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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함께 최근 많은 양의 정보가 인터넷에 쏟아지고 있다. 이들 정보는 다른 사람
의 생각을 알고 싶어하는 정보 수집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재 존재하는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들은 모든 의견들을 동일한 향력을 지닌 것으로 
취 한다. 하지만 실에서는 모든 의견이 동일한 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런 문제  해결을 
해서 우리는 새로운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제안한다.

1. 서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는 이제껏 요하

게 생각되어져 왔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이러한 내용을 웹

상에서 추출하는 것에 한 필요로 연구 되었다. 자원들은 

기본 으로 고정된 템 릿을 따르는 웹페이지나 DB에서 

얻는다. 단히 가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

에 이것은 매우 요한 일이다. 재 Web 2.0환경에서는 

UCC나 블로그 등의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에서 특히 유용하다.

  기존의 오피니언 마이닝은 평가되는 문서가 정 혹은 

부정 인지 혹은 객체에 한 호불호나 체 인 분 기를  

구분하기 만 한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보면 모두의 의견이 

같은 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 기 때문에 모두 

일 으로 같은 가치를 주는 것은 실을 반 하지 못하

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토론의 집단에서는 언제나 오피

니언 리더가 존재하고 그들의 의견이 체 오피니언 홀더

들의 의견에 향을 주거나 방향을 좌우 한다. 그 기 때

문에 리더의 의견에는 일반 의견에 비해 더욱 큰 가 치를 

둬야한다. 그 게 하기 한 방법  고찰을 본 논문에서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기존의 오피니언 마이

닝에서 리더에 속하는 오피니언 홀더들에게 가 치를 부

여 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해 논의 한다. 

한 그 게 함으로써 좀 더 가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결과물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오피니언 마

이닝 기법과 기존의 표 인 연구에 해 설명을 한다. 3

장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리더 가 치를 활용하여 문

서를 평가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4장에서는 결론과 발 된 

연구를 한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여 논문을 마친다. 

2. 련연구

2.1 페이지뷰 와 웹사이트 자원

   페이지뷰 [1] 는 해당 사이트에 한 가치 평가의 척도

로 사용되고 있으며 페이지 뷰 수가 많다는 것은 심 사

이트거나 인터넷에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페이지 뷰는 개인 블로그 형식을 주로 격히 증가

하는 추세다. 페이지뷰는 히트, 방문수, 순방문자로 구분되

며 서버나 웹페이지에 심어 둔 코드가 로그에 기록한다.

<그림 1> 페이지 뷰에 따른 웹사이트 순

   그림 1은 페이지뷰에 따른  세계 웹사이트들의 순

의 일부분이다. 페이지뷰가 높은 웹사이트들은 실에서도 

향력이 큰 사이트들로 평가 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이들 페이지뷰는 e-비즈니스나 고 마  등 여러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는  수치다. 한 웹사이트는 오피

니언 마이닝의 요 자원으로 JG Conrad, F Schilder는 웹

사이트 자원  하나인 합법 인 블로그를 찾아내는 방법

을 기술 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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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오피니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은 마이닝 기술을 활용해서 웹상에서 

사용자의 의견 정보를 추출하는 것으로 자연언어처리 기

술과 동계학  근방법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기

법이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웹상에서 사용자 의견을 추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거나 이용 할 수 

있다. 오피니언 마이닝에는 재 여러 연구 과제와 분야가 

존재한다. 우선 상의 특징에 한 정 는 부정을 

별(Sentiment Classification), 상의 특징에 한 문서 요

약이나 의견 추출(Feature-Based Opinion Mining and 

Summarization), 문장 비교와 계 마이닝(Comparative 

Sentence and Relation Mining), 의견 탐색(Opinion 

Search), 유해 의견 제거(Opinion Spam), 상에 한 사

용자의 의견을 나타내는 언어학  자원을 정의 하고 구축 

하는 작업이다. (ex : WordNet [3][4], HAM)

   본 논문에서는 오피니언 마이닝의 한분야인 SC(Sentiment 

Classification) 기법을 사용한다. SC 기법은 평가할 텍스트

의 집합을 D라 할 때 Sentiment classifier는 각각의 문서 d∊
D를 정 혹은 부정 두 개로 분류를 하게 된다. 를 들어 

“○○는 나쁘다”라고 한다면 ○○에 해 부정  의견이 

수집되고 차후에 수집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해당 객체에 

해 정 는 부정의 단을 내리게 된다.

<그림 2 > SC(Sentiment Classifier)기법 용 

   Tb(Topic-based text) 구분에서는 주제 련 단어들은 

매우 요 하지만 SC 기법에서는 요하게 취  하지 않

는다. 존 하는 연구는 문서 단계에서 주로 이 지고 있

지만 문장 단계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문서 단계에서는 

구체 인 특징을 발견할 수 없지만 문장 단계에서는 각각

의 특징에 한 의견을 추출 할 수 있다. 문장 단계 SC기법으

로, SM Kim 과 E Hovy는 주어진 주제에 해 어떤 의

견이 있으며 각각의 의견의 Sentiment를 정의하는 방법을 

기술 했다. [5] POS(Part-of-speech tagging)기법을 사용

하며 이것을 통해 부사나 형용사를 포함하는 단어를 추출

하게 되며 이것으로 의견을 구분한다. 그 밖에도 B Pang, 

L Lee이 오피니언 마이닝에서 Sentiment를 찾아내는 방법

을 기술 했다. [6] 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이나 “집

단”을 오피니언 홀더라 부른다. 이들의 의견은 오피니언 

마이닝에서 매우 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래서 SM Kim 

과 E Hovy는 온라인 뉴스 미디어에서 오피니언, 오피니

언 홀더, 그리고 표 된 주제를 추출하는 방법도 기술 했

다. [7]

