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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용자가 웹 상에 작성한 상품평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이다. 부분의 사람들이 상

품을 구입하기 에 상품평을 통해서 상품에 한 많은 정보를 얻는다. 이에 따라 량의 상품평 데이

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여 요약하는 오피니언 마이닝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많은 상품평들을 모두 읽어보지 않고 상품에 한 오피니언과 장 과 단 을 쉽

게 알 수 있도록 연  규칙 마이닝을 용하는 오피니언 마이닝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이 리 보 되기 이

부터 부분의 사람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어떤 상품이 좋은지 추천을 받아서 

구매를 결정하 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들이 상품을 구입

하기 에 상품에 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 이 

때 다른 사람의 상품에 한 의견은 아주 요하게 작용

한다. 오늘날 웹2.0의 발 과 함께 웹 상에 많은 사용자 

데이터가 축 이 되었다. 이러한 사용자 데이터들 에는 

사람들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한 의견을 작성해놓은 블

로그나 리뷰 같은 데이터가 있다. 그 결과로 블로그나 리

뷰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오피니언 마

이닝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  규칙을 이용하는 오피니언 마이닝 

방법을 제안한다. 상품평 데이터를 구문 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트랜잭션 T의 형태로 장하여 트랜잭

션 데이터로부터 연  규칙 마이닝 기법을 용하여 유용

한 정보를 추출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오피니언 마

이닝에 해 알아보고 기존 연구에 해 설명한다. 3장에

서는 제안하는 오피니언 마이닝 방법에 해서 설명하고, 

4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 후 본 논문을 

마친다.

2. 련 연구

  오피니언 마이닝은 사람들이 작성한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오피니언을 추출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법

이다. 오피니언 마이닝을 수행하기 해서는 크게 세가지 

하  단계를 필요하다. 첫째, 문장의 구문을 분석하여 

상의 특징과 오피니언을 추출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 결

과들이 간단한 문장에 해서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복잡한 문장의 문맥을 고려한 정확성 측면에서는 만족스

럽지 못하다. 이에 따라 자연언어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정

확도를 향상시키는 연구[1][2]가 시도되고 있다.

  둘째, 상의 특징에 한 오피니언의 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간단한 방법으로 PMI(Pointwise Mutual Information) 

기법을 용할 수 있다. [3]에서 PMI 지수를 계산하여 오

피니언의 극성을 별한다. [4]에서는 기계학습 기법을 이

용한다.

  셋째, 상에 한 오피니언을 나타내는 언어학  자원

을 정의하고 구축하는 것이다. 양질의 언어 자원 구축은 

오피니언 마이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어권에서는 

WordNet을 확장하여 언어 자원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존

재하 다[5]. 아직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오피니언 마이

닝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 부분

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3. 제안하는 오피니언 마이닝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오피니언 마이닝 방법은 크게 3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3.1. 처리과정

  리뷰를 모은 후에,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처리 과

정에서는 싱으로 상품평의 문장에 해 구문 분석을 하

여 트랜잭션 T의 형태로 장하는 일을 수행한다. 처리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 어진다. 우선 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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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서 상품평의 각 문장의 구문을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

된 구문 트리로부터 상품에 한 특징(feature)과 오피니

언 어휘를 뽑아내어 트랜잭션 T의 형태로 장한다. 트랜

잭션 T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T = (product,  [feature1,  opinion1],  …, [featuren, 

opinionn],  opinion1,  …, opinioni)

  product: 상품의 이름

  feature: 상품평에서 언 한 상품의 특징

  opinion: 상품에 한 오피니언

  [feature, opinion]: 특징-오피니언 집합

3.2. 연  규칙 마이닝

  상품평 속에서 상품에 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 

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언 하는 특징과 오피니언이 필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 해서 

처리 과정을 통해 생성된 트랜잭션 T로 이루어진 데이

터에 연  규칙 마이닝 기법을 용한다. 트랜잭션 T 데

이터로부터 추출하는 연  규칙을 통해서 빈발하게 언

되는 상품의 특징과 오피니언을 찾아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상품평 속에서 다음과 같

은 형태의 연  규칙을 찾아내어 유용한 정보를 추출한다.

Type 1:  product ⇒ opinion

Type 2:  product ⇒ feature

Type 3:  feature ⇒ opinion

Type 4:  product ⇒ [feature ⇒ opinion]

  Type 1 규칙은 사용자들의 상품에 한 반 인 오피

니언을 나타낸다. 이 규칙은 상품의 만족도에 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Type 2 

규칙은 상품평에서 빈발하게 언 되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고, 빈발하게 언 되는 특징은 요한 정보가 된다. 

Type 3 규칙은 상품의 각 특징에 한 오피니언을 나타

내고, 상품의 각 특징에 한 오피니언을 알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Type 4 규칙은 

Type 2 규칙과 Type 3 규칙을 조합한 규칙으로 각 특징

에 한 오피니언의 극성을 계산하는데 사용되어 그 특징

이 장 인지 단 인지 결정할 수 있다.

3.3. 오피니언 요약

  이 섹션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오피니언을 요약

하는 방법에 해 설명한다. 연  규칙 마이닝을 용하여 

발견한 네 가지 형태의 연  규칙을 이용하여 상품에 

한 반 인 오피니언과 상품의 장 과 단 을 결정하여 

요약한다. 신뢰도가 높은 Type 4의 특징의 오피니언에 

해 PMI-IR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 인지 부정 인지 

계산하여 상품의 장 과 단 을 결정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 상품평을 분석하기 하여 제안하는 방법

은 싱을 통해 상품의 특징과 오피니언을 트랜잭션 T 형

태로 장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한 장된 트랜잭션 

데이터의 분석은 연  규칙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내가

지 형태의 연  규칙을 찾고, 그 연  규칙에 해서 PMI 

기법을 사용하여 오피니언을 요약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오피니언 마이닝 방법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많은 상

품평들을 모두 읽지 않고도 상품에 한 반 인 오피니

언과 장 과 단 을 쉽게 알 수 있다.

   오피니언 마이닝을 하기 해서는 자연언어처리 기법

을 통해 문장을 분석하는 것이 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자연언어처리 기법으로는 간단한 문장에 해서는 비교  

높은 정확도로 구문을 분석할 수 있지만 복잡한 형태의 

문장은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구문 분석

을 할 수 있는 자연언어처리 기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

다. 그리고 오피니언의 극성에 따른 세기를 계산하여 각 

특징에 해 좀 더 자세하게 표 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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