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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파리의 더러운 지하철’, ‘런던의 비싼 물가’ 등 관광지에 대한 몇 마디 말은 관광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관광지에 대한 직관적 평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하

였다. ‘주차’, ‘경치’, ‘시설’과 같은 다양한 라벨을 부여하여 클러스터링을 비교한 결과 ‘주차’, ‘경치’

등 비슷한 문맥의 리뷰가 같은 클러스터로 묶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 분야의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문장을 추출하였다. 각 분야의 대표문장은 해당 분야의 평가를 잘 파악할 수 있었고, 해당

분야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불편사항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1. 서론

관광 분야에서 온라인 리뷰는 관광지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리뷰 데이터는 의사결정과정

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관광지에 대한

이러한 온라인 리뷰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하고 대표

문장을 추출하는 분석과정을 거친다면 관광지 방문

자들의 관광지 평가를 파악하기 쉬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지 리뷰 데이터를 수

집하고 관광지의 세부적인 평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복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리뷰 데이터를 세부적으

로 클러스터링하여 분야별로 분류하고, 해당 분야의

평가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대표문장을 추

출함으로써 각 분야의 문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 관광지 리뷰의 클러스터링 결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국내 관광지 리뷰의 클러스터의 중심점

은 각 클러스터를 대표할 수 있는가?

관광지 리뷰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양한 리뷰 데

이터를 분야별로 한눈에 파악하고, 각 분야의 대표

적인 문맥을 파악함으로써 해당 관광지의 시설, 경

치 등 다양한 분야의 불편사항을 인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관광지의 세부적인 평가를 파악

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수립할

수 있으며, 방문객 또한 관광지의 평가를 한눈에 파

악하여, 한층 좋은 관광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관련연구

(1) BERT

자연어 문장을 기계가 이해하기 위해선 문장 분석

을 수행해야 한다. BERT는 이러한 문장 분석을 수

행하기 위해 wiki 등에서 발췌한 unlabeled data를

대규모로 학습하고, 특정 task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task-specific한 fine-tuning을 진행한다. 기존

연구는 단방향의 분석을 수행하여 문맥을 파악하는

것에 반해 BERT는 양방향의 분석을 수행하여서 문

장 벡터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BERT 모델은 실제 영어, 한국어 데이터에서 효과

적으로 작동한다[1].

(2) SKT KoBERT

BERT는 영어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학습시킨

외국어 모델인 BERT base multilingual c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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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이 존재한다. SKTBrain팀에서 연구한

KoBERT는 기존 BERT base multilingual cased

model의 정확도인 0.875보다 높은 0.901을 기록했다.

한국어 위키 문장 500만 개, 단어 5400만 개를 사용

했고, 한국어 뉴스 문장 2000만 개, 2억 7000만 단어

를 사용해 학습을 진행하였다. 이 모델의 경우

BERT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데이터와 파라미터를

한국어 문장에 맞게 설정해 정확도를 높인 모델이다

[1][2].

(3) Kakaobrain KorNLUDataset [3]

- NLI, STS

NLI는 전제와 가설 두 문장을 입력받아 그 관계

를 entailment, contradiction, and neutral로 분류한

다.

STS는 두 문장 사의의 의미적 유사성을 평가하

고, 모델이 의미상 두 문장의 친밀도를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 또는 문장의 의미적 표현을 얼마나 잘

구현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 KorNLUDataset

NLI(Natural language inference)와 STS(semantic

textual similarity)는 NLU(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의 주요 과제이다. 하지만 한국어

NLI와 STS 데이터 셋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Kakaobrain팀에서 KorNLI와 KorSTS를 개발하였

다. KorNLUDataset은 한국어 NLU를 위한 새로운

데이터 셋이다.

(4) Ko-Sentence-BERT-SKTBERT

Ko-Sentence-BERT-SKTBERT는 Siamese

BERT-Networks와 SKT의 KoBERT, kakaobrain의

KorNLUDataset을 통해 학습시킨 모델이다[4].

3. 관광지 리뷰 분석을 위한 클러스터링

본 논문에서는 국내 관광지 방문객의 리뷰를 분

야별로 분류하여 해당 분야에서 관광객의 평가가 어

떠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광지 리뷰를 클러스터

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 클러스터의 중심점이

해당 클러스터를 대표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본 연구는 리뷰 데이터를 분석하여 나타나는 특

징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를 설계하

였으며 데이터 수집, 전처리, 분석으로 구성된다.

(그림 1) 대표문장 추출을 위한 알고리즘 구조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TripAdvisor의 2007년 8

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국내 부산 지역 관광지 리

뷰 데이터 27,752개를 수집하였다[5]. 수집한 데이터

는 관광지명, 언어, 날짜, 리뷰, 평점 등의 정보를 포

함한다.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수집 후 분석을 하기에 알맞은 데이터 형

식으로 가공하기 위한 과정이다.

(1) 데이터 필터링

TripAdvisor에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 리뷰 데이터가 존재한다. 한국어를 제외한 다

른 언어는 제거하고 한국어 리뷰 데이터만을 추출하

였다.

(2) 문장 분할

관광지 리뷰 안에는 관광지의 경관이나 시설, 교

통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가 복합적으로 작

성되어있다. 이러한 리뷰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평가

하기 위해 여러개의 문장으로 작성된 리뷰를 한 문

장씩 분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파이썬 한국어 문

장 분리기인 ‘Korean Sentence Splitter(KSS)’을 활

용하여 문장 분리를 수행하였다[6].