3. 제안내용  

   기존에 오피니언 마이닝에서 SC기법을 활용 하 을 때 

나오는 수치에 한 가 치가 재 모두 1로 동일하다고 

하면 각각에 오피니언 홀더들에게 가 치를 용하 을 때

는 오피니언 마이닝의 결과물을 기존 보다 실을 더욱 반

한 수치로 변형된다. 본 논문에서는 오피니언 홀더들에 

한 새로운 가 치를 리더 가 치(Leader weights)라 하고 

Lw라 기술한다.

 

<그림 3 > 오피니언 홀더의 구조

   그림 3은 모든 오피니언 홀더들의 집단 에 특별히 

향력을 발휘하는 오피니언 홀더들이 존재하는 것을 표  

했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는 그러한 의견이 더욱 큰 향

력을 발휘하여 체의 의견에 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향력을 발휘하는 자들을 리더(Leader)라 할 때 이들에 

한 향력 까지 고려가 되어야 실에 가까운 오피니언 마

이닝이 가능하다. 그 기 때문에 이들에 한 향력을 어

떻게 용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재 사이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페이지 뷰를 용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페이지뷰를 통해 Lw를 가 치를 결정한다. 

다음 그림 4는 페이지 뷰를 용하는 Lw수식이다. O는 오

피니언 마이닝의 결과물의 집합이며 TPV는 Total 

PageView로 각각의 페이지 뷰의 체 값이다.

<그림 4> Lw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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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나온 오피니언 마이닝의 결과물 값에 각각의 페

이지뷰 수 값을 체 페이지뷰 수로 나  값을  곱셈 연산

을 하게 된다. 이 게 하면 기존의 결과 값들은 다시 한 

번 재정리 되게 되고 오피니언 홀더가 가지는 리더 향력

에 의해 수치가 변경되게 된다. 각자가 가지는 페이지뷰수

가 은 것들에 해서는 그것이 체 향에 미치는 힘이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각각의 오

피니언 홀더들이 어느 정도의 페이지뷰 수나 그에 상응하

는 수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가능하다. 리더가 존

재하지 않는 오피니언 홀더들 사이에서는 용하기 힘들다

는 단 이 있다.

   Lw가 용된 값은 실제로는 어떻게 향을 받고 있는 

지를 보여주기 한 값이기 때문에 원래의 데이터에 한 

유지도 필수이다. 

<그림 5> Lw 용 데이터 시

user1 user2 user3 user4 user5 user6 user7

Original

After Transform

<그림 6> 오피니언 비  수치 그래

 

   그림 5는 Car에 한 유 들의 의견을 추출한 것으로 

시 했다. 한 실제로 Lw가 용 되었을 때 어떻게 수

치들이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유 라 표 된 오피

니언 홀더들의 반응을 Lw를 용시켜 각자의 향력에 맞

게 수치가 변환되어 있다. User1부터 User7까지 나와 있

는 그림4의 시 데이터는 Lw를 용하기 에 Car에 

한 Negative 는 Positive 수치가 Lw 용 후에는 크게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에서는 그림5를 기반으로 Lw가 용되면 향력

이 용되어 체 의견에 어느 만큼의 비 을 가지게 되는

지에 한 그래 이다. 첫 번째 항목이 원본 데이터 이며 

두 번째가 Lw 용 데이터이다. 페이지뷰를 기반으로 

향력을 평가 하기 때문에 은 수치의 페이지뷰를 가졌던 

User2, User4 그리고 User7 의 경우에는 비 이 격히 

어들었다. 그리고 많은 수의 페이지뷰를 지녔던 User3는 

체 의견에 향을 미치는 비 이 크게 상승 했다. Lw가 

용된 데이터 결과물은 인터넷 상에서 의견 흐름이 실제

로 어떻게 이 질 것인지에 해 측을 하는데 도움이 된

다.

4.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오피니언 마이닝에서 산출하는 정보가 

좀 더 유용하며 실을 반 할 수 있는 Lw 수식을 제안

하 다. 이는 기존의 방법이 보여  수 없는 향력에 

한 고려를 통해 제안된 것으로 원래의 데이터 값 자체가 

쓸모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Lw가 용된 후에 나타

나는 수치는 체 으로 의견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를 악 하 는 것에는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차후

에는 논 을 흐리는 오피니언 홀더들에 한 향력

(Opinion Spam)을 고려하는 방법에 한 연구와 페이지

뷰와 련되어 가치가 보증될 수 있는  방법에 해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심리학  단 이론을 용하여 웹사

이트에서 의견을 추출 할 때 신뢰성을 계산하여 좀 더 실

제에 가까운 오피니언 마이닝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지

속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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