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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 우리는 웹 사이트들에서 제품에 대한 사용자들의 리뷰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

보들을 분석 및 정련하여 사용자들에게 보이는 서비스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리뷰 정보들은 로봇 시스템에 의해 수집되고, 특정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스코어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스코어들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첫 번째 스코어는 정량적인 스코어(quantitative 

score)로 각 리뷰들로부터 얻어지는 이른바 별점 값들의 가중 평균값(weighted average)으로 계산

된다.  두 번째 스코어는 정성적인 스코어(qualitative score)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서비스는 각 

리뷰들의 텍스트 설명을 자연 언어 처리 기법으로 분석하여 정성적 스코어를 계산한다.  우리는 

이러한 스코어 계산 모델에 따라 MP3 플레이어와 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에 대해 서비스 

시스템 RELLENOS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RELLENOS는 69 개에 달하는 온라인 리뷰 사이트들

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토대로 정량적인 값과 정성적인 값을 계산하여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

였다.   

 

1. 서론 

웹 상에는 서로 다른 출처에서 나오는 다양한 

양의 제품 정보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들은,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사람

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품들에 대한 설명, 상

세한 사양, 그리고 이미지들을 웹을 통해 제공한

다.  비슷하게, 소매상들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들이 팔 제품의 정보들을 웹을 통해 제

공한다.  그러나, 제조업체나 소매상들 각각은 자

신들이 생산하거나 팔려는 제품들의 선전에 치중

하므로, 이러한 사이트들에서 얻는 정보는 객관적

이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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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품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독립적인 평

론가들 또한 자신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

나 소감을 웹에 올리거나, 잡지나 신문의 기사를 

통해 제공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독립적인 평론

가들은 특정 제품에 대한 사적인 이득이 없기 때

문에,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제조업체나 소매상

들이 제공하는 정보보다 더 객관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인터넷의 발전으로 많은 개인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사용한 제품에 대한 후기나 소감을 웹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리뷰들은 

숙련된 아마추어 사용자들이나 일반 사용자들에 

의해 쓰여진다.  이러한 리뷰들은 특정 제품을 구

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수 있다.  특

히 리뷰어들이 개인적으로 느낀 해당 제품의 장점

과 단점을 지적하는 경우, 장래에 구매할 사람들

에게 유용한 정보가 된다.   

그러나, 이렇게 웹 사이트들의 제품 리뷰들이 

유용한 반면, 이러한 웹 사이트들로부터 유용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작업은 시간이 많이 소모되

고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은 주로 다음 세가지로 

요약된다.   

1. 우선 특정 제품에 리뷰를 찾는 것이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는 여러 개의 웹 사

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리뷰를 

찾아야 한다.   

2. 원하는 리뷰를 찾았어도, 그로부터 원하

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

이다.  이는 기존의 웹 사이트들이 컴

퓨터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

는 특징 기반의 구조적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3. 특정 제품과 리뷰들이 정해진 상황에서도 

사용자의 기호나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 

추출 및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어 여행을 자주 하는 사용자는 노트

북 컴퓨터에서 연산 수행 능력보다는 

무게와 배터리 수명에 더 관심을 가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러한 리뷰를 

자동으로 찾아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품 정보를 발견

하고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이 요구

되게 되었다.   

 

그림 1 리뷰 분석 시스템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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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리뷰 분석 시스템의 구조

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과 같이 웹에는 제조업

체와 소매상, 그리고 평론가와 소비자들이 각각 

만들어낸 정성적인, 그리고 정량적인 리뷰들이 존

재한다.  로봇 시스템이 이러한 리뷰 정보(review 

information)들을 가격(price)이 포함된 제품 정보

(product information)와 같이 수집해서 캐쉬 (cache)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저장된 정보들 중 가

격이 포함된 제품 정보는 가격 색인 (index) 시스

템[1,2]으로 색인되고, 리뷰 정보들은 리뷰 분석 

(review analysis) 시스템을 통해 분석되어 해당 제

품에 대한 간결하면서도 통합된 정보로 사용자에

게 제공된다.  그림 2는 이러한 가격이 포함된 제

품 정보와 리뷰 분석을 통한 통합된 제품 정보 서

비스의 한 예이다.   

 

2.1 웹 페이지 정보 수집 로봇 
웹 페이지들은 웹 크롤러 (Web crawler) 또는 웹 

스파이더 (Web spider) 와 같은 로봇[3]에 의해 시

스템으로 수집된다.  이러한 수집 로봇은 내부적

으로 주어진 seed URL들로부터 시작하여 온라인 

리뷰 사이트, 온라인 상점, 그리고 제조업체의 웹 

사이트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HTML의 형태로 

수집한다.  수집을 반복하는 루프에서는 내부의 

큐(queue)에서 다음에 수집할 URL을 가져와서 

HTML 파일을 수집하고, 수집된 HTML 파일에서 

하이퍼링크(hyperlink)들을 추출하여 다시 큐에 추

가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또한, 별도의 해쉬 테이

블(hash table)에 이미 수집된 URL들을 저장하여, 

한 번 수집된 URL들을 다시 수집하지 않도록 한

다.   

 

2.2 리뷰 분석 시스템 
특정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스코어는 정성

적인 스코어와 정량적인 스코어, 두 가지의 다른 

종류의 스코어들을 고려하여 계산되었다.   

1. 정량적인 스코어(quantitative score)는 각 

리뷰들로부터 얻어지는 이른바 별점 값

들의 가중 평균값(weighted average)으로 

계산된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각각

의 온라인 리뷰 페이지에서 별점 정보 

그림 2 가격이 포함된 제품 정보와 리뷰 분석을 통한 통합된 제품 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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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평가 (rate) 정보를 기존의 패턴 

매칭 기법[4]을 통해 분석한다.   

2. 정성적인 스코어(qualitative score)는 각 리

뷰들의 텍스트 설명을 자연 언어 처리 

기법으로 분석하여 계산된다.  이를 위

해 사용자의 평가에 관련된 단어들

(“excellent”, “good”, “bad”, “poor” 등등)을 

미리 선정하고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주어진 문

장들에 대해 형태소 분석 알고리즘 

(stemming algorithm), 불용어 (stop word) 

제거 등을 통해 전처리를 수행한다.  

수행된 결과에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리 선정된 단어들의 리스트에 

따라 주어진 리뷰의 제품에 대한 정성

적 평가를 구한다.   

 

3. 결론 
본 연구에서 우리는 웹 사이트들에서 제품에 대

한 사용자들의 리뷰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

보들을 분석 및 정련하여 사용자들에게 보이는 서

비스에 대해 논하였다. 특정 제품에 대한 리뷰 정

보들은 로봇 시스템에 의해 수집되고, 특정 제품

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스코어는 두 가지 다른 종

류의 스코어들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첫 번째 스

코어는 정량적인 스코어(quantitative score)로 각 리

뷰들로부터 얻어지는 이른바 별점 값들의 가중 평

균값(weighted average)으로 계산된다.  두 번째 스

코어는 정성적인 스코어(qualitative score)로, 본 연

구에서 제안된 서비스는 각 리뷰들의 텍스트 설명

을 자연 언어 처리 기법으로 분석하여 정성적 스

코어를 계산한다.  우리는 이러한 스코어 계산 모

델에 따라 MP3 플레이어와 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에 대해 서비스 시스템 RELLENOS

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RELLENOS는 69 개에 

달하는 온라인 리뷰 사이트들에서 수집된 정보들

을 토대로 정량적인 값과 정성적인 값을 계산하여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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