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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수의 상품평 요약은 인터넷 쇼핑몰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품평 요약 시스
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시스템은 크게 상품평의 평가 항목 추출과 극성 사전 생성, 극성 
판별 단계로 구성된다. 평가 항목 추출에서는 외부 연관도의 영향력을 줄이고, 극성 사전 생성에서는 단어 
거리 평균을 적용한다. 제안한 방식을 사용하였을 때 평가 항목에 대한 문장의 극성 판별 시 90.8%의 정
확율을 보였다.

주제어: 평가 항목, 상품평 요약, 극성 판별, 감성 분류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상품평을 자동으로 요약하기 위한 시스

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평가 항목, 즉 '색상', 

'크기' 등의 상품의 다양한 특성별로 상품을 긍정과 부

정 중 어느 극성(polarity)인지 판별하여 사용자가 원하

는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제시한다. 본 시스템은 상품평

을 수집하고 정형화한 뒤, 상품평 내 어휘 정보와 웹 검

색을 활용하여 평가 항목을 추출하고, 언어 처리기법을 

이용하여 평가 항목별 평가 어휘와 평가 어휘의 극성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평가 항목별 극성을 [그림 1]에서와 

같이 그래프 형태로 요약하여 출력한다. 각 단계는 상품

평과 웹 검색 결과를 활용하여 모두 자동으로 처리된다.

[그림 1] 상품평 요약 시스템

( 평가 항목별 평가어휘 출력 / 평가 항목별 극성 분포 )

2. 관련 연구

상품평의 의견 추출에서는 세부적인 상품 특징(예를 

들어, 스커트의 경우 '사이즈',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

액정')에 대한 기존 구매자의 평가가 구매 예정자의 구

매 결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 특징 기반 요

약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상품 특징 단어를 추출하는 방

법은 k-Structure[1]를 이용한 방법과 PMI-IR 방식[2]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3]과 [4]에서는 평가 항목을 

추출하기 위해서 특징 추출에 사용되는 통계적 기법으로 

PMI를 이용하며, [5]에서는 ME-NAS모델을 사용하여 상품

평의 속성과 감정 데이터를 추출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평가 항목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 어휘의 극성을 처리 하

기 위한 연구들으로, 특징 기반 요약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6]는 도메인별로 평점이 포함된 상품평을 수집하여 

상품평의 평점 데이터를 활용하여 극성 사전을 생성하

고, [7]은 평가 항목에 의존적이지 않은 소량의 시드

(seed) 극성 사전을 이용하여 자동 확장 방식으로 극성 

사전을 생성한다. [5]는 어절 유니그램 모델을 제안하여 

극성 사전을 생성한다. 도메인별 평점을 활용할 경우 평

점 데이터의 불분명성이 문제가 되고, 어절 유니그램 및 

바이그램 이상의 구를 포함한 확률 토픽 모델을 활용한 

[5]는 amazone.com의 상품평을 활용한 실험 모델이다.

본 연구는 [3]과 [7]의 방법에 기반하여, 개선된 극성 

사전의 자동 구축과 평가 요약을 목표로 한다.

3. 상품 평가 요약 시스템

상품 평가 요약 시스템은 크게 상품평 수집과 정형화, 

상품 평가 항목 추출, 극성 사전 생성, 극성 판별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대상 상품평은 웹에서 수집되며, 

[7]의 구어체 보정과 정형화를 수행한다. 다음에서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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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제안하는 평가 항목 추출과 극성 사전 생성 방

식을 설명한다. 최종적인 극성 판별은 [7]와 동일한 방

식을 사용한다.

 3.1 상품 평가 항목 추출

[3]의 경우, 상품 평가에 의미없는 단어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웹문서에서의 공기 빈도를 외부 연관도로 

사용한다. 이에 대한 결과 분석에서 외부 연관도로 인하

여 정확하지 않은 단어가 평가 항목으로 추출되는 경우

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 연관도의 순위별  

편차를 줄여 평가 항목 추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수식 (1)에서는 [3]의 PMI-RTF의 외부 연관도에 

log를 취하여 외부 연관도 값의 편차를 감소시킨다. 