(3) Labeling

데이터에 대한 분석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분석할

데이터를 추출하여 Labeling 작업 해주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리뷰 데이터는 해당 관광지의 음식, 시

설, 경치, 주차와 같은 다양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

다. 그 중 ‘주차/교통’, ‘경치/풍경’, ‘음식’, ‘시설’, ‘인

파’, ‘가격’ 6개의 라벨로 분류하였다. 임의로 500개

의 리뷰 데이터를 추출하여서 6개의 라벨을 부여하

였다.

데이터 분석

  (1) Loading pre-trained BERT Model

전처리가 끝난 데이터는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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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임베딩한다. 한국어 데이터룰 바탕으로 사전 학

습된 모델인 ‘Ko-Sentence-BERT-SKTBERT’를 사

용하였다. 임베딩은 ‘Ko-Sentence-BERT-SKTBER

T’에서 제공하는 Pre-Training된 모델 중 STS 데

이터로만 학습한 ‘training_sts’ 모델을 사용하여 임

베딩하였다.

   (2) Clustering

‘Ko-Sentence-BERT-SKTBERT’를 사용하여 임

베딩된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한다. N개의 그룹으로

클러스터링을 해주는 파이썬 Scikit-learn의

‘K-means’를 사용하여서 임베딩된 데이터를 바탕으

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였다[7]. 클러스터의 수는

Labeling 과정에서 6개의 라벨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6개의 그룹으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다. 클러스터

링된 결과를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를

사용하여 2차원으로 나타낸 뒤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라벨과 비교한다.

(3) 대표 문장 추출

‘K-means’를 통해 클러스터링된 결과의 문맥을 알

아보기 위하여 각 클러스터의 대표 문장을 추출한

다. 대표 문장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K-means’에서

제공하는 ‘cluster_centers_’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각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알아낸다. 해당 중심점과 가장

유사한 리뷰 데이터를 대표 문장으로 추출한다. 각

클러스터의 중심점과 리뷰 데이터를 코사인 유사도

를 통하여 가장 유사도가 높은 대표 문장을 추출한

다.

결과 분석

본 절에서는 1절, 2절, 3절에서 제시한 연구 방법

을 기초하여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2) K-means를 이용한 임베딩 리뷰 문장

클러스터링

사람이 직접 부여한 라벨은 그래프의 점 위에 텍

스트로 출력하였다. K-means에서 클러스터링한 결

과는 색상으로 나타내었다. 같은 클러스터로 분류할

경우 같은 색상을 띠게 하였다. <그림 2>의 결과를

살펴보면 두 개의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

가 사람이 부여한 라벨과 색상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명확하게 클러스터링이 된 ‘경치’ 분야의 데

이터와 클러스터링 결과를 비교해보자면, A 열이 사

람이 직접 남긴 리뷰 데이터이고, B 열이 직접 부여

한 라벨, C 열이 K-means가 클러스터링한 결과이

다. ‘경치’와 관련된 데이터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야경’, ‘풍경’과 같이 동일한 분야에 대한 리뷰 데이

터가 같은 클러스터로 분류되었다. ‘경치’ 클러스터

의 대표문장은 ‘풍경이 좋아 경치가 최고입니다.’로

추출되었다. <그림3>의 리뷰 데이터와 대표문장을

비교해보면 같은 맥락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클러스터의 중심점과 유사한 데이터는 ‘경치’ 클러스

터를 대표하는 문장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경치’ 데이터

다음으로는 뭉쳐있는 클러스터인 ‘인파’, ‘시설’ 클

러스터를 같이 살펴본다.

(그림 4) ‘시설’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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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인파’ 데이터

<그림 4>는 ‘시설’ 라벨의 데이터는 관광지에 대

한 청결도나 불편함 등의 시설에 대한 평가가 있는

데이터이다. <그림 5>는 ‘인파’ 라벨의 리뷰 데이터

이다. ‘인파’ 라벨은 사람들의 방문도에 대한 평가가

있는 데이터이다. ‘인파’, ‘시설’의 데이터들이 <그림

2>의 그래프를 보시면 상당 부분이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클러스터임에도 비슷하게 그래프에 나

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클러스터링의 결과가 좋지 않

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의 리뷰 데이터

를 보면 ‘사람이 많아지면서 쓰레기 문제 등이 겹치

면서 점점 질이 저하되고 있는 곳입니다’ 등과 같이

사람들의 방문도에 대한 평가와 시설에 대한 평가가

합쳐져 있는 리뷰 데이터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은 ‘시설’ 리뷰의 경우, ‘인파’ 분야의 리뷰 데이터와

유사하다 분석할 수 있으며, 클러스터링의 결과 또

한 정확도가 높다고 분석할 수 있다.

4. 결론

부여된 라벨과 K-means로 클러스터링한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클러스터링의 정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각 클러스터의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문장을 추출하여 올바른 문맥을 나타내는지 비

교해보았다. 클러스터의 대표문장을 추출하기 위해

서 클러스터의 중심점의 값과 가장 유사한 값을 가

지는 리뷰 데이터를 추출하여 해당 클러스터의 대표

문장으로 선택했다. 각 클러스터의 대표문장과 클러

스터 안의 리뷰 데이터를 직접 비교해보았을 때, 중

심점과 유사한 데이터는 해당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문장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대표문장은 특정 관

광지 혹은 특정 키워드를 담고 있는 데이터를 대표

하는 문장을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출된

결과는 관광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관광지 이용자들이 시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였는

지 또, 관리자들은 해당 시설이 불편사항을 인지하

여 개선한다면 관광지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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