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8. 11)

리뷰분석을 통한 온라인교육자 신뢰도 악 

자동화 시스템 설계

이기훈*, 문남미*     

*
호서 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e-mail:happy51738@gmail.com

Designing an automated system to grasp the 

reliability of online educators through review analysis

Ki-Hoon Lee
*
, Nammee Moon

*

*Dept of Computer Science, Hoseo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온라인 교육매칭 랫폼의 교육자에 한 신뢰도 악을 한 리뷰분석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한 논문이다. 웹 크롤링을 통해 비정형 데이터인 교육자에 한 리뷰를 수집  싱을 통해 데이

터 베이스화 한다. 수집한 리뷰 데이터와 SO-PMI를 이용해 온라인 교육자 신뢰도 악을 한 맞춤형 

감성사 을 구축하고자 한다. 구축한 감성사 을 이용해 리뷰를 수치화해 교육자와 피교육자 매칭 시 

신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림 1) 체 시스템 구조도

1. 서론

   21세기를 지식정보화사회라 부르며 최근 많은 략가

나 학자들이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인  자원 발굴  리가 21세기의 요한 과제임을 주

장하고 있다[1]. 인  자원 개발 분야의 교육을 살펴보면, 

과거의 집합 교육이나 기술 주의 교육은 차 축소되고 

있다. 반면에, 개인별 요구를 일 일 계에서의 교육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즉 인성과 지식을 모두 고려하는 교육

이 주목받고 있다[2].

   과거에는 이러한 일 일 계의 교육을 오 라인 고

나 커뮤니티 형태의 랫폼에서 매칭을 해줬다면, 재는 

수많은 O2O 교육 매칭 랫폼이 주목받고 있다. 술, 체

육 등 특정 분야의 교육의 경우 온라인에 비해 오 라인 

교육이 효과 이라는 연구가 있다. 이러한 특성상 온라인

매칭이 오 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오 라인 교육이 진행될 경우 튜터, 튜티 모두 서로에 

한 신뢰성은 매우 요한 매칭의 요소가 될 수 있다[3].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교육매칭에서 튜터에 한 신뢰

성을 비정형 데이터인 튜터에 한 리뷰데이터를 

SO-PMI를 이용한 감성사 을 구축, 감성사 을 이용해 

수치화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할 것이다[4-5]. 이를 통해 튜

터에 한 신뢰성 악에 도움이 되고, 자동화와 수치화를 

통해 원활한 매칭을 돕고자 한다.     

2. 본론

2-1. 체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온라인 교육자 신뢰도 악   

시스템은 그림 1과 같다. 시스템은 크게 데이터 수집, 데

이터 필터링, 데이터 분석(수치화) 세 단계로 나뉜다. 그림 

1의 데이터수집(Data Collecting)은 온라인 교육매칭 랫

폼에서 튜터에 한 후기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를 나타

낸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집한 Review Data가 문장들의 

집합으로 되어있으므로, 이를 문장단 , 더 나아가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 형용사 단 로 싱해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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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O-PMI 수를 이용한 분류

   마지막 단계에서는 형용사단 로 처리된 ReviewDB를 

SO-PMI기법을 이용해 감성사 을 구축한다. 구축된 감성

사 을 이용해 리뷰데이터를 수치화 하는 시스템이다. 

2-2. SO-PMI

   SO-PMI는 PMI의 개별 단어에 한 편향을 인 기

법이다. PMI는 Point-wise Mutual Information의 약자로 

두  x, y 사이의 상 도를 확률론을 용해 수치화하는 

기법이다. PMI는 Mutual Information을 기반으로 한다. 

각각의 발생 확률  P(x), P(y)를 갖는 두  x, y에 해 

두  사이 를 다음 식 1과 같이 정의할 수 있

다.

  = 
 

                 (1)

x와 y가 독립 으로 발생했다 가정했을 때 동시에 발생할 

확률과, 측정된 x, y의 동시발생 확률을 비교함으로써 두 

변수가 얼마만큼의 상 계를 가지고 있는지 단한다.

