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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satisfy customers,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quality elements that affect customers’ satisfaction. The Kano 
model has been widely used in identifying multi-dimensional quality attributes in this purpose. However, the model suffers from 
various shortcomings and limitations, especially those related to survey practices such as the data amount, reply attitude and 
cost. In this research, a model based on the text sentiment analysis is proposed, which aims to substitute the survey-based data 
gathering process of Kano models with sentiment analysis. In this model, from the set of opinion text, quality elements for 
the research are extracted using the morpheme analysis. The opinions’ polarity attributes are evaluated using text sentiment analysis, 
and those polarity text items are transformed into equivalent Kano survey questions. Replies for the transformed survey questions 
are generated based on the total score of the original data. Then, the question-reply set is analyzed using both the original Kano 
evaluation method and the satisfaction index method. The proposed research model has been tested using a large amount of 
data of public IT service project evaluations. The result shows that it can replace the existing practice and it promises advantages 
in terms of quality and cost of data gathering. The authors hope that the proposed model of this research may serve as a new 
quality analysis model for a wide range of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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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기업은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
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그 특성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9].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의 하나로 카노 품질모형을 들 수 있다. 카노모형에
서는 고객이 느끼는 만족의 정도가 품질 속성의 충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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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라 항상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 모
형에서는 품질을 이원론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며, 품질속
성은 매력 품질, 일원적 품질, 당연 품질, 무관심 품질 및
역품질의 5개 카테고리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4].
카노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품질속성 각각에 대한 고

객의 반응 및 만족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설문조사가 이용되었다. 다
수의 사용자에게 개개의 품질 요소에 대한 긍정과 부정
의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수집한다. 그런데 설
문조사는 실시 환경 및 응답 태도에 따른 데이터의 정확
성과 더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물리적, 문화적 환경의 제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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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설문을 위해 사용자에게 접근하는 일이 어려운 경
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터넷 상의 상품평, 각
종 의견 및 평가 등 고객의 반응을 수집한 텍스트 형태
의 데이터로부터 카노모형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
어낼 필요성이 제기된다. 만일 이러한 방식으로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품질요소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카노모형 분석에서 주로 채택하는 설

문조사 방식의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텍스트 감정분석(Text Senti-
ment Analysis)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카노
모형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질문-답변쌍의 데이터 형태
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데이터를 카노모형의
품질이원표 혹은 다른 분석 방법에 적용하여 품질요소의
속성을 분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우선, 의견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분석의 대상이 되는 품
질요소를 도출한다. 각 요소에 해당하는 의견 텍스트에
포함된 감정의 극성을 이용하여 질문-답변쌍을 생성한
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얻는 데이터와 동일한 형태로서, 
이를 카노모형 분석방법에 적용하여 품질요소를 5개 카
테고리의 하나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연구모형
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IT 서비스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얻어진 평가의견 텍스트와 그에 결부된
만족도 점수를 이용하여 공공 IT 서비스 사업의 제안 품
질요소를 분류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 1장에서는 연

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론을 기술하고, 제 2장
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카노모형과 텍스트 감정
분석의 개념, 관련 연구 현황 등에 대한 기존 연구를 분석
한다. 제 3장에서는 설문조사를 대체하는 텍스트 감정분석 
방식의 데이터 분석 모형이 제시된다. 제 4장에서는 IT 
서비스 사업 평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품질 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의 해석을 통하여 제안된 연구 방법론의 타당
성을 검토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와 향후의 연구 방향이 기술된다.

2. 기존연구 분석

2.1 카노 품질모형

기존의 품질 분석 모형은 대체적으로 품질을 일차원
적 요인으로 간주한다. 즉, 품질이 충족되면 될수록 소비
자의 만족도 상승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락한다. 그러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을 다루는 연구분야에서 이러한 품
질 요인과 만족도 사이의 선형적 프레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7, 11, 13]. 카노모형에서는 품질을 이원적으
로 해석한다. 예를 들면, 매력으로 분류되는 품질속성은
충족도가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올라가지만, 충족되지 않
아도 고객의 만족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
카노모형에서는 설문 데이터로부터 품질요소를 분류

