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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역으로 다른 

사람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경험을 참고하여 더 나은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
은 영화, 숙박, 음식, 여행 등 여가활동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요약
하여 제공하는 수많은 사이트가 있다. 대부분의 여가활동 정보 사이트는 각 상품에 대한 평균 평점뿐만 아니라 
상세 리뷰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잠재고객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대부분의 사이트는 한 단계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점과 리뷰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 평가기준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에 대한 특징과 평가기준 별 주요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리뷰를 직접 읽어야 한다는 
불편이 따른다. 즉 사용자는 자신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평가기준에 대한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수의 
리뷰를 하나하나 읽어보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호텔의 접근성, 객실, 서비스, 
음식 등 한 단계의 평가기준만을 사용하여 평점과 리뷰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경우, 접근성 중 특히 지하철역과의 
거리, 객실 중 특히 욕실의 상태를 살펴보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여가활동 정보 사이트의 한계, 즉 평가기준별로 입력된 리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과 평가기준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사용자가 별도의 구분 없이 입력한 리뷰를 그 내용에 따라 평가기준별로 자
동 분류하고, 각 평가 기준 별 주요 이슈를 요약하여 제공한다. 제안 방법론은 최근 텍스트 분석에 활발하게 사
용되고 있는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각 리뷰를 하나의 문서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리뷰를 문장 단위로 끊어 개별 리뷰 유닛(Review Unit)으로 분해한 뒤, 평가기준별로 리뷰 유닛을 재구
성하여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토픽 모델링 기반 연구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
안 방법론을 실제 호텔 정보 사이트에서 수집한 423건의 리뷰 문서에 적용하여 6가지 평가기준에 대해 총 
4,860건의 리뷰 유닛을 재구성하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제안 방법론의 유용성을 간접적으로 
보인다.

주제어 : 빅 데이터, 리뷰 분석, 텍스트 마이닝, 토픽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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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IT 기술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모바일 기

기가 보급됨에 따라, 여러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

를 쉽게 공유하고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었다. 구체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나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에

서 누구나 쉽게 여가활동에 대한 경험을 글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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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특정 여가

활동의 정보만을 종합하여 제공하는 사이트도 

다수 출현하였다. 심지어 잡지나 신문 등의 매체

에 자신의 평점과 평론을 게시하던 영화 평론가, 
소설 평론가 등의 전문가들도 이러한 여가활동 

정보 사이트에서 전문적으로 상품에 대해 평점

을 부여하고 리뷰를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일반 

사용자들은 이러한 전문가의 리뷰뿐 아니라 같

은 여가활동을 즐기는 다른 일반 사용자의 리뷰 

또한 함께 참고하여 더 나은 여가활동을 누리기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

가활동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Tripadvisor, Webtour, 그리고 

VisitACity 등은 여행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여행 관련 정보 중에서도 숙박에 

대한 정보만을 특화 시켜 제공하는 Booking.com, 
Hotels.com, 그리고 Hotelpass.com 등도 사용자 

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여행 이외에도 

영화 정보가 활발하게 공유되는 Rotten Tomato, 
Cine21 등과 해외 드라마, 음악 정보 전문 사이

트인 Metacritics 등도 여가활동 정보를 다루는 

대표적인 사이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여가활동 정보 사이트

들은 각각의 목적 및 관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각 상품에 

대한 전체 평점과 함께 해당 상품을 구매한 기존 

고객들의 상세 리뷰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사이

트 대부분은 별도의 평가기준 없이 각 상품에 대

한 통합 리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Rotten 
Tomato, Metacritics), 사용자가 특정 기준에 대한 

리뷰를 선택적으로 조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다. 물론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평점 

및 리뷰를 작성하게끔 유도하는 사이트들도 일

부 존재하지만(Tripadvisor, Hotelpass.com), 리뷰

를 작성하는 사용자들이 이러한 기준을 무시하

고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여러 평가기준에 대

해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예를 들면, 
특정 호텔에 대한 접근성 평가기준의 리뷰를 조

회했는데 접근성 뿐 아니라 서비스 및 음식에 대

한 리뷰도 혼재되어 나타나게 되며, 이는 사용자 

만족도 및 사이트 신뢰도 저하의 원인이 된다. 
기존 여가활동 정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

보의 또 다른 한계는 평가기준의 구체성 측면에

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Figure 1>의 사용자

는 접근성 평가기준에서는 지하철역이 가까워야 

하며 도심일 필요는 없다는 요구사항을 갖고 있

으며, 객실 평가기준에서는 방 크기는 상관없으

며 욕실은 넓어야 하고 청결 상태가 가장 중요하

다는 요구사항을 갖고 있다. 그림의 예에서 접근

성 평가기준의 평균 평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지만, 그 근거, 즉 호텔이 지하철역과 가까

