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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용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Web2.0 시 를 맞이하여 개인의 블로그나 까페에 올라오는 무수히 많은 

리뷰들이 실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리뷰들이 상당

히 길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만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리뷰들 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 에 한 리뷰들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

는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사용자는 객 인 단을 내릴 

수 있고, 시간 인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사용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Web2.0 시 가 도래 하

다. 표 인 로 웹상에 자신의 블로그에 심 있는 분

야에 한 다양한 리뷰를 올리고, 이러한 리뷰들이 동일한 

심사를 가진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를 들어, 어떤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경우

에 이 상품에 한 리뷰들을 읽어 으로써 상품에 한 

객 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런 평가는 

실제로 상품구매결정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많은 리뷰들이 실질 인 필자의 의견이 들어간 문장에 비

해 상당히 길게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장문의 리뷰에서 

원하는 정보만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수많은 리

뷰들을 읽기에는 시간 인 제약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

런 제약사항들로 인해 은 수의 리뷰만 읽어보게 된다면 

정보의 객 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자동으로 리뷰의 의견들

을 모으고 요약 해주는 연구에 한 심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 블로그나 메뉴 닷컴(http:// 

www.menupan.com)과 같은 음식  웹포탈의 리뷰들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

서는 련연구에 해서 설명하고, 3장에서는 오피니언 마

이닝(opinion mining)기법을 이용한 음식  리뷰를 분석하

고 요약하는 방법에 해 설명 할 것이다. 4장 결론에서는 

기 되는 효과와 향후 연구 과제에 해 논한다.

2. 련 연구

2.1 오피니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이란 의 주제가 아니라 주제에 한 

필자의 태도에 을 맞추고 있는 마이닝 기법을 말한다

[1]. 오피니언 마이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하  단계

로 나눠볼 수 있다.

   1. Subjectivity Analysis - 주어진 텍스트가 필자의 주  

     인 견해( 정 이거나 부정 인 감정 는 의견  

     을 표 하는 것)를 드러내는지 혹은 객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한 문제를 포함한다[2].   

   2. Polarity Analysis - 주 인 견해를 포함하는 텍  

     스트에 해 그 견해가 정 인지 부정 인지 확인  

     하는 과정이다[3]. 

   3. Polarity Degree - 주 인 견해가 들어간 텍스    

     트에서 극성의 강도를 측정하는 과정이다[4]. 

2.2 Feature-based Summary

   재까지 연구된 리뷰 마이닝과 요약에 한 기법은 

부분 상품평에 한 것이었다. Liu와 Hu에 의해 연구된 

리뷰 요약 기법은 다음의 세 단계로 요약된다[5].

   1. 고객이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 상품에 한 특징을   

     찾아낸다. 

   2. 각각의 특징에 해서 정 이거나 부정 인 의    

   견을 포함하는 문장을 찾아낸다.

   3. 찾아낸 정보들을 기반으로 요약 자료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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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 내용 

   음식  련 리뷰를 분석, 요약하기 해서 크게 다음

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림 1) 음식  리뷰 분석과 요약에 한 구조도 

   우선 음식 의 이름으로 검색하여 해당 음식 에 한 

모든 리뷰들을 수집한다. 수집된  각각의 리뷰에 해서

Subjectivity Analysis를 통해 필자의 주 인 견해가 들

어간 문장만을 수집하고 립 이거나 오피니언을 포함하

지 않는 문장은 제외 한다 .

   다음으로  단계에서 수집된 문장들 에서 특징을 

포함하는 문장을 추출하여 해당 문장에 해 Polarity 

Analysis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특징에 한 

opinion word(주 인 견해를 나타내는 핵심단어)를 찾

기 해 [6]의 어에 한 opinion word 추출 기법을 한

국어에 용하 다[그림2].

        (그림2) 문장에서 오피니언을 추출하는 기법

시 문장에서는 “음식의 맛”을 특징으로 추출해내고, “훌

륭하다”를 opinion word로 추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opinion word를 정 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

기 때문에 해당 특징에 한 정  문장의 카운트를 하

나 증가시킨다.

              (그림3) 요약 자료 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계의 과정을 수집된 모든 문장

에 용한 후 최종결과에 한 요약자료를 생성한다[그림

3]. 요약자료에는 사용자가 직  확인할 수 있도록 정

이거나 부정 으로 분류된 문장들을 포함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음식 의 리뷰들을 분

석하여 요약제시 함으로써 방문 경험이 있는 필자의 평가

를 통해 사용자의 객 인 단을 도와 다. 한, 방

한 양의 리뷰들을 일일이 읽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에서 

시간 인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각각의 특징에 한 Polarity 

Analysis를 통해 정  는 부정 의 두 가지로 분류된 

결과만을 보여주지만, 세부 으로 Polarity Degree를 측정

하여 리뷰에 나타난 필자의 의견을 수화하는 것으로 확

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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