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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개방, 공유,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웹 2.0 시 로 들어서면서 인터넷 사용자들의 데이터 생산 
 공유가 쉬워졌다. 이에 따른 데이터의 기하 수 인 증가와 함께 디지털 정보의 부분인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 Data)의 양도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정해진 형식 없이 자연어 
형태로 만들어진 비정형 데이터 , 특정 상품들에 해 개인이 평가한 리뷰들은 해당 기업이나 
해당 상품에 심이 있는 잠재  고객에게 필요한 데이터이다. 많은 양의 리뷰 데이터에서 
상품에 한 유용한 정보를 얻기 해서는 데이터 수집, 장, 처리, 분석,  결론 도출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R을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사용하여 
텍스트 형식의 비정형 데이터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  문서 처리 기술을 용하여 정형화된 
데이터 값을 도출하는 방법에 해 소개한다. 한, 도출된 정형화된 리뷰 정보를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용하여 목 에 맞게 맞춤화된 리뷰 정보를 도출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era of the Web 2.0, characterized by the openness, sharing and participation, it 
is easy for internet users to produce and share the data. The amount of the unstructured 
data which occupies most of the digital world’s data has increased exponentially. One of 
the kinds of the unstructured data called personal online product reviews is necessary for 
both the company that produces those products and the potential customers who are 
interested in those products. In order to extract useful information from lots of scattered 
review data, the process of collecting data, storing, preprocessing, analyzing, and drawing 
a conclusion is needed. Therefore we introduce the text-mining methodology for applying 
the natural language process technology to the text format data like product review in order 
to carry out extracting structured data by using R programming. Also, we introduce the 
data-mining to derive the purpose-specific customized information from the structured 
review information drawn by the text-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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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닷컴 붕괴 이후, 웹 2.0 시 가 도래됨에 따라 

사용자가 극 으로 참여하여 정보와 지식을 

만들고 타인과 산출물을 공유하는 열린 인터넷

의 시 가 시작되었다. 사용자들은 개인이 가

지고 있는 정보나 콘텐츠를 인터넷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내용에 심이 

있는 개인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기업에게는 자사 상품들에 한 고객

들의 견해와 련된 텍스트 데이터를 데이터베

이스에 구축할 수 있는 방법  하나인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탄생하게 되었

다. 집단 지성이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산출된 

데이터를 력 혹은 경쟁을 용하여 나온 결

과물을 의미한다[20]. 이는 문가 개인이 제공

하는 정보보다 다수의 데이터로 산출된 정보가 

올바른 결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기업들은 자사 상품들에 한 고객

들의 의견, 평가와 같은 피드백을 받기 해서 

온라인이나 오 라인에서 설문 조사를 수행하

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고객의 응답 의지에 따라 데이터의 

결과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7].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기하 수

으로 늘어남에 따라, 디지털 정보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 

Data)의 양도 증가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방

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 비즈니스 황을 악

하고 고객에 한 이해를 높이기 해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이용하고 있다[2, 14]. 

기업들은 이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정형화시키고 

모델링함으로써 연  계(Association Rela-

tionship) 악, 이상 상(Anomaly) 탐지, 

반  평가와 같은 유용한 정보를 도출시킨 후,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활동을 수행한다[15]. 

인터넷에 산재한 다양한 비정형 인 데이터

들 , 특정 상품들에 해 개인이 평가한 온라

인 리뷰들은 해당 기업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

공할 뿐만 아니라 상품에 심이 있는 잠재  

고객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다[1]. 잠

재  고객들에겐 온라인 리뷰가 구매를 결정

하는 요소  하나로 작용한다[12]. 즉, 리뷰를 

통한 구  마 (Word-of-Mouth Marketing)

도 타인에게는 상당한 향을 미친다[11].

하지만 인터넷에 존재하는 부분의 리뷰들

은 자연어 형태(Natural Language)로 작성된 

비정형 , 반정형  텍스트 형태이다[3, 4]. 이

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 사용 없

이는 정해진 스키마가 없는 비정형 데이터에

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어려움을 의미

한다. 한, 사용자들의 수동 , 능동 인 참여

에 따라 방 한 양의 리뷰들이 존재하기 때문

에 기업이나 불특정 개인이 필요로 하는 가치 

있는 정보를 찾기 해서는 온라인 상품 리뷰들

을 취합하고 가공하는 분석 기술을 요한다.

