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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online commerces are becoming more common due to factors such as mobile technology development 

and smart device dissemination, and online review has a big influence on potential buyer's purchase decision. This 

study presents a set of analytical methodologies for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customer reviews of products in 

online transaction. Using techniques currently developed in deep learning are implemented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 

for analyze meaning in online reviews. By using these techniques, we could solve time consuming pre-data analysis 

time problem and multiple topic problem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customer reviews of laptops sold in domestic 

online shopping malls. Our result successfully demonstrates over 90% classification accuracy. Therefore, this study 

classified the unstructured text data in the semantic analysis and confirmed the practical application possibility of 

the review analys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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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상품을 직  확인해볼 수 없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이  구매자의 온라인 리뷰는 잠재 구매

자의 구매의사에 큰 향을 끼친다(Minqing and 

Bing, 2004; Scaffidi et al., 2007). 실제로  세

계의 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온라인 쇼핑 사

이트 아마존(Amazon.com)과 이베이(ebay)는 상

품을 구매한 고객의 리뷰를 통해 잠재 고객의 구

매의사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심리  비용을 

이고자 하 다. 이처럼 다른 사용자의 제품 구매 

의사에 결정 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온라인 제품 

리뷰의 활용은 기업 입장에서 매우 요한 역할로 

인식되고 있으며, 온라인 리뷰 분석에 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orfiatis et al., 2012; 

Kuan et al., 2015; Mudambi et al., 2010; Singh 

et al., 2017).

온라인 제품 리뷰에 한 연구에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리뷰의 

평 , 리뷰 참여자(Reviewer) 수, 텍스트 길이 등을 

활용한 리뷰의 유용성 평가에 한 연구(Dellarocas 

et al., 2007; Korfiatis et al., 2012; Kuan et al., 

2015; Singh et al., 2017)이고, 두 번째는 가 리뷰

를 작성하는가에 한 온라인 리뷰의 참여성에 한 

연구(Dellarocas et al., 2010; Yoo and Gretzel, 

2008)이며, 세 번째는 제품에 한 온라인 리뷰의 

의미 (Semantic) 연구(Kraychev and Koychev, 

2011; Somprasertsri and Lalitrojwong, 2010)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활용하여 의미 사

(Semantic Lexicon)을 통해 리뷰가 가진 의견(Op-

inion)을 악하거나 극성( 정/부정)을 단하는 감

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을 실시한다. 세 가지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의미  연구에 해당된다.

기존 의미  연구들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 분석 주의 연구들이 진행되었기 때

문에 상품에 한 극성만을 단할 수 있었을 뿐 

제품 구매자들이 남긴 리뷰의 반 인 생각을 

악하기 어렵다(Lee and Ahn, 2017; Kim et al., 

2011). 둘째, 한  텍스트의 경우 분류기의 성능이 

낮아지는 문제로 인해 품사 채택이나 음소, 음  

단 의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형태소 분석을 진

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발생하며, 

처리 방법을 선택하고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시

간이 소요된다(Chang et al., 2015; Go and Shin, 

2010; Kam and Song, 2012; Lee et al., 2008). 

셋째, 구조  내용 분석이 힘듦으로 사용자들이  

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리뷰가 많아 활용도가 다(Song and Lee, 

2011; Yeon et al., 2011).

최근 텍스트 마이닝 분야에서는 온라인 리뷰

의 반 인 생각을 악하기 해 딥러닝(Deep 

Learning) 기법을 활용한 시퀸스-투-시 스 학습

(Sequence-to-Sequence learning) 연구들(Cho et 

al., 2014; Sutskever et al., 2014)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딥러닝을 통해 제품 구매자들

의 반 인 생각을 악하기 한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이하 NLP), 문서 

분류(Classification)와 같은 연구들(Bengio, 2009; 

Glorot et al., 2011) 역시 진행되고 있지만 분류기 

활용을 해 필요한 이블링(Labeling) 과정에

서 작업자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주제를 추출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

다. 이러한 을 볼 때 실무에서 딥러닝 기법을 

온라인 리뷰 분석에 용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

가 있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 극성과 수에 의

존하고 있는 리뷰 내용 자체 분석을 해 딥러닝 

기법의 계층  강조 네트워크(Hierarchical Atten-

tion Network, 이하 HAN)를 사용하 다. HAN

에서는 단어와 문장을 분리하여 단어의 가 치를 

추출한 후 문장 인코더(Sentence Encoder)에 삽

입하는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이하 RNN)을 이용하는데, 이 방식은 문장의 길이