하는 방법으로 평가이원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우선
분석 대상이 되는 품질요소를 선정한 후, 각 품질요소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의 2개 질문을 만들어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질문에 대한 개별 응답을 평가이원표에 의거
하여 5개 카테고리로 분류한 후, 가장 빈도가 높은 카테
고리를 그 품질요소의 속성으로 선정한다.
평가이원표를 사용하여 품질 특성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대안적 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다[6]. 예를 들어, 기존의
방법론에서는 각 카테고리의 빈도수가 비슷한 경우에도
최빈값을 골라 그 품질요소의 속성으로 정함으로 인하여
다수의 요인이 무관심 품질로 판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는 문제점이 있다. Walden은 품질 속성을 2개 그룹으로
나누고 해당 품질요소가 속하는 우위그룹을 선정한 다
음, 각각의 그룹 내에서 최빈값을 가진 속성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8]. 각 카테고리의 빈도수로 만족 계
수와 불만족계수를 계산한 후 Index Chart를 사용하여 품
질 속성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15, 17]. 이밖에도 해석
적 분석모형, 퍼지 모형 등의 방법이 제안되었다[20].

2.2 텍스트 감정분석

감정분석(Sentiment Analysis)은 인공지능 기법을 사용
하여 텍스트 속에 담긴 감성, 정서 등을 식별하는 방법으
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사용이 증가하면서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했다[1].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관
계망 매체에 올라오는 텍스트에 대한 감정분석은 온라인
구전으로 불리우는 인터넷 상의 텍스트를 마케팅 분야에
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3, 12].
감정분석에 대한 접근 방법은 감정 어휘를 사용하는

사전기반 접근 방식과 기계학습 기반의 방법론으로 나눌
수 있다[10]. 사전기반 방식은 텍스트의 최소 단위인 형
태소의 극성을 감정사전으로 계산하여 해당 텍스트의 감
정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학습데이터가 불필요하다는 장
점이 있으나 감정사전 구축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정확도
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어근에 접사가 붙어 의
미와 문법적 기능이 부여되는 교착어인 한국어에서는 보
편적으로 적용가능한 감정사전을 구축하기 매우 어렵다
[8]. KOSAC, Open Hangul 등의 실험적 수준의 감성 사
전이 발표되었으며 최근 보다 풍부한 감정 어휘를 포함
시킨 KNU 감성어 사전이 공개된 바 있다[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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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 기반의 감정분석은 학습의 형태에 따라 지
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으로 구분되며, 이 중 신경망과

같은 지도학습이 많이 사용된다[10]. 최근에는 신경망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 분야에 딥러닝 기법이 적용되면서
감정분석의 정확도에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6]. 그러나 적용되는 영역에서 수집된 다량의 학
습데이터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정확도
가 학습 데이터의 특성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사용 범
위가 해당 영역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적은 양의 데
이터로 학습이 가능하고, 보다 넓은 영역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감정분석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최근 구글

에서 발표한 전이학습 기반의 자연어 처리 분석 모형
(BERT)을 감정분석에 활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2]. 이를 한국어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도 발표되었다[19].

2.3 기존 분석 방식의 한계

기존의 카노모형에서는 품질 분석이 품질요소의 선정, 
품질요소별 설문 실시, 그리고 결과 분석 및 분류의 3단
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하나의 품질요소에 대해 긍정적
질문과 부정적 질문을 작성하여 함께 질문한다. 예를 들
어 품질요소가 ‘자원’이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쌍을 제시
한다.

∙긍정 질문 : 자원이 충분하면 어떠합니까?
∙부정 질문 : 자원이 부족하면 어떠합니까?

응답자는 질문쌍에 대해 5단계(like, must-be, neutral, 
live-with, dislike)로 답변하게 되고, 답변 결과를 품질이
원표에 적용하여 해당 품질요소를 5가지 품질속성 중 하
나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방식은 여러 문제
점을 지닌다. 우선, 설문 문항 수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설문 참여자의 집중도가 떨어져 성실한 답변을 얻기 어
려운 경우가 생긴다. 또한 양 극단의 답변을 선택하기 꺼
리는 경향으로 인해 왜곡된 답변 분포로 이어질 수 있다. 
설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조사가 필
요하지만 이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물
리적, 문화적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설문 대상자에 접근
하는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련 연구는 드물다. 5점 척도의 답변 체계와 일본
어 용어의 직역에 따른 의도 오해 문제 등의 문제점들이
주로 지적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설문조사 방식의
방법적 한계 및 경제적 비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지 않다.