많은 양의 정형화된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

출하여 가공하는 데이터 마이닝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19]. 해당 연구에서는 

비정형 인 리뷰 데이터를 유용한 정보로 가

공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을 두고 연

구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R 로그램을 바

탕으로 한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비정형

인 상품 리뷰 데이터를 자연어 처리 기술  

문서 처리 기술을 용하여 이를 정형화된 데

이터로 정제하는 방법에 해 설명한다. 그 후,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추출한 데이터로 이루

어진 리뷰 데이터셋(Review Dataset)의 속성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온라인 상품 리뷰 추출을 통한 목 별 맞춤화 정보 도출 방법론 연구  153

<Figure 1> The Components of Text Mining Framework 

값(Attribute)들과 속성 값을 구성하는 요소

(Element)들에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하여 목

에 맞춤화된 리뷰 정보를 도출시키는 방안

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

2. 련 연구

웹 2.0 시 에서는 개인이 쉽게 정보를 생산

할 수 있다는 장  때문에, 개인이 특정 상품을 

평가한 온라인 리뷰의 수는 데이터의 증가만큼이

나 빠르게 증가하 다[17]. 이로 인해 구  마

으로 자리매김한 리뷰 데이터는 특정 상품에 

심이 있는 잠재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에 큰 

요소가 되었고,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게는 고객의 의견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5].

재는 의미론 인 탐색(Semantic Search)

라는 특성이 포함된 웹 시 로 도입하는 과도

기이다[13]. 이는 단순한 집단 지성으로 산출된 

데이터의 나열을 넘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의미

와 규칙 정보 발견을 목표로 한다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곳에 산재해 있는 온라

인 리뷰 데이터는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 있는 

정보를 얻기 힘들다. 이로 인해 잠재  고객은 

단순히 가장 인기 있는 리뷰나 최근의 리뷰를 

읽고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10]. 따라서 단순한 

집단 지성으로 산출된 데이터의 나열이 아닌 

리뷰 데이터를 가치가 있는 정보로 가공하여 

의미와 규칙 정보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리뷰 데이터를 가공하기 해서 비정형데

이터에 마이닝 기법을 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업의 에서 분석된 리뷰 데이터는 해당 

상품의 반 인 평가, 장․단 ,  품질 불량 

등을 악할 수 있다. 한, 특정 개인의 에

서는 해당 상품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

게 얻을 수 있다.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어는 문법 , 어휘

인 독특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  범

 때문에 일 된 규칙을 찾기 힘들다. 텍스트 

마이닝은 이런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한 기

술이다. 자연어 처리 기술이란 사람이 사용하

는 언어를 분석하고 그 구조와 의미를 악하

는 것을 뜻한다. 즉, 텍스트 마이닝이란 비정형 

텍스트 문서들에서 심이 있거나 가치가 있

는 패턴 혹은 지식을 추출하는 과정을 뜻한다

[8]. 부분의 비정형 데이터가 텍스트로 이루

어져 있기 때문에, 텍스트 마이닝은 다양한 목

으로 사용 된다[9].

<Figure 1>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텍스

트로부터 의미 있는 패턴을 도출시키는 과정

을 보여 다. 사용자는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통해 방 한 양의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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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ext Mining Framework on the Basis of Intermediate Form

를 추출해 내고, 다른 정보와의 연계성을 악

한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컴퓨터가 자연어 

처리를 하기 해서는 용량 언어 자원과 복

잡한 통계 , 규칙  알고리즘이 용되어야만 

한다. 

