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stomers have been affected by others’ opinions when they make a purchase.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people are sharing their experiences such as reviews or ratings through online or social network services, 

However, although ratings are intuitive information for others, many reviews include only texts without ratings. Also, 

because of huge amount of reviews, customers and companies can’t read all of them so they are hard to evaluate 

to a product without ratings.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 a methodology to predict ratings based on reviews 

for a product. In a methodology, we first estimate the topic-review matrix using the Latent Dirichlet Allocation technic 

which is widely used in topic modeling. Next, we predict ratings based on the topic-review matrix using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which is based on the backpropagation algorithm. Through experiments with actual reviews, 

we find that our methodology can predict ratings based on customers’ reviews. And our methodology performs better 

with reviews which include certain opinions. As a result, our study can be used for customers and companies that 

want to know exactly a product with ratings. Moreover, we hope that our study leads to the implementation of future 

studies that combine machine learning and top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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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술과 인터넷의 발 으로 상품  서비스를 온

라인에서 구매하는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차 확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65조 617억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부터 매년 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

하고 있다(Statistic Korea, 2016). 이러한 온라인 

시장의 확 와 더불어 스마트폰 등의 보 으로 상

품에 한 평가 등의 소비자의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최근 소비자들은 기업의 일방 인 상품 소개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의 사용 후기나 평

, 문가의 추천에 향을 받고 있다(Chatterjee, 

2001).

소비자들은 상품의 가격, 품질 등의 속성을 나

타내는 내부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

해 구매 의사결정을 한다(Tsang and Prendergast, 

2009). 여러 외부  요인  다른 사람의 평가 

는 의견이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

는 것을 구 효과(Word Of Mouth, WOM)라 한다. 

구 (WOM)은 랜드, 물품, 서비스 는 서비스 

제공자를 고려할 때 상업 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사람과 정보를 받는 사람 간의 커뮤니

이션이라고 정의된다(Chatterjee, 2001). 특히 온

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구 은 eWOM(electronic 

Word Of Mouth)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eWOM이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 

계에 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를 들어, Chevalier and Mayzlin(2006)에 

따르면 도서 시장에서 사용자의 사용 후기가 상품 

매량에 상당한 향을 끼치며, Cui et al.(2012)

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상품의 매에서 기의 평

이 매에 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한 Lee et al. 

(2008)은 인터넷 쇼핑에서 상품의 사용 후기는 다

른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하는 데 향을 미친다

는 연구를 진행하 다. 특히 Park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리뷰와 함께 평 에 한 정

보가 함께 제공될 때 매에 미치는 향이 더 커

진다는 을 밝혔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용 후기, 평  등 사용자의 상

품에 한 의견과 매의 향 계를 밝히고 있으

며 사용 후기와 평 이 함께 보여질 때 그 향 

계가 커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특히 사용 후기는 

텍스트로 이루어져 사용 후기를 하는 사람의 태

도에 따라 그 향 계가 달라질 수 있지만 평 의 

경우 해당 상품에 한 수치  평가로 객 성이 유

지된다(Tsang and Prendergast, 2009). 하지만 온

라인 상의 상품에 한 평가는 수치로 되어 있는 

평 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Pang and Lee, 

2005). 평 을 수반하지 않은 상품 후기가 많은 경

우의 상품을 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객 인 상품 평가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직  모든 상품 후기를 읽고 의사결정

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본 연구에

서는 사용 후기의 토픽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 후기의 평 을 측하는 모델링 기법을 제안한

다. 온라인에서 사용 후기는 사용자가 해당 상품에 

해 평가하여 자신의 선호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

되지만 사용 후기에 나타나는 사용자의 선호를 악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

 사용 후기의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사용 후기

를 표할 수 있는 주제어를 추출한다. 그리고 이 주

제어를 통해 사용자의 평 을 측하는 모델을 제안

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 작성되어 있는 사용 후기

를 기반으로 한 상품 평 을 측하려 한다.

