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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인터넷에서 사용자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구매를 원하는 것의 상품평을 미리 볼 수 

있는 로그램을 설계하고 구 하 다. 구매 물건의 동종 모델에서 어느 제품을 구매하여야 할지 사용

자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 고객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해당 상품을 이미 구매한 고객들의 의견 

에서 정 인 면과 부정 인 면  어떤 성격이 더 강한지를 단하는 상품평 분석 도구이다. 본 

로젝트에서는 사용자의 물품 구매를 돕는 상품평 분석 도구의 기능은 첫째, 인터넷 게시 과 블로그

(blog)의 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정/부정/보통의 의견들을 그래 로 표시하여 구매 의사 결정

에 도움이 다.

1. 서론

에는 시장이나 마트보다 인터넷 상에서 더 많은 물품

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용자가 물품 구매 시 동일

한 기능의 제품이 무 많아 어떤 제품을 구매하여야 할

지 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때 동종 물품을 

이미 구매하여 사용해 본 다른 사람들의 상품평을 보고 

사람들의 의견  정 인 면이 많을 경우 물품을 구매

하는 경향[1, 2, 3, 4]이 있다.

  본 논문의 개발 목 은 상품평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해당 상품의 정 인 단어와 부정 인 단어의 지식 사

(부록에 일부 단어를 제시)을 구축[9]하고, 이를 상품평과 

매칭하고 구매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상품평은 

인터넷의 게시 이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자동으로 수집한

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부분은 상품평 단어 분석이지만 처

리가 이 지는 주요 핵심 시스템은 웹문서의 자동 수집과 

상품평의 빠른 검색이 강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시스템을 이해하기에는 웹 태그의 구조 분석과 데이

터베이스의 구조, 처리에 한 이해가 필요하고, 추가 으

로 매칭하는 알고리즘의 이해가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는 일단 요구 분석,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 

유지보수 등이 필요하다.

2. 분석기의 기능

본 장에서는 검색과 태그를 분리하는 부분에 한 기술

인 내용을 서술한다. 본 로젝트의 구 은 Visual Studio 

2008을 이용하 고, 서비스 환경으로 C#를 사용하 다. 운

 체제는 MS Windows 7 기반 하여 설계하 고, 해상도

는 1,440 × 900을 기 으로 구 하 다.

(그림 1) 시스템의 기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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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검색  수집 부분은 Naver API를 이용

하여 XML 결과를 받아서 태그를 분리하고, 실제 주소에 

근하여 해당 내용을 얻어, 매칭 모듈로 데이터를 넘겨주

고, 이를 미리 구축된 사 과 매칭 하여 결과를 도출[7, 8, 

9]하고, 그래픽컬 하게 보여 다. 본 로그램은 네이버 

블로그 검색을 통하여 블로그에 등록된 상품평을 수집하

고 이를 분석하여 사용자에서 도움을 다.

  의 (그림 1)은 본 로젝트에서 개발한 로그램의 주

요 화면이다. 검색어를 넣고 확인 버튼을 르면 아래의 

리스트 뷰에 URL 결과를 표시해 다. 사용자는 해당 결

과를 더블 클릭할 경우, 해당 URL에 곧바로 근할 수 

있다. 검색어에 검색할 물품명을 넣고 검색하면 리스트 뷰

에 주소가 된다. 상자를 여는 모양 아이콘을 르면 

인터넷 속도에 향을 받기지만 상품평의 분석을 시작합

니다.

(그림 2) 분석 결과 화면

  의 (그림 2)와 같이 분석 버튼 에 있는 상자를 르

면 의 분석 결과가 화면에 출력되고, 결과 그래 와 함

께 정/부정/보통의 리스트를 채워 넣습니다[10, 11]. 해

당 링크를 르면 해당 URL로 이동하여 상품에 한 평

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휴 폰이나 기타 상품들 련 리 이나 기

사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특정 상품에 한 좋은 평과 

나쁜 평[12], 그리고 보통의 평가들을 수집 분류하고 그것

을 비주얼 으로 보여 주는 로그램을 개발하 다. 향후

과제로는 스마트폰 어 리 이션으로 확장하고 분석 결과

를 계속하여 DB에 축 하고 웹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정

보를 추출해 낼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제품의 

장단 을 알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되었고 해당 상품의 

련 댓 이나 기사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이를 정과 부

정, 보통 의견으로 분류하여 막 그래 의 형태로 표 하

고 오른편에는 련 기사나 댓 을 보여 다.

