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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이 크게 발전하면서 현재는 인터넷으로 쉽게 쇼핑을 할 수 있다. 이 때 물건의 구입에 큰 영향력
을 미치는 것이 바로 그 물건의 상품평이다.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상품평을 사용자가 일일이 확인하고 
판단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상품평 문장을 
일반, 긍정, 부정의 세 단계로 나누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감정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품사에 
따라 우선순위를 달리하여 자질을 추출한다. 추출된 자질을 사용하여 Paul Graham을 사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하고 기계학습을 한다. 실험은 일반과 감정(긍정, 부정)으로 분류하는 실험과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하
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 품사에 우선순위를 사용하여 만든 시스템이 기본 시스템보다 더 적은 자질
을 사용하고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감정 분류, 상품평, 문서 분류

1. 서  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평은 사용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큰 역할을 한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작성되는 상품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이 게 작성되는 수많은 상품평을 개인 사용자가 일

일이 다 읽어보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비된다. 제품을 

생산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사가 출시한 제품에 한 

소비자의 생각을 쉽게 악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상품평을 읽는 것이다. 하지만 상품평을 일일이 확인하

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좋은 

상품들을 사용자에게 추천해주기 해 신뢰도나 만족도 

등의 조사 결과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결과를 실제 상품평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도 상당 수 

존재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상품평에 한 신뢰도와 

만족도는 조사 결과가 아닌 실제 상품평의 내용에 기반

을 두어야 한다. 상품평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 인 문

장과 부정 인 문장 그리고 일반 인 문장의 크게 세 가

지의 범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세 가지 범주의 문장들이 

하나의 상품평에 나타나기 때문에 상품평 자체를 하나의 

범주에 할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서 상

품평의 문장에 해서 감정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 한

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문장에서 나타나는 용언과 체언

을 모두 자질로 선택한다. 이러한 방법은 감정 분석의 

에서 의미 없는 단어가 한 범주에서 집 으로 나

오게 되면 감정 분석에서 의미가 없는 단어임에도 불구

하고 감정을 단하는 요한 자질로 작용한다. 를 들

어 “배송이 빨라요”와 같은 문장과 “고장이 빨리나요”와 

같은 문장이 있다. “배송이 빨라요”와 같이 배송에 한 

정 인 문장의 빈도수가 높으면 ‘배송’이 정에서 

요한 자질로 사용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배송’과 ‘빠

르’가 함께 출 하 기 때문에 체 으로 정인 문장

으로 단된다. 반면에 “고장이 빨리나요”와 같이 ‘고장’
과 ‘빠르’가 함께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고장’이 문장을 

부정으로 단하는데 요한 자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는 ‘고장’과 ‘빠르’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으로 

단된다. ‘고장’과 ‘빠르’의 경우에는 ‘빠르’가 부정 인 의

미로 사용되었고, ‘배송’과 ‘빠르’의 경우에는 ‘빠르’가 

정 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어느 한 가지 형태소도 

주변의 단어들로 인해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자질 추

출 단계에서 감정을 단하는데 요한 자질인 용언과 

용언의 주변 체언들을 함께 사용한다. 한 용언이 없는 

문장의 경우에는 체언만을 사용한다. 를 들어 “배송이 

빨라요”와 같은 문장에서는 ‘배송’과 ‘빠르’를 자질로 추

출한다. 용언이 없는 문장인 “매우 친 하네요.”와 같은 

문장에서는 ‘친 ’만을 자질로 추출한다. 이 게 추출된 

자질의 가 치를 계산하여 기계학습을 한다. “어제 주문

했는데 배송도 빠르고 매우 친 하시네요”와 같은 실험 

문장에서는 앞에서 학습을 해 추출한 자질인 ‘배송’, 
‘빠르’, ‘친 ’ 만을 사용하여 실험 문장의 감정 범주를 

�-� �1�5�1� �-



단하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 감정 분류와 

련된 연구를 소개하고 3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자질 추출 방법을 사용한 시스템에 해서 소개하고 

4 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

로 결론  향후과제를 기술한다. 

2. 련연구

 상품평의 감정을 분석하는 연구는 문서를 분류하는 방

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자질

을 추출하고 선택하여 Naive Bayes, Machine Learning 
등을 이용한다. 이 때 사용되는 자질 추출 방법과, 자질 

선택 방법, 분류 방법 등에 따라서 시스템의 성능이 크

게 좌우된다.
 Topic Signature를 이용한 댓  분류 시스템에서 댓

은 띄어쓰기와 정확한 단어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질 추출 방법에서 음  

n-gram 방법을 사용한다. 자질 선택 방법에서는 Topic 
Signature를 사용하여 일정 확률 이상의 자질만을 사용

한다.[3] 악성 댓 을 단하는 자질과 상품평의 감정을 

단하는 자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 으로 상품평

의 감정 시스템에 용할 수 없다. 
 감정 자질을 이용한 한국어 문장  문서 감정 분류 연

구에서는 어단어 시소러스 정보를 이용하여 감정을 나

타내는 자질들을 사용한다. 이 때 자질의 가 치 계산은 

TF-ISF 기법을 사용한다.[4] 어단어 시소러스의 정보

를 사용하 기 때문에 상품평의 감정 분류 시스템에서는 

이 자질을 그 로 사용 할 수 없다. 를 들어 “배송이 

빨라요”와 같은 문장에서 ‘배송’과 ‘빠르’를 보고 정으

로 단하여야 하지만 어 단어 시소러스에서는 ‘배송’,
‘빠르’에 한 감정 자질을 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상품평의 감정 분석 

