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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품평은 인터넷 쇼핑 이용자들의 최종 구매결정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쇼핑

몰에서 상품평 활성화를 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품평을 모으는 것에만 주력할 뿐 기존에 수집된 상

품평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원시 인 수 에 그치고 있다. 상품평을 좀 더 효율 으로 제공하려

면 사용자들이 상품평에서 찾게 될 평가항목들을 미리 측하여 그 항목에 따라 상품평을 분류/요약해

서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품평과 웹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각 상품별 평가

항목들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상품평 데이터의 특성상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먼  데

이터를 정제하고, 정제된 상품평 데이터를 형태소 분석하여 후보명사들을 선택한다. 선택된 후보명사

를 웹 검색엔진에 질의하여 반환된 결과 값으로 상품 카테고리와 후보명사 간 연 도를 계산하여 평

가항목을 추출한다. 실험은 5개 상품 카테고리의 170,294개 실제 상품평을 상으로 각 카테고리별 평

가항목을 추출하 다.

1. 서론

   인터넷쇼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들  반 정도인 45.4%가 최종 구매결정 시 다른 사

람이 남긴 상품평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 상

품평이 쇼핑몰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정도로 요해지면서 

매자들이 상품평을 마  수단으로 이용하여 상품평 

조작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것은 기의 

일부 소형 쇼핑몰에 국한된 문제 다. 재의 쇼핑몰은 자

체규정을 통해 입주한 매자가 상품평을 임의로 조작하

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 외의 몇몇 문제 에도 불구하

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품평이 실구매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정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상품평을 ‘구입한 상품에 한 피드백 데이터’로 정의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2]. 해당 정보에 

직  근한 횟수를 나타내는 단순 클릭수, 제품의 품질이

나 디자인, 배송서비스 등을 평 이나 별  등으로 수치화

한 폐쇄형 상품평, 직  사용해본 소감이나 평가를 텍스트 

형태로 남긴 개방형 상품평의 세 가지 형태이다. 이  단

순 클릭수나 폐쇄형 상품평은 통계  수치로서 표 하기 

좋은 장 은 있지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개방형 상품평에 비해 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구체 인 정보를 가진 개방형 상품평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언 하는 상품평도 

개방형 상품평을 의미한다.

   많은 쇼핑몰에서 상품평의 활성화를 해 상품평 작성

자에게 포인트나 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런 노력들은 모두 상품평을 더 많이 모으기 

한 노력일 뿐 존재하는 상품평들을 보다 효과 으로 제공

할 수 있는 방법에 한 노력은 많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

다. 기존 다수의 쇼핑몰들은 <그림 1>과 같이 등록된 

시간 순으로 나열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상품평을 제공하

고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힘들고 기존 구매

자들의 반 인 분 기를 악하려면 상품평 체를 다 

읽어야 하기 때문에 상품평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비효율 인 근성을 개

선하고자 <그림 2>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상품평 분류/

요약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림 2>와 같이 상품평을 요약

하여 제공하려면 먼  한 분류항목을 마련해야 한다. 

분류 항목은 각 상품별 평가항목을 사용한다. 각 상품별로 

평가해야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상품평 데이터 내에

서 평가항목을 추출하고, 추출된 평가항목을 기 으로 상

품평을 분류한다. 분류된 상품평들을 극성 별하여 백분

율 막 로 표시하고, 각 극성 막 를 을 때 실제 정 

는 부정으로 별된 상품평만 따로 보여 다면, 일일이 

상품평을 뒤 일 필요 없이 원하는 정보에 쉽게 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품평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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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존의 상품평 제공 방식

<그림 3> 평가항목 자동추출 구조  흐름도

아도 주요 심 요소별 평가 극성을 한 에 악할 수 있

고, 상품에 한 구매자들의 반 인 성향도 빠르게 알 

수 있으므로 온라인 쇼핑 시 상품평을 읽는데 소모하는 

시간을 상당부분 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제안하는 상품평 제공 방식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상품평을 요약하여 

제공하기 한 ‘상품별 특수 평가항목 추출’ 부분에 해

서 다룬다. 특수 평가 항목이란 모든 상품에 용되는 품

질, 디자인, 배송, 가격 등의 일반 인 평가항목을 제외한 

특정 상품에만 해당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 디지털 카메

라를 로 들면 손떨림, 액정(LCD), 색감, 배터리, 삼각 , 

사 등의 항목을 꼽을 수 있다.