와 숫자가 일정치 않는 온라인 리뷰 분석에 합

하다. 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한  텍스트 형태

소 분석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정보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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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해 품사 선택에 한 고려를 하지 않고 

문장 안의 모든 품사를 분석에 활용하 다. 이

게 함으로써 주요 명사와 품사를 구별하지 않는 

분류가 되어 성능이 떨어질 수 있으나, 딥러닝의 

이어(Layer)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조사가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처리 과정의 시간을 폭 임

과 동시에 분류기의 성능을 유지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집된 

총 150,540개의 리뷰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분류 

실험을 진행하 다. 분류 결과, 데이터가 정형화되

어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류 정확도는 90%

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 다. 한, 기존 연구와 달

리 리뷰에 포함된 다양한 주제들 역시 추출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방식을 통해 온라인 리뷰를 참고하는 

잠재 구매자들에게는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달

하고, 쇼핑몰 리자에게는 텍스트 처리와 이

블링 과정에서 육안으로 주제를 추출할 때 소요되

는 시간을 여 으로써 효율 인 온라인 리뷰의 

리 방법이 될 것으로 기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 본 

연구에 활용된 기법들에 한 이론  배경을 소개

하고, 제 3장에서 연구 방법에 해 설명하며, 제 

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 과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 방안에 해 기술한다.

2. 이론  배경

2.1 Latent Dirichlet Allocation

잠재 디리클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

tion, 이하 LDA)은 문서 내 어떤 주제들이 존재

하는지 악하게 해주는 확률  생성 모델로 표

인 토픽 모델링 기법이다(Blei et al., 2003). 문서 

안에 있는 단어의 분포를 분석하여 해당 문서가 어

떤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측할 수 있다. LDA

는 ‘각각의 문서는 여러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와 ‘주제들은 디리클  분포(Dirichlet Distribu-

tion)를 따른다’ 그리고 ‘단어의 교환성(Exchange-

ability)’과 같은 특징 인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단어의 교환성’은 문헌이 단어의 빈도수만을 

가지고 표 을 가능  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단어

와 문헌의 교환성을 포함한 혼합 모델이 LDA라

고 할 수 있다. LDA를 통해 문헌의 내포된 주제

를 찾아내고 데이터가 반 으로 의미하는 바를 

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

히, Griffiths와 Steyvers(2004)는 PNAS 내 과학 

분야의 연구논문들의 반 인 주제를 악하기 

해 LDA 기법을 활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체 온라인 고객 리뷰의 반

인 성향 즉, 리뷰의 주된 주제를 악하기 해 

LDA 모델을 활용한다. 고객 리뷰에는 다양한 제

품 련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리뷰의 반

인 주제를 악하기 한 목 에 합하다.

2.2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s

언어 번역, 문서 분류의 연구에서는 입력 데이터

의 연속성을 반 하여 학습이 어려운 DNN(Deep 

Neural Network)의 단 을 극복하고자, 시 스 투 

시 스 러닝(Sequence to Sequence Learning)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RNN 

 HAN은 문서의 계층  특성을 반 하기 한 

모델로서, 문서 분석 연구에 활발히 쓰이고 있다

(Yang et al., 2016). 

HAN은 단어와 단어뿐 아니라 문장과 문장을 

고려하기 해 두 개의 강조 매커니즘으로 구성

되어 있다. 첫 번째 강조 매커니즘은 단어를 처리

하기 한 것으로 단어 인코더(Word Encoder), 

단어 가 치(Word Attention)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강조 매커니즘은 문장을 처리하기 한 것

으로, 문장 인코더, 문장 가 치(Sentence Atten-

tion)로 이루어져 있다. 단어 가 치를 통해 산출

된 값은 문장 인코더의 입력으로 쓰이고 최종 으

로 소 트맥스(Softmax) 함수를 통해 문서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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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Online Review Analysis using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

온라인 쇼핑몰 A사 B사 C사 D사 합계

제품 수 300 722 531 514 2,065

리뷰 수 57,206 60,040 26,061 7,233 150,540

<Table 1> The Number of Products and Reviews based on Online Shopping Malls

한다. HAN의 인코더는 기본 으로 Gated Recur-

rent Unit(이하 GRU) 기반의 양방향 순환 신경망

(Bidirectional RNN)을 활용한다(Bahdanau et 

al., 2014).