운지, 호텔을 지나는 버스가 많은지, 도심에 위

치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여 제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접근성 중에서도 특히 지하철이 

가까워야 하며 객실 중에서도 특히 욕실이 넓어

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호텔을 찾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기존 리뷰를 직접 읽어봐야 

하며, 이는 호텔 검색 및 선정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대폭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Figure 1>은 일반적인 호텔 정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여가

활동 정보 사이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접근성, 
객실 등의 한 수준의 평가기준에 대한 요구사항

을 나타내기 보다는, 접근성 중에서도 지하철, 
버스, 지리적 위치, 그리고 객실 중에서도 욕실, 
방, 청결도 등 두 수준 또는 이상의 평가기준에 

대한 요구사항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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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Limitation of Traditional Hotel Information Site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여가활동 정보 사

이트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한 

수준의 평가기준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각 평

가기준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에 대한 특징과 평

가기준 별 주요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

히 많은 수의 리뷰를 직접 읽어야 한다는 불편이 

따른다. 물론 평가기준을 세분화하여 사용자가 

다양한 수준의 기준에 대한 리뷰를 입력하게끔 

유도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접근은 지나치게 많은 입력 구분으로 인해 사

용자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측면, 그리고 평가기

준별로 모든 세부기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측

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여가활동 정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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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의 한계, 즉 평가기준별로 입력된 리뷰를 신

뢰하기 어렵다는 점과 평가기준을 구성하고 있

는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극복하

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사용자가 별도의 구분 없이 

입력한 리뷰를 그 내용에 따라 평가기준별로 자

동 분류하고, 각 평가기준별 주요 이슈를 발굴하

고 요약하여 제공한다. 제안 방법론은 최근 텍스

트 분석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토픽 모델링

(Topic Modeling)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각 리뷰

를 하나의 문서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리

뷰를 개별 리뷰 유닛(Unit)으로 분해한 뒤 평가

기준별로 유닛을 재구성하여 분석한다는 측면에

서 기존의 토픽 모델링 기반 연구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안 방법론을 호텔 정

보 사이트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소개함으

로써, 제안 방법론의 유용성을 간접적으로 보이

고자 한다.
본 논문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는 본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 연구의 

성과를 요약하고,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제안 방

법론을 간단한 예를 통해 소개한다. 4장에서는 

제안 방법론을 실제 호텔 정보 사이트에 적용한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 마지막 장인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여 및 한계,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

시한다.

2. 관련 연구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공유가 활발해짐에 따라 

사용자 리뷰의 생산과 소비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제품에 대한 리뷰들이 해당 기업

과 관심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

고(Archak et al., 2011),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리뷰는 제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

게 되었다. 사용자 리뷰는 여행, 영화, 그리고 쇼

핑몰 등 특정 도메인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곳

에서 생산되고 있으며(Liu and Kim, 2015), 웹상

의 거의 모든 소비 공간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

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리뷰들은 사용자에 의

해 자연어(Natural Language) 형태로 작성되어 비

정형 또는 반정형 데이터로 제공(Buneman, 
1997)되기 때문에, 이를 정량화하여 분석하기 위

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대표적

인 예로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과 감성사

전(Lee et al., 2016) 및 토픽 모델링을(Chae et al., 
2015) 활용한 연구, 색인어 추출(Term Extraction)
과 TF-IDF 분석을 적용한 연구(Jeon and Ahn, 
2015) 종속성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하여 사용자 

리뷰에서 추출된 특징들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

한 연구(Kim, 2010), 문맥 정보(상품분류, 상품특

징, 표현어휘, 리뷰점수)를 활용하여 사용자 리

뷰를 분류한 연구(Yang et al., 2009)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Yeon et al(2011)는 사용자 리뷰를 분

석하기 위해 감성분석과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을 활용한 온라인 감성 분석처리

(On-Line Sentiment Analytical Processing) 방안을 

제시 하였다. 최근에는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과 온톨로지(Ontology)를 활용하여 사용

자 리뷰를 분석한 연구(Mun et al., 2016)도 수행

된 바 있다.
이와 같이 리뷰 분석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

루어짐과 동시에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정량화된 

정보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각화 연구도 

수행되었다. Lee et al(2009)는 사용자가 정의한 

사전을 통해 리뷰를 분류한 후 화면 중심에 게시

물을 배치하고, 게시물의 연관성에 따라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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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태양계 형태와 유사하게 보여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클러스터링 기

