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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온라인 거래규모 증가 및 온라인 소비행태 변화

A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거래 현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s

P

● 2021년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6조 215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0% 늘었으며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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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치로 집계되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여 온라인 쇼핑 거래

AI 활용 온라인
가격정보 정제 방안

액의 72.4%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
●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중심의 일상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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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포함) 방식 구매 증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세부 품목 구성비를
살펴보면, 밀키트, 건강기능식, 배달음식 등을 포함한 음·식료품 및 음식서비스 구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방식 소비행태로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구독경제 등 새로운 방식의 소비 채널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 한편 온라인 채널에서 수집 가능한 가격 빅데이터는 기존 조사방식으로 입수하는 자료
에 비해 대용량, 비정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품목, 단위정
보 등을 체계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정제 과정이 필요하다.

IT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온라인 거래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비대면 중심으로

[그림 1] 온라인쇼핑 동향 주요결과(’21.9월 기준)
< 온라인 쇼핑 거래액 규모 및 증감률 >

< 온라인/모바일 쇼핑 거래액 동향 >

급격하게 재편되면서 온라인 쇼핑은 우리 일상에서 더욱 보편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통계청에서는 ‘웹 스크랩핑(web scraping)’ 기술을 활용하여 매일 약 250만 건 이상의 온라인
가격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온라인 가격정보는 수집량의 대규모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의 특성이 있어 자료수집 및 정제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방법론적 해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연어
처리(NLP)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AI 활용 온라인 가격
정보 정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통계청, 2021.11.3. 「2021년 9월 온라인 쇼핑동향」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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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I 활용 온라인 가격정보 정제 개요

● 온라인 가격정보 정제 과정은 ① 학습을 위한 데이터 입력 → ② 학습용·검증용 데이터
분리 → ③ 텍스트 전처리 → ④ 품목분류 모델 학습 → ⑤ 모델 성능 검증 → ⑥ 정제 데이

“품목분류를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자연어처리(NLP) 기법 도입”

터 생성 단계로 도식화 할 수 있다(그림 3).

● 가격정보 정제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검토에 앞서 “자연어처리”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볼

[그림 3] 데이터 정제 흐름

필요가 있다. 자연어(natural language)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는데,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는 컴퓨터가 자연어

데이터 입력
●

처리 데이터 입력

●

상품명 - 품목명
매칭 데이터

●

정답 데이터 “Y”인
데이터 추출

를 이해하거나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 분야이다.
● 자연어 텍스트 형식으로 된 온라인 가격정보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학생 검증 데이터 분리
●

학습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
구분

텍스트 전처리
●

텍스트 토큰화

●

서브워드 토크
나이저 사용

●

텍스트 인덱싱

개별 품목 분류 모델 학습
●

●

인공지능 기법을 평가해 보면, 특히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품목분류를 수행하는 작업에서
●

유용성이 높게 나타난다(그림 2).

전체 데이터에서
개별 품목만을
추출할 수 있는
개별 추출 모델
학습

개별 모델 성능 검증

정제 데이터생성

●

검증용 데이터를
이용해 각 품목별
모델의 성능 검증

●

전체 데이터에
개별 품목 모델을
순차적으로 적용

●

성능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모델 수정 및
데이터 오류 파악

●

각 개별 품목에
품목명 매칭한
라벨 데이터 생성

●

품목 매칭되지 않은
데이터는 “N”라벨

Binary
Classification
모델(0, 1만 분류)
BERT 모델 사용

자료: (주)에스에프, 2020 「AI활용 온라인가격 수집·정제방법에 대한 연구」

● 이상치 식별, 묶음상품 식별, 단위정보 추출 작업 등은 사전정의된 규칙 및 조건 설정을
통해 가능하지만, 대용량 가격자료의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특성에 적합한 언어
모델1)을 선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 데이터 입력 과정에 필요한 학습데이터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수집한 원자료에 정답여부를
Y와 N으로 라벨링(labeling)한 자료를 말한다(표 1).