설문조사 방식의 한계로 지적되는 정확도, 소요 비용, 
정보원에의 접근성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품평, 
의견 등 빅데이터로 축적된 정보를 카노모형 분석에 이
용하려는 연구들이 최근에 발표되었다. 감정분석과 퍼지
카노모형을 결합한 Zhang 등의 연구에서는 이미 다른 연
구에 의해 감정이 분류된 텍스트 집합을 사용한 분석을
통하여 자신들이 제시한 분석 모형의 타당성을 보이려고
했다[20]. Zhou 등은 아마존 사이트에 있는 사용자평 데
이터를 사용하여 품질요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른
분석 영역의 데이터로 학습된 기존의 감정분석 시스템으
로 텍스트 극성을 도출한 후, 해석적 카노모형을 사용하
여 품질요소를 분류하였다[21]. 이들 연구는 분석 대상
영역에 맞는 감정분석 방법에 대한 고려보다는, 이미 극
성이 분류된 텍스트를 사용하여, 감정분석을 통하여 카
노 품질분석이 수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설문조사의 대안으로서 빅데이터 기반의 텍

스트 감정분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카노
모형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는 방
법을 제시한다. 2.3절에서 살펴본 Zhang et al.[20], Zhou 
et al.[21]의 연구와는 달리 분석 대상이 되는 영역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야에 맞는 어휘사전을 직접 구축하
여 사전기반 감정분석을 수행한다. 카노모형의 품질요소
분류 방법으로는, 기존 연구와의 방법론적 비교가 가능하
도록 해석적 모형이나 퍼지모형이 아닌 전통적인 방식의
평가이원표를 사용한다. 즉, 본 연구는 감정분석의 적용
을 위한 품질요소 분류 방법을 강조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감정분석을 위한 감정사전을 구축하고 이를 사용하
여 품질요소 분류에 필요한 데이터인 질문-답변쌍을 생성
하는 방법론에 중점을 둔다.

3.1 감정분석 기반 데이터 생성 방법

본 연구의 방법론에서는, 기존 카노모형의 설문 방식
을 대체하기 위하여 텍스트 감정분석을 사용하여 의견

텍스트로부터 질문-답변쌍을 생성한다. 방법론의 전체적
인 모습은 <Figure 1>과 같다. 먼저 의견 텍스트 집합에
서 품질요소에 해당하는 형태소를 포함하는 의견을 찾는

다. 추출된 품질 의견을 긍정 혹은 부정 의견으로 분류하
고, 이로부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긍정 및 부정 의견으
로 구성된 질문-답변쌍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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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olarity Decision Table

Noun Pos. Noun Neg. V-Adj Pos. V-Adj Neg.

Noun
Pos.

Positive
(1) Neutral Strongly

Positive 
Strongly
Negative

Noun
Neg. Neutral Negative Strongly

Negative
Strongly
Positive 

V-Adj
Pos.

Strongly
Positive

Strongly
Negative Positive Neutral

V-Adj
Neg.

Strongly
Negative

Strongly
Positive Neutral Negative

<Table 2> Example of Positive/Negative Opinion

Polarity Comment Total Score

Positive ‘Relatively better resources’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원 투입.) 72.3

Negative ‘Lack of management resources’
(관리자원이 부족함.) 63.0

<Table 3> Example of a Question-Reply Pair

Pair Question Reply

1

If you have sufficient amount of resource, 
how do you feel? (자원이 충분하면 어떠합니까?) like

If you don't have sufficient amount of resource, 
how do you feel? (자원이 부족하면 어떠합니까?) neutral<Figure 1> Sentiment Analysis-based Question-Reply Formation

이를 단계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감
정 분석, 즉 긍정과 부정의 극성 판별은 사전기반 판별 방
법을 사용한다. 기계학습기반의 분석 방법이 정확도 면에
서 낫다고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습용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사전기반 방식을 선택하였다. 극성 판별에는
분석 영역에 맞는 감정사전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KNU 한국어 감정분석 사전의 기본 어휘에 분석 대상인
평가의견의 형태소 추출 및 빈도 분석의 결과로 선정된
극성 어휘를 추가하여 감정사전을 구축하였다[5]. 
다음 단계에서는 질문-답변쌍 생성을 위하여 텍스트 의

견을 감정에 따라 긍정, 부정 또는 중립 의견으로 분류한
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감정분석 기법은 사전기반으로, 
문장에 포함된 감정 어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다. 예를 들면, 긍정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1~2점의 극성점
수를, 부정 어휘에는 -1~-2점을 부여한다. 그러나 문맥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문장에 출연하는 단어의 극성만으
로 문장의 감정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접근법으로는 n-gram 접근법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Table 1>과 같이 문장의 품사 구성 조합에
따라 극성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투입자원은 우수하며, 품질요구사항 충족

