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cause of the recent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ompanies are exposed to various

media such as blogs, social media, and YouTube. In particular, exposed news affects the company's reputation. So,

while positive news can improve corporate value, negative news can lead to financial losses for the company. In this

study, we redefine corporate reputation as social responsibility, vision and leadership, financial performance, products

and services through existing literature, and conducted an AHP survey with a total of four components to calculate

the weight of each factor. As a result of the calculation, the proportion of financial performance was the highest at

0.41, and products and services, vision and leadership, and social responsibility were the lowest. In addition, in order

to measure the reputation of a company, it is classified as a component that defines online news using the LDA

technique. In addition, through sentiment analysis, an index for each corporate reputation factor was derived, and

the reputation index was calculated by combining it with the AHP analysis result, and Spearman ranking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research results. Therefor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definition and importance of the constituent factors can contribute to the future planning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company, and also contribute to the derivation of the corporate reputation index.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a new analysis methodology that applied AHP analysis results to sentiment analysis was suggested.

Keyword：Corporate Reputation, Analytic Hierarchy Process, Sentiment Dictionary, Sentiment

Analysis, Latent Dirichle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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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블로그, SNS, 유

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 기업들이 노출되고 있다

(Barnett et al. 2006). 특히 노출된 뉴스는 기업의

평판에 영향을 준다(박상진 외, 2014). 뉴스에 의해

형성된 기업의 긍정적인 평판은 고객 이탈을 방지

하고, 고객이 지속적으로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문효진, 2017). 즉, 평

판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이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최창용, 김형재, 2015). 따라서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 평판은 기업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반대

로 부정적인 평판은 인터넷을 비롯한 SNS를 통해

순식간에 전파되어 기업의 재정적 손실과 생존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김경환, 이종욱, 2010).

즉, 평판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

한 요소이라 할 수 있다.

유선욱, 박혜영(2017)은 문헌 연구를 통해 제약

기업의 평판 구성요인을 ‘지속 가능 경영’, ‘연구 개

발의 리더십’, ‘환자 중심주의’로 정의하고, 총 29개

의 설문 문항을 제작하여 측정하였다. 김승희 외

(2013)는 기업평판을 5개 요인의 정체성 평판과 6

개의 인지평판으로 분류한 후,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측정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전문가 또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의 평판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정성적으로

측정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시 대

상자의 가치관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왜곡된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온라인 뉴스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

로 기업의 평판을 지수로 정량화하여 측정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기업평판을 이루는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평판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AHP 기법을 활용하여 구성

요인 간의 가중치를 구한다. 또 기업의 평판을 측정

하기 위해 LDA 기법으로 온라인 뉴스를 정의한 구

성요인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감성분석을 통해 각

기업평판 요인별 지수를 도출하고, AHP 분석 결과

와 결합하여 평판지수를 산출한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의 기업평판 요인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기존 연구와 온라인 뉴스 기

사 내용을 기반으로 기업평판 요인을 재정의하였

다. 또 AHP 기법으로 산출한 기업평판 구성요인

의 가중치 값을 감성분석에 적용하여, 기업의 평

판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기업평판

기업평판에 관한 연구는 1984년 미국의 포춘

(Fortune)지의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대한 설문조

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현재까지 기업평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기업평판은 기업에 있어

조직의 수익과 성장 그리고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산이라는 것이다(Fombrun and Shanley,

1990).

기업평판 측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알려져 있

는 미국의 포춘 매거진(Fortune Magazine)은 ①

혁신성 ② 경영의 질 ③ 장기투자 가치 ④ 공동체와

환경에 대한 책임 ⑤ 인재의 모집/확보 ⑥ 제품/서

비스의 품질 우수성 ⑦ 재무적 건전성 ⑧ 기업자산

의 현명한 활용 등 기업평판을 8개의 요인으로 측정

하였다(Zhu, 2000). 또한, Fombrun(1996)은 평판

을측정하기위해①감성적소구(emotional appeal),

② 제품&서비스(products & services), ③ 비전

&리더십(vision & leadership), ④ 근무 환경

(workplace environment), ⑤ 재무성과(financial

performance), ⑥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

lity)으로 평판 요인을 구성하였다. Fombrun(1996)

의 평판지수는 포춘 매거진이 해마다 실시하고 있

는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평판에 비해

더많은요소를고려하고, 조직인식에기초하고있다

(김영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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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HP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동일 계

층에 있는 두 요소를 비교하여 전문가 패널이 두 요

소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평가자의 주관

적 판단을 정량화할 수 있다(Saaty, 1980).

