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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감성분석을 통한 텍스트의 /부정 단은 의사결정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감성분석 기술은 여러 기술과 융합하여 발 해왔는데 문장 내 자질을 추

출하여 이용하는 자질 공학  근 방식과 심층 신뢰 신경망을 이용한 구조 한 응용 사례에 속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응용 기술  심층 신경망을 응용한 분석기술을 사용하여 지에 한 평

이 포함된 문장을 학습하고 이를 SNS 지 리뷰에 용하여 평 을 매기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1. 서론

   어떤 상품에 한 사용자의 인식을 알아보려는 시도는 

로부터 많이 진행되어 왔다. 지류를 통한 설문에서부터 

인터넷 평 과 후기까지 이르 고, 그를 활용하는 컴퓨터 

공학  기술 한 많은 발 을 이루었다. 일례로 사용자 

평 과 리뷰의 어휘 빈도수를 분석하여 상품 수를 도출 

하는 시스템[1]이나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딥러닝을 이용하

여 리뷰 문장을 분석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문장의 감성분석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는 일반 으로 

정/부정 평가와 매우 정 부터 매우 부정 까지 5단

계로 나 어지는 평가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5단계로 

나뉘어지는 평가를 진행할 것이며 학습할 리뷰 데이터는 

사용자의 경험을 토 로 작성한 지 후기를 다루는 구

과 트립 어드바이 의 리뷰 데이터로, 1~5  사이로 분

류되는 평 과 장문의 텍스트를 포함한다. 이러한 장문 텍

스트의 감성분석을 담당할 심층 신경망구조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문장 내 평  부여 방법은 리뷰

데이터를 형태소로 분류하고 수치화된 백터로 표 하기 

한 처리 과정과, 처리된 백터를 평 과 매핑하는 학

습과정, 학습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평 을 매기는 과정으

로 이루어져있다. 먼  처리 과정의 경우 지 리뷰의 

특징 상 문장 내에 지와 련된 단어들이 높은 빈도

로 포함되어있다( , ‘경복궁’:‘한복’,‘ 화문’,‘사람들’,‘고궁’ 

등). 이러한 단어들이 특징 단어로 분류되는 것을 막기 

해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방식을 이용한다. TF-IDF방식은 역문서 빈도

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해당 지에 한 문서들(리뷰)

에 등장하는 빈도수를 빈도수 백터에 역으로 제함으로 문

장 내에서 올바른 특징 단어를 지정하는데 도움을 다. 

학습 과정은 TF-IDF에 의해 백터화된 배열을 토 로 평

과 분리된 단어들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 때, CNN은 

단어의 문맥정보를 추출/보존하며 평 과 연 지어 학습

하는 역할을 한다.[2] 이 게 학습된 시스템에 리뷰를 입력

으로 용한다면 오차 내에서 리뷰에 맞는 근 한 평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 할 데이터는 검증되지 않은, 즉 평 과 문장간에 

유사성이 있음을 검증할 수 없는 데이터 세트이다. 재 

국내에 평 별로 나뉜, 신뢰성을 평가할만한 지표로써 존

재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검증을 한 데이터 한 

수집한 리뷰 데이터를 사용한다.

2. 련연구

   이 부터 문장에 한 딥러닝을 문장분석에 이용한 사

례들은 많이 연구되어 왔다. 감성트리와 RNN(Recursive)

을 이용한 /부정 평가[3]와 RNN을 이용한 문장 간 유사

성 단[4], CNN과 RNN을 융합한 /부정 평가[5] 등이 그 

인데, RNN은 가변 이고 연속 인 데이터(Sequential 

data)를 학습하는데 효율 이며 LSTM, GRU와 같은 응용 

기술을 사용한다면 장문의 경우 존재할 수 있는 장기 의

존성(Long-Term Dependency) 한 하게 해결할 수 

있다. CNN 한 지역  특성을 추출하고 보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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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이용하여 문맥의 특징을 추출하고 보존하는데 반

할 수 있다.