사용 후기의 평  측 모델링을 한 기  데

이터로는 구매자만이 사용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Amazon.com의 사용 후기  평  데이터를 사용

하 다. 총 24개의 카테고리  5개의 카테고리를 선

정하여 각 카테고리별로 평 당 500개의 사용 후기

를 랜덤샘 링한 뒤 LDA(Latent Dirichlet Allo-

cation) 기법을 용하여 토픽이 각 사용 후기를 

설명하는 가능성을 측정하 으며 이를 입력 변수

로, 평 을 목표 변수로 하는 인공신경망 모형을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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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연구

2.1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스마트 폰 등의 기술과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발 으로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소통과 공유로 생성되는 데이터는 부분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 이미지 등으로 기존의 정

형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는 분석이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텍스트는 사용자의 직 인 감

정 표 의 수단으로 지속 으로 SNS, 블로그, 온라

인 쇼핑몰 등에서 생성되고 있지만 그 목 과 숨겨

진 의미를 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방 한 문서군에서 각 문서가 다루는 주

제가 비슷한 문서들을 자동으로 군집화하여 주제

어를 악하기 한 시도가 토픽 모델링 기법이다

(Beli and Lafferty, 2009). 토픽 모델링은 구조화

되지 않은 문서 집단에서 토픽을 찾아내기 한 

알고리즘으로 의 맥락과 련된 단서들을 이용

하여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클러스터링하

는 방식으로 주제를 추론하는 기법이다(Blei and 

Lafferty, 2012; Kang et al., 2013). 토픽 모델링

에 기반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를 들어 Lu and Zhai(2008)는 블로그나 포럼과 

같은 다양한 정보 원천에서 문가들에 의하여 작

성된 수많은 의견을 토픽 모델링 기법에 기반하여 

자동 으로 모으는 방법을 제안하 다. 상품과 정

치 분야에서 진행된 실험을 통해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이 두 분야 모두에서 유용하다는 결론을 내렸

다. 한, Hong and Davison(2010)의 연구에서는 

SNS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는 정보의 원

천으로 여겨 SNS에 업로드되는 내용  맥락을 

악하는 것이 뉴스 특보의 발견, 친구 추천  감

성 분석 등의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단하

다. 그에 따라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

으로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 으며 실험 결과 연구

에서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분류 모델에 비하여 

높은 성과를 보 다.

이와 같이 토픽 모델링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으며 가장 표 인 기법은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으로 주어진 문서가 가

지고 있는 잠재 인 주제들과 한 단어가 주제에 

포함될 가능성을 디리클  분포를 이용하여 추론

하는 기법이다. LDA의 기본 인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토픽들로부터 문서를 모델화하는 것으로 토

픽이 주어진 단어들의 분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이다(Beli and Lafferty, 2009). 한 LDA는 정

형화되어 있지 않은 문서들의 사이에서 규칙을 찾

아내는 데 문서에서 나타나는 주제들은 서로 다른 

비율로 문서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용한다. LDA의 

체 로세스를 요약하면 디리클  분포를 따르

는 사후 확률(posterior probability)을 이용하여 

실제 존재하는 단어와 숨겨진 변수들 간의 구조를 

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실제 존재하는 단어는 

문서군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단어를 의미하며 숨

겨진 변수들은 토픽이 해당 문서에 속해 있는 정

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의미한다.

Chae et al.(2015)은 LDA 기법을 이용하여 소셜

커머스 3개 업체와 오 마켓 3개 업체의 어 리

이션 사용 후기를 분석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 다. 

구체 으로 소셜커머스와 오 마켓 아용자들의 이

용 경험을 비교하고 분석한 탐색  연구로 1만여 

개의 사용 후기를 유용성과 편리성 토픽으로 분류

한 뒤 감성 분석과 동시출  단어 분석을 수행하

다. 연구 결과 소셜커머스는 ‘서비스’ 토픽을 다

룬 단어들이 이용자들의 정 인 이용 경험을 이

끌어 내고 있는 반면, 오  마켓의 경우에는 기술  

문제  불편과 련된 단어들이 부정  평가와 

연 되는 것을 발견하 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LDA 기법과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결합하여 사용자의 이용경험을 

나타내는 텍스트를 효과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

로운 방법을 제시하 다. 한 Bisgin et al.(2011)

은 미국 FDA에서 승인한 약품의 성능표에 의미가 

모호한 표 이 많아 이들을 분류하는 데 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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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LDA 기법에 기반한 약품 

분류 모델을 제시하 다. 실험 결과 안 과 치료 

목 으로 분류된 약품들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결

과를 보 으며 이를 기반으로 생물 의학 문서에서 

안 과 치료의 숨겨진 계를 발견하 다.

