서
로 포함관계가 되어 구분이 어려워지게 된다. 토픽은 일
관성 있고 사람이 해석이 가능하도록 계산해야 한다[17]. 
기존 연구에서는 학습이 잘 되었는지 파악하는 Perplexity
를 주로 사용하여 값이 가장 낮은 지점의 토픽 개수를 선
정하였으나[5],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해석 가능성에 초
점을 두어 Topic Coherence를 사용한다. 분석에는 Python 
3.6에서 제공하는 Gensim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계산 기
법 중에 가장 최신이고 해석이 가능한 대답을 내놓는 것
이 장점이며, 계산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어 세트 t를 단어의 부분집합 S가 되도록 분할

한다. 이 때 부분집합 S는 만들어진 단어 세트 중에서 하
나를 선택하도록 만든다. 둘째, 주어진 단어에 대한 확인
의 척도로 참조 말뭉치 기반으로 단어의 확률 P를 계산
한다. 단어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한다. 셋째, 부분
집합 S와 P를 연산하여 전체 부분집합의 확인 점수를 낸
다. 넷째, 이 점수들의 기하평균인 일관성 점수 c를 낸다. 
다섯째, 점수가 가장 높은 개수로 토픽을 선정한다. 
토픽이 선정되었으면, 해석이 용이하도록 각 토픽에

이름을 붙인다. 이를 토픽 네이밍이라 하며, 사람이 직접
출현한 단어들을 보고 그에 따라 이름을 붙이게 된다[2]. 
혹은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적절
하게 명명해야 하는데, 관리 가능하면서도 해석 가능한
수준으로 이름을 붙여야 한다[15].
일반적으로는 키워드를 보고 그 집합을 포괄하는 이

름을 붙이는 게 원칙이나 추론이 어려운 경우 기여 백분
율을 확인하여 주어진 토픽이 가장 많이 기여한 문서를
찾아서 이름을 추론한다. 기여 백분율이란 주어진 문서
에서 토픽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백분율이 높을
수록 해당 문서 내에 해당 키워드들이 많이 속해있을 수
있다.

Python 3.6의 Gensim에서는 <Figure 6>과 같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1번은 토픽 번호를 선택하는 버튼이다. 

2번은 relevance metric으로, Sievert[20]에 의하면 lambda 
값이 1이면 해당 토픽에서 나타나는 단어들로 구성된다. 
lambda 값이 0일 경우 해당 토픽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나
는 단어들만 나오게 된다. 따라서 lambd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해당 토픽들의 단어만 나오고, 작으면 전체의
토픽 단어 대비 특이한 단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lambda값을 1로 두고 분석하고
자 한다.

<Figure 6> Example of Topic Modeling Deliverables

3.4 요구사항 우선순위 도출

네 번째, 요구사항 우선순위 도출 단계에서는 3단계에
서 추출한 요구사항을 빈도분석과 새로 정의한 매트릭스
데이터 해석도에 매핑하여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고, 우
선순위 점수를 도출한다.
토픽 모델링 결과에 대해 빈도분석을 하는 이유는 추

출한 토픽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전체 문서가 각
각의 토픽에 얼마나 할당되었는지 확인해야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기간별, 토픽별, 계절별 등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관
점에서의 빈도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도출
하기 위해 각 분기별 빈도수와 문서 증감율을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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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데이터 해석도의 개념과 Covey[7]가 언급한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결합하여 요구사항 우선순위 매트
릭스를 만든다. X축을 중요성, Y축을 긴급성으로 정의하
는 Covey의 우선순위 매트릭스는 시간관리 시에 많은
활동들과 해결점들에 대한 대안을 좁힐 때 유용하다[12]. 
이 매트릭스를 통해 우선순위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우선순위 점수를 계산하여 순위를 매겨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지 알려주는 단계이다. 
실행 순서는 1사분면, 4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으로 N

의 모양을 띄고 있다. 1사분면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다. 2사분면은 전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 일을
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3사분면은 중요성
도 낮고 긴급성도 낮으므로 일에서 최대한 배제하도록 한
다. 마지막으로 4사분면은 운영적으로 시행함으로 시행은
하되 다른 이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Figure 7> Modified Requirements Priority Matrix

앞서 언급한 요구사항 우선순위 매트릭스의 경우 시
각적으로는 확인이 가능하나 각 사분면 내에서의 우선순
위는 도출하기 어렵다. 이에 중요성과 긴급성을 곱하여
우선순위 점수를 새로 계산해낼 수 있다. 우선순위 점수
가 높은 순으로 요구사항 순위를 매긴다. <Table 1>은
각 중요성과 긴급성을 곱하여 우선순위 점수를 계산하
고, 매핑된 사분면을 참고하여 요구사항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예시이다.