SO-PMI를 계산하시는 식은 다음 식 2와 같다.

  


∈

 
∈


 (2)

여기서 는 정기 단어의 집합, 는 부정기 단어

의 집합을 의미한다.  는 단어 x와 정단어

집합의 PMI합에서 부정단어집합과의 PMI합을 뺀 결과값

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교육 랫폼에 등록되어있는 튜터 

개개인에 한 리뷰를 수치화해서 제공하고자 한다.   

 

2-3. 단어의 극성 단

감성사 을 구축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리뷰

에서 단어 간의 극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형용사’ 만을 

활용하 다. 형용사 추출에 앞서 웹 크롤링 과정에서 발생

한 불필요한 단어와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를 제거하

으며 숫자, 특수기호 등의 불용어를 제거한다. 최종 으로 

추출된 형용사들의 SO-PMI 수를 계산해 단어의 극성

을 단한다. PMI는 두 단어 간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수로 PMI값이 높으면 두 단어 사이의 유사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산한 PMI값은 SO-PMI계산에 활용한

다. SO-PMI 용에 앞서 분석 데이터의 정기 단어 집

합과 부정기 단어 집합을 설정한 후 분석 상 단어와 

정기 단어와 PMI 합에서 부정기 단어와의 PMI합을 뺀 

수인 SO-PMI 수를 계산한다. SO-PMI 수가 높으면 

정기 단어 집합과 유사성이 높으며 반 로 부정기 단

어 집합과 유사성이 낮으므로 정단어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SO-PMI 수가 낮으면 부정단어로 해석할 수 

있다.

SO-PMI 값은 기 단어집합에 향을 받으므로 기

단어집합을 하게 설정하는 것이 요하다. 본 연구에

서 기 단어집합을 만들기 해 훈련데이터의 별 평균과 

리뷰수를 이용해 상  30%를 정단어집합, 하  30%를 

부정단어집합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두 집합에서 생성된 

단어의 빈도수를 비교하여 해당 단어의 빈도수가 더 높은 

집합에 귀속시킨다. 이 게 생성된 정과 부정 상  15개

의 단어를 기 단어집단으로 만들었다. 기 단어집단의 개

수선정은 기존연구에 근거했다[6]. 

2-3. 감성사  구축

SO-PMI를 통해 단어별 극성 수를 단한 후 이를 토

로 감성사 을 구축한다. 감성사 에서 각 단어는 부

정의 단계별로 ‘강한 정’, ‘약한 정’, ‘강한 부정’, ‘약한 

부정,’ ‘평균’ 5개로 구분한다. SO-PMI가 0 이상이면서 그 

값이 0 이상 값  상  40%에 해당하면 ‘강한 정’,상  

80%에 해당하면 ‘약한 정’, 나머지는 ‘평균’으로 정의했

으며 0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의 규칙을 용했다. SO-PMI

를 기 으로 단어의 극성을 분류한 규칙은 다음 그림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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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논문에서는 SO-PMI를 사용한 단어의 극성 별을 

통해 감성사  구축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했다. 한 

감성사 을 이용해 온라인 교육 매칭 랫폼 이용 시 튜터

에 한 신뢰도 악을 한 자동화시스템을 설계했다. 

본 연구는 SO-PMI를 활용하여 튜터 리뷰 에 한 극

성을 새로 정의했으며, 이를 감성사  구축에 사용해 감성

분석의 성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각 분야별 

감성분석에 필요한 맞춤형감성사  구축을 해 본 연구

가 갖는 연구 한계 은 다음과 같으며 이후 추가 인 연

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훈련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감성사  구

축 시 수집하는 리뷰  단어의 극성이 뚜렷하다고 상

되는 형용사만을 한정하여 사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동사, 

부사등 다른 여러 품사의 단어도 감성분석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상되며 여러 품사를 포함한 감성사  구축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문화체육 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8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R2018020083)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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