2.2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 신경망의 기본 개념은 1940년 에 처음 제

안되었으나 1980년  반부터 역 법이 제안되

면서 많은 심을 받고 있다(Sim and Kim, 2008). 

인공신경망은 인간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로

세스를 모사한 것으로 두뇌의 가장 기본 단 인 신

경세포와 뉴런 간의 연산 과정을 모델화한 것이다. 

인공신경망의 학습, 즉 가 치와 편향 등의 라미

터의 자동 인 조정을 해 표 으로 사용되는 

기법은 역  알고리즘이다. 역  알고리즘은 

인공신경망의 결과와 실제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라미터를 조정

한다(Kang and Lee, 2015).

인공신경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주식 가격 측, 경  

측 등의 사례에 사용되고 있다. 인공신경망이 가

지는 특징은 먼  모델 자체가 데이터에 의하여 

내부의 라미터가 자동 으로 조 되는 데이터 

기반의 자가 조정 모델이라는 이다. 한 인공신

경망의 내부는 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선형 모델로 구성되어 있

다. Huang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신용 등 을 

측하는 데 있어 선형 인 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14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신용 등 을 비교  

정확히 측하 다. 즉, 인공신경망은 비선형 계

를 가지는 변수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결과를 보이고 있다(Tam and Kiang, 1992). 

한, Hwang(2010)은 축 된 데이터와 군집화 기법

을 목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웹 서비스 분류

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 다.

이와 같은 특징에 따라 인공신경망은 변화하는 

환경에 쉽게 응이 가능하며, 샘 의 크기, 변수의 

수와 데이터의 분포에 덜 민감하고, 잡음(noise)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제

로 발휘한다(Sun et al., 1997). 이러한 장 에 따

라 인공 신경망은 다른 기계 학습 기법에 비하여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다. 를 들어 Jo et al.(1997)

은 사례기반 추론과 인공신경망, 별 분석을 이용

하여 은행의 부도를 측하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인공신경망이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냄을 밝 냈

다. 특히 최근에는 컴퓨터 성능 등의 발달로 인공

신경망의 층을 깊게 할 때 발생되는 계산의 복잡

성 등의 문제가 일부 해결되어 심층 신경망에 기

반한 이미지 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신경망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Krizhevsky,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의 한 기법

인 LDA 기법을 이용하여 각 사용 후기의 단어들

이 각 토픽에 속할 가능성을 입력변수로 하고 해

당 사용 후기의 평 을 목표변수로 하는 인공신경

망 모형을 사용하여 알려져 있지 않은 사용자의 

평 을 측하고자 한다.

3. 온라인 평  측 모델

3.1 개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온라인 평  측 모델의 

분석 로세스는 <Figure 1>과 같다. 

<Figure 1> Overal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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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Example

ReviewerID A2SUAM1J3GNN3B

ASIN 0000013714

ReviewerName J. McDonald

Helpful [2, 3]

ReviewText

I bought this for my husband who 
plays the piano. He is having a 
wonderful time playing these old 
hymns. The music is at times hard 
to read because we think the book 
was published for singing from 
more than playing from. Great 
purchase though!

Overall 5.0

ReviewTime 09 13, 2009

<Table 1> Review Data Example먼 , 사용 후기 데이터를 각 카테고리별로 분류

한다. 본 연구에서는 Amazon.com의 사용 후기  

평 이 연구 상임에 따라 Amazon.com의 카테고

리 분류  유아용품, 식품, 건강  개인용품, 음악, 

스포츠  아웃도어 용품 등 5개의 카테고리를 선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다음으로 각 카테고리

별 사용 후기 원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토픽 모델링

을 진행하기 하여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을 사용

하여 처리 과정을 수행하 다. 이 게  처리 된 

사용 후기를 기반으로 LDA 모델 기반의 토픽 모델

링을 수행하여 각 사용 후기의 토픽 가능성을 측정

한 뒤 이를 입력변수로 하고 해당 사용 후기의 평

을 목표 변수로 하는 인공신경망 모형을 역  

알고리즘을 통해 구축하 다. 마지막으로 인공 신

경망의 평  측 결과와 실제 값의 차이를 기반으

로 분석 모형의 성과를 측정하 다.