 ∈
∈

×log 
log 

 (1)

3.2 극성 사전 생성

극성 사전의 생성을 위해서 [7]을 참조하여 수동으로 

극성을 분류한 소량의 시드(seed) 집합에 기반한 극성 

사전 자동 확장을 수행한다. [7]에서는 긍정 어휘와 부

정 어휘에 대해 극성 어휘와의 거리 합의 역수를 사용하

여 극성 점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극성 어휘가 등장할 

때마다 와 가 점차 감소하여 0에 가

까워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로 인하여 사용빈도가 높

은 단어가 확장 사전에서 제외되어, 충분한 크기의 확장 

사전을 얻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확장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 와의 거리 값의 평균 
와 을 사용한 수식 (2)와 (3)을 제안

한다. 수식 (2)와 (3)의 결과 중 임계치(threshold)가 

0.2 이상인 결과 어휘에 한해서 긍정 어휘 또는 부정 어

휘로 판단한다.

 


×


(2)

 


×


(3)

생성된 극성 사전은 [그림 2]과 같이 평가 항목에 대

한 극성을 가진 평가 어휘들의 쌍으로 생성된다. 예를 

들어, “색상” 항목에 대해서 “밝다”,“화사하다” 

는 긍정 어휘, “칙칙하다”는 부정 어휘로 분류된다.

[그림 2] 극성 사전 생성의 입출력 

 

4. 실험 및 평가

시스템 구축에는 형태소 분석기[8], 네이버 웹 문서 

검색 Open API를 활용했다. 실험을 위한 데이터는 온라

인 쇼핑몰[9]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실험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1]와 같다.

카테고리 명 상품평 (개) 문장 수 (문장)

전자사전 5,364 13,631

스커트 3,681 6,849

LED TV 3,258 6,416

여성 가방 3,391 7,652

여성 티셔츠 1,751 3,571

자전거 3,148 7,334

Total 20,593 45,453

[표 1] 실험 데이터 상세 정보 

[표 2]는 평가 항목 추출을 위한 기존의 PMI-RTF[3]와 

본 논문의 결과를 비교한다. 결과에서 본 논문의 개선된 

PMI-RTF이 높은 정확률을 보이는 동시에, 정답 평가 항

목들이 상위 등수에 더 밀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개선한
PMI-RTF

기존
PMI-RTF 외부 연관도 내부 연관도

1 기능 기능 mp3 배송

2 배송 사전 추천 기능

3 사전 가격 전자 제품

4 가격 mp3 기능 디자인

5 제품 동영상 사전 사전

6 디자인 샤프 딕플 가격

7 생각 추천 배터리 생각

8 상품 전자 동영상 마음

9 사은품 제품 샤프 물건

10 동영상 배터리 아이리버 상품

11 아이 영어 가격 사은품

12 샤프 사용 영어 동영상

13 사용 아이리버 라디오 선물

14 마음 딕플 구매 아이

15 발음 아이 메모리 만족

16 중국어 누리안 사용 발음

17 영어 구매 누리안 중국어

18 선물 하나 하나 사용

19 누리안 메모리 터치 샤프

20 하나 상품 아이 성능

[표 2] ‘전자사전에 대한 평가 항목 상위 20위’ 

평가 항목 추출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스커트 

상품에 대한 상품평에서 수동으로 평가 항목을 추출하여 

정답 평가 항목을 구축하였다. 평가 항목 자동 추출 상

위 20위에 대한 평가에서 [3]은 평균 28.7%의 재현율을 

보였으나, 본 논문의 방식은 36.7%의 재현율을 보여, 외

부 연관도의 순위별 외부 연관도 값의 편차를 줄인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개선된 방법으로 추출된 평가 항목을 이용한 극성 판

별 결과는 [표 3]와 같다. 평가에서는 상품평 500문장에 

대하여 평가 항목별로 극성 정확도를 수동으로 평가하였

다. 극성 판별의 정확도는 약 89.9%로, [7]의 결과인 

81.8%의 정확도와 비교하여 봤을 때 7.1% 정도 높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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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확인 할 수 있다. 

상품 평가항목 정확률

위드이폰 

(스커트)

배송 93.33

재질 75.00

사이즈 82.14

TIVA

(LED TV)

배송 81.81

화질 93.44

가격 95.74

누리안

(전자사전)

기능 92.68

가격 96.87

디자인 98.14

평 균 89.90

[표 3] 극성 판별 시스템 평가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특징 기반 요약에 특화된 단일 문서인 

상품평에 대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특징 기반 요약 방법을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평 뿐만 아

니라 다양한 장르의 단일 문서의 댓글에 적용시킨다면 

효과적인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로는 비정형 데이터들의 비문법

적 표현의 추가적인 보정과 분석된 데이터에 대한 자동 

학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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