<Table 1> Example of Priority Score 

Name of 
Topic 

Importance
(frequency)

Urgency
(growth 
rate)

Priority Score
(Importance×

Urgency)
Quadrant

A 0.9 0.85 0.769 3

B 1.3 0.82 1.069 4

- - - - -

I 0.76 1.00 0.765 2

J 0.88 1.04 0.915 2

3.5 요구사항 세부요인 분석

다섯 번째, 특성요인도를 이용하여 추출된 요구사항의
세부요인을 정리, 분석하고 결과를 시각화한다. 특성요
인도를 그릴 때는 최대한 요인이 분리되도록 그려야 결
과를 유의하게 해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특성요인도
의 경우 브레인스토밍을 함께 하며 그리지만 본 연구에
서는 정의된 토픽들의 키워드와 본문 내용을 함께 참고
하면서 그릴 수 있다. 

4. 사례 적용

4.1 서비스 선정 및 자료수집

데이터 분석은 게임회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주)에
서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커뮤니티 글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
존 연구에서 게임 플랫폼에 남긴 리뷰에 대한 감성분석
을 통해 사용자의 의견을 분석하고 있어, 사용자 의견은
기업 입장에서 게임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있어서 중
요한 자원임을 알 수 있다[11, 18]. 플랫폼과 마찬가지
로, 게임 커뮤니티의 경우 게임을 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활동하며 게임에 관련된 직접적인 의견들을 많이 나누
기 때문에 적절한 온라인 피드백 데이터로 사용이 가능
하다. 
커뮤니티 및 게시판 선정 기준은 사용자들이 활발하

게 이용하는 사이트로, 본 연구에서는 블리자드 엔터테
인먼트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공식 홈페이지의 ‘피드백
게시판’과 한국의 게임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벤 히어로즈 오브 스톰에서 글 수가 가장 많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유 게시판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9월 8일까지

사용자가 게시판에 직접 업로드한 글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 Python을 이용하여 공식 홈페이지 내 5,670건, 인벤
커뮤니티에서 152.823건을 수집해 총 158,493건의 텍스
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4.2 자료 전처리

전처리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수집한 문
서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형태를 바꿔야 한다. 두 번째, 
수집한 문서들이 분석 목적, 기간에 맞지 않을 때 조절한
다. 마지막으로 게시판에 문서를 도배하여 단어의 빈도
가 과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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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게임/게시판 운영자가 직접 쓴 글은 제거하
였다. 대부분 공지사항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견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로는 1차적
인 불용어 처리를 진행하였는데, 특수문자와 주소 형태
(URL)을 제거하였다. 이들은 문서의 내용과는 아무 관계
가 없으므로 불용어로 인식한다. 세 번째로는 도메인 지
식이 내포된 단어들을 사용자 단어 사전에 추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85개의 추가적인 단어를 사용하였다. 게임 내 
캐릭터들의 이름이 생소하여 분석기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영웅 이름’과 ‘게임 이름’을 함께 사전에 추가
하였다.
이후로는 형태소 분석기 mecab-ko-dic 0.996를 사용하

여 토큰화 작업과 한국어 명사형 단어만 추출한다. 단 2
음절 이상의 단어들만 추출하도록 하였다. 한 음절의 경
우 토픽모델링을 실행했을 때 분석에 의미가 없고 단어
하나는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불분명하다.
마지막으로 2차 불용어 처리를 진행하였다. 형태소 분

석기에서 명사형으로 추출했으나 ‘있겠습니다’. ‘때문에’ 
등의 의미가 없는 단어가 나올 수 있으므로 결과에서 불
용어를 제외하고, 고빈도인 ‘영웅’은 자주 나오므로 해석
에 의미가 없다. ‘히오스’ 또한 해당 게임을 의미하는 것
이므로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전처리 결과는
다음 아래 표와 같다.

