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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속한 자상거래의 발 으로 인하여 온라인상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그에 한 평가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 인 구매 패턴이 되었다. 기존 구매자들의 상품평들은 다른 잠재 인 

소비자들의 상품 구입을 이끌어내는데 큰 동기가 된다. 사용자가 작성한 상품평은 하나의 

상품에 해 실제 사용자의 좋고 나쁨에 한 감정을 표 한 결과로, 개개인에 따라 정 는 

부정 인 의견으로 나눠진다. 상품평 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해서는 이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평이 용량으로 축 된 환경에서 

이러한 작업은 비효율 일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오피니언 마이닝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 사용자의 주  의견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감성분석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은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된 개별 상품평을 상으로 정  부

정 의견으로 단하여 요약된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 제안된 알

고리즘을 바탕으로 개발된 상품평 자동분석 시스템을 소개하고,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검증

하기 한 실험결과도 제시한다.

ABSTRACT

With the continuously increasing volume of e-commerce transactions, it is now popular 

to buy some products and to evaluate them on the World Wide Web. The product re-

views are very useful to customers because they can make better decisions based on the 

indirect experiences obtainable through the reviews. Product Reviews are results ex-

pressing customer’s sentiments and thus are divided into positive reviews and negative 

ones. However, as the number of reviews in on-line shopping increases, it is inefficient 

or sometimes impossible for users to read all the relevant review documents. In this pa-

per, we present a sentiment analysis algorithm for automatically classifying subjective 

opinions of customer’s reviews using opinion mining technology. The proposed algorithm 

is to focus on product reviews of on-line shopping, and provides summarized results 

from large product review data by determining whether they are positive or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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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ly, this paper introduces an automatic review analysis system implemented 

based on the proposed algorithm, and also present the experiment results for verifying 

the efficiency of the algorithm.

키워드： 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상품평, 감성분석, 자동분류

E-commerce, On-line Shopping, Product Reviews, Sentiment Analysis, Automatic 

Classification

1. 서  론

인터넷에 산재한 정보는 두 가지 형태로 

나  수 있는데 첫째는 “사실(fact)”정보이고 

둘째는 “의견(opinion)”이다. 사실은 보편 인 

상에 해서 서술한 객 인 정보를 의미

하며 의견이란 하나의 상에 해서 개개인

의 주 인 정보를 의미한다. 재 인터넷 

상의 부분의 검색 엔진은 사실에 한 탐색

에 주안 이 맞춰져 있으며 의견에 한 검

색에는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나 인

터넷을 검색하다보면 사실 뿐만 아니라 개개

인의 의견 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발생

한다. 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제품

에 한 주  의견(subjective opinions)을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그 제품을 구입하기 원

하는 사람들의 선택에 막 한 향을 주고 

있다. 그 의견들에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서도 알지 못한 장 과 단 이 모두 포함되

어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 의견들을 

종합하여 활용하여 제품연구와 홍보 략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 모여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모두 수작업으로 분석하려

면 막 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그 정

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계층화하기 한 

기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목

들이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의 발

을 가져다주고 있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일정한 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서에서 그 문서의 주제를 찾아내는 

방법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에서 발

되었다[1～8]. 텍스트 마이닝이 어떠한 문

서의 주제를 찾아내고 계층화 한다면, 오피

니언 마이닝은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감

정(sentiment)을 추출해 내는 기술이다. 어

떠한 문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보다는, 그 문

서를 작성한 사람이 주제에 하여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를 들어 그 주제에 

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단하여 

분석한다. 

재까지 오피니언 마이닝이 가장 성공

으로 용되는 분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자의 상품평(product reviews)에 한 분석

이다[4, 5]. 실제 사용자가 작성한 상품평은 

하나의 상품에 해 사용자의 좋고 나쁨에 

한 감정을 표 한 결과이다. 따라서 개개인

에 따라 정(positive) 는 부정 인(nega-

tive) 의견으로 나눠지며 오피니언 마이닝에서

는 이러한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2, 3]

을 통해 상품평을 자동 으로 분류 요약하여 

유용한 상품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오피니

언 마이닝 기술은 사용자들의 상품평을 효과

으로 추출하여 요약함으로써 잠재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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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로 하여  모든 상품평을 살펴보지 않더

라도 상품에 한 다양한 의견들을 쉽게 열

람  검색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제공한다. 