  특수 평가 항목을 추출하기 해 우선 상품평 내에서 

명사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명사를 웹 검색엔진에 질의하

여 반환된 결과 값을 바탕으로 재 상품과의 연 도를 

계산한다. 계산된 연 도와 상품평 내 출 빈도를 기반으

로 수화하고 사용자가 설정한 임계치에 따라 평가 항목

들을 제공한다.

2 . 기 존 연구

   상품평 분류에 한 기존 연구는 부분 상품평에 해

당되는 문장을 량의 문서 내에서 찾아내거나 각 상품에 

한 극성을 별하는 것에 치 하고 있다[3,4,5]. 국내의 

연구  극성 별을 해 상품의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

이 있었으나, 상품평에서 추출된 어휘들을 고빈도순으로 

정렬하여 리자에게 추천하는 반자동방식을 채택하고 있

다[6]. 이러한 방법이 정확도 면에서 유리한 장 이 있지

만 특징 추출의 객 성이 결여되고 사용자가 일일이 확인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상품평의 집합을 하나의 문서로 본다면, 상품평에서 평

가항목을 추출하는 것은 기존의 문용어 자동 추출 연구

와 유사 이 있다. 문용어 추출에서 통계에 기반한 방법

에서는 문서 내 용어들의 출 빈도를 이용하는데, 이 때 

문서 내 빈도만을 이용하는 경우 빈도가 낮은 용어를 추

출하기 어려운 이 있고 연 도가 낮은 단어가 추출되는 

경우도 많다[7]. 언어학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빈

도와 내포 계에 기반한 문용어 추출기법[8], 사 계층

계에 기반하여 분야 간 유사도와 통계기법을 이용한 

문용어 자동 추출기법[9]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단일 

어 의 문용어를 추출하지 못하거나 기 구축된 방 한 

양의 문용어 사 이 필요한 제약이 있다.

3 . 검색엔진을 이용한 상 품  평 가 항 목  자 동  추 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평가항목 자동 추출의 체 과

정은 <그림 3>과 같이 크게 세 단계로 나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쇼핑몰에서 상품평 데이터를 수집/ 장하고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으로, 반복패턴을 제거하고 띄어쓰

기 보정을 한다. 두 번째 과정에서는 형태소 분석기를 이

용하여 후보명사를 추출한다. 평가항목이 될 수 없는 랜

드명과 모든 상품에 용되는 일반평가항목들을 후보명사

에서 제외한다. 세 번째 과정에서는 후보명사들을 웹 검색

엔진에 질의하여 카테고리와의 연 도를 계산하고 상품평 

내 출 빈도와 조합하여 최종 수를 산출한다. 본 논문에

서는 후보 명사의 단일 검색 결과와 후보명사와 카테고리

명의 복합 검색의 두 결과 값을 조합하여 연 도가 높은 

평가 항목을 추출하고자 한다.

3.1 데이터 정제

   상품평의 특성상 신문기사나 책과 다르게 문장이 단정

하지 못하다. 맞춤법, 문법, 띄어쓰기의 오류에서부터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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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명사 빈도 단일검색 복합검색 연 도 합성 수

생각 2,863 81,326,859 1,157,656 0.014 ④  0.558 

맘 1,922 11,885,152 195,255 0.016 ⑤  0.432 

감사 1,760 73,068,521 919,693 0.013 ⑥  0.303 

사양 1,153 7,330,223 717,030 0.098 ③  1.543 

발열 985 709,804 100,948 0.142 ②  1.917 

불량화소 380 1,115,299 952,762 0.854 ①  4.441 

<표 1> 후보 명사 연 도 측정(빈도 내림차순)

* rf(T) = 7,309

 질의어 시) t  = 발열, c = 노트북

  단일 검색 sf(t)  시  : [“발열”]

  복합 검색 cf(c,t) 시 : [“노트북” “발열”] (AND 연산)

요한 이모티콘이나 특수문자, 오타, 동일문장(문자)의 여러 

번 붙여넣기 등의 노이즈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특히 동일

문자 붙여넣기는 상품평 활성화를 해 상품평에 등록할 

수 있는 최소 자 수를 제한함으로써 생성되는 노이즈이

다. 동일문자가 반복 으로 나타날 경우 올바른 빈도 측정

을 방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 주어야 한다. 

   상품평에서 반복문장을 단하기 해 비교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 다. 문장 간부분에서 특정 크기의 텍스

트를 추출하여 패턴으로 설정하고 해당 패턴이 문장 내에

서 얼마나 반복되는지를 카운트하여 반복문장을 별한다. 