<Table 2> Change in Data after Preprocessing

The Number of Data

Number of Documents
(Before Preprocessing) 158,493 

Number of Documents
(After Preprocessing) 147,495

Number of Tokens
(After Preprocessing) 41,062

Number of User Additional Words 
in Word Dictionary 85

4.3 요구사항 추출

토픽모델링을 위한 최적의 토픽 개수를 처음에는 알지
못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토픽 개수를 20개로 임의로 설정
하여 모델링을 시작하였다. 주제는 PCA 처리되어 있어 각
토픽의 주성분 분석 분포와 상대적인 거리차이를 다차원
척도 기법으로 활용가능하다. 나온 토픽들의 거리가 가까
울수록 유사한 의견이고, 멀수록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림에서는 서로 포함된 관계가 있으므
로 최적의 토픽 개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Table 3>을 참고하여, 일관성 점수가 0.6149로 제일
높은 10개가 최적의 토픽 개수로 선정되었다. 이 개수보다 

적으면 하드 클러스터링이고 반대로 클 경우 토픽이 너
무 세분화 되어 있거나 서로 포함관계에 있을 수 있다. 
각각의 토픽에는 키워드와 본문을 함께 참조하여 이름을
붙인다. 키워드로부터 잘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할당
본문을 같이 참고하여 이름을 붙인다. 이름은 최대한 배
타적으로 붙여야 한다. 토픽 네이밍 결과, <Table 4>와
같이 붙여진다. 

<Table 3> Topic Coherence Score

Number
of Topics 

Topic 
Coherence Score

Number
of Topics 

Topic 
Coherence Score

2 0.4693 11 0.5917

3 0.5496 12 0.5918

4 0.5568 13 0.5854

5 0.5938 14 0.5474

6 0.5494 15 0.5639

7 0.6115 16 0.6

8 0.5792 17 0.5218

9 0.5896 18 0.5365

10 0.6149 19 0.5414

<Table 4> Result of Topic Naming

Topic Naming Key Words(Top 10)
Words 
Ratio

How to Play
a Game

Features, Enemy, Team, Possible, Line, 
Time, Abnormal, Combination, Support, 
Dealer

13.5%

Character Balance 
Dissatisfaction

Skills, Basic Attack, Characteristic, 
Increase, Range, HP, Unranked, Nova, 
Varian, Attack

12.6%

Reporting System 
Dissatisfaction

Match, User, Problem, Player, Reason, 
Korea, System, Topic, Abnormal, Chat 11.5%

Character 
Recommendation

Li Li, Healer, Dealer, Union, Support, 
Chromie, Ana, Tanker, Garroch, 
Malthael

11.3%

Matchmaking 
Dissatisfaction

Smart, Placement, Season, Winning 
Rate, Master, Matching, Gold, Tier, 
Over, Start

10.7%

Game Event 
Dissatisfaction

Skin, Legend, Blizzard, Hearthstone, 
WOW, User, Overwatch, Fragment, 
Box, Event

9.3%

Character Rework 
Request

Raynor, Warcraft, Launch, Skill, Skin, 
Maiev, Star, Characteristic, Li-Ming, 
Sonya

9.2%

Other Game Opinions 
within The Company

Video, Horde, Female, Rear, Male, 
WOW, War, Name, Possibility, Movie 8.5%

Opinion of Game 
Broadcasting

Box, Broadcast, Time, High School Girl, 
Location, Ask, Match, League, 
Appreciation, Open

7.1%

Assassin Patch 
Request

Genji, Patch, Raise, Rexxar, Valeera,
Diva, Support, Feeling, Varian, Hideout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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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opic Frequency Analysis-Number of Documents by Topics

<Figure 10> Topic Frequency Analysis-Periodic Trend

4.4 요구사항 우선순위 추출 

요구사항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분석대상 기간을 4개의 토픽 기간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토픽 기간별 해당 문건의 빈
도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기간 2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기간 1, 기간 3, 기간 4 순으로 나타났다. 기
간 2의 경우 2017년 12월 14일 대규모 패치를 진행함으로
써 사용자들이 게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사용자들이 글을
많이 작성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기간 4의
경우 업계 경쟁이 심하고 해당 게임 서비스의 인기가 계
속 하락하면서 문서수도 함께 줄어들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18년 12월 14일 기준으로 블리자드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의 프로 리그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토픽별 문서빈도 상위 3개는 캐릭터 추천, 캐릭터 밸런