법을 사용하여 댓글을 분석하고, 키워드의 클러

스터로 분류된 댓글들을 키워드 중심의 방사형

으로 시각화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

한 형태로 SkepticalLeft와 아고라에서 수집한 댓

글을 파형 그래프와 비방향성 그래프로 시각화

하는 방법(Lee et al., 2012)도 제시된 바 있다. 한
편 호텔 예약 웹서비스인 TripAdvisor와 Booking. 
com의 리뷰를 분석하여 지도상에 오피니언 마이

닝 결과를 시각화하는 방법(Bjørkelund et al., 
2012)도 제시되었으나, 이 연구는 호텔의 각 평

가기준 별 긍정 또는 부정 여부를 나타내지는 못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사용자의 

리뷰뿐만 아니라 상품의 분류와 속성을 반영하

는 리뷰 감정분석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와 그래

프로 시각화하는 시도(Choi et al., 2016)가 이루

어졌으며, 온톨로지와 오피니언 마이닝을 활용

한 분석 결과를 군집으로 시각화하는 새로운 방

안도 제시되었다(Mun et al., 2016).
특히 본 연구의 목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

는 리뷰 재구성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수행된 바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리뷰를 정량화하여 

요약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상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의 빈도수(Gamon et al., 2005) 또
는 이와 평점이 결합된 형태로 분석 결과를 제시

하고(Scaffidi et al., 2007; Yang et al., 2008), 상품

의 특징 별로 긍정/부정 여부를 도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Liu et al., 2005). 최근에는 목적 별 

리뷰정보를 도출하는 방안(Kim and Kim, 2016)
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사전을 통

해 특정 목적과 관련된 단어 정보를 추출한 후, 
데이터 마이닝 기법인 군집화와 연관 규칙 학습

을 통해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를 정량적으

로 나타냈다. 또한 상품의 속성 별 긍정/부정 여

부를 파악하기 위해 속성명 사전을 구축하고, 이
에 따라 5개의 속성(분위기, 장소, 서비스, 음식, 
가격)으로 리뷰를 분류하여 분석한 연구(Yeon et 
al., 2013)도 수행된 바 있다. 이 연구는 리뷰를 

속성에 따라 분류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와 

유사성이 있으나, 분류된 리뷰의 주요 이슈에 대

한 분석이 아닌 긍정/부정 여부를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제안 방법론과는 차이가 있다. 

3. 제안 방법론

3.1 연구 범위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방법론의 범위 및 주요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본 장에서 제안

하는 방법론은 편의상 호텔 정보 사이트를 예로 

들어 기술되지만, 사용자 리뷰가 있는 모든 여가

활동 정보 사이트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전체 모형은 다음 <Figure 2>와 같다. 
Phase 1은 리뷰 데이터로부터 리뷰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발굴하여 평가기준 별 용어사전으

로 만드는 과정으로, 3.2.1절에서 자세하게 다룬

다. Phase 2는 리뷰 데이터로부터 문장 단위의 

유닛을 추출한 후 이를 Phase 1의 결과인 평가기

준 별 용어사전을 이용해 각 평가기준 별로 분류

하는 과정으로, 3.2.2절에서 소개한다. 마지막으

로 Phase 3에서는 각 리뷰 유닛 그룹 별 토픽 모

델링을 통해 평가기준 별 이슈를 도출하는 과정

으로, 이 내용은 3.2.3절에서 다룬다. 이해를 돕

기 위해 본 장에서는 간략한 가상 예를 통해 방

법론을 소개하며, 제안 방법론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는 4장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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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earch Model

3.2 평가기준 별 이슈 식별

3.2.1 평가기준 별 용어사전 구축

여가활동 정보 사이트는 그 분야 및 특성에 따

라 상이한 평가기준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 정보 사이트는 작품성, 스토리, 배우의 연

기력 등의 기준을 가질 수 있고, 음악 정보 사이

트는 멜로디, 가수의 가창력, 감정 전달력 등의 

기준을 가질 수 있다. 기존의 사이트들은 이러한 

평가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구분

된 경우라도 사용자의 의도적/비의도적 오입력

으로 인해 평가기준과 리뷰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안 방법론은 기존 사이트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자의 리뷰를 

각 평가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는 평가기준 별 용어사전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평가기준의 구체적 특성(Feature)을 나타내는 

용어사전은 기존에 구축된 도메인별 용어사전 

또는 온톨로지를 활용하여 구축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용어 빈도수 분석 결과를 활용하

여 작은 규모의 용어사전을 직접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전체 리뷰에 출현한 용어 중 

