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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피니언 마이닝은 웹에 있는 문서를 분석하여 작성자의 의견을 요약된 형태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오피니언 마이닝을 이용해 문서 작성자의 주  의견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작성자의 성향이나 

심사와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 담긴 

을 타인과 공유 하며 네트워크상의 인맥을 넓  나간다.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해 개인이 작성한 

들을 분석하여 심사를 악하고 비슷한 심사를 가진 친구를 추천하는 친구 추천 시스템을 제안 

한다.

1. 서론

   인터넷 상에서 블로그, 미니홈피(싸이월드), 마이크로

블로그(트 터), 로필페이지(페이스북)와 같은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은 개인의 의견을 표 하는 표 인 

공간이 되었다. 2010년 7월 기 으로  세계 인터넷 이용

자의 약 71%, 국내에선 65.7%가 SNS를 이용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1] SNS의 이용자는 불특정다수의 에 자유

롭게 근할 수 있고 직  작성한 도 수많은 네티즌들

에게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과 정보를 공

유 하고 인맥을 넓히기 한 목 으로 이용 된다. 

   상당수 SNS가 친구를 팔로우 혹은 일  등록과 같은 

기능을 통해 이용자끼리 직  커뮤니 이션을 취하거나 

빠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한다. 그러

나 수많은 이용자들 에 자신에게 알맞은 친구를 일일이 

수동으로 찾기란 불가능 하다. 따라서 많은 SNS가 이용

자에게 어울리는 타인을 추천해주는 친구 추천 기능을 제

공 한다. 로 싸이월드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등록

된 친구의 친구나 이용자의 로필과 공통된 로필을 가

진 다른 회원을 친구로 추천해주는 기능을 제공 한다. 이

러한 친구 추천 기능은 넷 상에서 타인과의 계를 넓

가려는 네티즌에게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지만 자신의 

개인 로필을 웹상에 공개하길 거부하는 네티즌들에게는 

불편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때문에 SNS 이용자가 직  

작성한 을 분석하여 친구를 추천해주는 오피니언 마이

닝을 이용한 친구 추천 기능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웹 문서를 분석하여 작성자의 의견

을 악 하는 기술이다. 분석하고자 하는 상과 감정어를 

함께 추출 하여 상의 이미지가 정 인지 부정 인지

를 분석 한다.[2] 이를 통해 웹에 문서를 작성한 개인이 

문서에서 언 한 상에 해 어떠한 의견을 지니고 있는

지 분석할 수 있다. 개인의 의견 정보를 이용하여 웹 문서

의 작성자가 생각하는 정  이미지를 가진 상과 부정

 이미지를 가진 상을 악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인터넷 이용자를 친구로 추천할 수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오피니언 마이

닝과 련된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오피니언 마이닝

을 이용한 친구추천 기능을 제안 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기능을 평가하고 향후 연구에 한 소개를 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2.1. 오피니언 마이닝 (Opinion Mining)

   오피니언 마이닝은 텍스트 마이닝의 한 분야로서 주어

진 텍스트의 주제가 아닌 주제에 해서 작성자가 가지는 

의견을 악한다. 다른 말로 Sentiment Analysis나 

Sentiment Classification이라 하며 비즈니스 인텔리 스

(business intelligence)나 추천 시스템 등에 용 가능 하

다.[3] 한 온라인에 있는 상당한 수의 문서들을 요약하

는데 합한 기술이며 90년  말부터 학문 , 상업 인 방

향으로 오피니언 마이닝의 연구와 용은 꾸 히 진행되

어왔다.[4] 특히 화리뷰나, 상품평과 같은 문서에 오피니

언 마이닝을 용하는 연구가 활발하다.[5-8]

   오피니언 마이닝은 세 가지 세부 작업인 주 성 분석, 

극성 분석, 극성 강도 계산으로 이루어진다. 먼  주어진 

텍스트가 객 인지 혹은 주 인지를 단하는 주 성 

분석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주 인 텍스트의 내용이 

정인지 부정인지를 단하는 극성(polarity) 분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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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 정 혹은 부정으로 단된 텍스트의 극성 

강도를 계산 한다.[4] 오피니언 마이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최종 으로 사용자가 보기 쉬운 요약된 결과로 제

공 된다. 

2.2. 극성 분석

   극성을 분석하기 해 리 사용되는 개념  하나가 

PMI(Point-wise Mutual Information)이다. 확률 모델을 

기반으로 두 단어가 얼마나 한 계를 가지는지를 계

산 한다. PMI는 다음 (1)과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

   log
 

(1)

   (1)에서 는 분석 상이 되는 체 문서들 

에서 두 어휘 과 가 동시에 나타날 확률이다. 

