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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오피니언 마이닝은 의견어 사 의 구축이 가장 기본 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이다. 오피니언 마이닝의 의견어 사  구축 연구는 어를 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

다. 하지만 형용사 주의 의견어 사  구축으로 많은 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어에 비해서 한국

어는 여러 가지 품사와 문장구조를 고려하여 의견어 사 을 구축해야한다. 이것을 실험으로 밝히기 

하여 형용사로만 구성되어진 의견어 사 을 구축하고 화평에 용하여 분석해 으로써 형용사로만 

구성되어진 의견어 사 의 한계 을 확인한다. 실험은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형용사로 구성된 

의견어 사 을 구축하고 네이버 랩에서 제공하는 화평을 형용사로 구성된 의견어 사 으로 의견 분

석하여 시행하 다. 분석 결과 재 율 약 50%, 정확률 약 60%정도의 성능을 보 다.

1. 서론

 SNS와 같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 하기가 쉬워

진 상태에서 회사는 자사의 상품, 랜드, 회사이미지들에 

해서 고객들이 느끼는 정 부정 감성을 온라인에서 쉽

게 획득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리뷰데이터와 같은 량

의 데이터 안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오피니언 마이

닝 분야가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오피니언 마이

닝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 하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오피니언 마이닝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아직까

지 많은 부분 단순 형용사 의견어 사 에 의존되어 있는 

것 같은 결과를 보인다. 이와 같은 상은 어권 오피니

언 마이닝 기술을 한국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로 용하거나, 한국어 자연어처리 기술의 부재로 나

타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형용사들로 구성된 의견어 사 을 사용하

여 화평을 분석하고 단순하게 형용사로 구성된 용언으

로 분석한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는 한계 들을 확인하여

본다.

1)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1-0018014).”

2. 련연구

 Hatzivassiloglou and McKeown(1997)는 속사에 의해 

연결된 형용사 짝을 측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1]. 를 

들어 AND는 동일 방향성을 나타내고 BUT는 반  방향

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속사에를 기반으로 하여 단어

가 연결된 형태를 그래 로 생성하고 정 클러스터와 부

정 클러스터로 나 어 보았다. Turney and Littman(2003)

은 두 가지의 작은 단어 모음을 시드로 하여 단어 목록을 

증가시켜가는 방식으로 의견 단어를 분류하 다[2]. 

poining mutual information(PMI)로 단어들을 계산하여 

분류하 다.  Kamps et al.(2004)은 WordNet의 유사어 사

을 이용하여 분류하고자 하는 형용사의 정, 부정 방향

성을 결정하 다[3].

 이와 같이 의견어 사  구축에 한 논문들은 어를 

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다. 어는 고립어  특성을 

가지고 교착어  특성을 많이 가지지 않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견만을 고려하면 의견어를 구분하

는 문제의 많은 부분이 쉽게 해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명재석 외(2008)는 단일 용언들로 구성된 의견어 사 으

로 한국어 상품평을 분석하 다[4]. 양정연 외(2009)는 

PMI를 사용하고, 문맥정보를 추가로 고려하여 의견어 사

을 구성하 다[5].  강한훈 외(2010)는 한국어의 문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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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화평 분석 통계 데이터

<data>

 <opinion>

 <rating>10</rating>

 <comment>정말 극장에서 물흘린 은 없었는데

ㅋ 정말 감동 이고 재미있는 화 습니다ㅎ

</comment>

 </opinion>

 <opinion>

 <rating>5</rating>

 <comment>스토리가 평범</comment>

 </opinion>

       :

 <opinion>

 <rating>1</rating>

 <comment> 객수 천만이 넘었다는 해운 .. 나에겐 

아쉽기만 한 화.</comment>

 </opinion>

 </data> 

(표 2) 실제 XML 형태 제공 데이터

조에서 고빈도로 나타나는 문장 구조를 이용하여 의견어 

사 을 구성하 다[6]. 문 분석에 사용되는 의견어 사

과는 다르게 한국어문 분석에 사용되는 의견어 사 에는 

추가 으로 구문 구조 정보들을 사용한다는 차이 을 보

이고 있다.

3. 형용사 의견어 사  제작

 일반 으로 오피니언 마이닝 연구는 “의견어 사  구축”

과 “ 정 인 의견과 부정 인 의견 분류”가 가장 기

인 연구 분야로 해당 연구가 어느 정도 선행 된 상태에서 

“의견 속성 추출”, “토픽 련 문서 검색”, “의견 추출”, 

“의견요약”, “의견 질의/응답”등의 확장된 연구를 진행 해 

볼 수 있다[7].