AHP 기법의절차는크게문제분석및평가기준

선정, 설문지 작성 및 응답 결과 수집, 쌍대 비교 행

렬 작성및 상대적 중요도추정, 응답자의논리적 일

관성 검토, 최종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산출 절차로

진행된다(김동길, 최성호, 2018). 이때 AHP 설문 참

여자들의 논리적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관성 비

율(CR : Consistency Ration)의 기준이 0.1 미만인

경우에는 응답자들의 설문 결과가 합리적 일관성을

보이며, 0.1부터 0.2 미만은용납할수있는수준이고,

0.2 이상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Saaty,

198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일관성 비율을 0.2미만

으로 설정하여 AHP분석을 진행하였다.

2.3 LDA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는 비구조적인

문서에서 주제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전체 문

서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는 텍스트 마이닝의

한 형태이다(Blei, 2012). 즉, 문서들의 집합인 말뭉

치(corpus)에서 주제를 추출하기 위한 기법이다.

따라서 문서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어도 해당 문서

가 가진 토픽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박

승정 외, 2017).

LDA 토픽모델링을 적용한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조주현, 조경원(2019)은 국내 상위 3개의 뉴스

사이트에서 청소년 문제 관련 뉴스기사를 수집하여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종혁, 길우영

(2019)은 네이버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대통령신년

기자회견 관련 뉴스기사 2,900여 건을 수집하고, 토

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의제 다양성 등을 분석하였다.

Leydesdorff and Nerghes(2017)은 확률론적 알고

리즘과 토픽모델링의 분석 결과를 각각 워드 클라우

드로 표현하여 비교하였다. Lee et al.(2017)은 관광

객의 온라인 리뷰 데이터에 LDA 토픽모델링을 적

용하여 일본 방문 관광객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

하여, 문헌 연구를 통해 도출한 평판 요인으로 기

사를 분류한다.

2.4 감성분석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은 비정형 데이터

를 자연어 처리와 텍스트 내의 긍정과 부정적인 감

성을 식별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처리를 위해 사용

된다. 즉, 주관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가

긍정 또는 부정 의견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Appel, 2015). 또 감성분석은 사회적 이

슈, 트렌드 파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 평가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김남규, 2017).

감성분석은 형태소 분석을 통해 추출된 단어들

의 긍정과 부정의 극성을 규정하여 모아 놓은 감

성사전을 구축하여, 텍스트 내의 감성사전의 단어

빈도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

한다(홍태호 외, 2017).

감성분석을 활용한주요선행연구들을 보면 다음

과 같다. 박흥식, 김주일(2019)은 공유 숙박 기업 에

어비앤비(Airbnb)에 대한 사건․사고 언론 보도 전

후로 하여, SNS에서 이용자들이 남긴 키워드를 감

성 분석하여 이용자들의 긍정 및 부정 감성을 파악

하였다. 김미선 외(2018)는 농산물 가격의 등락을

기준으로 감성사전을 구축한 다음, 농산물 관련 온

라인 뉴스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긍․부정단어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Nassirtoussi et al.(2015)은 뉴스의헤드라인을

감성분석하여외환시장에뉴스가미치는영향을분석

하였다. Nguyen et al. (2015)은 주식포럼의 게시판

글을 감성분석하고 주가지수 지표인 종가, 상한가,

하한가, 시작가데이터를결합하여주식포럼의게시판

글의 감성이 주식에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뉴스 기사에 감성

분석을 활용하여 기업의 평판요인별 감성지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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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연구를 통한 기업 평판

요인 정의

전문가 선정

데이터 수집

(네이버 뉴스기사)

쌍대비교를 통해 평판 요인별

가중치 산출

정의한 평판 요인을 기준으로

뉴스 기사 분류

각 기업 평판 요인별로 뉴스

기사 감성 지수 도출

각 기업 평판 지수 도출

[그림 1] 연구 흐름도

AHP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있으며, 주요

선행 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성준, 김학민

(2018)은 AHP 기법을 이용하여 국제 벤처 기업의

국제화에 영향을 끼치는 장애요인을 정의하고 각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과 기업