3.2 사용 후기 데이터  처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텍스트 마이닝 련 연구

에서 사용된 Amazon.com의 사용 후기 데이터를 

사용하 다. 1996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24개 카테고리의 상품에 한 약 1.5억 개의 사용 

후기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로 사용 후기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에 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Table 1>은 데이터 시이다.

<Table 1>에서 ReviewID는 사용 후기를 남긴 

사용자의 고유 ID를 의미하며 ASIN 코드는 사용 

후기의 상이 되는 상품의 고유 ID이다. 한 

Helpful은 해당 사용 후기가 얼마만큼 도움이 되

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왼쪽의 숫자는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사람의 수, 오른쪽은 평가를 한 

체 사람의 수이다. 즉, 시에서는 3명의 사용자 

 2명의 사용자가 해당 사용 후기가 도움이 되었

다고 평가를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

석 모형은 ReviewText를 토픽 모델링한 결과 값

을 입력변수로, Overall 변수가 나타내는 평 이 

목표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 카테고리 분석

에 앞서 표 인 카테고리에 한 모형 용 결과

를 분석하기 하여 유아용품(Baby), 식품(Grocery), 

건강  개인용품(Health), 음악(Music), 스포츠  

아웃도어 용품(Sports) 등 5개의 카테고리를 선정

하 으며 효율 인 주제어 분석  인공신경망의 

학습을 하여 Helpful이 50% 이상인 사용 후기 

 500개의 사용 후기를 랜덤 샘 링하여 평  

측을 한 원천 데이터로 사용하 다. 

다음으로 이러한 원천 데이터를 토픽 모델링에 

사용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과정을 수행하 다. 이

를 처리 과정이라 하며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컴

퓨터가 텍스트 데이터를 계산하고 처리할 수 있도

록 변환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특히 사용 후기는 

비속어  임말 는 기호 등의 사용이 많아 

합한 처리 과정을 수행하지 않으면 분석 결과에 

향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

 사용 후기에서 단어를 추출한 뒤 불용어를 제

거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불용어는 I, my 등 문

서에서 자주 등장하기는 하지만 정보 검색 는 

분석에 향을 주지 않는 의미 없는 단어를 의미

한다(Braun et al., 2005). 이러한 불용어는 분석

에 의미가 없음에도 상당한 비율이 존재하여 문서

의 주제를 악하는 데 큰 향을 미침에 따라 

처리 과정에서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공통 어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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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단어를 묶기 해 스테 (stemming)을 수

행하 다. 스테 은 공통 어간을 가져 같은 의미

를 지님에도 다르게 쓰이는 단어들을 하나의 단어

로 묶는 과정이다. 를 들어, bought와 buy는 같

은 뜻을 지닌 단어지만 다른 텍스트로 인식되는 

데 이를 buy 는 bought로 바꿔 하나의 단어로 

묶는 것이다.

3.3 토픽 모델링

처리가 완료된 사용 후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기 하여 LDA 기법을 

용하 다. 이를 하여 각 카테고리별로 2,500개의 

사용 후기를 무작  샘 링하여 선정하 다. 한 

데이터의 편향을 방지하기 하여 5  척도인 각 

평 별로 500개의 사용 후기가 포함되도록 선정하

다. 

LDA의 용을 해 먼  Dirichlet 분포()와 

편향값()를 추정해야한다. 이를 하여 Minka 

and Lafferty(2002)가 제안한 기  도(Expec-

tation propagation) 기법을 사용하 다. 한 LDA 

기법은 문서에 포함되는 단어들이 토픽 분포에 의

하여 생성된 k개의 토픽을 선택하면서 생성이 됨

에 따라 한 k의 선정, 즉 토픽 수의 선정이 필

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하

여 가장 합한 토픽의 수를 선정함에 따라 본 연

구에서도 실험을 반복 으로 수행하여 각 카테고

리별로 합한 토픽의 수를 선정하 다(Song et 

al., 2009).

LDA를 사용 후기에 용하면 각 토픽당 사용 

후기를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인 토픽-사용 후기 매

트릭스와 각 토픽에 속해 있는 단어들을 악할 

수 있어 이를 기반으로 주제를 악할 수 있다. 