반복문장으로 단된 문장은 상품평 데이터에서 제외된다. 

아래 문에서는 ‘감사합니다.‘가 8회 반복되고 있으며 추

출된 패턴과 7회 매칭된다.

 문) 직원분들도친 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

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

합니다.감사합니다.

 pattern : [다.감사합니]  7회 반복됨. -> 제거

   띄어쓰기가 제 로 되어 있지 않으면 형태소 분석과정

에서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를 들어 ‘정말 마음

에들어요’라는 문장과 같이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상태

일 경우 형태소 분석기는 ‘마음에들어‘ 까지를 하나의 명

사로 태깅하여 평가항목 후보로 추출한다. 이런 오류를 막

기 해 띄어쓰기 보정이 필요하다.

   상품평 데이터에서 문장 당 공백비의 평균을 활용하여 

띄어쓰기가 제 로 되지 않은 문장을 별하 다. 상품평

의 공백비 측정 결과 평균 20.89%, 뉴스 데이터는 평균 

25.99%의 공백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격한 띄

어쓰기를 용하는 뉴스 데이터에는 못 미치지만 상품평 

데이터도 어느 정도 띄어쓰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상품평의 문장 당 평균 자수인 22 자를 기 으로 공백

비 20%선에서 공백불량문장을 별하 다. 자 수가 평

균 자수와 같거나 많을 경우 20% 고정 용하고, 못 미

치는 문장의 경우엔 기  자 수에서 1 자씩 어들 때

마다 공백비를 0.5%씩 감소시켜 용했다. 6 자 이하로 

이루어진 문장은 공백을 포함하지 않아도 비문처리 하지 

않는다. 이 게 비문으로 단된 문장은 네이버랩의 자동 

띄어쓰기[10]를 이용하여 띄어쓰기 처리하 다.

3.2 형태소 분석과 후보 명사 추출

   정제된 상품평을 형태소 분석기[11]를 통하여 형태소 

분석하 다. 형태소 분석 결과 일에서 명사만을 추출하

여 후보 명사 집합으로 분류하 으며, 상품평가항목이 될 

수 없는 의존명사와 이모티콘, 특수기호 등을 제거하고 해

당 상품 카테고리의 랜드명 역시 랜드 사 을 이용하

여 제거했다. 랜드 사 은 쇼핑몰[12]의 조건검색 항목

에서 ‘제조사’ 부분에 등록된 어휘를 자동 추출하여 생성

하 다. 그리고 카테고리에 계없이 범 하게 용되는 

일반 인 평가항목들은 실험에서 카테고리와의 연 도 계

산 결과가 낮아 평가항목으로 추출되지 못하는 문제 이 

있어 후보 추출과정에서 사 을 이용하여 모두 제거한 뒤 

추출과정이 모두 끝난 후에 일  추가한다.

3.3 웹 검색결과에 의한 연 도 계산

    과정에서 추출된 후보명사 집합에서 상품평가항목

에 합한 명사만 추출하기 해 상품카테고리명과 후보

명사 간 연 도를 계산한다. 를 들어 ‘노트북’ 카테고리

의 상품평에서 ‘생각’, ‘맘’, ‘감사’, ‘사양’, ‘발열’, ‘불량화소’

가 후보명사로 추출되었다면 이들  노트북의 평가항목

으로 합한 것은 ‘사양’, ‘발열’, ‘불량화소’이다.

    시항목을 상품평 내 빈도수로 내림차순 정렬하면 

<표 1>과 같다. ‘생각’이나 ‘감사’와 같은 카테고리 연 성

이 떨어지는 어휘가 상 에 분포하고 있어,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빈도를 이용한 방식은 평가 어휘 추

출에 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후보 명

사와 상 카테고리명이 동시에 나타나는 문서의 빈도가 

높을수록 두 단어의 연 성이 높다는 에 착안하여 연

도가 높은 평가 항목을 추출하고자 한다. 

   추출된 후보명사를 t라 하고, 카테고리명을 c라고 하

자. 카테고리 c의 리뷰에서 추출된 체 후보명사들이 가

지는 빈도값  가장 높은 빈도값을 rf(T)라고 하고, 각 

단어 t가 상품평에 나타난 빈도(review frequeny)를 rf(t)

라 하자. 웹 검색엔진에서 얻어지는 단어 t의 단일검색결

과(single word frequency)를 sf(t)라 하고 카테고리명과 

후보 명사를 AND연산으로 함께 검색한 복합검색결과

(composite word frequency)를 cf(c,t)라 하자.