요인의 결합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선

외(2015)는 건설기업의 내부 마케팅 구성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적으

로 내부 의사소통이 강화시켜야 할 요인으로 나타

났고, 그 다음 환경 및 근무조건으로 나타났으며 교

육훈련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Mahtani and Garg(2018)은 인도 항공사의 재무성

과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되는 주요 요인을 AHP 기

법을 활용하여 중요도를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재무적 요인이 항공사의 상업적 안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중에서도 리터당 연

료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Pal

et al.(2016)은 AHP 기법을 활용하여, 인도의 제약

회사 AFR(Actimed French Remedies)가 고객에

게가장수익성있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요인에

대해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서비스 품질이고, 그 뒤로 신속하고 정확한

납품능력, 신뢰성, 마지막으로비용순으로나타났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업평판을 온라인 뉴스로 평판을 정

의하고자 하며, [그림 1]에 표현한 연구 흐름도의

절차를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3.1 기업평판 요인의 조작적 정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기업평판 요인을 도출하

여, Fombrun(1996)의 평판 정보를 기준으로 유사

성이 높은 항목은 동일 항목으로 매핑하여 <표

1>과 같이 분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뉴스기

사 내용 흐름에 적합하도록 매핑한 결과를 기반

으로, <표 2>와 같이 4가지 요인으로 통합 및 조

작적 정의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

적으로 기업평판을 사회적 책임, 비전&리더십, 재

무성과, 제품&서비스로 분류하였다. 사회적 책

임은 환경문제 등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 공익지

원, 커뮤니티에 대한 자선적 책임감, 사회법규 준

수, 경제적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적 책임

은 본 연구에서 일자리 창출 또는 채용 공고에 대

한 내용을 의미한다. 비전&리더십은 시장기획,

탁월한 리더십,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 근무환

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무환경은 일하기 좋은

장소, 훌륭한 종업원, 종업원을 공평하게 보상하

기에 대한 내용을 의미한다. 재무성과는 수익률에

대한 기록, 위험률이 낮은 부분에 투자, 성장 기

대치, 경쟁사보다 우수함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품&서비스는 제품 및 서

비스의 고품질, 혁신, 가격대비 가치에 대한 내용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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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폼브런의 평판지수

사회적 책임 비전&리더십 재무성과 근무환경 제품&서비스 감성적 소구

박정열(2018) ○

이상민 외(2017) ○

장우성(2008) ○

한은경 외(2005) ○ ○ ○ ○ ○ ○

김승희 외(2013) ○ ○ ○ ○

유재웅, 진용주(2010) ○ ○ ○ ○ ○

안완식, 허철무(2016) ○ ○ ○ ○ ○

박찬권 외(2019) ○ ○ ○ ○

김창봉, 박륜홍(2017) ○ ○ ○

김혜림 외(2017) ○ ○ ○ ○ ○

이규상 외(2020) ○

곽동현, 류기상(2014) ○ ○ ○

김중인, 박범순(2014) ○

차희원(2004) ○ ○

Dowling, G.(2000) ○ ○ ○ ○ ○

Lewis, S.(2003) ○ ○ ○ ○ ○

Brown, B.(1994) ○ ○ ○ ○ ○

Caruana, A.(1997) ○ ○ ○ ○ ○

<표 1> 기업평판 요인 매핑 결과

문헌연구

전문가선정

설문수집

일관성분석

가중치도출

기업평판구성요인도출

기업대표이사또는

경영관련전문가

AHP 설문작성및배포

회수설문지일관성검증(CR<0.2)

→ 일관성이낮은설문지는제외

구성요인가중치산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림 2] AHP 분석 절차

기업평판 요인 요인 내용

사회적
책임

∙환경문제 등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
∙공익지원
∙커뮤니티에 대한 자선적 책임감
∙사회법규 준수
∙경제적책임(일자리창출, 채용공고등)

비전&
리더십

∙시장기획
∙탁월한 리더십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
∙근무환경(일하기 좋은 장소, 휼륭한
종업원, 종업원을 공평하게 보상하기)

재무
성과

∙수익률에 대한 기록
∙위험률이 낮은 부분에 투자
∙성장 기대치
∙경쟁사보다 우수함

제품&서비스
∙고품질
∙혁신
∙가격대비 가치

<표 2> 기업평판 요인

3.2 AHP 분석

본 연구에서 AHP 분석과정은 다음 [그림 2]와 같

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업평판 구성요인에 대한

기존문헌을수집및 분석하였다. 두번째단계에서는

기업평판 구성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

대표이사 또는 경영 관련 전문가들로 패널을 구성하

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구성요인간의 쌍대비교를

실시하기 위한 AHP 설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회수된 설문지의 일관성을 검증

하여 일관성이 낮은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기업

평판구성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가중치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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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전문가 선정

앞 절에서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4가지 평판 요

인을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대표 또는

경영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

로 AHP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은 총 28명의 기업 대표 또는 경영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전문가 패널을 구

성하였다.