명사의 빈도수를 측정한 후, 이들 중 특정 임계

값(Threshold) 이상 출현하는 용어만을 도출하였

다. 그리고 이들 용어들이 각 평가기준의 어떤 

항목의 묘사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2차원 행렬 

형태로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호텔 정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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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ample of Lexicon for each Evaluation Criteria of Hotel Information Site

트의 평가기준으로는 접근성(Accessibility), 시설

(Facility), 서비스(Service), 음식(Food), 객실

(Room), 그리고 가격(Price)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각 용어들이 이들 6가지 평가기준에 

대응되는 여부를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able 1>은 호텔 정보 사이트의 접근성, 서

비스, 객실의 평가기준에 대한 용어사전에 각각 

(위치, 지하철, 버스), (친절, 직원, 청소), 그리고 

(객실, 청소, 욕실, 방음)의 용어가 수록된 가상 

예를 보이고 있다. <Table 1>에서 용어 “청소”와 

같이 여러 평가기준의 용어사전에 동시에 수록

되는 용어가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가족”과 

같이 빈도수가 높을지라도 특정 평가기준의 특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평가

기준 별 용어사전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다. 평
가기준 별 용어집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원 두 명이 동

일한 분류 작업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연구원의 분류가 일치하는 경우 해당 용어를 곧

바로 용어사전에 추가하였으며, 서로 의견이 다

른 경우 또 다른 연구원의 의견에 따라 용어를 

분류하였다.

3.2.2 리뷰 유닛 재구조화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대부분의 연구는 하나

의 문서를 하나의 연구 단위로 사용한다. 이는 

하나의 문서가 하나의 주제(Topic) 또는 하나의 

감성(Sentiment 또는 Opinion)을 나타내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하지만 호텔 리뷰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글 내에도 여러 주제 및 감성이 포

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리뷰를 하나의 

연구 단위로 사용하여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게 

되면, 여러 평가기준이 뒤섞인 상태의 토픽이 도

출되어 결과의 활용도가 매우 낮아지게 된다.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용

자의 리뷰를 평가기준에 따라 분리한 후 평가기

준 별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며, 이는 제안 방법

론의 가장 독창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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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view Unit Restructuration

평가기준에 따른 리뷰 분리를 위해 앞에서 평

가기준 별 용어사전을 구축하였으며, 본 부절에

서는 이를 적용하여 각 리뷰를 리뷰 유닛으로 재

구조화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우선 마침표(.) 또
는 줄바꿈을 구분자(Delimiter)로 적용하여 각 리

뷰를 문장 별로 분리하고 이를 리뷰 유닛이라고 

정의한다. 다음으로 <Table 1>을 활용하여 각 리

뷰 유닛이 어떤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

고 있는지 파악한다. 예를 들어 <Figure 3>은 특

정 호텔에 대한 하나의 리뷰로부터 4개의 리뷰 

유닛을 도출하고, 이를 세 가지 평가기준으로 재

구조화하는 예를 나타낸다.
<Figure 3>의 좌측은 가상의 리뷰 원문을 나타

내며, 가운데 부분은 <Table 1>로부터 도출된 접

근성(위치, 지하철, 버스), 객실(객실, 청소, 욕실, 
방음), 그리고 서비스(친절, 직원, 청소)의 세 가

지 용어사전을 나타낸다. 용어사전에 수록된 어

휘는 좌측의 리뷰 원문에서 음영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예에서 리뷰 원문은 전체 다섯 개의 문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문장은 용어사

전에 수록된 어떤 용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

로 이 단계에서 폐기된다. 나머지 네 문장의 경

우 평가기준 별 용어사전에 수록된 용어의 포함 

여부에 따라 해당 그룹의 리뷰 유닛으로 분류된

다. 예를 들어 첫 문장은 접근성 그룹, 두 번째 

문장은 객실 그룹, 네 번째 문장은 서비스 그룹

의 리뷰 유닛으로 분류되며, 세 번째 문장의 경

우 객실 그룹과 서비스 그룹에 동시에 속하게 된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평가기준 별 리뷰 유

닛의 그룹이 생성되며, 이후 각 그룹 별 토픽 모

델링을 통해 평가기준 별 주요 이슈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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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xample of Main Issues for each Evaluation Criteria

3.2.3 평가기준 별 주요 이슈 도출

본 부절에서는 앞에서 도출한 각 호텔의 평가

기준 별 리뷰 유닛에 대한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평가기준 별 주요 이슈를 도출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토픽 모델링은 각 문서에 포함된 용어