   형태소 분류는 문장을 형태소 단 로 분류하는 작업이

다. 를 들어 “잘 보존된 좋은 장소입니다.”라는 리뷰 문

장이 있을 때, (잘/MAG 보존/NNG 되/XSV ㄴ/ETM 좋

/VA 은/ETM 장소/NNG 이/VCP ㅂ니다/EF)와 같은 분

류를 통해 효율 인 백터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3. 제안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은 크게 데이터 수집, 형태

소 분류와 문장 백터화, 학습으로 나  수 있다. 국내의 

경우 평 이 부여된 검증된 한  데이터 셋이 없기 때문

에 직  수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1. 데이터 세트

   학습에 사용될 평 이 포함된 리뷰 랫폼으로는 구

지도와 트립어드바이 를 선택했다. 외에도 많은 랫폼이 

있으나 주로 블로그 포스트와 연결된 리뷰이며 부분이 

균일하지 않은 방 한 양의 을 포함하고 있어 학습 데

이터로 당하지 않다 사료되었다. 수집할 리뷰의 상인 

국내 지 리스트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해양  정보 DB에서 약 5000개 가량의 

지 리스트를 활용한다. 

   학습된 시스템으로 평 을 부여할, 평 이 포함되지 않

은 데이터세트로는 인스타그램의 리뷰데이터를 선택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사용자의 일상을 기록하는 성격을 지

니고 있으며 /부정을 지니고 있지 않는 게시물을 제외

한다면 리뷰데이터로 사용하기에 합하다 단하 다.

   데이터 수집은 이썬 Selenium 라이 러리를 이용해 

진행되며 그림 2는 트립 어드바이 와 인스타그램에서 ‘이

충무공묘소’에 한 지 리뷰로서 수집된 데이터의 

시이다. 

(그림 2. 크롤링 데이터)

3-2. TF-IDF

   BoW(Bag of Words)에서 어떤 문서 내에서 특징 단어

들을 문서가 공통 으로 갖는 단어들의 비  때문에 원활

히 찾지 못하는 상을 개선하기 해 나온 방법이다. 역

문서빈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같은 분야의 문서에서 공

통 으로 나오는 단어들의 빈도를 제하여 한 특징 추

출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문

서 분야를 지로 볼 수 있다.

3-3. CNN

   CNN은 이미지 분류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행렬데

이터로 이루어진 이미지의 지역  특징을 추출하고 보존

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의 지역  특징을 추출하는 특성은 

문장 내에 존재하는 문맥  특징을 추출하는 데 용할 

수 있다. 그림 1은 문맥의 감성추출에 CNN을 활용한 연

구의 모델로서 이러한 과정을 다루고 있다.
[1] 

(그림 1. 문장의 Convolution, Max Poolling, 

Fully-Connecting)

   그림 1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왼쪽의 행렬

은 문장의(n) 단어들이 처리 과정에 의해 k차원의 백터

로 임베딩(embedding) 되어진 k*n 행렬로써 각각 정해진 

크기의 필터로 컨볼루션되며 필터의 수 만큼의 feature 

map이 생성된다. 이 때 단어와 단어간의 연 성이 학습되

며 문장의 지역  특성을 추출하고 보존하는 작업이 일어

난다. 이 게 생성된 각기 다른 크기의 feature map에 

max-over-time pooling을 진행하여 필터의 수(feature 

map의 수) 만큼의 뉴런에 장되며 Pooling layer가 생성

되는데 이에 drop out을 통한 정규화와 비선형함수를 사

용하여 매우 정 ~매우 부정 까지 5개의 평가를 갖는

fully connected layer에 도달하게된다.

4. 결론

   지에 해 기간, 계 , 기상 등 다양한 환경요인을 

용한 평가가 가능하다면 지 개선에 요한 정보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재 지 리뷰를 축 한 

랫폼들은 상기한 분석이 가능할 정도의 데이터가 축

되지는 못했다고 단되었고 이에 평 이 포함되지 않았

으나 지에 한 리뷰가 훨씬 방 한 랫폼을 활용할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하 다. 하지만 SNS 리뷰데이터의 

특성 상 사용자가 을 게시한 시기와 지를 방문한 

시기가 같지 않을 확률이 높다. 때문에 이를 기상과 휴무

일과 같이 시기와 히 련된 환경요인을 용하

려면 사회공학 등을 활용한 가공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단된다.

   [이 논문은 2018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NRF-2017R1A2B400888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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