오피니언 마이닝 연구의 핵심은 주  상

품평에 해서 정 혹은 부정  의견을 자

동으로 단하는 것이다. 상품평은 일반 인 

문서보다 길이가 짧고 상품의 속성-혹은 특

성-(feature)과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를 들어 디지털 카메라는 크기, 가격, 무게, 

디자인, 배터리, 즈, 액정, 셔터스피드, 

래시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이

러한 상품의 특성에 한 감정 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카메라의 디자인에 해서 <좋

다/나쁘다>라는 기본 인 의견부터 액정이 

<밝다/어둡다/선명하다/흐리다/크다/작다> 

등의 다양한 의견까지 표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개인이 작성한 체 상품평에 한 

감정의 반  극성(polarity)도 요하지만 

각 속성에 한 극성을 단하는 것도 요한 

과제가 된다.

재 국제 으로 오피니언 마이닝과 련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11]. 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2, 13] 등에서 

상품평에 한 분석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

하는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오피니언 마이닝의 개

념이 소개되었고 재는 부분 인 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다[14, 15].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오

피니언 마이닝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 사용자

의 주  의견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감성분석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은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

된 한  상품평에 해서 체 혹은 각 속성

별로 정 는 부정 의견인지 단하고 그 

정도(strength)까지 계산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해 기본 으로 상품평의 각 단어들이 

품사별로 분류되며, 상품에 한 속성과 감

성단어들에 한 데이타베이스가 이미 구축

된 환경을 가정하 다. 

본 논문에서는 한 제안된 알고리즘을 기

반으로 개발된 상품평 자동분석 시스템을 소

개한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

된 상품평을 상으로 제품 사용자의 의견을 

자동을 분석 요약하여 그 결과를 제공한다. 

개발된 시스템에서는 상품평의 단어들을 추

출하고 품사별로 분류하기 해서 한  형태소 

분석기[16]를 사용하 고, 개별 속성별 감성 

단어들의 극성을 별하기 해 감성사 을 

구축하 다. 감성사 은 감성 단어들에 한 

극성과 그 정도에 한 정보를 담고 있다. 마

지막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검증

하기 한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은 네이트

(Nate) 쇼핑몰을 상으로 실시하 는데 그 

이유는 이 사이트가 타 사이트에 비해서 비

교  풍부한 상품평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평 정보를 비교  수월

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

는 련 연구를 제시하고 제 3장에서는 감성분

석 차와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제 4장에서는 

구  시스템을 소개하고 실험결과를 제시한

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상품평의 정확한 요약을 해 오피니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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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닝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11]. 상품평을 요약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자연어 처리기법과 통계학  근법이 있

다[14]. [1]에서는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평 데

이터에 한 감성분석  분석결과 요약 기법

을 제시하고 있으며, 결과물로서 연구목 의  

Opinion Observer 라는 명칭의 시스템을 개발

하 다. 그러나 실제 시스템 개발을 해 필요

한 인 라  측면- 를 들어 텍스트 웨어하

우스(text warehouse)  어휘 온톨로지(on-

tology)-을 소홀히 하고 있어 상용화 시스템 

개발을 한 방법론 측면으로서는 미흡한 면

이 있다.

미국 카네기멜론 학교에서는 RedOpal 시

스템을 개발한 사례가 있으며[4], 이는 상품평 

데이터와 사용자 평가 수를 활용하여 요약 

보고서를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이 

연구에서는 상품 속성과 평가 수에 하여 

다차원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주

 정/부정 평가를 수행하지는 않고 있다.

[8]에서는 문장 구조와 문장 사이의 계, 

문장성분의 패턴 정보 등의 언어 규칙을 이

용한 통계학  방법으로 오피니언 마이닝에 

근하고 있으며, [10]에서는 워드넷(WordNet)

을 활용하여 어휘의 정이나 부정  의미를 

단하고, 이를 센티워드넷(SentiwordNet)으

로 응용하여 감정의 폭을 정량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7]에서는 사용자의 질의어에 해 가장 

련 있는 상품평의 우선순 를 정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에서는 주  혹은 객

 상품평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타 사용자

들의 해당 상품평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정량 으로 평가한 수치를 가지고 상품평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 다. 