의 빈도수에 근거하여 유사 문서를 그룹화한 뒤, 
각 그룹을 대표하는 주요 용어를 추출하여 해당 

그룹의 토픽 키워드 집합을 제시하는 기법이다. 
토픽 모델링은 많은 연구 및 서적에서 이미 소개

되었을 뿐 아니라 상용 분석 도구를 통해 쉽게 

수행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

한 과정 대신 주요 원리만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우선 전체 용어에 대한 차원 축소가 이루어지

게 되며, 이 때 차원의 수가 곧 토픽의 수를 나타

내게 된다. 각 용어는 각 차원, 즉 토픽에 대한 

대응도를 갖게 되며, 이를 용어 가중치(Term 
Topic Weight)라고 한다. 이 때 용어 가중치가 주

어진 용어 임계값(Term Cutoff) 이상인 경우 이 

용어는 해당 토픽을 기술하는 용어로 분류되며, 
임계값으로는 주로 각 토픽의 모든 용어 가중치

의 “평균 + 1σ(Sigma, 표준편차)”가 사용된다. 또

한 각 문서에 대해서도 문서 가중치(Document 
Topic Weight)가 계산되는데, 이 값은 문서에 포

함된 각 용어의 TF-IDF 값과 용어 가중치의 곱

의 표준합(Normalized Sum)으로 계산된다. 또한 

문서 가중치의 값이 문서 임계값(Document 
Cutoff) 이상인 경우 이 문서는 해당 토픽에 속하

는 문서로 분류되며, 임계값으로는 주로 각 토픽

의 모든 문서 가중치의 “평균 + 1σ”가 사용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문서 집합으로부터 주요 토

픽 및 각 토픽을 기술하는 주요 용어를 도출하

고, 각 토픽에 해당되는 문서를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각 호텔의 평가기준 

별 이슈를 도출한 가상 예가 <Figure 4>에 제시

되어 있다.
<Figure 4>는 <Figure 3>의 평가기준 별 리뷰 

유닛에 대한 토픽 모델링을 통해 OO호텔의 접근

성, 객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고객 리뷰의 주

요 이슈를 요약한 예를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Topic”은 각 이슈의 주요 키워드를 나타내며, 
“#RU”는 각 이슈에 해당되는 리뷰 유닛의 수를 

나타낸다. 한편 각 이슈, 즉 토픽에 대해 가장 높

은 문서 가중치를 갖는 상위 몇 개의 문장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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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xample of Hotel Reviews in Site ‘H’

원문을 요약 표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해당 이슈

의 내용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Figure 
4>는 세 가지 이슈 각각에 대해 문서 가중치가 

가장 높은 리뷰 유닛 한 가지씩을 제시한 경우를 

보이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간략한 가상 예를 통해 제안 방법

론을 소개하였다. 다음 장인 4장에서는 실제 데

이터에 대해 제안 방법론을 적용한 실험의 과정 

및 결과를 제시한다.

4. 실험

4.1 실험 데이터 소개

본 장에서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호텔 정보 사

이트로부터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안 방법

론을 적용하여 각 호텔의 주요 평가기준 별 주요 

이슈를 식별하는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 대상으

로는 누적고객 470만 명 이상을 갖는 글로벌 호

텔 정보 사이트인 ‘H’ 사이트를 선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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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ating, Number of Reviews, Number of Review Units of the Five Hotels

데이터 수집에는 직접 제작한 크롤러를 사용하

였다. ‘H’ 사이트는 접근성, 부대시설, 객실시설, 
식음료, 서비스, 그리고 가격대비 만족도의 6개 

평가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평점과 함께 

각 기준별 평점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텍스트 

리뷰는 위치/교통, 상세정보, 그리고 주변정보의 

세 가지 항목을 구분하여 입력받고 있으나, 
<Figure 5>와 같이 세 가지 항목을 엄밀하게 구

분하지 않고 유사한 내용을 반복 입력한 리뷰가 

많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방법론

을 사용하여 전체 리뷰를 리뷰 유닛으로 분해한 

후, 각 문장을 평가기준에 따라 재구성하여 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2005년 8월부터 2016년 5월
까지 20건 이상의 리뷰가 등록된 호텔 중 평균 

평점이 8점대인 호텔 2개와 7점대인 호텔 3개를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초 실험 설계 시

에는 각 평점대 별로 리뷰의 수가 가장 많은 호

텔을 선택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7점
대 미만의 평점을 갖는 호텔의 경우 방문객이 적

어 리뷰의 수가 20건을 넘기는 경우가 드문 것으

로 나타나, 7점대와 8점대 평점을 갖는 호텔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5개 호텔에 대해 수

집한 리뷰의 총 수는 423건이며, 문장 분리 후 재

구성된 리뷰 유닛의 총 수는 4,860건으로 나타났

다. 실험 대상 호텔 5개의 평점, 리뷰 수, 그리고 

리뷰 유닛의 수가 <Table 2>에 요약되어 있다.