 본 논문에서는 의견어 사  구축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

용사들을 의견어 사 으로 구축하고, 구축된 의견어 사

을 사용하여 의견을 담고 있는 화평을 정과 부정으로 

분류해 본다.

실험에 쓰일 형용사들로 이루어진 의견어 사 은 세종계

획 코퍼스[8]에서 출  빈도 5이상의 형용사 678개를 상

으로 문가들이 수동으로 PNO( 정/부정/ 립)태깅 하

다.

 여러 문가들이 각각 678개의 형용사들을 직  태깅하

으며 가장 고빈도로 태깅된 PNO속성을 해당 형용사의 

속성으로 선택하 다. 태깅 결과 정 형용사 129개, 부정 

형용사 252개 그리고 정과 부정이 아닌 형용사 297개로 

구성된 의견어 사 을 제작하 다.   

4. 실험

 형용사로 구성된 의견어 사 의 한계 을 알아보기 하

여 제작한 의견어 사 으로 화평을 분석해 보았다. 실험

에 사용한 데이터는 네이버 랩에서 오피니언 마이닝 실험

데이터로 제공하는 화평 “해운 ”와 “박쥐”를 사용하

다[9]. 제공된 화평을 형태소 분석을 하고 형태소가 분

석되어 나타난 형용사들을 의견어 사 에서 나타나는 빈

도로 수화 하 다. 수화된 화평 분석결과를 실제 사

람들이 평가해놓은 10  척도와 비교하여 분석하 다.

 먼  “해운 ” 화평의 결과이다.

체 화평의 개수는 10,000개이다. 화평은 10  척도

로 일반인들이 평가해 놓았으며 평가할 때 자신의 의견도 

함께 작성해 놓은 형태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형태소로 

구성된 의견어 사 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의견 7747개, 부정의견 2253개로 구성되어

있는 화평 에서 정의견을 정으로 분석한 개수는 

2369, 부정의견을 부정으로 분석한 537개가 올바르게 분석

되었다. 정의견을 부정의견이나 립의견으로 분석한 경

우가 1644개, 부정의견을 정의견으로 분석하거나 립의

견으로 분석한 경우가 424개이다. 

 두 번째로 “박쥐” 화평의 결과이다.

체 화평은 오류문자가 포함된 5개의 화평을 제외한 

9995개로 이루어져있다. 

체 화평의 개수는 9995개이다. 화평은 10  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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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평가해 놓았으며 자신의 의견도 함께 제시해 

놓은 형태이다. 정의견은 5180개, 부정의견은 481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의견을 정으로 분석한 경우가 

1332 부정의견을 부정으로 분석한 경우가 1383개 이다. 

한 정의견을 부정이나 립의견으로 분석한 경우가 

1205, 부정의견을 정이나 립의견으로 분석한 경우가 

743건이었다.

 두 가지 화평의 분석결과를 재 율과 정확률로 나타내

면 (그림 2)와 같다. 두 경우 모두 50%와 47%의 재 율

로 체데이터의 반 정도의 분석력을 보여주었다. 한 

정확률을 58%와 57%로 분석된 데이터에 해서 반 정

도의 정확한 결과를 보 다.

(그림 2) 분석된 화평의 재 율과 정확률

 한국어의 문장구조가 반 되지 않고 단순 형용사로 구성

된 의견어 사 으로 화평을 분석하는 것은 체 데이터 

에서 약 50% 정도의 분석과 분석한 내용의 약 60%정

도의 분석 정확률을 보 다. 이것은 체 데이터의 약 

30%를 정확히 분석 한다는 것을 뜻한다. 형용사만 포함된 

의견어 사 을 도메인별로 생성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분석하는 데이터는 재 율의 한계치인 50%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의견어 사 을 구성할 때 형용사 

품사뿐만 아니라,  체언을 이루는 명사류와 용언의 동사, 

수식언의 형사와 부사를 고려하여 의견어 사 을 구성

해야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형용사로 이루어진 의견어 사 을 구축하

고 구축된 의견어 사 을 이용하여 화평 두 가지를 분

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약 50%의 재 율과 약 60%의 정

확률을 확인하 다. 이것은 의견어 사 을 구축할 때 형용

사 뿐문아니라 명사류, 동사, 형사, 부사 등의 품사를 가

지고 있는 형태소들이 추가 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다. 한 한국어의 교착어 인 특성을 반 하기 해서

는 추가 으로 한국어의 문장구조를 고려한 규칙들이 함

께 고려되어야 한다. 차후 연구로 여러 품사를 포함하고, 

한국어의 문장 구조 규칙을 학습한 의견어 사 을 구축하

고, 구축된 의견어 사 으로 다양한 사용평들을 비교 분석 

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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