한  상품평에 련해서 [15]에서는 한국

어 문법구조와 의미 사 을 이용했다는 에

서 본 논문의 근방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

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체로 문법이 제

로 지켜지지 않고 문장 분리가 쉽지 않은 

한  상품평들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본 논문에서는 자유도가 높은 한 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품평 내에서 상품의 속성

과 감성 어휘의 추출에 을 맞춘 상품평 

모델의 정의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상품평

의 극성을 단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3. 상품평 자동분류

본 장에서는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활용

하여 상품평을 자동분류하기 한 과정을 설

명하고, 이 과정의 핵심인 감성분석 알고리즘

을 제시한다.

3.1 상품평 자동분류 과정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가정하는 상품평 

자동분류 과정을 보여 다. 우선 상품평 수집 

단계는 상품평들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 리하는 기능을 한다. 부분의 상품평

은 인터넷상의 온라인 쇼핑몰에 산재해 있으

므로 웹 크롤링(web crawling) 기법을 이용

하여 일  혹은 실시간으로 수집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 형태소 분석 과정은 한 로 

작성된 상품평을 각 문장별로 분리한 후, 각 

문장에 해서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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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품평 분석 과정

추출한다. 형태소 분석을 통해 추출된 단어들

에는 품사가 부여되는데, 이들 에서 감성분

석에 필요한 품사들만을 별도로 모아서 리

하게 된다. 일반 으로 상품에 한 속성들은 

명사로 표 되며, 감성을 표 하는 부분의 

품사들은 형용사, 부사, 동사 등이다. 한 의 

형태소 분석기의 결과는 이들 품사 이외에도 

형사, 감탄사, 조사, 수사 등의 품사들이 있

지만 이들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작성자의 감

성을 표 과는 부분 련이 없으므로 고려

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감성분석 단계에서는 문장과 단

어별로 분리된 각 한  형태소에 해서 상

품의 속성별로 감성의 극성과 그 정도를 

단한다. 이를 해서는 각 상품의 속성과 감

성 단어에 한 정보가 요구된다. 우선 상품 

속성은 상품들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수 있

다. 를 들어 디지털 카메라와 이  린

터를 비교해 볼 때 크기, 가격, 무게, 디자인 

등은 두 제품군에 공통 으로 용할 수 있

는 일반 인 속성이다. 반면에 배터리, 즈, 

액정, 셔터스피드, 래시 등은 디지털 카메

라만의 고유의 속성이며, 인쇄속도, 토  등

은 이  린터만의 속성이다. 이러한 상품

의 속성 정보는 상품 카탈로그 등과 같이 외

부로부터 직 으로 구축할 수도 있고, 용

량의 상품평으로부터 기계학습을 통해 자동

으로 구축될 수도 있다[1]. 

감성단어는 “ 쁘다”, “좋다”, “빠르다” 등

과 같이 부분 부사, 동사, 형용사 등으로 

구성된다. 감성 단어에 한 데이터베이스 구

축을 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야한다. 첫째는 감성단어는 감성의 극성과 극

성의 정도를 리해야한다. 를 들어 “ 쁘

다”, “엉망이다”는 각각 정과 부정의 의미

를 담고 있다. 한 단순히 “좋다”보다는 “환

상 이다”란 단어가 더 강한 극성을 갖고 있

다. 둘째로 일부 감성단어들은 상품의 속성과 

연 되어 있다는 것이다. 를 들어 “크다” 

혹은 “작다”는 속성에 따라 정  감정이 될 

수도 있고 그 반 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속성과 감성단어에 한 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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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리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상품의 속성과 감성 단어에 한 정보가 

리된다는 가정 하에 감성분석 알고리즘을 제

시한다.