4.2 평가기준 별 용어사전 구축

본 절에서는 호텔 정보 사이트의 6개 평가기

준 별 용어사전 구축 과정 및 결과를 소개한다. 
우선 4,860개 리뷰 유닛에 대해 형태소 분석, 파
싱(Parsing) 및 필터링(Filtering)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SAS Enterprise Miner 14.1의 Text 
Parsing 및 Text Filtering 모듈을 사용하였다. 또
한 불필요한 어휘를 제거하기 위해 이메일, 
URL, 기타 무의미한 단어 등 총 68,822개의 어휘

를 수록한 불용어 사전(Stop List)을 적용하여 분

석 결과를 정제하였다. 이렇게 정제된 각 용어를 

평가기준 별 용어사전에 수록하는 과정은 두 연

구원에 의해 동시에 수행되었다. 두 연구원의 분

류가 일치하는 경우 해당 용어를 곧바로 용어사

전에 추가하였으며,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 또 

다른 연구원의 의견에 따라 용어를 분류하였다. 
각 용어사전에 수록된 어휘의 수가 충분할 경우

는 빈도수 3 미만의 용어는 사전에서 제거하였

으며, 어휘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사전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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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Lexicon of Each Evaluation Criteria (Part)

빈도수와 관계없이 전체 용어를 사전에 수록하

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6개의 평가기준에 

대해 전체 145개의 용어가 식별되었으며, 각 용

어사전의 내용 일부가 <Figure 6>에 나타나있다.

4.3 리뷰 유닛 재구조화

본 절에서는 6개의 평가기준 별 용어사전을 

사용하여 423개의 리뷰 원문을 4,860개의 리뷰 

유닛으로 재구조화한 결과를 소개한다. 이 과정 

역시 SAS Enterprise Miner 14.1의 Text Parsing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결과의 후처리에는 SAS 
Enterprise Guide 7.1을 사용하였다. 6개 평가기준 

별 리뷰 유닛 도출 과정은 서로 유사하므로, 본 

절에서는 접근성 기준에 대한 분석 과정만을 

<Figure 7>에 소개한다.
<Figure 7(a)>는 접근성 용어사전의 수록 어휘

를 나타내며, <Figure 7(b)>는 각 어휘가 출현한 

문서를 나타낸다. 또한 리뷰 원문은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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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sults of Review Unit Restructuration (Part)

에 소개된 방법에 의해 우선 문장 단위로 분리되

며 <Figure 7(c)>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며, 이들 

문장 중 접근성 용어사전의 수록 어휘를 포함한 

문장, 즉 <Figure 7(b)>에 나타난 문장만이 접근

성 리뷰 유닛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도출된 접근

성 리뷰 유닛의 결과 일부가 <Figure 7(b)>에 나

타나있다. <Figure 7>의 과정을 각 호텔 5개 및 

각 평가기준 6개에 대해 총 30번 반복 수행함으

로써, 5개 호텔의 6개 평가기준에 대한 리뷰 유

닛을 구성하였다.

4.4 평가기준 별 주요 이슈 도출

본 절에서는 본 실험의 마지막 단계로, 앞에서 

추출한 각 호텔의 평가기준 별 리뷰 유닛에 대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한다. 토픽 모

델링에는 SAS Enterprise Miner 14.1의 Text 
Topic 모듈을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4.2절에서 

소개한 불용어 사전을 사용하여 토픽 키워드를 

정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5개 호

텔의 6개 평가기준에 대한 주요 이슈 및 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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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Main Issues of Each Evaluation Criteria for Five Hotels

에 대응되는 리뷰 유닛의 수를 요약한 결과가 

<Figure 8>에 나타나있다.
<Figure 8>은 제안 방법론의 최종 결과물 중 

하나로, 각 호텔별 평가기준에 대해 상위 이슈 

3개씩을 키워드로 제공하고 있다. 상위 이슈는 

각 이슈에 대응되는 문서의 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형태의 리뷰 요약 테이

블을 통해 각 호텔의 각 평가기준에 대해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각 이슈를 다룬 리뷰 유

닛의 수는 얼마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하지만 많은 이슈의 경우 <Figure 8>의 표에 