  본 논문의 도구는 C#을 이용하여 구 되었으며, 개발자

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MY-SQL을 이용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설계하고 로그램과 연동을 하도록 하 다. 인

터페이스는 Naver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여 블로그 

검색  검색 결과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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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부정 단어의 

가슴이 터지다 가자미 을 뜨다 가혹 가혹하다

가혹한 개같은 놈

개념을 밥말아 드셨군요 개새끼

거품을 내다 거품을 품다 검토해

결창이 터지다 경멸 경멸하다

경멸한 계집애 골때리다

괘씸하다 괘씸한 구라치다

구리다 구역질 구역질나는

구역질나다 그 딴식 그것밖에 못하니

그닥 깔삼하다 깝치지마

깨지다 꺼져 꼬라지

꼬 꼴값 꼴사나운

꼴사납다 꼴통 끓어오르는

끓어오르다 나랑은 상 없다 나발불다

나쁘다 나쁜 나쁜 년

나쁜 놈 녀석 노하다

노한 놈 깔

알이 빠지다 알이 시뻘게지다

에 날이 서다 에 모를 세우다

에 불을 켜다 에 불이나다

에 불을 켜다 에 심지가 돋다

에 심지를 세우다 에 심지를 켜다

에 천불이 나다 에 칼날이 서다

을 까뒤집다 을 치뜨다 을 흡뜨다

이 곤두서다 이 돌아가다 이 뒤집히다

이 시퍼래지다 단 닭 가리 가리

도끼 을 뜨다 도야지 새끼 같은 놈

독사 을 뜨다 돼져버려 돼지 새끼 같은 놈

두 을 부릅뜨다 따 떫다

떫은 라이 똘만이

똥 띠겁다 머 리

멍청이 모욕 모욕

모욕 이다 몸을 떨다 무서운

무섭다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도 발생했다

미운 미워 죽겠다 미친년

미친놈 다 바보

방망이로 맞고 홍두깨로 때린다

방망이로 얻어맞은 놈 홍두깨로 친다

배반 배반감 배반하다

배신 배신감 배신당했다

배신하다 버그가 많다 버그폰 이다

별로다 병신 복수심

복수하다 복장을 뒤집다 복장이 타다

복장이 터지다 의 을 뜨다 부 가 끓다

부아가 끓다 부아가 치 다 부아통이 터지다

북받친 분개한 분노 분통이 터지다

불덩이가 치솟다 불량 불만 불만과 분노

불만스러운 불만스럽다 불만은 폭발

불만이 가득하다 불쾌 불쾌스러운

불쾌하다 불쾌한 불편함이 있다

비참하다 빡세다 빡통

뿔이 나다 삐꾸 살을 떨다

삽질하다 새끼 소름끼치는

소름끼치다 속니를 갈다 속을 뒤집다

속이 끓다 속이 부 부  괴다

속이 치 다 속이 타다 속이 터지다

송곳니가 방석니가 되다 숨막히는

싫다 싫어하다 심사가 뒤집히다

싸가지 없는 싸잡다 싸잡아

싸잡아서 쌩까다 쓰 기 같은 놈

쓸하다 쓸하다 쓸한

씨발 씨발새끼 씹다

아가리 아랫것들 아쉬운

아쉽다 악을 쓰다 야려보다

야리까다 약오르는 약오르다

억울하다 억울한 언짢다

언짢은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지다

얼굴이 새 래지다 얼굴이 랗게 질리다

얼굴이 래지다 역겨운 역겹다

열등감 열을 받다

열이 꼭두까지 오르다 열이 뻗치다

열이 상투 끝까지 오르다 열이 오르다

열이 터지다 열이나다

열통이 터지다 오장이 뒤집히다 왕재수

욕 울화가 터지다 울화통이 터지다

이 녀석 이가 갈리다 이를 갈다

이빨까다 이새끼 이씨발새끼

이자식 입닥쳐 입에 거품을 물다

 리티 망 망스러운 망하다

망한 존나 졸라 졸부

주둥아리 주먹을 떨다 주먹을 불끈 쥐다

죽는다 죽어 죽어라

죽여버린다 줘 패버린다 증오

증오하다 증오한 지랄하네

진상 짓 짜증

짜증난다 짜증스러운 쪼개다

쪽박차다 쫄다구 그러뜨린다

참담하다 치를 떨다 칼을 갈다

칼을 품다 펄펄 뛰다 폭탄

피가 거꾸로 솟다 피가 끓다

피를 토하다 핏 를 돋구다 핏 를 세우다

핏 를 올리다 하나 잘하는 게 없구나

한맺히다 호구 화나다

화났다 화통이 터지다 환불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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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정 단어의 

