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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사용자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아졌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터넷 

쇼핑의 상품에 한 의견을 웹 상에 표 하기 시작했고, 실제 소비자이 단하는 데에 많은 향을 미

치고 있다. 하지만 재에 들어 그 양이 엄청나게 방 해 졌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만을 찾

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들이 작성한 인터넷 쇼핑에서 상품평에 한 리뷰를 

모아 방 한 양에서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유용한 정보를 효율 으로 도출해서 사용자가 원

하는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사용자는 상품을 구매하기 

에 좀 더 객 이고 효율 으로 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최근 온라인쇼핑업계는 지속 인 성장을 거듭해 오는 

2015년 44조원의 시장규모를 형성, 가장 큰 유통채 로 자

리매김할 것이라는 측이 나오고 있다.[1] 이와 더불어 

사용자의 참여도가 매우 높아진 시 에 웹 상에 상품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작성한 상품평은 다

양한 활용성을 갖는 가치 있는 데이터이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품평은 사용자의 구매 결정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한 정보이고 구매자들의 상품평은 다

른 잠재 인 소비자들의 상품 구입을 이끌어내는데 큰 동

기가 된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품평의 성질에 

부합하는 순 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구입 결

정을 하여 수많은 상품평에 포함된 의견들을 효과 으

로 검토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 으로 상품평은 감정 이

며 주 인 의견을 포함하고 있고 사용자들은 수많은 상

품평들 가운데 그들에게 유용한 정보만을 가려내서 단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많은 상품평들이 필요 이상으로 

길게 작성되어 있어 다 읽어 보기 힘들고 요 을 악하

기도 어려워졌다. 이러한 이유로 상품평을 분석하고 요약

하는 기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평들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상품을 구매하기 에 객 인 정

보를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나은 구매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오피니언 마이

닝 기법과 기존의 표 인 연구에 해 설명한다. 3장에

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상품평에 한 한국어 오피니

언 마이닝 기법에 해서 설명하고, 4장에서 결론과 발

된 연구를 한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며 논문을 마친

다. 

2.  련연구

2.1 오피니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은 리뷰 데이터와 같은 량의 정보 속

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오피니언 마이닝은 최근에 들어 활발히 연구되

어 왔으며,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은 자연어처리, 텍스트 마

이닝, 통계 등의 분야로부터 기원하 다. 오피니언 마이닝

은 체로 크게 특징 추출, 의견분류, 요약  표  등의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특징 추출단계는 유용한 

정보라고 단되는 여러 특징들을 정의하고 추출해 내는 

단계이다. 이때 단순히 특징만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

당 특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한 의견을 나타내는 

어휘정보도 함께 추출된다. 둘째, 의견 분류 단계에서는 

추출된 특징과 의견을 나타내는 어휘가 해당 정보소스에

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에 한 단  분류를 하

는 단계이다. 셋째, 요약  표 단계에서는 의견 성향이 

밝 진 의견정보들을 요약하여 체 정보의 내용을 효율

으로 사용자에게 달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은 오피니

언 마이닝의 단계별 수행을 한 다양한 방식들이 연구되

고 있으며, 자연어처리기술 기반에서 통계  기법에 이르

기까지 여러 분야의 기술이 목되고 있다.[2-5]

 오피니언 마이닝은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우선, 

Facts and opinions 이라고 하는 것은 재 세상의 정보

를 찾는 방법은 사실(facts)들의 나열 즉, 수많은 문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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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들의 연 도 순으로 정렬하는 방식이다. 의견은 이

러한 키워드들의 계만을 통해서 표 되기 어려우며, 요

약되거나 통합되지 않는다면, 달되기 힘든 개념이다.

 오피니언 마이닝 추상화는 상물을 추상화하는 과정이

며, Basic components 이다. 그리고 Opinion holder는 

Opinion을 가진 Person 혹은Organization을 뜻하고 Object

는 의견이 표 된 상이다.  Opinion은 외 , 태도 

는 의견이다.

 Object와 entry는 Components, Sub-components 의 

Hierachy 로 표 되고 각 Component는 attributes를 가지

고 있다. 이러한 Component와 Attributes를 통칭하여 

Features 라고 표 한다.

 Model of review란 Opinion holder가 Positive, Negative 

혹은 Neutral 한 의견을 Features 의 sub-set에 코멘  하

는 과정을 통해서 opinion이 생성된다.

 오피니언 마이닝 업무는 Document level은 리뷰의 감성

인 분류를 수행하고 Positive, Negative,

Neutral 로 분류된다. Sentence level은 주 인 것과 객

인 분류를 수행하고 Objective, Subjective

으로 분류된다. Feature level은 리뷰어의 코멘트 등을 통

해 자질을 구분하고 Positive, Negative, 

Neutral 으로 나뉜다.

 사 에 기 한 Opinion words 에는 정(Positive)을 의

미하는 것으로 beautiful, wonderful, good, amazing 등이 

있으며, 부정(Negative)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bad, poor, 

terrible 등이 있다. Context 에 독립 인 단어 (ex_ good) 

와 그 지 못한 단어 (small, long ..) 등을 구분하여 장

할 필요가 있다.

small, long 등의 단어는 떄로는 positive 하게 때로는 

negative 하게 쓰일 수 있다는 의미다.

 Corpus-based approarches는 량의 코퍼스 내에서 구문

인 규칙을 습득  공기 계(co-occurrence)와 패턴 추

출을 통하여 도메인 독립 인 의견을 학습할 수가 있다. 