[그림 2] 데이터 처리 작업별 AI 적용 평가
작업

세부작업

형태소 분석 검출/추출 방법

AI 적용 시 방법

품목ID

품목명

상품명

정답여부

판매가격

-

A010101

식용유

해표 콩기름 500ml X15병

Y

23800

A010101

식용유

콩간장(삼양 14L)/애간장/간장새우/불간장

N

27970

이상치 식별

가격 등

확률분포 이용 및
규칙/조건 설정

중복상품 제거

상품명, 가격
등 각종 정보

-

-

묶음상품 식별

상품명

규칙/조건 설정

-

신구상품 자동매칭

상품명, 가격
등 각종 정보

-

-

단위 정보 추출

상품명

규칙 및 조건 설정

-

상품명

-

CNN, RNN(LSTM) 등
언어모델

검출

정보추출

대상

[표 1] 학습데이터 예시: 식용유

품목분류

● 텍스트 전처리 과정으로서 텍스트를 토큰2) 형태로 자른 후, 토큰 각각에 ID를 배정하는 인
덱싱 과정을 거치는데, ‘서브 워드 토크나이저’ 3) 방법을 이용하면 텍스트를 의미를 가진 형
태소 단위로 자르지 않고 전체 학습 텍스트에서 많이 사용되는 글자쌍으로 나누게 된다.
● 품목분류 모델 학습 과정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자료: (주)에스에프, 2020 「AI활용 온라인가격 수집·정제방법에 대한 연구」

1) 언어 모델(Language Model, LM)이란 언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글자, 형태소, 단어, 단어열(문장), 문단 등)에 확률값을 부여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음 구성 요소를 예측하거나 생성하는 모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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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큰(token)이란 자연어처리 시스템의 입력 단위를 말한다.
3) 서브워드

토크나이저(subword tokenizer)는 하나의 단어를 여러 서브워드로 분리해서 단어를 인코딩 또는 임베딩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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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AI 활용 온라인 가격정보 품목분류 모델

● 2020년 ”AI 활용 온라인가격 수집·정제방법에 대한 연구“에서 검토하였던 LSTM,
CNN 모델은 학습 데이터에 사용한 모든 문장들을 형태소로 나눠 토큰화한 후 모든 토큰

“품목분류 모델 학습을 위해 최근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각광받는 BERT 모델 사용”

에 대해 ID를 배정하고, Vocab 파일을 별도로 저장해 불러오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는

●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에서 실무 적용을 검토한 인공지능 활용 자연어처리 기법으로는

불편함이 있었다.

합성곱 신경망(CNN),4) 순환 신경망(RNN)5) 모델을 발전시킨 LSTM,6) 그리고 현재 가장
7)

● 각 토큰을 여러 차원을 가지는 벡터 형태로 저장하고 유사한 의미의 토큰들은 유사한

성공적인 단어 임베딩 모델로 평가받는 언어 모델로 알려진 BERT(Bidirectional

벡터로 변화되도록 해 주는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문장에서 토큰의 위치와 주변 토큰

Encoder Representation from Transfomers) 등이 있다.

들에 따라 토큰 값이 변하도록 학습되는 Contextual Embedding 방법을 기반으로 하

● BERT 모델은 자연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언어 모델로서, 이전의
단어 임베딩 기술과 다르게 같은 단어라도 사용된 문장의 문맥이나 주변 단어를 고려해

는 BERT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이전 다른 언어 모델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구현하게
되었다.

다른 임베딩 값을 갖도록 훈련하는 방식이다(그림 4).
[그림 4] BERT를 이용하여 자연어처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예

[표 2] 자연어처리 기법 비교
LSTM

CNN

BERT

① Input Data의 순서를 고려할 수

① 각 문장 성분(단어 등)의 등장

① 단어 기반의 임베딩보다 더

있는 모델로, 자연어 처리에서
단어 순서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장점
②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해
Input Data의 크기가 클 때에도

정보를 학습에 반영할 수 있음

높은 정확도를 보여줌

② Input Data의 크기를 줄이는

②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로서

과정을 거치며 학습 속도가

문장 임베딩을 학습하지 않아도

다른 모델에 비해 빠름

무방함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음

주: 1) Tok: 각 문장을 unit 단위로 자른 토큰
2) [CLS]: BERT 모델에서 문장을 입력할 때 문장의 가장 앞에 추가하는 토큰
3) E: 임베딩 값
4) T: 인코딩 과정을 거친 후의 토큰 값
5) C: 인코딩 과정을 거친 후 [친] 토큰 값, 최종적으로 이 값을 이용해 문장을 분류함
자료: 휴먼싸이언스, 2019 「자연어처리 바이블」