스 불만, 매치메이킹 불만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 커뮤니
티에서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잘 알고 있어야
게임 플레이가 원활하기에 제일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
다. 캐릭터 밸런스 불만은 토픽 키워드에서 출현한 영웅
‘노바’나 ‘바리안’등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로 해
석할 수 있다. 매치메이킹 불만의 경우 분석 대상 게임은
사용자간의 대전 게임으로 게임 매칭 속도가 느리거나 상
대가 잘 맞지 않는 경우를 의미할 수 있다. 반면에 빈도수

하위 3개는 게임 방송 의견, 회사 내 타 게임 의견, 암살
군 패치 요청이다. 하위 2개는 감정이 없는 사용자들 간
의 잡담 공유로 의견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나 ‘암살군’
만 한해 패치 요청 토픽이 나왔다는 것은 암살군이 게임
을 하는데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재미나 게임의 판도 등
영향을 가장 크게 끼치는 부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Figure 10>을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토픽은 기간별
로 비슷한 흐름의 양상을 보인다. 눈에 띄는 점은 캐릭터
밸런스 불만 토픽은 기간 1, 2, 3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
으나 기간 4에서는 다른 토픽에 비해 빈도량이 적다. 이
는 다른 토픽이 기간 4에 커져서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
된 것일 수도 있다. 비교 대상으로 신고 시스템 불만의
경우 앞 기간에서도 상위에 속하기는 했으나 기간 4에서
다른 토픽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빈도를 보인다. 

<Table 5> Topic Frequency Analysis-Number of Documents 

by Period

Period-1
(Sep. 2017~Nob. 2017)

Period-2
(Dec. 2017~Feb. 2018)

43,868 51,441

Period-3
(Mar. 2018~May. 2018)

Period-4
(Jun. 2018~Aug. 2018)

43,676 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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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iority Score(First Attempt)

Topic Name Importance(A) Urgency(B) Priority Score(C) Quadrant

Matchmaking Dissatisfaction 1.20 1.22 1.46 I
Reporting System Dissatisfaction 1.07 1.11 1.19 I
Character Rework Request 1.04 1.12 1.16 I
Game Event Dissatisfaction 1.11 0.96 1.07 IV
Character Recommendation 1.14 0.89 1.02 IV
Assassin Patch Request 0.88 1.04 0.91 II
Character Balance Dissatisfaction 1.02 0.82 0.84 IV
Other Game Opinions within The Company 0.84 0.97 0.82 III
How to Play a Game 0.94 0.85 0.81 III
Opinion of Game Broadcasting 0.76 1.00 0.76 II

C = A×B

<Table 7> Requirements Prioritization

Topic Name
Priority Score(1st)

(A)
Priority Score(2nd)

(B)
Priority Score(3rd)

(C)
Priority Score(Final)

(D)
Final

priority

Reporting System Dissatisfaction 1.187 0.971 3.707 2.38 1
Matchmaking Dissatisfaction 1.459 0.960 1.953 1.56 2
Character Recommendation 1.019 1.036 1.074 1.05 3
Game Event Dissatisfaction 1.070 0.871 0.867 0.91 4
How to Play a Game 0.806 0.897 0.912 0.89 5
Character Balance Dissatisfaction 0.838 1.472 0.512 0.87 6
Character Rework Request 1.160 1.297 0.473 0.86 7
Assassin Patch Request 0.915 0.961 0.629 0.79 8
Opinion of Game Broadcasting 0.765 0.728 0.701 0.72 9
Other Game Opinions within The Company 0.820 0.862 0.491 0.67 10

D = 0.2×A+0.3×B+0.5×C

  <Figure 11> Requirement Priority Matrix(First Attempt) 

(Period-1 and Period-2)

우선순위 매트릭스(1차)를 그린 <Figure 11>을 보면 1
사분면에는 매치메이킹 불만, 신고 시스템 불만, 캐릭터
리워크 요청, 2사분면에는 암살군 패치 요청, 게임 방송
의견이고 3사분면에는 게임 플레이 방안, 회사 내 타 게임 
의견, 4사분면에는 캐릭터 추천, 게임 이벤트 불만, 캐릭
터 밸런스 불만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6>을 참고하면, 매치메이킹 불만의 우선순위 점
수가 1.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신고
시스템 불만, 캐릭터 리워크 요청 순이다. 가장 우선순위
가 낮은 것은 게임 방송 의견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
해볼 점은 암살군 패치 요청의 경우 2사분면에 위치해 있
어 4사분면보다 우선순위를 낮게 볼 수도 있으나, 암살군
패치 요청만큼은 시간을 따로 내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각 기간 별 요구사항 우선순위를 3차