도적정해보임’이라는의견은긍정적명사형단어인 ‘우수’, 
‘충족’, ‘적정’이 함께 출연한 경우로서, <Table 1>의 (1)
에 해당한다. 감정사전에서 각 어휘의 극성점수를 조회하면
2점, 1점, 및 1점이다. 위의 표에 의하면 Positive로 판정하

므로 극성점수의 산술 평균을 구하면 감정점수는 1.33이
된다. ‘투입 자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됨’의 경우는 ‘부족’
이라는 부정적 극성 단어가 1개만 포함된다. 따라서 감정
사전에 정의된 해당 어휘의 극성점수인 -1.0점이 그대로
문장의 감정점수가 된다. 이 점수의 부호에 따라 해당 의
견을 긍정 및 부정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극성이 판별된 의견 텍스트는 긍정의견 집합과

부정의견 집합을 생성한다. 각 의견 집합에서 긍정과 부
정 의견을 각각 하나씩 무작위로 추출하여 의견쌍을 구성
한다(<Table 2> 참조). 이 표에서 전체점수(Total Score)는
해당 의견이 제시된 프로젝트가 실제 평가에서 종합적으
로 받은 점수로서 제품의 만족도에 해당하며, 이 점수로
부터 해당 질문쌍에 대한 답변이 생성된다. 만약 의견을
작성한 응답자가 품질요소인 자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
을 보이면서도 전체점수는 높게 부여했다고 가정하자. 이
는 응답자가 자원이라는 품질요소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
응답자는 ‘자원이 부족하면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에 비
교적 긍정적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점수의 크기
에 따른 긍정 및 부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결정하는 방식
은 <Table 6>과 같이 전체점수를 5개의 구간으로 설정하
여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이 표의 방식에
따라 <Table 2>의 의견쌍에 대한 답변은 각각 like와 neu-
tral이 되므로, <Table 3>과 같은 질문-답변쌍이 생성된다.
이와 같이 생성된 질문-답변쌍은 설문조사의 답변과

형태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곧바로 품질이원표와 같은
카노모형의 분류체계의 입력 값으로 사용될 수 있다. 

3.2 품질요소 분석 절차

앞 절에서 설명한 감정분석 기반 데이터 생성 방법을
사용한 전체적인 품질요소 분석 절차는, 설문문항 작성
및 조사를 텍스트 감정분석을 이용한 질문-답변쌍 생성
으로 대체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카노
모형 수행 절차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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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분석의 대상이 되는 품질요소를 정한다. 전문가
의 선별에 의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도 있고, 형태소 추출
기반의 텍스트 분석이나 토픽 모델링과 같은 기법을 기
반으로 품질요소를 도출할 수도 있다. 후자의 방법은 보
다 소비자의 관심을 보다 심층적이고 광범위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형태소 추출 기반의 텍스트 분석은 <Figure 2>와 같이

수행된다. 우선 수집된 의견 텍스트를 정제 기법을 이용하
여 감정분석에 맞게 전처리한다. 이로부터 의견 데이터셋
을 구성하고 형태소를 추출한다. 각 형태소가 데이터셋에
서 나타난 빈도를 분석한 결과 출현 빈도수가 높은 명사
형태소들이 품질요소의 후보가 된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들이 검토를 거쳐 이들 후보군 중 품질요소를 선별한다. 
이와 같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실제 생각을
나타내는 의견 텍스트를 기반으로 품질요소를 추출함으로
써 유의미한 품질요소들을 비교적 쉽게 추출할 수 있다.

<Figure 2> Quality Element Extraction

다음은 의견 텍스트에서 감정분석을 이용하여 카노모
형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인 질문-답변쌍을 생성하는 단
계이다. 이는 3.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마지막 분석 단계는 기존의 카노모형과 동일한 방법으

로 수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생성된 질문-답변쌍을
품질이원표에 적용하여 각 품질요소의 속성을 매력, 일원
적, 당연, 무관심 및 역품질의 품질 속성 중의 하나로 분류
한다. <Table 3>의 데이터를 품질이원표에 적용하면, 긍정
및 부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각각 like와 neutral이므로 해
당 품질속성은 매력으로 판정된다. 예를 들어, 품질요소
‘자원(resource)’의 분류 결과에 대한 빈도표를 작성하면
<Table 4>와 같다. 카노모형에서는 빈도가 가장 높은 품질
속성을 해당 품질요소의 속성으로 정의하므로 자원은 매
력 품질로 최종 분류된다.