가슴에 와닿다 가슴을 울리다

가슴을 시다 가슴을 고들다

가슴을 펴다 가슴이 떨리다

가슴이 뜨거워지다 가슴이 뭉클하다

가슴이 벅차오르다 가슴이 부풀다

가슴이 뿌듯하다 가슴이 시원하다

가슴이 울 거리다 가슴이 찡하다

가슴이 트이다 가슴이 후련하다

가슴이 훈훈해진다 감격 감격스러운

감격스럽다 감격한 감동 감동 인

감동하다 감사 감사하다

감사한 경쾌하다 경쾌한

고동이 치다 고마운 고맙게 고맙다

고무 인 기 기를 펴다

기분 좋은 기분좋다 기뻤다

기쁘다 기쁜 기쁨

꽃 날아갈 듯한  최고야

물이 나다 시울을 붉히다

시울이 뜨거워지다 시울이 맵다

시울이 시큰해지다 에 차다

다리를 뻗고 자다 다리를 펴고 자다

다정 다정하다 다정한 다정히

단 단하다 단한 두 다리를 쭉 뻗다

등따습고 배부르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쏙드는 마음이 가볍다

만족 만족스러운

만족한 만족한다 머리가 가볍다

명랑하다 명랑한 무릎을 치다

믿는다 바람이 자다 반가운

반갑다 발걸음이 가볍다 발길이 가볍다

밝다 밝은 방

배꼽을 빼다 배꼽을 잡다 배꼽을 쥐다

배꼽이 빠지다 배를 두드리다 뱃속이 편하다

벅차다 벅찬 빛이 보이다

뿌듯 뿌듯하다 뿌듯한

사랑스러운 사랑스런 사랑스럽다

산뜻하다 산뜻한 살맛나는

살맛나다 상냥하다 상냥한

상쾌하다 상쾌한 상큼하다

상큼한 서 이 비치다 속이 뚫리다

속이 시원하다 속이 트이다 속이 풀리다

손 을 치다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순수하다 순수한 시원하다

시원한 신나는 신나다

신뢰 신뢰하다 신명나다

신명이 나다 신바람이 나다 신바람이 들리다

신용 신임 심 을 울리다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다 싱그러운

싱그럽다 쓸개가 퍼지다 아름다운

아름답다 아주 멋져요 아주 멋진

양이 차다 어깨가 가볍다

어깨가 들썩들썩 어깨가 올라가다

어깨가 으쓱거리다 어깨가 으쓱해지다

어깨를 펴다 어깨춤을 추다

어깨춤이 로 나다 얼굴이 펴지다

쁘다 쁜 우월

우월하다 우월한 듯 웃다

웃음 월등 유쾌하다

유쾌한 입시울이 함박꽃 같이 벌어지다

입을 다물지 못하다 입이 찢어지다

입이 함박만하다 잘 할 수 있어요

잘 네 잘 어 잘한

잘할 수 있어 잘했다 잘했어

재미 재 좋다 좋더군요

좋아 좋은 즐거운 즐겁게

즐겁다 짱 추천 축하 축하하다

축하한다 콧날이 시큰해지다

콧날이 찡하다 콧노래가 나오다

콧노래를 부르다 쾌활하다

쾌활한 탐난다 통쾌하다

통쾌한 이 편의를 더해주는

포근하다 포근한 풍부한

합격 합격하는 합격하다

합격한 행복 행복하다

허리가 끊어지다 허리가 부러지다

허리를 잡다 호감가는

호감가다 홀가분하다 홀가분한

환상 이다 환상 인 환하다

환한 활기있는 활기있다

활발한 휘 람을 불다 흐뭇하다

흐뭇한 흡족하다 흡족한

희망 희망 인 희망차다

희망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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