마지막으로 요약화 과정은 감성분석 단계

에서 얻을 결과를 기반으로 통계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요약된 결과를 장하게 된다. 이

게 장된 정보는 사용자의 검색이나 요청에 

응하여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3.2 상품평 모델

텍스트로 구성된 상품평은 언어학  

에서 문장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

만 상품평의 모든 문장들이 상품에 한 감

성을 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감성분

석의 상이 되는 문장만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 한 은 자유도 높아 마침표

(.)만으로 문장을 분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품평의 

각 문장들은 특정 속성에 련되었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논리  상품평 모델을 정

의한다.

일반 으로 상품의 속성에 한 사용자들의 

감정표 은 속성과 감성단어가 연속으로 나타

나게 된다. 를 들어, “디자인이 쁘고 훌륭

해요”라는 문장에서 “디자인”은 속성에 해당

하고 “ 쁘다”와 “훌륭하다”는 감성어휘가 된

다. 이와 같이 속성과 감성어휘가 연속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속성문장(feature sentence)이라고 정의한다.

•정의：속성 문장

가 상품평에 하나 속성 집합이고, 가 

감성어휘 집합이고 가정하자. 이 때 속성 

∈와 감성어휘 리스트  ⋯ ∈
≤ ≤가   ⋯ 와 같은 형태로 

구성될 때, 이를 속성문장이라 한다.

를 들어, “디자인이 쁘고 훌륭해요”는 

“디자인”에 한 속성문장이 된다. 한 실

제 하나의 물리 인 문장 내에 두 개 이상의 

속성들이 등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문

장은 각 속성들에 한 속성문장으로 복되

어 정의될 수 있다. 상품평에 한 형태소 분

석결과로 상품평 내의 특정 문장에  ⋯

  ⋯ 와 같은 패턴이 나타난다고 가

정하자.1) 여기서  ≤ ≤ 는 상품에 

한 속성들이고 ≤ ≤는 감성어휘들

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개의 

속성문장으로 분리될 수 있다. 

  ⋯ 

⋮

  ⋯ 

를 들어 “디자인과 화질이 모두 좋아요”

라는 문장은 각각 “디자인이 좋아요”와 “화

질이 좋아요”와 같이 두 개의 속성문장이 된다. 

 다른 경우로 하나의 물리 인 문장 내

에   ⋯  와 같은 패턴이 나타난

다고 가정할 때,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속성문장으로 분리된다.

 

⋮

 

1) 감성분석과 련 없는 형태소는 제외한다고 가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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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디자인은 좋지만, 화질이 나빠

요”라는 문장은 “디자인은 좋아요”라는 문장

과 “화질은 나빠요”라는 두개의 논리 인 속

성문장으로 나 어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가정 하에 상품평은 논리 으로 속성문장

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상

품평 내에 특정 속성과 련 없거나 감성어

휘를 포함하지 않는 문장이나 패턴들은 분석

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감성어휘에 해서는 감성단어와 

더불어 정/부정을 나타내는 극성  그 정

도를 나타내는 수가 부여된 사 이 구축되

었다고 가정한다. 정의 경우에는 양수의 값

을 갖게 되며, 부정은 반 로 음수를 갖는다. 

한 극성의 정도가 크면 값도 커지게 

된다. 를 들어 “좋다”와 “나쁘다”는 각각 

정과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1, -1

과 같은 값을 갖게 된다. “좋다”와 “환상 이

다”는 극성의 정도가 다르므로 각각 +1, +2와 

같이 값에 차이를 갖는다. 이와 같은 감

성어휘에 한 사 은 수작업으로 구축할 수

도 있고, 기계학습을 통해 자동 으로 구축될 

수도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실제 구 을 

해 수작업과 기계학습 모두를 이용해서 구축

하 으며 그 결과는 제 4장에서 기술한다.

3.3 감성분석 알고리즘

감성분석의 목표는 주어진 상품평을 문장

별로 분석하여 상품의 속성별로 감성의 극성

과 그 정도를 단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는 3.2 에서 가정한 상품평 모델을 기반으로 

감성분석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알고리즘은 

한 로 작성된 상품평의 감성 표  에서 

형 인 패턴들을 고려하여 설계하 다. 한

과 같이 자유도가 높은 언어에서 모든 가

능한 감성 표 을 완벽하게 추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한 은 문법구조가 복

잡하여 표 문법에 맞게 작성된 상품평은 거

의 찾아볼 수 가 없는 실정이다. 한 신조어, 

임말 등 인터넷에서의 한  괴 상으로 

한 에 한 처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문법구조를 분석하

기 보다는 상품에 한 속성과 감성을 표

하는 단어들에 을 두고 알고리즘을 설계

하 다.