<Table 4> Example of Kano Evaluation Result

Quality Element A O M I R Result

resource 153 56 26 67 23 Attractive 

A(Attractive), O(One-Dimensional), M(Must-be), I(Indifferent), 
R(Reverse), Q(Questionable)

4. IT 서비스 데이터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약 39,000
여 건의 평가의견 텍스트를 사용하였다. 이들 텍스트는
1,200여 개의 공공 IT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의 제안
평가에서 한글로 작성된 평가의견과 평가결과 점수를 수
집한 후, 정제, 어간 추출, 불용어 제거 등의 텍스트 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전처리하여 생성하였다. 평가의견 데이
터는 평가 시행과 관계된 기관에서 연구용으로 입수하였
다. 보통 한 평가위원이 하나의 제안에 대하여 3~8개의
평가의견 텍스트를 작성하며 전체점수는 제안 당 하나만
부여한다. 텍스트 전처리를 위한 nltk, 한글 텍스트 분석
을 위한 Konlp,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인 Pandas, 엑셀
자료처리를 위한 openpyxl 등의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함
께 사용하였다.

4.1 형태소 분석을 통한 품질요소 선정

우선 분석의 대상이 되는 품질요소를 선정하였다. 의
견 텍스트에서 어떤 어휘의 출현 빈도가 높다는 것은 해
당 어휘가 나타내는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자연어 처리를 위해
개발․배포한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명사형 형태소 277,194개와 동사-형
용사형 형태소 26,428개를 추출한 후, 중복을 제거하고
빈도수를 고려하여 상위 200개를 선정한 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28개의 품질요소를 선정하였다
(<Table 5> 참조1)).

4.2 감정분석을 이용한 질문-답변쌍 생성

3.1절에서 설명한 감정분석 기법으로 평가 텍스트를 품
질요소 별, 극성 별로 분류한 결과 각 품질요소 별로 긍정
과 부정의 의견 데이터셋이 생성되었다. 여기서 긍정의견
과 부정의견을 각각 무작위로 추출하여 각각 긍정 및 부
정질문으로 질문쌍을 구성한 결과, 품질요소 별로 각각
2~518개의 질문쌍이 생성되었다(<Table 5> 참조). 생성된
질문쌍이 20개 미만인 3개의 요소는 이후의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1) 실제의평가의견은우리말(한국어)로작성되었으므로 추출되는
형태소및질문-답변, 그리고품질요소들은모두한글로표현된다. 
본 논문의 표 및 그림에서는 편집 방침 상 영어로 바꾼 표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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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 of Pairing Questions

Quality
Element

No.
Quality
Element

No.
Quality
Element

No.

planning 106 delivery 2 requirement 140
strategy 274 capability 33 technology 354
training 71 inspection 13 outsourcing 23

risk 73 security 173 performance 69
methodology 85 operation 249 partner 25

outcomes 25 analysis 163 reference 518
design 37 process 8 management 235

education 215 assurance 54 labor 454
quality 137 comprehension 345

maintenance 237 testing 23

이제 확정된 질문쌍에 대해 5단계의 답변을 생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에 해당하는 전체점수를 <Table 6>
의 구간에 따라 분류하여 답변으로 바꾼다. 공공 IT 서비스
영역에서 전체점수가 지니는 의미와 실제 설문에서의 답
변 행태를 고려하여, 긍정질문은 like의 빈도수가 상대적으
로 많고 dislike 빈도수는 적은 비율이 되도록, 그리고 부정
질문은 반대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앞서 생성된
질문쌍에 응답 결과가 더해진 질문-답변쌍이 생성되었다.

<Table 6> Intervals for Reply Evaluation

Reply
Functional Dysfunctional

Interval Ratio(%) Interval Ratio(%)

Like 63.7~78.7 43.8 74.7~78.7 3.0
Must-be 55.7~63.7 28.0 69.7~74.7 6.4
neutral 49.7~55.7 16.5 63.7~69.7 15.7

Live-with 43.7~49.7 9.1 53.2~63.7 29.7
Dis-like 22.4~43.7 2.6 22.4~53.7 45.3

4.3 분석 및 품질요소 분류

생성된 질문-답변쌍을 카노모형의 품질이원표에 적용
하여 응답 카테고리 별 빈도를 정리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25개의 품질요소 중 4개가 당연 품질로, 6개가 매력
품질로, 그리고 나머지는 무관심 품질로 분류되었다.
품질이원표에 의해 응답 카테고리 별 최빈값을 해당 품