과 는 문서에서 어휘 과 가 나타날 각각의 확

률을 말한다. PMI가 0이면 두 어휘는  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양수 값은 정, 음수 값은 부정 인 계

를 의미 한다. 정 인 어휘들의 집합과 부정 인 어휘들

의 집합을 미리 정의해 놓은 후 각각의 어휘 집합들과 

PMI을 계산하여 두 집합의 PMI 차를 계산 하면 최종 극

성을 알아낼 수 있다.[5] 그 외에 극성을 단하는 방법에

는 Score Function 계산식을 이용하거나 기계 학습 알고

리즘을 용하는 방법이 있다.[6]

2.3 극성 강도 계산

   극성 강도는 사람이 직  주 으로 값을 부여해도 

되지만 객  수치를 계산하기 한 방법으로 Fei, Liu, 

Wu가 사용한 기계 학습 방법 (2)가 있다.

 









log


  ≠ and  ≠

 log 
 

    or   
(2)

   는 어떠한 어휘 패턴i가 정 문서에 나타난 빈도

수, 는 부정 문서에 나타난 빈도수를 말한다. 극성강도 

는 양수일 때는 정, 음수일 때는 부정을 나타낸다.[7] 

 

3. 친구 추천 시스템

   친구 추천 시스템의 동작은 (그림 1)의 과정과 같이 이

루어진다. 분석 상은 SNS와 같은 웹 사이트에서 이용

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 한 들이다. 작성한 들을 

회원별로 웹 크롤링을 통해 수집한다. 인터넷상의 한국어 

문서에는 신조어나 임말, 자음으로만 된 언어, 띄어쓰기, 

철자법 오류와 같은 오류 데이터가 상당히 많다. 오류 데

이터(noisy data)를 최 한 배제하기 하여 띄어쓰기 모

듈이나 맞춤법 검사기를 통해 수집한 문서의 처리 과정

을 거친다.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언어나 복된 문장부호

는 삭제하거나 하나의 문장부호로 체하여 처리 한다. 

한 한 괴 상이 일어난 언어들은 올바른 표 어로 

체하도록 한다.[8] 처리 과정은 시스템이 도출할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림 1) 친구 추천 시스템의 동작 과정 

   

   처리 과정을 거친 문서에 있는 각 문장들은 형태소 

분석과 품사 태깅을 거치고 문장에서 의견을 나타내는 언

어인 감정어와 감정어의 상이 되는 언어를 함께 추출한

다. 이때 감정어의 상이 되는 언어를 핵심어라 정의 한

다. 감정어를 찾는 방법에는 수작업 분석을 통해 찾는 방

법, 어 시소러스를 기반으로 찾는 방법, 한국어 구문 분

석기를 기반으로 감정어를 찾는 방법이 있다.[6] 

   선정한 핵심어의 극성을 분석하고 극성 강도를 계산하

여 정  핵심어와 부정  핵심어로 분류 한다. 문서에서 

언 된 횟수가 많을수록 작성자가 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상이라 가정하고 핵심어를 문서에 나온 빈도수에 

따라 정렬한다. 정  핵심어와 부정  핵심어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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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빈도수 언어 5개를 선별하고 이를 분석 상이 된 문

서 작성자의 심사로 지정 한다. 정  핵심어에서 선별

한 심사는 작성자가 정 인 의견을 가지는 심사가 

되고 부정 인 핵심어에서 선별한 심사는 작성자가 부

정 인 의견을 가진 심사가 된다. 심사를 다른 이용자

들의 심사와 비교하여 공통된 심사를 가진 이용자를 

친구로 추천 한다. 

   제안한 친구 추천 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의 

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친구 추천 시스템의 추천 결과 시

   제안한 친구 추천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작성한 문서에

서 언 한 어휘 에 빈도수가 많은 어휘를 선별하여 이

용자의 재 심사로 지정한다. 한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해 심사를 정 인 것과 부정 인 것으로 분류해서 

같은 심사를 가질 뿐 아니라 그 심사에 해 같은 견

해를 가진  다른 이용자를 친구로 추천한다.

4. 결론  향후 연구

   오피니언 마이닝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같은 심

사와 의견을 가지는 다른 이용자를 친구를 추천하는 시스

템을 제안하 다. 제안한 시스템은 기존의 친구 추천 시스

템이 등록한 친구 정보나 로필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것과 다르게 지 까지 웹에서 작성된 개인의 들을 바탕

으로 한다. 그 결과 생일, 거주지, 출신 학교, 직장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한 정보만으로 다른 이용자와의 공통 을 악하고 알맞

은 친구를 찾아낼 수 있다. 로필에 수동 으로 작성한 

심사를 이용하여 친구 찾기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제안

한 시스템은 이용자가 작성한 들을 바탕으로 심사를 

자동으로 악하므로 로필의 별다른 수정 없이 최근의 

심사를 친구 찾기에 반 할 수 있다. 한 이미 알고 있

거나 익숙한 사람뿐만 아니라 심사가 비슷하다면  

몰랐던 사람까지 친구로 추천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빈

도수에 따라 핵심어를 정렬할 뿐만 아니라 의 작성 날

짜를 반 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심사를 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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