   추출된 후보명사 t와 카테고리명 c를 검색엔진에 질의

하여 sf(t)와 cf(c,t)를 구한다. cf(c,t)와 sf(t)의 값이 근

할수록 두 어휘 간 연 도가 큰 것이므로 후보명사 t는 

함께 검색한 카테고리에서만 사용되는 특수 평가항목일 

확률이 높다.

   단어 t의 평가항목 합성 수는 rf(t)를 최고 빈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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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rf(T)로 나 어 정규화한 수치와, sf(t)에서 cf(c,t)가 차

지하는 비율 값인 연 도를 곱하여 계산한다.

  


×


    수식을 용하여 얻어진 합성 수를 기 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면 순 는 ‘불량화소‘, ‘발열’, ‘사양‘, ‘생각

‘, ‘맘‘, ‘감사‘가 된다(표1참조). 빈도순 정렬일 때 상 에 

있던 연 성이 은 단어들이 순 가 떨어져 연 성이 높

은 순서 로 정렬된 것을 볼 수 있다.

   실험 결과에서 수별로 정렬했을 때 상품의 랜드명

이 상 권에 다수 분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랜드명은 해당 카테고리에 가장 연 도가 높은 어휘라

고 볼 수 있으며, 이런 결과는 의 방법이 특정분야의 키

워드를 추출하는데 효과 이라는 것을 증명해 다. 그러나 

상품 평가항목으로는 치 않기 때문에 후보명사 추출

과정에서 랜드 사 을 구축하여 필터링했다. 카테고리에 

계없이 범 하게 용되는 일반 인 평가항목들 역시 

후보명사 추출과정에서 제외하고 처리한 뒤 모든 평가항

목 추출이 완료되면 일 으로 추가해 다.

4. 실험

   상품평 데이터는 재 온라인상에서 운  인 가격비

교 사이트 베스트바이어[12]에서 수집하 다. 노트북, 디지

털카메라, 스커트, 인라인, 남성용화장품의 다섯 개 카테고

리에 한 상품평을 수집하여 특수 평가항목 추출 실험을 

수행하 다. 웹 검색엔진으로는 네이버[13]의 웹문서 검색

을 사용하 다. 본 추출법에 한 실험결과는 <표 2>에 

요약하 다.

항  목 화장품 디카 노트북 인라인 스커트

상품평 수 85,989개 63,681개 19,023개 11,842개 805개

빈도 
기반기법 15.62% 13.95% 14.58% 11.76% 12.12%

연 도 
기반기법 75.00% 62.79% 52.08% 58.82% 61.61%

<표 2> 실험결과

   정확률은 시스템 처리 결과  상  50  범  내에 

정답 평가 항목이 포함된 비율로 계산하 다. 정답 평가 

항목은 다섯 개의 카테고리에 하여 한 평가 항목을 

수작업으로 선별하여 사용하 다. 범 를 상  50 로 제

한한 것은 상품에 한 평가항목을 요약하여 사용자에게 

보여  때 한 에 악할 수 있는 정 개수이기 때문이

다. <표 2>에서 기존의 빈도 기반 기법과 본 논문에서 제

안한 연 도 기반 기법의 정확률을 비교하 다. 실험 결

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이 평균 62.06%의 정확률을 

보여 단순 출 빈도 기반 기법의 평균 정확률 13.6%보다 

우월한 성능을 보 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후보 어

휘와 카테고리 어휘의 복합 검색”에 기반한 본 논문의 방

식이 웹에서 손쉽게 얻은 정보를 이용한 간단한 방법임에

도 불구하고 높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5. 결 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실제 상품평에서 상품별 평가항목을 추

출하는데 웹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

다. 상품평에서 후보어휘를 추출하고 이를 웹 검색엔진

에 검색한 후, 반환된 페이지 수를 이용하여 상품 카테고

리와 평가항목간의 연 도를 계산한다. 제안한 방법의 성

능 분석을 해 수동으로 작성된 정답과 비교하여 평균 

62.06%의 정확률을 보 으며, 기존의 단순 빈도수 기반의 

용어 추출 기법과 비교한 결과 월등히 우수한 결과를 보

여주었다.

   본 논문을 바탕으로 향후 각 평가항목에 따른 상품평 

분류와 극성 별에 한 연구를 통하여 서론에서 제안한 

상품평 분석/요약시스템을 구 할 정이다. 재 이에 

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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