를 들어, 토픽 1에 포함되는 단어가 album, one, 

best, much, good 등이라면 토픽 1은 앨범이라는 

주제를 나타낸다고 악할 수 있다. 한 토픽-사

용 후기 매트릭스는 각 사용 후기가 개별 토픽에 

속할 확률을 나타낸다. <Table 2>는 토픽-사용 

후기 매트릭스의 시이다.

Topic-1 Topic-2 … Topic-k

Review-1 0.0873 0.0396 0.07143

Reivew-2 0.0538 0.0538 0.03846

...

Review-n 0.03763 0.04838 0.37634

<Table 2> Topic-Review Matrix

<Table 2>에 나타난 각 사용 후기의 토픽 벡터

의 합은 1임에 따라 각 값은 해당 사용 후기가 해당 

토픽에 속할 확률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이는 토픽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Review-1을 보면 Topic-1에 속

할 확률이 0.0873으로 사용 후기 Review-1은 토픽 

Topic-1로 분류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LDA 기법

을 통해 도출된 토픽-사용 후기 매트릭스의 벡터값

을 활용하여 해당 리뷰의 평 을 측하려 한다.

3.4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평  측

인공신경망은 입력 데이터를 반복 으로 학습하

여 데이터에 숨어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기법이다. 

인공신경망은 일반 으로 입력층,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으로 구성되며 각 층을 구성하는 뉴런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완  연결 모델이다. 본 연구에

서는 입력 변수로 토픽-사용 후기 매트릭스를 사용

함에 따라 총 k개의 입력 노드를 사용하 다. 한, 

목표 변수가 사용 후기에 한 평 으로 5  척도

로 측정됨에 따라 출력층에는 5개의 출력 노드를 

배치하 다. 다음으로 은닉층의 노드 수는 무 많

은 경우 학습 데이터에만 모형이 합되는 과 합

(overfitting)이 발생되며 무 은 경우에는 제

로된 측을 할 수 없음에 따라 1개부터 시작해서 

늘려나가며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는 노드 수를 선

정하 다.

인공신경망의 학습은 인공신경망을 통해 측된 

결과와 실제값의 차이를 최 한 이기 해 인공

신경망을 구성하고 있는 계수와 편향을 조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수와 편향을 조정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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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Predict
True False

True
True Positive

(TP)
False Positive

(FP)

False
False Negative

(FN)
True Negative

(TN)

<Table 3> Confusion Matrix표 으로 사용되는 기법은 역  알고리즘(back 

propagation algorithm)이다(Sim and Kim, 2008; 

Kang and Lee, 2015). 본 연구에서는 입력층 뉴

런에 각 사용 후기에 한 토픽의 벡터값을 용

시키고 인공신경망을 거쳐 나온 평  측값과 실

제 평 의 차이를 이는 방향으로 가 치와 편향

을 조정하는 역  알고리즘을 용하여 모형을 

학습하 으며 학습 결과로 구성된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평 을 측하 다.

3.5 모형의 평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  측 모형은 인공신경

망을 활용함에 따라 데이터의 과 합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 데이터의 과 합은 모형을 구축할 때 

사용된 데이터에만 모형이 합되어 새로운 데이

터에는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상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홀드아웃(Hold Out) 방법을 사용하여 

모형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홀드아웃은 데이

터의 과 합을 막기 해 사용되는 표 인 방법

으로 체 데이터를 모형을 구축하기 한 학습 

데이터와 모형의 성과를 측정하기 한 평가 데이

터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일반 으로 학습 데이터

와 평가 데이터의 비율을 7 : 3 는 8 : 2로 구분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80%, 평가 데이

터를 20%의 비율로 추출하여 평가에 활용하 다. 

인공신경망을 비롯한 기계학습 모형이 분류 문

제를 다루는 경우 오분류표를 활용하여 모형의 성

과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평

을 측하는 모형이지만 평 이 5  척도로 구성

되어 있어 5개의 분류를 측하는 모형으로 단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의 성

과를 평가하기 하여 오분류표를 사용한다. 오분

류표의 각 값은 <Table 3>과 같다.

분류 모형의 성과 측정을 해 오분류표를 사용

하면 다양한 평가 지표의 측정이 가능하다(Tange 

et al., 2009; Witten and Frank, 2005). 본 연구에서

는 모형의 성과 측정을 하여 정분류율(Accuracy), 

재 율(Recall), 정 도(Precision), F-1 지표를 사

용하 다. 먼 , 정분류율(Accuracy)은 모형이 얼

마나 정확하게 분류하 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체 측치  제 로 분류한 비율로 계산된다.