제시된 정보만으로도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반면, 이슈 키워드만으로는 구체

적인 내용의 파악이 어려운 이슈도 존재한다. 예

를 들어 A 호텔의 접근성 평가기준에 대한 이슈 

중 “위치, 좋다, 기차역, 최고, 건너편” 이슈의 경

우 ‘A 호텔이 기차역 부근에 존재하여 접근성이 

매우 좋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반면, B 호텔의 객실 평가기준에 

대한 이슈 중 “깨끗하다, 욕실, 냄새, 객실, 화장

실” 이슈의 경우 ‘깨끗하다’와 ‘냄새’라는 상충되

는 용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확히 짐

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제안 방법론은 

두 번째 최종 결과물로 <Figure 9>와 같이 각 이

슈에 대응되는 리뷰 유닛 중 상위 10개를 함께 

제공한다. 상위 리뷰 유닛은 해당 리뷰 유닛의 

문서 가중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였다.
<Figure 9>는 제안 방법론의 일종의 활용 시나

리오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각 호텔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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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orrespondence Matrix Between Issues and Documents

<Figure 9(a)>의 요약 테이블을 제공한 뒤, 관심 

있는 이슈를 선택함으로써 <Figure 9(b)> 또는 

<Figure 9(c)>가 표시되는 형태로 서비스를 구현

할 수 있다. 이러한 구현을 통해 앞에서 언급했

던 B호텔의 객실에 대한 이슈, 즉 “깨끗하다, 욕
실, 냄새, 객실, 화장실” 이슈의 경우 ‘객실과 욕

실이 모두 깨끗하며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내용

임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실제 호텔 정보 사이트의 리뷰에 

대한 실험을 통해, 다양한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

이 혼재되어 있는 리뷰로부터 제안 방법론을 적

용하여 각 평가기준 별 리뷰를 발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 리뷰를 평가기준 별로 요약하여 

제공함으로써 각 평가기준에 대한 상세 이슈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보였다. 

5. 결론

여가활동 정보 사이트에 대한 수요와 활용도

가 높아짐에 따라, 정형/비정형 분석을 통해 사

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하지만 기존 대부분의 여가활동 정보 사이트

들은 상품 및 서비스의 평가기준이 명확히 구분

되어 있지 않거나, 구분된 경우라도 사용자의 의

도적/비의도적 오입력으로 인해 평가기준과 리

뷰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기 어렵

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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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리뷰로부터 각 평

가기준 별 리뷰 유닛을 재구성하고, 이들 리뷰 

유닛의 주요 이슈를 평가기준 별로 요약하여 제

공함으로써 각 상품 및 서비스의 평가기준 별 상

세 이슈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방법론을 제안하

였다. 또한 누적고객 470만 명 이상을 갖는 글로

벌 호텔 정보 사이트인 ‘H’ 사이트에 소개된 호

텔 5곳을 선정하여 리뷰 423개를 수집하고, 이를 

4,860개의 리뷰 유닛으로 재구조화하여 각 호텔

의 접근성, 부대시설, 객실시설, 식음료, 서비스, 
그리고 가격대비 만족도 측면에서의 상세 이슈

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론은 학술적, 실무적 차원에서 다음

과 같은 기여를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우선 학

술적 측면에서 제안 방법론은 하나의 텍스트 문

서를 평가기준 별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시

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물론 문서 전체가 아닌 

문장 단위 또는 속성 단위의 분석에 대한 필요성 

및 방안이 이미 소개되어 있지만, 각각 분석 결

과의 신뢰성과 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널리 활

용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비해 제

안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문장 단위의 분석을 사

용하되 평가기준 별 용어사전을 통해 문장을 선

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분석의 용이성과 결과의 

신뢰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

한다. 
이와 같은 학술적 기여 외에 본 연구의 기여는 

실무적 측면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

한다. 많은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상품 및 서비

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오히려 방대

한 양의 정보로 인해 정작 사용자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더욱 어려워진 측면

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상품 및 서비스의 주

요 평가기준을 정의하고 각 평가기준 별 주요 이

슈를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제안 방법론은 호텔 정보 사이트를 중

심으로 소개되었지만 여타의 여가활동 정보 사

이트, 나아가서는 사용자의 리뷰를 다루는 모든 

사이트의 개선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특히 제안 방법론은 기존의 리뷰를 평가기준 

별로 자동으로 구분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기존 

사이트의 리뷰 제공 체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방법론은 향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보

완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제안 방법론의 성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 주제의 

특성상 제안 방법론의 성능은 정확도 측면이 아

닌 효과성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

다. 따라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안 방법론을 

적용한 사이트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본 방법

론의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많

은 사이트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여 방법론

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제안 방법론은 

실제 사이트에 대한 실험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보완되고 구체화되었다. 예를 들어 사용