HAN은 강조 매커니즘과 가 치를 사용함으로

써 길이가 다양한 온라인 고객 리뷰에 한 분석

을 효과 으로 할 수 있고, 문서들의 계층  특

성을 반 할 수 있으므로, 기존 RNN 방식에 비해 

우수한 분류 성과를 보이고 있다(Nikolaos and 

Belis, 2017). 

본 연구에서는 길이가 다양한 온라인 고객 리

뷰에 한 분석을 효과 으로 하기 해 RNN에

서 생된 강조 매커니즘(Attention Mechanism)

의 확장 모델인 HAN을 활용했다(<Figure 1> 

참고).

3. 연구 방법

3.1 연구 차

연구 차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거쳤다. 우선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리뷰 데이터를 이썬(Python)의 

수집 라이 러리  하나인 셀 니움(Selenium)을 

통해 수집했다. 수집한 리뷰 데이터에 하여 LDA 

기법을 용하여 확률 으로 어떤 주제들이 존재하

는지 악하고, 두 가지 이블링 기법을 통해 추출

한 주제들을 각 리뷰마다 할당하여 데이터셋을 구

축하 고, 딥러닝 기법인 HAN을 통해 분류를 진

행했다(<Figure 2> 참고). 

<Figure 2> Research Model

3.2 온라인 고객 리뷰 데이터의 수집

본 연구는 온라인 리뷰를 의미 으로 분석하기 

해 국내 온라인 쇼핑몰 네 곳에서 리뷰를 수집하

다. 분석 제품은 리뷰가 가장 활발히 작성되는 제

품 군  하나인 노트북으로 선정하 으며 쇼핑몰

에 게시된 2,065개의 노트북 제품의 150,540개의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 다(<Table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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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ample of Morphology Analysis

소 트웨어 련 하드웨어 련 외  련 가격 련 사은품 련 배송 련 구입 목

도우 메모리 색상 가격 마우스 배송 선물

설치 속도 화이트 렴 사은품 바로 인강

드라이버 세 크기 할인 가방 수령 아들

리도스 하드 실버 만원 우치 오늘 신랑

부 그래픽 흰색 쿠폰 무선 방문 아이

<Table 2> Words by Topics

3.3 데이터의 처리

수집한 리뷰 데이터  기사 데이터는 트 터

(Twitter)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형태소 분석

을 시행하 다. 데이터 처리 과정을 최소화 하

고자 품사 선택에 한 고려를 하지 않고 문장 안

의 모든 품사를 분석에 활용하 다. <Figure 3>

는 형태소 분석의 시이다.

4. 연구 결과

4.1 온라인 리뷰의 토픽 모델링  

먼  체 리뷰 데이터에서 먼 , 15개의 토픽

을 추출하여 t-SNE 알고리즘을 통해 도식화하

다. t-SNE는 각 토픽들의 차원을 축소하여 2차

원 평면상에 표 할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으로 

<Figure 4>는 추출된 토픽들 간의 유사함을 나타

낸다. <Figure 4>에서 총 15개의 토픽들  토픽 

1, 3, 4와 토픽 5, 6, 9 그리고 토픽 7, 8, 10, 11, 12

이 서로 거리가 가까운 것은 각 토픽 별로 나타난 

단어들의 분포가 매우 비슷하여 유사한 의미를 지

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토픽들의 의미 복을 

방지하기 해 서로 의미가 겹치는 토픽들을 합하

여 최종 으로 ‘소 트웨어 련’, ‘하드웨어 련’, 

‘외  련’, ‘가격 련’, ‘사은품 련’, ‘배송 련’, 

‘구입 목  련’의 총 7개 토픽으로 선정할 수 있

었다. 이를 통해 구매자들이 해당 제품에 해 가

진 성향이 단지 리뷰의 평 에 따른 감성  요소

(좋다/나쁘다)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을 

확인하 다. 각 토픽 별 상  5개 단어는 <Table 

2>와 같다.

<Figure 4> Relative Distance of Topics-Reorganize 
to 7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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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xample of Voting Labeling

4.2 주제에 따른 데이터의 분류 실험

본 연구에선 온라인 고객 리뷰의 의미  분석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LDA를 통해 총 7개의 토픽

들을 찾고, 이를 학습 데이터의 클래스로 활용하

여 분류를 진행하 다. 그러나 온라인 리뷰 부

분은 하나의 리뷰에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가령, “외 은 다른 노트북에 비해 무겁지

만 디자인은 투박하지 않아 만족합니다. 도우 

10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리도스인 상태 고, 배

송은 빨라서 상품에 해 반 으로 만족합니다.”