제시된 알고리즘은 <그림 1>의 상품평 자

동분석 과정 에서 감성분석 단계의 핵심 

알고리즘으로, 상품의 속성별로 감성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출력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감성분석 알고리즘은 <그림 2>와 

같다. 이 알고리즘에서 입력 데이터는 상품평

이다. <그림 1>의 형태소 분석 단계에서는 

텍스트 형태의 상품평을 형태소 별로 분류하

는데, 감성분석 알고리즘에서는 형태소 단

로 구성된 형식의 상품평을 입력받게 된다.

이 알고리즘의 첫 단계에서는 3.2 에서 

기술한 상품평 모델에 기반하여 물리  문장

들을 논리  속성문장들로 분류한다. 속성문

장으로 분류하게 되면 문장에 속한 각 감성

어휘들이 어떠한 속성에 한 표 인지 탐색

할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알고리즘의 복잡도

가 낮아지는 장 이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각 속성문장별로 감성의 

극성과 정도를 계산한다. 감성의 극성은 형태

소들의 품사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감성어휘

는 부분 형용사와 동사로 구성되며 일부에

서는 명사가 나탈 수 도 있다. 를 들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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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ment Analysis Algorithm

입력：형태소별로 분류된 상품평

출력：속성별 감성분석 결과

입력된 상품평을 속성문장의 집합()으로 분류

BEGIN

   for each  ≤ ≤  {

       score[] = 0;   // 는 의 속성

       가 치 = 1;

   }

   for each  ≤ ≤  {

       for each word   in   {

    if(  = 강조부사)   // 는 의 품사

  가 치 = 가 치 ×  weight[강조부사]

    if(  = 감성어휘)

score[] = score[] + grade[] ×  가 치

가 치 = 1

          if(  = 부정부사)

        가 치 = -1

          if(  = 부정동사)

         score[속성] = -score[속성]

       }

    }

END

<그림 2> 감성분석 알고리즘

다”, “나쁘다”와 같이 직설 인 감성어휘들은 

부분 형용사로 구성된다. 뿐만 아니라 “수

이다”와 같이 경우에 따라 명사도 감성

어휘가 될 수 있다. <그림 2>에서 score[]

은 속성 에 한 감성평가 결과를 장하는 

자료구조를 나타내며, 이 값은 감성어휘가 나

타날 때마다 매번 된다. 한 grade[]

는 감성단어 의 정/부정을 나타내는 극성 

 그 정도를 장한 값으로 감성어휘 사

에 장된 값을 사용한다. 감성어휘들은 “매

우”, “정말로” 등과 같이 부사로 강조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감성어휘에 가 치를 부

과하게 된다. 가 치 역시 감성어휘 사 에서 

리되는데 <그림 2>에서 weight[강조부사]

는 강조부사에 한 가 치를 의미한다. 가

치는 정도에 따라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정의되는데 1은 가 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

하며, 강조 정도에 따라 1보다 큰 값이 부여

될 수 도 있다. 된 가 치는 감성어휘에 

용된 후에는 다음의 감성어휘를 해 다시 

기화 된다.

마지막으로 부정어는 크게 부정을 나타내

는 부사와 동사로 구분되는데 “안 좋다”와 같

이 부사로 나타낼 수도 있으며, “좋지 않다”

와 같이 동사로 표  될 수 있다. 부정부사에 

해서는 가 치를 이용하여 용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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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부정동사의 경우에는 재까지 계산된 결

과를 역으로 재계산하게 된다.

를 들어 다음과 상품평을 가정하자.

오늘 카메라 받았습니다. 우선 모양이 작고 

뻐요. 액정도 크고 화질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다만 배송이 무 느립니다. 사용법은 아직 

잘 모르겠고요. 공부해야죠.