자의 오입력으로 인해 평가기준과 리뷰의 내용

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리뷰에 비

속어가 많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리뷰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정 인기 상품에 편중

되어 있다는 점 등이 실험 과정에서 파악되었다. 
향후 더욱 많은 사이트에 대한 실험을 통해 다양

한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방

법론을 더욱 견고하게 보강할 필요가 있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의 평가기준 별 용어사전 구축은 

연구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용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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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복수의 연구원이 동일 

용어를 식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이 과정

에서 연구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완

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특정 용어

를 식별하여 평가기준 별 용어사전을 자동으로 

구축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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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hodology for Identifying Issues of User

Reviews from the Perspective of Evaluation

Criteria: Focus on a Hotel Information Site

1)Sungho Byun*･Donghoon Lee*･Namgyu Kim**

As a result of the growth of Internet data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big 
data” analysis has gained prominence as a major approach for evaluating and mining enormous data for 
various purposes. Especially, in recent years, people tend to share their experiences related to their leisure 
activities while also reviewing others’ inputs concerning their activities. Therefore, by referring to others’ 
leisure activity-related experiences, they are able to gather information that might guarantee them better 
leisure activities in the future. This phenomenon has appeared throughout many aspects of leisure activities 
such as movies, traveling, accommodation, and dining. Apart from blogs and social networking sites, many 
other websites provide a wealth of information related to leisure activities. Most of these websites provide 
information of each product in various formats depending on different purposes and perspectives. Generally, 
most of the websites provide the average ratings and detailed reviews of users who actually used 
products/services, and these ratings and reviews can actually support the decision of potential customers 
in purchasing the same products/services. However, the existing websites offering information on leisure 
activities only provide the rating and review based on one stage of a set of evaluation criteria. Therefore, 
to identify the main issue for each evaluation criterion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specific elements 
comprising each criterion, users have to read a large number of reviews. In particular, as most of the users 
search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tailed elements for one or more specific evaluation criteria based on 
their priorities, they must spend a great deal of time and effort to obtain the desired information by reading 
more reviews and understanding the contents of such reviews. 

Although some websites break down the evaluation criteria and direct the user to input their reviews 
according to different levels of criteria, there exist excessive amounts of input sections that make the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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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inconvenient for the users. Further, problems may arise if a user does not follow the instructions 
for the input sections or fill in the wrong input sections. Finally, treating the evaluation criteria breakdown 
as a realistic alternative is difficult, because identifying all the detailed criteria for each evaluation criterion 
is a challenging task. For example, if a review about a certain hotel has been written, people tend to only 
write one-stage reviews for various components such as accessibility, rooms, services, or food. These might 
be the reviews for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 such as distance between the nearest subway station 
or condition of the bathroom, but they still lack detailed information for these questions. In addition, in 
case a breakdown of the evaluation criteria was provided along with various input sections, the user might 
only fill in the evaluation criterion for accessibility or fill in the wrong information such as information 
regarding rooms in the evaluation criteria for accessibility. Thus, the reliability of the segmented review 
will be greatly reduced. 

In this study, we propose an approach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leisure activity 
information websites, namely, (1) the reliability of reviews for each evaluation criteria and (2) the difficulty 
of identifying the detailed contents that make up the evaluation criteria. In our proposed methodology, we 
first identify the review content and construct the lexicon for each evaluation criterion by using the terms 
that are frequently used for each criterion. Next, the sentences in the review documents containing the terms 
in the constructed lexicon are decomposed into review units, which are then reconstructed by using the 
evaluation criteria. Finally, the issues of the constructed review units by evaluation criteria are derived and 
the summary results are provided. Apart from the derived issues, the review units are also provided. 
Therefore, this approach aims to help users save on time and effort, because they will only be reading the 
relevant information they need for each evaluation criterion rather than go through the entire text of review. 

Our proposed methodology is based on the topic modeling, which is being actively used in text 
analysis. The review is decomposed into sentence units rather than considering the whole review as a 
document unit. After being decomposed into individual review units, the review units are reorganized 
according to each evaluation criterion and then used in the subsequent analysis. This work largely differs 
from the existing topic modeling-based studies. In this paper, we collected 423 reviews from hotel 
information websites and decomposed these reviews into 4,860 review units. We then reorganized the 
review units according to six different evaluation criteria. By applying these review units in our 
methodology, the analysis results can be introduced, and the utility of proposed methodology can be 
demonstrated.

Key Words : Big Data, Review Analysis, Text Mining, Top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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