의 경우, 하나의 리뷰 안에 제품의 외 , 소 트웨

어 상태, 배송에 한 구매자의 의견들이 함께 포

함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하나의 리뷰를 

표할 수 있는 토픽을 클래스로 선정해주는 작업

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를 보

이는 토픽을 표 토픽으로 선정하는 보  이블

링과 모든 토픽에 한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클

래스를 선정하는 멀티 이블링 기법을 통해 리뷰 

데이터에 클래스를 부여하 다.

4.2.1 Voting Labeling

보  이블링은 먼  문장에 목  변수를 부여

하고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리뷰 체에 최종

으로 목  변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즉, 리뷰 내 

문장 안에 있는 단어가 LDA를 통해 추출한 토픽

들 각각의 말뭉치(Corpus)에 속한 단어라면 문장

의 목  변수는 해당 토픽이 된다. 를 들어 “배

송은 빨라서 정말 좋았습니다.”라는 문장의 경우 

‘배송’이라는 단어가 ‘배송 련’ 토픽의 말뭉치에 

포함된 단어이므로 해당 문장의 목  변수는 ‘배

송 련’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문장에 해 

클래스를 부여하고 문장들의 클래스 수를 세어 그 

수가 가장 많은 클래스를 리뷰 체의 클래스로 

부여한다(<Figure 5> 참고). 

문장들의 클래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표 토픽이라고 정할 수 없어서 데이터 셋에서 제

외하 다. 그 결과, 학습과 테스트를 한 총 31,117

개 데이터 셋을 구축하 다. <Table 3>는 보  

이블링을 통해 구축한 리뷰 데이터의 클래스 별 리

뷰의 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

몰에서 노트북 제품의 경우 주로 ‘배송 련’, ‘노트

북 외  련’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

었다.

Class Number of Review

Label 1(소 트웨어 련) 2,414

Label 2(하드웨어 련) 4,345

Label 3(노트북 외  련) 7,401

Label 4(가격 련) 4,327

Label 5(사은품 련) 1,578

Label 6(배송 련) 9,538

Label 7(구입 목  련) 1,514

총 합 31,117

<Table 3> the Number of Reviews by Class of Voting 
Labeling

4.2.2 Multi Labeling

이 의 보  이블링의 경우 문장들의 클래스 

수를 세는 투표 형식이기 때문에 상 으로 은 

수의 문장들의 클래스는 배제되므로 리뷰가 포함

하는 정보가 소실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멀티 

이블링을 통해 리뷰에 포함된 문장들의 클래스를 

모두 반 하고자 하 다(<Figure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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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Topic Number of Review

Label 1 1 567

Label 2 1, 2, 3 405

Label 3 1, 2, 3, 4 322

Label 4 1, 2, 3, 4, 5 141

…

Label 71 2, 3, 4, 6 610

Label 72 2, 3, 4, 6, 7 276

…

Label 126 6,7 310

Label 127 7 673

총 합 42,775

<Table 4> The Number of Reviews by Class of Multi 
Labeling

<Figure 7> Example of Padding

<Figure 6> Example of Multi Labeling

멀티 이블링은 리뷰가 문장의 모든 클래스를 

포함한다. 따라서 <Figure 6>의 경우 해당 리뷰

는 토픽(Topic) 1, 토픽 2, 토픽 4, 토픽 5, 토픽 6 

가 하나의 고유한 클래스가 된다. 이를 통해 총 

42,775개의 데이터 셋을 구축했다. 멀티 이블링

을 통해 구축한 리뷰 데이터 셋의 분포는 <Table 

4>와 같다.

멀티 이블링을 통해 문장 내의 모든 목  변

수 값을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127개의 클래

스로 리뷰가 분류됨을 확인하 다.

4.3 분류 실험 결과

본 연구는 분석을 해 두 가지의 실험  방법

으로 온라인 고객 리뷰에 클래스를 부여하 다. 

그리고 목  변수가 생성된 온라인 고객 리뷰 데

이터에 해 최종 으로 분류 모델에 용하는 실

험을 진행했다. 