3.2.2 기업평판 요인의 중요도 산출

기업평판 요인에 대한 중요도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일관성의 문제가 나

타난 17부를 제외하고 11부를 분석하였다.

재무성과 요인이 0.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품&서비스 요인이 0.28, 비전&리더

십 요인이 0.24, 사회적 책임 요인 0.07 순으로 나

타났다. 이는 CEO 및 경영 관련 전문가들이 기업

평판에 있어 재무성과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평판요인 상대적 중요도 일관성(CI)

재무성과 0.41

< 0.2
제품&서비스 0.28

비전&리더십 0.24

사회적 책임 0.07

<표 3> 기업평판 구성요인 상대적 중요도

3.3 데이터 수집

3.3.1 연구대상 기업 선정

연구 대상은 ‘한국기업평판연구소(rekorea.net)’

에서 제공하는 IT서비스기업평판 순위 자료를 참

고하여 총 61개의 IT서비스기업명과 평판 순위를

수집하였다.

3.3.2 온라인 뉴스기사 수집

분석에 앞서, 각 기업의 온라인 뉴스 데이터를 수

집하기 위해 네이버(Naver)포털 사이트를 이용하

였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 뉴스는 외부 언론사에서

생산된 뉴스를 모아 놓은 뉴스 애그리게이터(News

Aggregator)이며, 온라인 뉴스 전체 구독자들 중

65%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효성, 2019).

따라서 다양한 언론사 뉴스를 보여주므로, 본 연구

의데이터수집에적합한소스라고할수있다. 수집

방법은 파이썬(Python) 내 라이브러리 “Selenium”

과 “Beautiful Soap”를 활용하여, 2017년부터 2019

년까지의 각 기업별 뉴스기사 제목과 내용을 수집

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업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순 언급만으로 게시된 뉴스이거나 간접적으로 연

관된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수집시, 기사 제목에는

반드시 기업명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 연

구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주식과 부고 관련 기사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총 1만 6천여 건의 뉴스기사 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3.4 LDA 분석

3.4.1 LDA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뉴스 기사를 정의한 4가

지 평판 구성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LDA

기법을 활용하였고, 이를 위한 분석절차는 다음

[그림 3]과 같이 총 5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수집으로, 기업별 뉴스기사를 수집

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는

의미 없는 단어 또는 불용어를 제거하고 명사만을

추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토픽의 개수를 추

정하였다. 토픽 응집성은 응집도가 가장 높게 오르

는 지점의 토픽 수가 최적의 토픽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 응집도를 확인

한 결과, 14개의 최적 토픽 수가 도출되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파이썬(Python) 내 라이브러리

“gensim”을 활용하여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추출된 토픽의 구성

키워드들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토픽명을 선정하

고, 본 연구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토픽과 그에

해당되는 뉴스기사는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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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Topic 5 Topic 6 Topic 7

재테크 주식 비전&리더십 주식 사회적 책임 재무성과 제품&서비스

word1 경제 경제 쇼핑몰 거래 분석 매출 모바일

word2 차트 계약 온라인 기관 개발 영업 서비스

word3 그래프 공시 콘텐츠 상승 기술 이익 금융

word4 상담 체결 서비스 기록 학교 분기 시장

word5 주식 규모 상품 학교 재활 사업 정보

word6 채널 정보 일본 재활 제공 실적 가맹

word7 금융 매출 글로벌 제공 예방 성장 카드

word8 대한민국 공급 플랫폼 예방 기관 순이익 은행

word9 집결 금액 제공 기관 정보 주가수익률 거래

word10 부동산 시스템 전자상거래 정보 빅데이터 기록 화폐

Topic 8 Topic 9 Topic 10 Topic 11 Topic 12 Topic 13 Topic 14

비전&리더십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제품&서비스 주식 비전&리더십 제품&서비스