이 상품평에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카메라의 속성과 련 없는 것들로 일단 제

외된다. 나머지 문장들에 해서 속성문장으

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4개로 분류된다.

속성 분류된 형태소

모양 “작다”    “ 쁘다“

액정 “크다”

화질 “깔끔하다”   “좋다”

배송 “ 무”    “느리다”

사용법 “잘”    “모르다”

분류된 형태소 에서 부분의 형태소들

은 형용사로서 감성어휘들이고, “ 무”와 

“잘”은 강조부사이다. 이 표의 감성어휘 에

서 “느리다”는 -1의 값을 갖고 나머지는 +1

을 갖으며, 강조부사인 “ 무”와 “잘”의 가

치는 2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림 2>의 알

고리즘에 의해 계산된 감성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score[모양] = grade[작다] + grade[ 쁘다] 

= 1 + 1 = 2

score[액정] = grade[크다] = 1

score[화질] = grade[깔끔하다] +grade[좋다] 

= 1 + 1 = 2

score[배송] =weight[ 무] * grade[느리다]

= 2 × -1 = -2

score[사용법] =weight[잘] * grade[모르다]

= 2 × 0 = 0

이 계산에 따라 모양, 액정, 화질은 정의 

극성을 갖게 되며, 반 로 배송은 부정의 극

성을 갖게 된다. 사용법에 해서는 “모르다”

라는 단어가 감성어휘가 아니므로 립 인 

0의 값을 갖게 된다.

4. 구   실험

4.1 구  

본 논문에서는 제 3장에서 제시한 시스템 

구성도와 감성분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상품

평 자동분석 시스템을 개발하 다. 로그램 

언어로는 Java와 JSP를 사용하 고, DBMS

는 MySql 5.0을 사용하 다. 형태소 분석을 

해 국내의 표 인 형태소분석기인 KLT 

[16]를 사용하 다. 

감성어휘 사 을 구축하기 해서 두 가지 

근 방법을 활용하 다. 첫째는 기본 인 상

품의 속성 사 을 구축하기 해서 상품평 

데이터 수집기에서 수집된 상품에 한 기본 

정보 에서 상품의 속성을 자동 추출하 다. 

를 들어 PMP제품의 경우 상품에 한 상

세정보에는 동 상, 조작방식, 터치스크린, 메

모리 용량, LCD, 재생시간, 동 상, 오디오, 

DMB, 크기 등에 한 설명이 있으며, 이 정

보들이 기본 인 속성들이 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제품에 한 속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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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MP 상품군 리스트

이 모두 얻어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두 

번째 과정으로 상품평 텍스트 정보로부터 숨

겨진 속성을 추출하 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방식은 자주 출 하는 명사단어를 후보속성

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요한 속성은 

상품에 자주 출 하는 명사단어일 확률이 높

기 때문이다.  

<그림 3>은 네이트 쇼핑몰에서 PMP 상품

군에 해서 상품정보와 상품평 정보를 웹 

크롤링 기법을 이용하여 수집한 후, 가상의 

쇼핑몰을 구성한 화면이다. <그림 3>에서 각 

개별 상품리스트들의 가장 오른쪽 부분은 감

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를 

들어 가장 상단에 있는 TG삼보 CP-100의 

경우를 보면 체의 상품평 에 72%가 

정 인 반응을 보인 반면 나머지 28%는 부

정 이거나 특별한 의견이 없는 상품평들이

다. 이 화면에서 나타난 감성분석 결과는 상

품의 속성과 련 없이 반 인 상품평의 

극성에 한 평가 결과를 보여 다.

다음으로 <그림 4>는 특정 상품에 한 

구체 인 상품평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

이다. 이 화면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단은 상품에 한 일반 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왼편은 상품평에 한 감성분

석 결과가 그래 로 표 되어 있다. 각 그래

는 속성별로 나뉘어져 있고 속성마다 상품

평의 정/부정 비율이 표 되어 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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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품평 분석결과