에 걸쳐 도출한 뒤, 종합적으로 전체 우선순위를 비교하기
위해 <Table 7>과 같이 각 차수별로 우선순위 점수를 합하
여 최종 점수를 도출했다. 최신 경향에 좀 더 가중치를 두
고자 연구자가 임의로 1차 0.2, 2차 0.3, 3차 0.5로 가중치
를 부여하고 각 차수에 나온 점수를 곱하여 최종 점수를
계산하였다. 기간별 가중치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
다. <Table 7>의 맨 우측 열에 있는 것처럼 우선순위를 도
출한 결과, 1위가 신고 시스템 불만(2.38점), 2위가 매치메
이킹 불만(1.56점), 3위가 캐릭터 추천(1.05)순으로 나타났
다. 가장 적은 점수는 회사 내 타 게임 의견(0.67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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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요구사항 세부요인 분석

도출된 각각의 요구사항은 특성요인도를 사용하여 요
구사항의 세부요인을 나누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성이 강한 상위 2개 위주로 서술한다.
첫 번째로 개선해야 할 신고 시스템 불만에 대한 특성

요인도를 그려본 결과는 <Figure 12>와 같다. 세부요인은
크게 운영, 욕설 신고 시스템, 트롤 신고 시스템 3가지로
분류되었다. 운영 측면에서는 운영자가 사용자가 신고하
는 의견에 관심이 없고, 개선 의지가 없고, 신고 대처가
늦는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 욕설 신고 시스템 측면
에서는 욕설과 관련 없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신고를 당했
다거나, 신고를 해도 특별한 제재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
다. 트롤 신고 시스템에서는 트롤 패널티가 따로 없고, 타
게임 대비 트롤이 많아서 불편을 느낀다는 의견이 있었다. 

<Figure 12> Reporting System Dissatisfaction Cause and 

Effect Diagram

두 번째로 개선해야 할 매치메이킹 불만에 대한 특성요
인도를 그려본 결과는 <Figure 13>과 같은데, 매칭의 속도, 
매칭의 공정성, 영웅 리그 모드, 매칭 서비스 운영 4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매칭의 속도는 매칭이 잡히지 않거
나, 느리거나, 매칭 알고리즘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있었
다. 매칭의 공정성은 트롤 사용자(게임을 안 하는 사용자) 
매칭, 매칭 시 티어가 맞지 않는 경우, 영웅 조합이 맞지
않고 매치메이킹 점수가 안 맞는 경우가 해당 요인에 속했
다. 영웅 리그 모드 요인에서는 일반전에서 나오는 점수를
리그에 산정시키는 불완전성이나, 모드 별로 매칭이 다른
것 같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칭 서비스 운영
의 경우, 운영자가 개선 의견에 관심이 없거나 매칭 서비
스 패치 자체를 안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Figure 13> Reporting System Dissatisfaction Cause and 

Effect Diagram

5. 결  론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사용자 요
구사항과 요구사항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게임 커
뮤니티를 대상으로 1년간의 약 15만 건에 대해 사례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추출하고, 1년을 3개월씩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중요성과 긴급성을 계산하여 우
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은 설문조사나 VOC 대

신 온라인 텍스트 문건 통해 사용자 입장에서의 요구사
항을 파악함으로써 기존의 수동적인 조사의 한계점을 극
복하고, 도출된 요구사항에 따른 요인을 특성요인도로
시각화하여 문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 이는 도메인 지식이 없는 의사결정자 입장에서 많은
문건을 읽지 않고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토픽 모델링의 경우 확률에 근거한 모델링이

기 때문에 추출된 키워드들의 연관성이 다소 떨어질 가
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구자가 원 문서
내용을 참고하면서 해석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는 한국어 문법의 어려움과 현재 형태소 분석
기의 불완전성 등 자연어처리의 한계점에서 기인한 것으
로 한국어 문법이 잘 고려된 형태소 분석기 개발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고 좀 더 나은 문서 요약, 

추출 기법이 제시된다면 기업의 의사결정에 더욱 더 효
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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