word1 물류 교육 훈련 서비스 주주 사업 솔루션

word2 시장 가상현실 수사 제공 공시 클라우드 기술

word3 중국 직원 사건 고객 합병 기술 트래픽

word4 해외 행사 조사 관리 투자 서비스 네트워크

word5 항공 지원 검찰 기능 주식 시스템 정보

word6 글로벌 프로그램 소송 운영 변동 구축 기기

word7 베트남 사회 펀드 시스템 상장 솔루션 모바일

word8 사업 개발 의혹 출시 채널 개발 제품

word9 현지 코딩 법원 업무 인수 계획 유출

word10 플랫폼 파트너 법적 이벤트 거래소 분야 장비

<표 4> LDA 토픽모델링 결과

데이터수집

데이터전처리

토픽개수추정

토픽모델링분석

분석결과도출

포털사이트(네이버뉴스)

의미없는단어제거및

불용어제거등

토픽응집성을활용하여최적의

토픽수추정

파이썬genism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토픽도출

추출된토픽의구성키워드들간의

유사성을바탕으로토픽명선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림 3] LDA 토픽모델링 절차

3.4.2 LDA 분석 결과

<표 4>는 도출된 14개의 토픽과 그에 대응하는

주요 키워드를 10개까지 순위 순으로 정리한 결과

이다. 토픽명은 해당 토픽에 포함되는 단어와 뉴

스기사 내용을 고려하여 부여하였다.

Topic 1은 재테크로 ‘경제’, ‘차트’, ‘그래프’, ‘상

담’, ‘주식’, ‘채널’ 등이 추출되었다. Topic 2는 주식

으로 주요 단어로 ‘경제’, ‘계약’, ‘공시’, ‘체결’, ‘규모’

등이 언급되었다. Topic 3은 비전&리더십으로 ‘쇼

핑몰’,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상품’ 등이 나타

났다. Topic 4는 주식이었다. ‘거래’, ‘기관’, ‘상승’,

‘기록’, ‘학교’ 등이 논의되었다. Topic 5는 사회적

책임이었다. 주요 키워드로는 ‘학교’, ‘재활’, ‘제공’,

‘예방’, ‘기관’ 등이 있었다. Topic 6은 재무성과였다.

주요단어로는 ‘매출’, ‘영업’, ‘이익’, ‘분기’, ‘사업’ 등이

추출되었다. Topic 7은 제품&서비스가 추출되었

다. 추출된 단어는 ‘모바일’, ‘서비스’, ‘금융’,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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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등이 추출되었다. Topic 8은 비전&리더십이

었다. ‘물류’, ‘시장’, ‘중국’, ‘해외’, ‘항공’, ‘글로벌’ 등

의 단어가 추출되었다. Topic 9는 사회적 책임 관련

단어였다. ‘교육’, ‘직원’, ‘행사’, ‘지원’, ‘사회’ 등의 단

어가 추출되었다. Topic 10도 사회적 책임에 관한

키워드였다. 추출된 단어로 ‘수사’, ‘사건’, ‘조사’, ‘검

찰’, ‘소송’ 등이 추출되었다. Topic 11은 제품&서

비스 관련 토픽이었다. 키워드는 ‘서비스’, ‘제공’, ‘고

객’, ‘관리’, ‘출시’ 등이었다. Topic 12는 주식 관련

토픽이었다. 관련 키워드로 ‘주주’, ‘공시’, ‘변동’, ‘상

장’, ‘거래소’ 등이 추출되었다. Topic 13은 비전 &

리더십 관련 토픽으로 ‘사업’, ‘구축’, ‘개발’, ‘계획’,

‘분야’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마지막 Topic 14

는 제품&서비스 관련된 내용으로 ‘기술’, ‘기기’,

‘모바일’, ‘제품’, ‘장비’ 등이 도출되었다. 초기에 14

개의 토픽이 추출되었으나, Topic 1(재테크), Topic

2(주식), Topic 4(주식), Topic 12(주식)은 연구 취

지에 따라 제외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10개의 토픽

에 해당하는 전체 뉴스기사 수는 8,600여개였고, 기

업별 평균 뉴스기사 수는 140개였다. 따라서 최종적

으로 <표 5>와 같이 기사 수가 평균 이상인 삼성

SDS’, ‘카페24’, ‘다날’, ‘롯데정보통신’, ‘상상인’, ‘포

스코ICT’, ‘아시아나IDT’, ‘KG이니시스’, ‘가비아’,

‘신세계I&C’, ‘갤럭시아컴스’ 총 11개 기업을 추출하

였다.