특정 속성에 해당하는 상품평이 10개가 등록 

되어있고 그  7개의 상품평이 정을 나타

내고 3개의 상품평이 부정을 나타내면 그래

의 바(bar)는 70%를 나타내게 된다. 속성

은 총 10개로 구분 되어있고 종합, 일반, 가

격, 디자인, 음질, 용량, 인터페이스, 화면, 무

게, 배송으로 구성 되어있다. 여기서 종합은 

속성과 련 없이 체 인 감정의 극성을 

나타낸 것이며, 일반은 다른 8개의 속성이 포

함되지 않은 감정의 극성을 나타낸다. 이 그

래  에서 특정 속성을 선택하게 되면 해

당 속성에 한 상품평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화면의 오른편에 나타나는데, 정과 

부정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에 해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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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종합  분류정확도 평가

정 부정( 립) 총계

상 평가수 382 118 500

정분류수 325 90 415

오분류수 57 28 85

정확도 85% 76% 83%

<표 2> ‘배송’속성에 한 분류정확도 평가

정 부정( 립) 총계

상 평가수 326 174 500

정분류수 267 130 397

오분류수 59 44 103

정확도 82% 75% 80%

의 극성이 큰 상품평부터 정렬되어 출력된다.

4.2 실  험

본 논문에서 개발한 감성분석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해 네이트 쇼핑몰에서 

PMP군에 있는 상품들의 상품평에 한 분

류 정확도를 측정하 다. 상품평은 총 500개

를 임의 선택하여 평가를 실시하 다. 우선 

500개의 상품평에 해서 수동으로 정  

부정  상품평을 분류하고, 본 과제에서 개

발한 감성분석기에서 분류된 결과와 비교하

다. 한 개별 속성에 국한된 경우에 해

서도 평가를 실시하 다. 평가 결과는 각각 

<표 1>, <표 2>와 같다. 

우선 <표 1>은 종합  상품평에 한 결

과이다. <그림 4>에서 상평가수는 체 

상품평을 수동 으로 정/부정을 결정한 결

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분류수는 본 논문

에서 개발한 감성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

동평가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상품평의 수

이며 오분류수는 수동평가와 감성분석기의 

결과가 다른 상품평의 수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정 상

품평에 한 감성분석 결과의 정확도는 각각 

85% 76%이다. 그리고 체 인 정확도는 

83% 수 이다. 비록 많은 양의 데이터에 

한 평가도 아니고 PMP라는 특정 상품군에 

해 제한 으로 실시된 면이 있지만 비교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표 2>는 특정 속성(여기서는 배송)에 

한 분류 정확도의 평가결과이다. <표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배송에 련된 정/부정 

상품평에 한 감성분석 결과의 정확도는 각

각 82% 75%이다. 그리고 체 인 정확도

는 80% 수 이다. 따라서 개별  속성에 

한 분류 정확도도 종합  상품평에 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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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평가에서 오분류된 상품평의 부분은 

문법이나 띄어쓰기가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있거나 사 에는 등장하지 않는 신조어 등을 

사용한 것이 부분이었다. 한 부정 상품

평에 한 분류 정확도가 상 으로 낮은 

이유는 부정 인 상품평의 경우 많은 사용자

들이 직 인 부정어들을 사용하기 보다는 

추상 으로 부정 인 감정을 표 한 것이 많

아 감성분석기가 이를 올바르게 단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오피니언 마이닝 기술을 이

용하여 제품 사용자의 주  의견을 자동으

로 분류할 수 있는 감성분석 알고리즘을 제

안하 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한 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품평을 분석하여 속성과 감성어

휘 등을 추출하고, 감성의 극성정도를 단

하는 기능을 한다. 한 제안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된 상품평 자동분석 시스템 개

발하 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 쇼핑몰에 등

록된 상품평을 상으로 제품 사용자의 의견

을 자동을 분석 요약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

는 기능을 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효율성

을 검증하기 해서 인터넷 유명 쇼핑몰을 

상으로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결과 평균

으로 80%이상의 정확도를 보 으며 이 수치

는 기존의 연구에서의 정확도와 유사한 것으

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인터넷 마 이 체 고시장

에서 획기 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을 감

안할 때 상품평에 한 자동분석 시스템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마 이나 포털 사이

트의 검색 고 분야에 상당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향후에는 감성분석 평가의 

정확도를 개선하여 실제 상용화 가능한 수

의 상품평 분석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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