4.3.1 실험 데이터 셋

리뷰 데이터는 문장 안에 포함된 단어의 수가 

최  50개, 문헌 안에 포함된 문장의 수가 최  50

개가 되도록 제한하여 50×50크기의 매트릭스로 

구성했다. 그리고 사  학습 시킨 64차원의 단어 

임베딩 벡터 값을 리뷰 데이터에 용하여 입력 

데이터는 N×50×50×64크기의 4차원 배열의 형태

를 갖는다. 한 문장 안의 단어 수 혹은 문헌 안

의 문장 수가 각각 50개 미만이면 나머지 수만큼 

0을 채워주는 패딩(Padding) 작업을 실시했다.



172 장인호․박기연․이 기

Class Precision Recall F-Score

1 0.91 0.90 0.91

2 0.99 0.85 0.92

3 0.94 0.92 0.93

4 0.86 0.95 0.90

5 0.85 0.97 0.90

6 0.92 1.00 0.96

7 0.89 0.89 0.89

Avg 0.93 0.92 0.92

<Table 5> F-Score of Voting Labeling

<Figure 8> Accuracy Graph of Train and Valid Set 
(Voting Labeling)

<Figure 9> Loss Graph of Train and Valid Set(Voting 
Labeling)

4.3.2 실험 결과

문서 분류 딥러닝 모델 HAN을 활용하여 두 가

지 방법으로 클래스를 할당한 온라인 고객 리뷰 

데이터를 상으로 분류 실험을 진행했다.

4.3.2.1 Voting Labeling 데이터 셋 실험 결과

보  이블링으로 구축한 31,054개의 리뷰 데이

터 셋으로 분류 실험을 진행했다. 학습 데이터 셋

은 24,843개, 테스트 데이터 셋은 6,211개이며 10

겹 교차 검증(10-Fold Cross Validation)을 통해 

학습 모델을 검증했다. 배치 크기는 64로 하여 총 

1,750회 반복 학습하 다. 

<Figure 8>, <Figure 9>는 1,750회 모델을 학

습시킨 결과이다. <Figure 8>에서 Y축은 정확도, 

X축은 학습 횟수를 의미하며 상 으로 에 있

는 그래 가 학습(Train) 데이터 셋의 그래 , 아

래 있는 그래 가 검증(Valid) 데이터 셋의 그래

이다. <Figure 8>은 리뷰의 분류 정확도를 학

습 횟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Figure 9>에서 Y축은 손실(Loss), X축은 학

습 횟수를 의미하며 상 으로 에 있는 그래 가 

검증(Valid) 데이터 셋의 그래 , 아래 있는 그래

가 학습(Train) 데이터 셋의 그래 이다. <Figure 

9>는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각각에 손실 함수

인 크로스 엔트로피(Cross Entropy)를 용하여 

구한 모델의 손실을 학습 횟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Figure 8>과 <Figure 9>에서 나타난 학습 데

이터 셋의 그래 와 검증 데이터 셋의 그래  간의 

간극이 작은 것을 볼 때, 보  이블링에서는 과

합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7개의 클래스에 한 리뷰 분류 실험 결과, 데

이터의 분포가 불균형한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리뷰 데이터의 분류 정확도는 95.117%, 손실 값은 

0.1674로 수한 성능을 보 다. 그리고 학습된 모

델의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과 F스코어(F- 

Score)를 통해 데이터가 각 클래스마다 잘 분류되

었음을 확인했다.

4.3.2.2 Multi Labeling 데이터 셋 실험 결과

멀티 이블링으로 구축한 41,387개의 리뷰 데

이터 셋으로 분류 실험을 진행했다. 학습 데이터 

셋은 33,109개, 테스트 데이터 셋은 8,278개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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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Accuracy Graph of Train and Valid Set 
(Multi Labeling)

<Figure 11> Loss Graph of Train and Valid Set(Multi 
Labeling)

Class Precision Recall F-Score

1 1.0 1.0 1.0

2 1.0 1.0 1.0

3 0.58 1.0 0.74

4 1.0 0.75 0.86

…

26 0.64 0.88 0.74

27 0.91 0.71 0.80

…

126 1.0 1.0 1.0

127 1.0 1.0 1.0

Avg 0.91 0.91 0.91

<Table 7> F-Score of Multi Labeling10겹 교차 검증을 통해 학습 모델을 검증했다. 배치 

크기는 64로 하 으며 클래스가 127개로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총 3,800회 반복 학습하 다.