질요소의 속성으로 분류하는 기존 방법은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한계점을 지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
안된 고객만족계수 방법은 만족도를 정량적인 값으로 표
현한다[17]. 고객만족계수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된다. 만
족계수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의 수치값이고 불만족계수는
-1~0까지이다. <Table 7>의 응답 데이터로 고객만족계수를 
산출하여 그래프 상에 표현한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Table 7> Result of Kano Analysis

Quality Element CL A R I M O Q

planning M 22 4 18 32 27 3
strategy M 51 9 64 79 62 9
training I 16 2 26 13 12 2

risk M 19 3 17 20 13 1
methodology M 24 2 20 25 14 0

outcomes I 6 0 12 4 3 0
design I 8 3 10 7 8 1

education I 60 7 66 44 36 2
quality I 31 6 42 31 23 4

maintenance I 55 3 66 61 46 6
capability A 14 1 8 8 2 0
security I 51 5 53 29 31 4

operation A 67 5 55 60 55 7
analysis A 43 7 43 32 35 3

assurance A 22 2 14 6 10 0
comprehension I 64 8 114 81 74 4

testing A 12 0 5 3 2 1
requirement A 43 2 39 23 33 0
technology I 87 10 98 75 78 6
outsourcing I 7 0 10 5 1 0
performance I 11 2 22 15 17 2

partner A 9 0 7 2 7 0
reference A 145 5 113 116 127 12

management I 56 10 70 53 44 2
labor I 84 21 134 112 91 12

<Figure 3> Classification Using CS-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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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분석결과 논의

<Table 7>의 품질요소 속성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기
획, 전략, 위험(대응), 방법론이 당연 품질로 분류되었다. 
이로부터 평가위원들이 IT 서비스 사업의 수행 방향을
제안하는데 있어서 기획과 전략, 그리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방법론을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응당 갖추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량, 테스트, 운영, 분석, 보증, 요구사항, 사업경험 등의
품질요인은 매력 품질로 분류되었다. 이들은 사업수행
이력 및 경험과 관련된 요소들이다. 또한 사후 보증과 관
련된 품질요소들을 매우 중요시함을 의미한다. <Figure 
4>의 만족-불만족계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시험과
보증의 두 요소가 아주 뚜렷하게 매력품질로 평가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IT 서비스 시스템

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 상당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IT 
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형 IT업체가 정책적으로 배제된 결
과, 테스트, 보증과 같은 품질과 사후품질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고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들
을 매력 품질로 분류한다. 이는 제시된 연구모형이 현실
을 잘 반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설문조사를 대체하
여 텍스트 감정분석에 의해 질문-답변쌍을 생성하는 모
형이 의미가 있음을 뜻한다.
무관심 품질로 분류된 훈련, 산출물, 교육 등의 품질요

소들은 공공 IT 서비스 사업에 있어서의 관리 측면의 품
질요소이다. 평가위원은 이들 품질요소에 대해 큰 차별
성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가 비슷한 수준의 서
비스 제공을 제시하는 현실에서 평가자가 굳이 평가의견
으로 긍정 혹은 부정적 의견을 피력할 필요성을 크게 느
끼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25개의 품질요소 중 일원적 품질

로 분류된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점은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관심이 없거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굳이 평가의견으로 기술하지 않는 평가과
정의 일반적인 특성과,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질문으로
제시된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하는 설문방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안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품질 분석 기법 중
품질을 이원적으로 해석하는 카노모형이 널리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방식의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텍스트 감정분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카노모형 분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질문-답변
쌍의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모형
의 검증을 위하여 공공 IT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 제안
평가에서 작성된 39,000여 건의 평가의견 텍스트로부터
질문-답변쌍을 생성한 후, 이를 카노모형의 품질이원표
에 적용하여 25개의 품질요소를 속성 별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설문조사를 대체한 텍스트 감정분석에 의한 질
문-답변쌍 생성 모형이 현실을 잘 반영한 결과를 보여주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후 연구모형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우선 빅데이터 분

석의 다양한 분류기법을 이용하여 전문가의 개입 없이 자
동으로 품질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전기반의 감정분석 기법을 사용하
였는데, BERT와 같이 자연어 처리를 위한 전이학습 기반
의 기계학습 프레임이 등장한 이후 한국어 감정 분석에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본 연
구도 한국어 BERT를 이용하여 감정분석의 정확도를 향
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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