Word Embedding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One Hot Encoding,
Word2Vec, FastText 등 다양한
단점

모델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단어
기반 임베딩 기술이기 때문에

4)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은 컴퓨터 비전 및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그리고 자연어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특히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
5)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s, RNN)은 노드 간 연결이 시간 순서에 따라 방향 그래프를 형성하는 인공 신경망이다.
6) LSTM(Long Short-Term Memory)은 모델 훈련 과정에서 이전 입력의 은닉층을 고려하는 RNN을 발전시킨 모델이다. LSTM 모델은
RNN의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 단어 임베딩은 넓은 의미에서 문자를 숫자들의 배열인 벡터로 변환하는 방법들을 의미하며, 종종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단어
벡터를 가리키는 용어로 혼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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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을 고려하지 못함

① R N N 기 반 의 모 델 에 비 해
자연어 처리 성능이 낮음
②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는 임베딩

① 단어 기반 임베딩 보다 훨씬
복잡한 연산을 거치기 때문에
모델이 무겁고 속도가 느림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② 하 드 웨 어 요 구 사 항 이 높 고 ,

LSTM과 마찬가지로 문맥을

다른 모델에 비해 결과에 대한

고려하지 못함

해석이 어려움

65

Statistics prism

통계
프리즘

Ⅳ. 온라인 거래 상품의 단위정보 추출

Ⅴ. 온라인 가격정보 정제 시스템을 이용한 품목분류 및 정보추출

“규칙 기반 단위정보 추출 알고리즘 설계”

“1만 건의 가격정보를 1분 내에 99.3% 확률로 품목분류 완료”

● 온라인에서는 품목별로 단일 개수가 아닌 묶음상품, 결합상품 등을 다수 판매하고 있어서

●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에서는 데이터 정제 및 품목분류 학습 과정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수집된 가격정보에서 수량 및 단위정보를 분리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물가통계를

을 사용한 「온라인 가격정보 정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작성하려면 수량에 관한 세부규격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 작업은 가격자료 활용을 위해

공업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그림 6과 같은 프로세스로 정제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 온라인에서 수집한 약 10만 건의 마스크 가격자료를 온라인 가격정보 정제 시스템에 업

● 생수 단위정보 추출을 예시로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집한 텍스트 형식의 생수

로드한 후 99.3%의 확률로 품목분류 및 단위정보 추출 처리결과를 얻는 데 걸린 시간은

자료에서 ‘리터(L), 밀리리터(ml), 개, 병, 팩, 페트” 등 다수의 단위정보 추출 규칙을

각각 584초, 33초에 불과하다. 즉, 1만 건의 데이터에 대해 1분 안에 품목과 단위정보를

알고리즘으로 작성한 후, 수집단위 앞의 숫자 정보를 함께 추출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다.

(그림 5).
[그림 5] 상품 단위정보 추출 예시

[그림 6] 온라인 가격정보 정제 시스템 자료처리 예시: 마스크 품목
< 1단계: 온라인 가격정보 텍스트 자료 입력 >

< 2단계: 정제 시스템 처리 완료 확인 >

< 3단계: 품목분류 및 정보추출 결과 확인 >

< 4단계: 결과 파일 다운로드 >

자료: (주)에스에프, 2020 「AI활용 온라인가격 수집·정제방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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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온라인 가격정보 활용 방안
● 향후 온라인 가격정보 활용성을 제고하려면 우선 자료 수집·정제 단계에서의 데이터 분
류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aT 등 타 기관에서도 제공하는 일
부 공산품, 농산물 등의 자료수집은 재검토하고, 새로운 온라인 소비행태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소비품목 분류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온라인 가격정보를 물가통계 작성의 자료원천 대체방안으로 활용하는 것 이외에도
추가적 활용전략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온라
인 판매상품의 속성정보 및 판매단위 등의 변화를 파악하거나 상품의 라이프사이클(출시

A I

활 용

온 라 인

가 격 정 보

정

제

방

안

및 판매중단) 분석 등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다.
● AI를 활용한 온라인 가격정보 정제 방안을 발전시켜 가격 빅데이터 기초자료의 가치를
제고한다면, 최근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소비행태를 시의성 있고
흥미롭게 보여 줄 수 있는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적 통계생산 및 활발한 연구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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