<Figure 10>, <Figure 11>을 살펴보면, 보  

이블링과 유사한 그래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한, 멀티 이블링에서 역시 과 합 문제

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7개의 클래스에 한 멀티 이블링 데이터 

셋의 분류 실험 결과 모델의 분류 정확도는 91.37%, 

손실 값은 0.32387로 나타났다. 보  이블링에 

비해 그 성능이 약간 떨어졌지만 클래스의 수가 

약 18배 더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비교  수한 

성능을 나타냈다고 단할 수 있다. 그리고 멀티 

이블링 한 혼돈 행렬과 F스코어를 클래스 

별 데이터를 통해 분류가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

하 다.

5. 결  론

5.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온라인 리뷰에 포함된 다양한 주제를 

악하여 잠재 구매자들에게 제품과 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쇼핑몰 리자에겐 다양한 리뷰의 

리에 필요한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론

을 제안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리뷰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을 찾고, 선정된 주제에 맞게 리뷰를 분류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온라인 쇼핑몰의 

노트북을 구매한 고객들이 남긴 리뷰 데이터로, 본 

연구에서 주로 ‘소 트웨어 련’, ‘하드웨어 련’, 

‘노트북 외  련’, ‘배송 련’, ‘가격 련’, ‘사은품 

련’, ‘구입 목  련’의 총 7개의 주제에 해 리뷰

가 작성된다는 을 악했다. 그리고 선정된 주제들

을 두 가지 이블링 기법을 통해 클래스를 부여하

고, 딥러닝 분류 기법  하나인 HAN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그 결과, 보  이블링에서는 

분류 정확도가 95.117% 으며, 멀티 이블링에서

는 분류 정확도가 91.37%로, 두 결과 모두 정확도가 

90%를 상회하는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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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사

5.2.1 학술  시사

본 연구는 체 온라인 리뷰에서 논의되는 주제

들을 찾아 카테고리화하여 분류한 첫 연구이다. 기

존 온라인 리뷰에는 감성 수를 나타내는 별  

이외에는 딥러닝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클래

스로 사용할 만한 정보들이 없었기 때문에, LDA

로 추출한 토픽 카테고리들을 두 가지 이블링 

방법을 통해 각 리뷰 데이터의 클래스로 사용하

다. 분류 방법에선 단어와 단어 간의 연 성, 문장

과 문장 간의 연 성 역시 고려하기 해 문서들

의 계층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HAN을 활용하

다. 이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에는 학습 데

이터의 클래스를 이블링하는 과정에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일이 필요했다면, 그 과정을 LDA 기법

과 두 가지 이블링 방법을 통해 자동화시킬 수 

있도록 체하 다. 한 리뷰 데이터 사용에 있어 

문장 내 모든 품사를 활용하 기 때문에 한  텍

스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역시 

일 수 있었다는 에서 학술  의의를 가진다.

5.2.2 실무  시사

기존 한  딥러닝 연구에서 모델의 성능을 확인

하기 해, 일반 으로 용하던 정형화된 데이터

가 아닌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리뷰 데이터를 활

용하 다. 그리고 딥러닝을 용한 분류 모델의 

정확도가 90%를 상회하는 것을 볼 때, 분류기로

써 실무 용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반자동화된 분석 로세스를 통해 리자의 의존

도를 낮춰 리뷰 리의 시간과 비용을 효율 으로 

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5.3 한계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실험 진행에 하나의 제품군에 한정하

여 진행하 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에 한 실무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시간에 따라 제

품의 주제가 변하는 모습을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

았다는 한계가 있다. 한 고객 리뷰의 평 을 게

시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이 다수 존재하여 제품

에 한 구매자의 감성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

다. 그리고 본 연구의 두 가지 이블링 실험을 통

해 얻을 수 있었던 분류 정확도의 경우, 90%를 상

회한 연구 결과를 통해 실무 인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 지만, 다른 분류 모델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본 연구의 분류 방법에 한 우수

성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를 해결하기 해 먼  다양한 제품군의 리뷰

를 수집하고 시간에 따른 주제의 변화를 분석에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한 제품에 한 구

매자의 감성 분석을 실시하고, 다른 분류 모델과

의 정확도를 비교하여 분류기로서 성능의 우수성

을 검증한다면 경 정보로서 더욱 가치 있는 연구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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