시스템에 용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상품평의 감정 

단에 요한 자질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추출된 

자질의 가 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3. 상품평 분석 시스템

 상품평을 분석하는 시스템의 순서도는 그림 1과 같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크게 학습 과정과 감정 

분류 과정으로 나뉜다.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다. 형태소 

분석 단계를 거친 후에 자질을 추출한다. 추출된 자질로 

테이블을 생성하여 가 치를 계산한다. 다시 형태소 분

석된 문장에서 체언과 용언을 추출하고 테이블 내에 존

재하는 자질들만을 사용하여 지지 벡터 기계 학습을 하

여 모델을 생성한다. 감정 분류 과정에서는 형태소 분석 

그림 1. 제안 시스템의 체 순서도

단계에서 자질을 추출하고 테이블 내에 존재하는 자질만

을 사용하여 문장을 분류한다. 

3.1 자질 추출

 형태소 분석 단계에서 자질을 추출하여 테이블을 생성

한다. 이 때 용언과 체언을 동시에 모두 추출하지 않는

다. 문장 내에 용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언과 

용언의 주변 체언을 추출하여 자질로 사용하고 용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장에서는 체언만을 추출하여 자질

로 사용한다. 

휴일에 주문했는데 배송이 빠르네요.
생각보다 고장이 빨리나요.
배송에 감사드립니다.

그림 2. 세탁기 상품평의 

 의 그림 2와 같은 상품평에서 용언과 체언을 동시에 

추출하게 되면 ‘휴일’, ‘주문’, ‘생각’ 등과 같이 상 으

로 ‘배송’, ‘빠르’, ‘감사’, ‘고장’에 비해서 감정을 단하

는데 요하지 않은 자질도 추출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자질 추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 문장에서 ‘배송’, ‘빠르’가 추출되고 두 번째 문

장에서는 ‘고장’, ‘빠르’가 추출되고, 세 번째 문장에서 

‘배송’, ‘감사’가 추출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자질 추

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앞의 모든 용언과 체언을 동시

에 추출하는 방법에 비해서 ‘휴일’, ‘주문’, ‘생각’ 등의 

요도가 상 으로 작아지거나 아  자질로 추출되지 않

으며, ‘배송’, ‘빠르’, ‘고장’, ‘감사’의 자질 요도가 더 

커진다. 
 그림 3의 다른 세탁기 상품평의 경우, 용언의 주변 체

언을 포함하지 않고 용언만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첫 번째 문장에서 ‘해주시’라는 용언이 추출된다. ‘해

주시’는 감정을 단하는데 요한 자질이 아니다. ‘친 ’
이 문장을 정으로 단하는데 요한 자질로 사용된

다. 이 때 본 논문에서 제시한 용언의 주변 체언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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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용하게 되면 첫 번째 문장에서 ‘친 ’, ‘해주시’의 

자질이 사용된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먼  ‘좋’이 추출

된다. ‘좋’은 감정을 단하는데 요한 자질로 사용된다. 
그러나 ‘ 렴’이라는 체언 역시 요한 자질이다. 이 문

장 역시 용언의 주변 체언을 함께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

하게 되면 ‘ 렴’, ‘좋’이 추출된다. 

배송도 친 하게 잘 해주셨고요.
배송도 친 하고 무엇보다 물건도 렴해서 

좋고요.

그림3. 세탁기 상품평의 

 와 같은 이유에서 먼  용언을 추출하고 용언의 주변 

체언을 함께 추출하여 자질로 사용한다. 아래 [표 1]은 

그림 2와 그림 3의 세탁기 상품평의 에서 용언과 체언

을 동시에 추출하는 방법의 자질 테이블이고 [표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자질 추출 방법을 사용하 을 때 

그림 2와 그림 3의 세탁기 상품평의 에서 추출되는 자

질 테이블이다. 

표 1. 용언과 체언을 모두 추출

자질 빈도수

휴일 1
주문 1
배송 4
빠르 2
생각 1
고장 1
감사 1
친 2

해주시 1
물건 1

렴 1
좋 1

표2.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

자질 빈도수

배송 2
빠르 2
고장 1
감사 1
친 1

해주시 1
렴 1

좋 1

3.2 자질 가 치 계산

 본 논문에서는 추출된 자질의 가 치를 계산하는 방법

으로 식 (1)을 사용한다.[9] 는 자질의 가 치를 나

타낸다. 과 는 각 범주에서 자질 의 빈도수를 나

타내고, 과 는 각 범주의 총 자질의 수를 나타낸다. 