 



다음으로 모형의 완 성(Completeness)을 평가

하기 하여 실제값이 True인 측치  측값

이 한 정도를 나타내는 재 율(Recall)을 측

정하 다. 

 



한 모형이 True로 측한 측치  실제값이 

True인 정도를 나타내는 정 도(Precision)를 측

정하여 모형의 정확성(Exactness)을 측정하 다. 

 



하지만 재 율과 정 도는 한 지표의 값이 높아

지면 다른 지표의 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러한 효과를 보정하기 하여 두 지표의 조화평균

인 F-1 지표도 측정한다.

  

××

본 연구에서는 분류 모형의 성과를 측정하기 

해 오분류표와 더불어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그래 도 사용하 다. ROC 그래

의 세로축은 민감도, 가로축은 특이도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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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무작  모형(random model)과 비교하여 해당 

모형이 얼마나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지 시각 으

로 확인할 수 있다. ROC 그래 를 활용한 지표는 

AUC(Area Under the ROC curve)가 표 으

로 사용된다(Andrew, 1997). AUC는 ROC 그래

에서 그래 의 아래 면 을 의미함에 따라 기 이 

되는 무작  모형의 AUC는 0.5이다. 따라서 모형

의 AUC 값이 0.5보다 크다면 무작  모형보다 높

은 성과를 보인다고 평가하며 1에 가까울수록 높

은 성과를 보인다고 해석한다(Beli and Lafferty, 

2009).

4.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유아용품(Baby), 식품(Grocery), 

건강  개인용품(Health), 음악(Music), 스포츠  

아웃도어 용품(Sports) 등 5개의 카테고리별로 모형

의 성과를 측정하 다. 먼 , 각 카테고리별로 정분류

율과 AUC를 측정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Figure 2> Comparison of Overall Accuracy and AUC

AUC 에서는 모든 카테고리에서 본 연구에

서 제시한 평  측 모형이 무작  모형보다 높은 

성과를 보인다. 특히, <Figure 2>에 따르면 유아용

품의 AUC 값(0.622)이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다. 

정분류율(Accuracy) 에서는 스포츠  아웃도

어 용품의 평  측 결과가 가장 높은 성과(0.334)

를 보이지만 반 으로 높은 정분류율을 보인다고 

단하기 어렵다. 그 원인을 악하기 하여 각 평

가 수별로 F-1 지표를 측정하 다. <Figure 3>

은 각 평 에 따라 F-1 지표를 카테고리별로 비교

한 성과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Figure 3>에 따르면 모든 카테고리에서 1

에 한 F-1값이 가장 높게 나오고 그 다음으로 5

에 한 F-1값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을 찰

할 수 있다. 따라서 평 이 극단 인 경우 즉, 선

호와 비선호가 확실하게 드러난 경우 사용 후기에 

기반한 평  측 결과가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결

론을 도출하 다. 

<Figure 3> F-1 Score Comparison

이러한 결과는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 

연구에서 1 과 2 의 평 을 부정으로 단하고 

4 과 5 을 정으로 단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것과 일치한다(Turney, 2002). 즉 사용자의 선호

가 불분명한 사용 후기의 경우 평 에 한 측

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

서도 마찬가지로 1 과 2 의 사용 후기를 정으

로 4 과 5 의 사용 후기를 부정으로 한 뒤 모형

을 용하여 그 성과를 측정하 다. <Figure 4>

는 5  척도의 분류 모형과 정과 부정으로 목표

변수를 수정한 뒤의 AUC 에서 비교한 것이다.