기업명 기업구분

삼성SDS 대기업

카페24 중견기업

다날 중견기업

롯데정보통신 대기업

상상인 중견기업

포스코ICT 대기업

아시아나IDT 대기업

KG이니시스 중견기업

가비아 중소기업

신세계I&C 대기업

갤럭시아컴스 대기업

<표 5> 최종 분석대상 IT서비스기업

3.5 감성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 감성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그림 4]와 같이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하였

다. 첫 번째 단계는 수집한 온라인 뉴스기사에서 명

사만을 추출하여,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한 후 감성

사전을 구축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구축한 감성사

전을 활용하여 각 기업 평판요인별 뉴스기사를 긍

정과 부정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서는 최종적으로 각 기업 평판요인별 감성 지수를

도출하였다.

감성사전구축

뉴스기사분류

감성지수도출

명사를추출하여, 긍정과부정으로

분류하여구축

각기업평판요인별뉴스기사를

긍정과부정으로분류

각기업평판요인별감성지수도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림 4] 감성분석 절차

3.5.1 감성사전 구축

본 연구에서는 감성사전을 구축하기 위해 파이썬

(Python) 내 라이브러리 KoNLPy(Korean NLP

in Python)를 활용하여 수집된 온라인 뉴스기사에

서 명사만을 추출하였다. 명사 추출에 앞서, 빈번하

게 발생하는 불필요한 어휘와 의미를 파악할 수 없

는 명사와 특수 기호 등 불용어들을 제거한 후, 최

종적으로 추출된 명사를 경영관련 전문가 2인과 논

의하여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한 감성사전을 구축하

였다.

3.5.2 감성사전을 활용한 뉴스기사 분류

뉴스기사를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하기 위해, 구축

한감성사전내에있는긍정단어수를감성사전내에

있는 전체단어 수로 나누어서, 감성사전의 긍정단어

비율을 구하였고, 아래 식 (1)과 같이 계산된다.

감성사전 긍정 단어 비율 =
감성사전 긍정 단어 수

감성사전 전체 단어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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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뉴스기사 내에 있는 감성사전의 긍정단어

수를 뉴스기사 내에 있는 감성사전의 전체단어 수

로 나누어서 뉴스기사의 긍정단어 비율을 구하였

고, 아래 식 (2)와 같이 계산된다.

뉴스기사 내 감성사전
긍정 단어 비율

=
뉴스기사 내 긍정 단어 수

뉴스기사 내 전체 단어 수
(2)

따라서 뉴스기사의 긍정단어 비율이 구축한 감성 사

전의 긍정단어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뉴스기사

를 긍정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는

부정으로, 같은 경우에는 중립으로 분류하였고, 식

(3)과 같이 계산된다.

긍정 뉴스기사(뉴스기사 내 감성사전
긍정단어비율>감성사전내긍정단어비율)

뉴스
기사

=
중립 뉴스기사(뉴스기사 내 감성사전
긍정단어비율 =감성사전내긍정단어비율)

부정 뉴스기사(뉴스기사 내 감성사전
긍정단어비율<감성사전내긍정단어비율)

(3)

3.5.3 기업평판 요인별 감성 지수 도출

각뉴스기사를 긍정과부정으로 분류한후, 기업별

로 4가지평판요인에대한긍정과부정그리고중립

뉴스기사 수를 각각 산출하고 각 기업평판 요인별로

감성 지수를 도출하였다. 각 기업평판 요인별 긍정

기사수에서각기업평판요인별부정뉴스기사수를

뺀 값을 각 기업평판 요인별 전체 기사 수로 나누어

서, 뉴스기사의 지수를 -1에서 +1까지 산출하였다.

참고로 중립에 해당되는 뉴스기사의 지수는 0으로

도출되므로 산출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각 기업

평판 요인별 지수는 식 (4)와 같이 계산된다.