Conjunction의 특징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특성을 가지

므로 이러한 정보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 셋을 가

지고 있다면 기계학습을 통하여 해당 단어들의 가 치를 

추출한다거나 정답에 미치는 향 등을 악하여 도메인

에 독립 인지 그 지 못한 지를 별할 수 있다.

 Approarch는 한 문장내에 Conjunction을 포함하는 경우, 

한 문장내에 Conjunction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유사한 패

턴이 발견되는 경우 그리고 한 문장내가 아니더라도 연결

된 문장의 경우 Conjunction Rule 을 용한다.

 Handling of many constructs으로는  "a good deal of"

는 good이 의견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이고 "not only ..."

는 not 이 부정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이다. 그리고 "... 

but also"는 but 이 반 의견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이

다.[6]

2.2 형태소분석기

 형태소 분석이란 자연 언어 분석의 첫 단계로서 단어(한

국어의 경우 어 )를 구성하는 각각의 형태소들을 인식하

고 불규칙 활용이나 축약, 탈락 상이 일어난 경우 원형

을 복원하는 과정을 말한다.

 문자열 유형의 악하는 방법으로는 형태소 분석기는 우

선 공백을 기 으로 텍스트를 나눠 배열에 담는다. 이를 

쉽게 '어 '이라 부른다. 에서 언 한 로 어 의 문자

열 유형을 악한다. 그런 후 일정 기 에 따라 색인어로

서의 어 을 분리한다. 한 을 포함한 어 일 경우 본격

인 형태소 분석 과정에 들어간다.

 자사 의 구성  탐색 기능이란 형태소 분석을 해

서 국내의 상용 제품들은 크게 세가지 방식을 사용한다. 

하나는 모든 형태소 어휘와 일정 규칙을 사 에 담아 놓

고 이를 탐색하여 결과를 반환하는 '사  베이스', 별도의 

자사  없이 무수한 오토마타 등 규칙의 연산을 통해 

결과를 반환하는 '규칙 베이스', 그리고 이를 히 조화

한 ' 충형'이다. 

 규칙의 연산이란 특정 어 이 체언이라면 이는 명사, 수

사, 는 명사와 기능어인 조사의 결합일 것이다. 만일 

동사라면 어미와 동사 형태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을 하기 한 특정 조건의 규칙이 필

요하며, 최소한의 연산으로 속도 향상을 꾀해야 한다.

 복합명사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한  명사, 특히 색인어로

서 가치가 있는 명사는 주로 고유명사와 복합명사이다. 특

히 고유명사 에는 유난히 복합명사가 많다. 이를 단일명

사로 하나 하나 분리해 내야만 탁월한 성능의 색인어 추

출기가 될 수 있다.[7]

3. 오피니언마이닝을 이용한 상품평 분석과 요약

3.1 제안 배경

 기존의 상품평은 상품평에 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오피니언 마이닝을 이용한 상품평 분석

과 요약하는 방법은 고객이 직  쓴 상품평에서 단어를 

추출함으로 써 상품 평가에 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한 편리한 시스템을 요구하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 

시키고 기업들은 상품 매  홍보 략으로 이용할 수

도 있다.

3.2 제안 내용

 본 논문에서는 우선 시스템구성으로는 (그림1) 에서 사용

자가 웹으로 상품 이름을 검색하면 리자는 상품평 주소

를 넘겨 인터넷 쇼핑의 상품 정보와 상품평을 가져와서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해 데이터 베이스의 정보를 참조[8]

하여 형태소 분석기로 분석된 형태소와 수를 데이터베

이스에 넣고 분석된 모든 내용을 웹페이지로 보여 다.

- 36 -

제3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7권 2호 (2010. 11)



(그림 1) 시스템 구성

이때, 데이터에 흐름을 비춰보면 웹에서 상품평의 주소를 

보내고 해당 주소에서 상품에 한 상품평 정보를 가져와

서 데이터베이스의 사 정보를 참조하여 형태소 분석기로 

상품평을 분석한다. 그 다음 분석된 상품평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웹에서 데이터 베이

스의 평가된 상품평을 보여주게 된다.

 그리고 형태소 분석기에서 상품평을 추출하고 추출한 상

품평 문장에 한 형태소 분석을 한 후에 감정을 표 할 

수 있는 가 치 단어 추출한다. 평가방법으로는 (그림2) 

에서처럼 평가부분에서는 분석알고리즘을 통해 도출된 총

으로 0 이 기 이 되어 정, 립, 부정으로 나 고 

가 치 단어 추출시 가  평가 처리를 한다. 를 들어 

‘디자인이 단히 좋아요’를 보면 ‘좋아요’ 라는 표 에 ‘

단히’ 라는 부사가 붙어 ‘좋아요’ 라는 표 을 가 시키므

로 평가 수도 가 처리를 한다.[9]

(그림 2) Evaluation

 마지막으로 웹페이지에 보여  때는 먼  평가부분이 

정, 립, 부정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림(3) 에서

처럼 상품평 문장이 출력되고, 그 으로 이 상품이 왜  

정 상품평으로 평가되었는지 계산한 결과가 화면에 출

력된다. 

 (그림 3) 웹 페이지 표시

4.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쇼핑에서의 상품평 분석  요

약하는데,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용하여, 좀 더 효율

이고 빠르게 상품평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고 상품평을 분석하여 요약제시 함으로써 먼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평가를 통해 사용자가 객 인 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다. 향후 과제로는 한  문장에서 오피니

언의 단이 불가능한 문장을 분석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

와 함께 웹에서 많이 쓰이는 인터넷 용어와 신조어를 추

출하여 그것의 사  의미뿐만 아니라 문맥  의미를 분

석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 상품평 수

에 상 이 없고,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내는 기술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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