<Figure 4>에 따르면 모든 카테고리에서 정 

 부정으로 모형을 구축하 을 때 5  척도를 사

용하는 것에 비해 AUC가 증가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제시하는 모형은 사용자의 선호가 확실하



토픽 모델링에 기반한 온라인 상품 평  측을 한 온라인 사용 후기 분석    121

<Figure 4> AUC Comparison

게 드러나는 사용 후기를 상으로 용하 을 때 

더 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음악 카테고

리의 경우 AUC 값이 하게 증가하여 음악에

서 사용자의 선호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용 후기

에 해 모형이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평가지표에 한 결과를 종합 으로 살펴보기 한 

각 카테고리별 모형의 성과 측정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 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

 측 모형은 평균 으로 0.6411의 AUC 값을 나

타내며 모든 카테고리에서 0.5보다 높은 값을 나타

내어 무작  모형보다 우수하다고 단된다. 특히 

<Table 4>에 따르면 스포츠  아웃도어 용품의 

AUC 값이 가장 높고 F-1 지표 한 가장 높다. 이

는 스포츠  아웃도어의 상품들의 사용 후기가 평

을 측하는 데 좋은 원천 데이터가 됨을 의미하

며 한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Category Recall Precision F-1 AUC

Baby 0.6063 0.6979 0.6489 0.6398

Grocery 0.5654 0.5878 0.6025 0.6009

Health 0.5146 0.6027 0.5552 0.5948

Music 0.7005 0.6798 0.69 0.6902

Sports 0.7647 0.6638 0.7107 0.6798

Average 0.6303 0.6464 0.6415 0.6411

<Table 4> Results for Evaluation Metrics

결론 으로 5  척도에서 불분명한 선호를 나타

내는 사용 후기보다 확신한 선호를 드러낸 사용 후

기들이 모형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

다. 따라서 사용 후기에 기반하여 평 을 측하는 

모형은 그 선호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용 후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품 는 서비스를 구매한 사용

자들이 작성한 사용 후기의 평 을 측하는 모형

을 제시하 다. Amazon.com을 상으로 하여 유

아 용품, 식품, 건강  개인 용품, 음악, 스포츠 

 아웃도어 카테고리 상품들의 사용 후기  평

을 기  데이터로 사용하 으며 토픽 모델링 알

고리즘과 인공신경망 모형을 사용하여 평  측 

모형을 구축하 다. 

실험 결과 각 카테고리별로 성과에 차이는 있으

나 그 추세가 비슷함을 확인하 다. 한 선호가 

불분명한 사용 후기로 모형을 학습시키는 것보다 

선호가 확실히 드러난 사용 후기로 모형을 학습시

키는 것이 더 높은 성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 , 온라인 

상에 산재해 있는 사용 후기를 기반으로 평 을 

측할 수 있는 모형을 제안하 다. 사용 후기는 

텍스트로 이루어져 많은 수의 사용 후기를 검토하

고 의견을 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평 이

라는 직 인 정보가 부여되면 그 해석과 평가가 

용이해진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사용 후기에는 평

이 함께 부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사용 후기만을 가지고 평 을 측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상품에 한 객 인 평가 정보

를 얻을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의 상품

에 한 반 인 시장의 평가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토픽 모델

링과 기계학습을 융합한 새로운 분류 방법이다. 

기존의 텍스트 마이닝 연구, 특히 감성 분석 분야

에서는 이미 매겨진 정 는 부정 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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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단어가 많이 쓰이는지를 주로 분석하 다. 

따라서 토픽 모델링에 기반하여 평 을 측하는 

방법은 텍스트로 이루어진 사용 후기로부터 기계

학습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감성  평가를 측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아직 정확도

가 높다고 할 수 없다. 그 원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호가 불분명하게 드러난 사용 후기를 지 하

으나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모형의 구축을 

해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진행할 

정이다. 

먼 , LDA 기법에 기반한 토픽 모델링은 사용 

후기가 어떤 주제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기 해 

사용되는 기법이다. 그에 따라 선호와 계없는 단

어들이 주제어로 선정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

한 단어는 사용자의 사용 평 에 향을 주지 않

아 평  측에 잡음(noise)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단어들의 ·부정

을 분석할 수 있는 감성 분석 는 오피니언 마이

닝 등의 기법을 도입하여 정확도를 높이려 한다. 

한, LDA 기법이 토픽 모델링에 표 으로 사

용되는 기법이지만 토픽의 수가 증 됨에 따라 인

공신경망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변수의 수, 즉 차

원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 차원 증가에 

따른 한 인공신경망 모형의 수정이 필요함에 

따라 사용 후기 기반의 평  측 모형의 라미

터 설정에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에서는 LDA 기법과 역  알고리

즘 기반의 인공신경망 모형을 사용하 으나 최근

의 연구를 반 하여 더 발 된 기법의 탐색을 통

해 모형의 성과를 높이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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