평판요인
지수

=

해당 평판요인 긍정 기사 수-
해당 평판요인 부정 기사 수

해당 평판요인 전체 기사 수

(4)

3.6 기업평판 지수 도출

AHP분석을 통해 도출한 가중치 값을 기업평판

요인별 감성지수에 적용하여 식 (5)와 같이 최종

적으로 기업별 평판 지수를 산출하였다.

기업평판 지수 =
∑   

∑   
(5)

∙ : 평판요인의 가중치

∙ : 평판요인

4. 연구 결과

4.1 기업평판 순위 산정

산출한 기업별 평판 지수 값을 내림차순으로 나

열하여 기업의 평판순위를 산정하였다. 한국기업평

판연구소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한 기업의 기존 평

판순위와 비교하였을 때, ‘삼성SDS’, ‘KG이니시스’,

‘가비아’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평판순위에 변동

이 있었고, 결과는 <표 6>과 같다.

한국기업평판
연구소 평판순위

본 연구
평판순위

기업명

1 1 삼성SDS

4 2 롯데정보통신

2 3 카페24

3 4 다날

7 5 아시아나IDT

11 6 갤럭시아컴스

6 7 포스코ICT

8 8 KG이니시스

9 9 가비아

5 10 상상인

10 11 신세계I&C

<표 6> 기업평판 순위 결과

4.2 스피어만 순위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업평

판을 측정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스피어만 순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피어만 순위상관분석은

서열형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또 측정에 오차가 존재하더라도 변수값들의 순위

가 달라지지만 않는다면 분석 결과는 타당한 것으

로 본다(이종환, 2008). <표 7>에는 기업의 기존

평판순위와 본 연구에서 산정한 평판순위와의 스

피어만 순위상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154 Byung Hyun Lee․Il Young Choi․Jung Jae Lee․Jae Kyeong Kim․Hyun Mo Kang

　
　

한국기업평판
연구소 평판순위

본 연구
평판순위

한국기업평판
연구소 평판순위

1.000 .718*

본 연구 평판순위 .718
*

1.000

<표 7> 스피어만 순위상관분석 결과

*p < .05 양측검정.

상관계수의 값은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약간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0.0부터 0.2미만 사이의 값은

매우 약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상관관계, 0.2부터 0.4

미만은 낮은 상관관계, 0.4부터 0.6미만은 보통 상관

관계, 0.6부터 0.8미만은 높은 상관관계, 0.8 이상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김민정 외, 2011).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 판단 기

준을 0.6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상관계

수의 값이 0.71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기업평판 구

성요인을 재정의하고, 기업 대표 및 경영 관련 전

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통해 요인간

의 중요도 및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기업

평판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재무성과 0.41,

제품&서비스 0.28, 비전&리더십 0.24, 사회적 책

임 0.07순으로 중요하였으며, 재무성과가 가장 높

고 사회적 책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재정의한 평판 요

인별로 온라인 뉴스 기사를 분류하고 감성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감성분석으로 도출한 각 요인별 지

수에 AHP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기업

의 평판을 측정하였다. 더불어 도출된 각 기업평판

지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순위와 한국기업평판

연구소 자료를 참고한 기존 평판순위의 스피어만

순위상관계수는 0.718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방법론과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업평판 구성요인에 대한 중

요도 결과는 향후 기업의 계획수립이나 발전 방향

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또 기업의 평판 지수를

도출하기 위해 AHP분석 결과를 감성분석에 적용

한 방법론을 제안하였고, 통계적으로 타당한 결과

를 확보하기 위해 스피어만 순위상관분석을 활용

하였다. 따라서 사회과학적 관점과 공학적 관점을

융합한 새로운 분석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 번

째, 전반적으로 온라인 뉴스 기사에 의해 형성된 기

업평판 부분에 초점을 두었다. 뉴스의 경우 기업 뉴

스의 경우, 기업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뉴

스 기사뿐만 아니라 뉴스 기사 댓글 또는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글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

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기업을 규모, 매출,

종업원 수 등 세분화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뉴스기사를 기업평판 구성요인으로 분류

하였다. 그러나 방대한 기사에서 토픽의 개수를 제

한함으로써 하나의 기사에 다양한 토픽이 혼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본 연구에

서는 감성사전을 이용한 어휘기반 접근 방법을 이

용하였으나 최근 감성분석에서 딥러닝을 활용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방법보다 더 좋은 성과

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

한 방법론에 딥러닝 또는 최신 기법을 적용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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