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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사용자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아졌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시장

의 상품과 더불어 영화와 같은 문화 생활에 관한 의견을 웹 상에 표현하기 시작했고, 현재에 들어 

그 양이 방대해 졌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들이 작성한 영화에 관한 리뷰를 모아 방대한 양에서 유

용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도출하고 요약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사용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Web2.0 의 성장과 발전

으로, 웹 상에 각종 리뷰가 크게 증가 하였다. 사용자

의 리뷰는 다른 잠재적인 사용자의 결정에 많은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

가 되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범람하는 리뷰들 가운

데 그들에게 유용한 정보만을 가려내서 수렴하는 것
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배경으로 리뷰를 마이닝하고 
요약하는 기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오피니언 마이닝

의 연구는 주로 영어에 대해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한글로 작성된 리뷰에 대한 마이닝 기술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연구는 상품

에 대한 리뷰의 마이닝과 요약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른 도메인인 영화에 대한 리
뷰를 분석해 보았다. 사용자가 어떤 영화에 대한 정
보를 얻고자 할 때, 모든 리뷰를 다 읽고 판단하기 
보다는 특정 영화에 대한 요약된 정보를 접함으로써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 장에서 오피니

언 마이닝 기법과 기존의 대표적인 연구에 대해 설명

한다.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영화 리뷰에 
대한 한국어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

고, 4 장에서 결론과 발전된 연구를 위한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며 논문을 마친다.  

 
2. 관련연구 

오피니언 마이닝이란 사용자가 웹 상에 작성한 문
서를 분석해서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추출해 내
는 작업이다.[1] 본 논문에서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영화 리뷰들을 분석하고 요약 하는데 관련 
있는 연구가 Sentiment Classification 에 관한 것과 Text 
Summarization 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서 이 연구들과 우리가 제안할 기술과의 관련성

과 더불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2.1 Sentiment Classification 기법 
Sentiment Classification 기법이란, 단어, 문장, 문서의 
의미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의미적인 
방향이란, 그 단어, 문장, 문서가 긍정적인지 부정적

인지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Hearst[2] 와 Scak [3]의 
연구에서는 전체 문서를 인지언어학에 의해서 도출된 
모델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Tong[4]은 영화에 대한 
의견을 추적해서 시간에 따른 긍정적 의견의 수와 부
정적 의견의 수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서 “연기가 
좋았다”,  “화면이 멋있었다” 등과 같은 영화에 대한 
의견을 수동적으로 특별한 사전에 추가한 후에 그것

의 긍정, 부정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논문에서는 의견을 모아서 즉시 문장과 단어의 긍
정과 부정을 판단하고 그 수를 세는 방법을 제시한다. 
초기의 sentiment classification 은 문서 단계에서만 이루

어졌고 그 방법과 분류의 범위가 점점 자세해 졌다. 
그러나 이 기법으로는 구체적인 feature(특징)을 발견

할 수 없다. 즉, 어떤 feature 에 대한 의견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문장 단계에서 표현된 
각각의 특징에 대한 의견을 추출해 내도록 한다. 
2.2 Text Summarization 기법 
Text Summarization 기법은 문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문장을 추출해서 문서를 요약하는 기법이다. 대
부분의 연구는 한 개의 문서에 대한 요약에 초점을 
맞추었다. 비슷한 정보를 담고 있는 다수의 문서를 
요약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있었지만, 이러한 연구

의 가장 큰 목적은 그 정보들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

점을 찾는 것이었다[5]. 본 논문에서 제안할 기술의 
목표는 리뷰들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리뷰에서 언급한 주요한 특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text summarization 기법과 관련이 
있지만 차이가 많이 존재한다.    
 
3.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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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한국어로 작성된 각종 리뷰

에 대한 마이닝 기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 1) 제안기법의 구조 
 

(1) 영화에 대한 리뷰를 각종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
음, 엠파스 등)와 공개된 블로그에서 가져와 리뷰 
데이터베이스에 모은다[6]. 

(2) 리뷰 데이터베이스에 모은 문장에 대해 분석을 
한다. 기본적으로 문장 구성의 필수 성분인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에 대해서 
feature(특징)와 오피니언을 추출하도록 한다. 서술

어는 문장의 주체를 설명하는 성분으로, 문장의 
기본 골격에서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에 
해당한다. 이것은 형용사, 동사로 표현되기 때문

에 문장에서 형용사나 동사가 그 문장의 오피니

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추출된 오피니언으로 문
장의 긍정/부정 방향을 예측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장에서 목적어와 보어에 존재하는 명사나 명사

구는 feature 로 추출 될 수 있다.  
이 기법에 대한 간단한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

다.  여기 영화에 대한 세 문장이 있다. 
  

“나는 이 영화가 정말 재미있었다.” 
“이 영화의 배경음악은 영화와 잘 어울렸다.” 

“주연 배우의 연기가 너무 어색했다.” 
 
리뷰들 에서 서술어는 각각 ‘재미있었다’, ‘어울렸

다’, ‘어색했다’가 된다. ‘재미있었다’와 ‘어울렸다’
는 긍정적인 형용사와 동사이기 때문에 이 문장

의 오피니언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

게 된다. 세 번째 문장에서의 서술어인 ‘어색했

다’는 부정적인 의미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문
장의 방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이 문장들에 존재 하는 명사나 명사구를 찾아 보
면 ‘영화’, ‘배경음악’, ‘배우의 연기’가 있다. 이것 
들이 각각 ‘재미있었다’, ‘어울렸다’, ‘어색했다’의 
feature 가 되는 것이다.  

(3) 영화 리뷰에 대한 오피니언을 요약한다. 특정한 
영화의 여러 리뷰를 분석한 결과를 간결하게 보
여주는 작업을 한다. 여러 가지 feature 에 대한 긍

정도/부정도를 계산하여 수, 우, 미, 양, 가로 표현

한다. 해당 feature 에 대한 긍정도가 90% 이상이

면 ‘수’, 80%이상 90%이면 ‘우’, 60%이상 80% 미
만이면 ‘미’, 40%이상 60%미만이면 ‘양’, 40% 미만

이면 ‘가’로 표현한다.  
 

 
 

(그림 2) 예시 결과 
 

4.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술은 영화에 관한 각종 리
뷰를 모아 거기에서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추출

해 내는 것이다. 한글 문장의 필수 성분 요소인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를 분석하여 각 문장에서 feature 
와 오피니언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또한 
오피니언과 feature 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긍정과 부정

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특정 영화에 대한 
리뷰를 분석한 결과를 간결하게 요약해서 보여줌으로

써 사용자가 웹 상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도

록 한다.  
향후 과제로는 한글 문장에서 관용어구로 이루어져 

서술어 만으로는 오피니언의 판단이 불가능한 문장을 
분석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와 더불어 웹 상에서 많이 
쓰이는 인터넷 용어 또는 줄임 말을 추출하여 그것의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맥적 의미를 분석할 수 있
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그 가운데 오피니

언으로써 가치 없고,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내는 

기술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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