자질 의 특정 범주 내에서의 빈도수 는 특정 범주의 

총 자질의 수로 정규화하여 확률 값을 계산한다.














                (1)

3.3 SVM 학습

 SVM은 이진 분류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기계 

학습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  감정( 정, 부정)과 

일반 문장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정과 부정 문

장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두 시스템 모두 이진 

분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SVM을 사용하여 모델을 생

성하고 문장의 감정을 분류한다. 
 식 (1)을 사용하여 자질의 가 치를 계산하고 테이블을 

만든다. 그리고 테이블에 있는 자질들만을 사용하여 학

습을 한다. 를 들어 그림 3의 두 번째 문장인 “배송도 

친 하고 무엇보다 물건도 렴해서 좋고요”에서 용언과 

체언을 모두 추출한다. ‘배송’, ‘친 ’, ‘무엇’, ‘물건’, ‘
렴’, ‘좋’이 추출되고 이  [표 2]의 테이블에 있는 자질 

‘배송’, ‘친 ’, ‘ 렴’, ‘좋’만을 사용하여 학습을 한다. 

4. 실험

4.1 실험 방법

 실험에 사용된 문장은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수집하 으

며 철자 오류  띄어쓰기를 수작업으로 보정하 다.[8] 
수집 된 문장은 정 2585문장과 부정 679문장 일반 

840문장의 총 4104 문장이다. 
 실험 문장에서 학습 단계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용언과 

체언을 추출한다. 추출된 용언과 체언  테이블에 존재

하는 자질만을 사용하여 SVM 모델을 용하고 분류한

다. 실험은 10-fold cross validation 방법을 사용하 으

며 성능 평가 방법으로는 정보 검색 분야에서 일반 으

로 사용되는 정확율, 재 율을 측정하고 이를 하나의 값

으로 표 하는  를 사용하 다. 정확율, 재

율,  에 한 식은 (2), (3), (4)와 같다. 

정확율 = 
제 로 단된 감정 수

시스템이 단한 감정 수   (2)

재 율 = 
제 로 단된 감정 수

정답 감정의 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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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재 율×정확율

재 율+정확율   (4)

4.2 실험 결과

 [표 3]은 용언과 체언을 동시에 모두 자질로 사용하는 

시스템(1), 용언을 추출하고 용언이 없는 경우에 체언을 

추출하는 시스템(2), 본 논문에서 제안한 용언을 추출하

고 용언이 있는 경우에 주변의 체언을 함께 추출하고 용

언이 없는 경우에는 체언을 추출하는 시스템(3)의 

  실험 결과이다.

표3 실험 결과       (단  : %)

시스템 자질의 수 일반/감정 분류 부정/긍정 분류

(1) 4343

일반 71.2 부정 83.64

감정 67.18 긍정 80.83

평균 69.19 평균 82.24

(2) 1607

일반 68.34 부정 81.95

감정 67.36 긍정 81.24

평균 67.85 평균 81.6

(3) 3359

일반 71.1 부정 84.21

감정 68.08 긍정 82.58

평균 69.59 평균 83.4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

템(3)이 용언과 체언을 동시에 모두 자질로 사용하는 시

스템의 77.34%의 자질만 사용하고 평균 으로 더 높은 

성능을 보 다. 일반과 감정을 분류하는 실험에서는 

  값이 0.4%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부정과 

정을 분류하는 실험에서는 1.16%의 차이를 보 다. 용

언을 추출하고 용언이 없는 경우에 체언을 추출하는 시

스템(2)은 용언과 체언을 동시에 모두 자질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37.02%의 자질만을 사용하고도 성능차이가 크

게 나지 않았다. 

5. 결론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자질 추출 단계에서 용언에 우선순 를 

두고 용언 주변의 체언들을 함께 포함하여 자질을 추출

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일반 으로 사용되는 용언과 

체언을 동시에 자질로 사용하는 방법보다 더 은 자질

을 사용하고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질을 추출하는데 우선순 를 두고 추출된 자질의 주변 

정보들을 포함하게 되면 더 높은 성능을 낸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실험 데이터의 양이 어서 처리 속도 

 용량에 해서는 실험을 하지 못하 지만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속도  용량의 차이가 날 것으로 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철자 오류와 띄어쓰기를 수작업으로 수정

하 지만 앞으로 철자 오류  띄어쓰기에 향을 받지 

않고 자질을 추출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자질 추출 방법을 응용하여 문

서 분류, 악성 댓  분류, 문서 요약 등에도 용 할 계

획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상품평을 분석하는데 용

언의 주변 체언만을 살펴봤는데 추가 으로 용언을 기

으로 슬라이딩 도우를 사용하는 방법을 용해보고 이

를 실험할 정이다. ㅂ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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