<Figure 2>는 텍스트 마이닝에서 두 개의 

간 형식(Intermediate Form)을 보여 다. 먼

, 문서를 기반으로 한 간 형식(Document-

based IF)의 각 개체(Entity)는 문서를 낸다. 이 

간 형식으로 정보를 정제하여 나올 수 있는 

결과물로는 군집화, 시각화, 그리고 범주화가 

있다. 두 번째로, 개념을 기반으로 한 간 형식

(Concept-based IF)의 각 개체는 특정 분야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뜻한다. 이 간 형식으로 

정보를 정제 후, 나올 수 있는 결과물로는 연  

계 분석, 측 모델링, 시각화 등이 있다. 본 

연구는 핵심어로 추출된 리뷰 단어들 사이에 

연  계를 분석하는 기법을 방법론에 포함하

다.

3. 리뷰 텍스트 마이닝 임워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되는 

특정 상품에 한 리뷰를 추출하고 정리하여 

정형 데이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의 흐름은 리뷰 데이터 수집  장, 자연어 

처리, 키워드 추출, 그리고 자료 분류  요약 

순으로 진행된다.

<Figure 3>은 리뷰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

에 한 아키텍처이다. 먼  데이터 추출  정

제 단계에서 상품 평가 리뷰를 추출하고 자연

어 처리를 진행한다. 웹 크롤링(Web Craw-

ling)을 이용하여 상품에 한 온라인 리뷰와 

공개된 고객의 정보를 수집(Data Aggrega-

tion)한다. 단, 일의 단 는 하나의 제품에 있

는 모든 리뷰로 설정한다. 각 단어의 연  계

를 분석하기 한 데이터 일과 데이터베이

스에 장하기 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일을 구분 지어 리뷰 텍스트를 장한다. 장

한 텍스트를 통계분석용 소 트웨어인 R 로

그램을 이용하여 비정형 인 리뷰 데이터를 

단어 단 로 추출하고 불용어(Stopword)나 의

미가 없는 문자  기호를 제거하는 처리

(Preprocessing)를 수행한다.

그 후, 데이터 가공  분석 단계에서는 먼

, 산업 군에서 평가 요소(Attribute)로 사용

되는 값들과 평가 요소를 표 할 수 있는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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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ramework for the Review Text Mining Methodology

어로 이루어진 형태의 데이터 사 (Data Dic-

tionary)을 정의한다. 데이터 사 은 앞서 처

리를 통해 도출된 단어들을 범주화하여 평가 

요소로 설정하는 방법과 산업 군에서 기존에 

제품을 평가할 때 고려되는 요소를 평가 요소

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평가 요소 , 상되는 범 에서 서술어가 

나타나는 항목의 경우, 상품의 사  정보를 입

력하여 련된 단어 정보를 추출한다. 그 후, 

단어 단 로 추출된 요소들을 군집화를 통해 

분류한다. 데이터 사 을 통해 1차 인 분류 

이후, 정보 추출을 진행한다. 이는 특정 상품 

리뷰들 , 각 고객 식별자(Customer ID)에서 

추출된 키워드에 연  규칙 학습(Association 

Rule Learning)을 수행하여 각 단어 간 계를 

악하여 연 성이 있는 단어들끼리 결합한다

[16]. 그 후, 다시 데이터 사 에 값을 수정하고 

다시 해당 알고리즘을 통해 단어들을 결합시

킨다. 반복 수행을 통해 보다 분류의 정확도를 

높인 후, 군집화된 단어들을 표하는 용어를 

리뷰 데이터 테이블의 열 값에 각 단어들을 분

류된 열 아래의 요소 값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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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re Tables before Applying Text Mining

<Figure 5> Review Table after Applying Text Mining

<Figure 4>는 텍스트 마이닝을 용하기 

이  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 

, 핵심 테이블 간의 계를 보여 다. 마이닝 

이  테이블에 장된 상품 평가의 경우, 각각

의 값이 단어 단 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

라 문자열의 나열로 되어 있다. 하지만 데이터 

사  정의를 통한 분류와 단어 간 연  계를 

악한 텍스트 데이터는 정형화된 후, <Figure 

5>와 같은 형태로 장된다. 

각 열에 들어가는 값들은 군집화한 단어들

을 표하는 용어를 기재하고 테이블의 요소 

값에는 해당 집합에 속해 있는 단어들 값을 넣

는다. 이 방법론을 통해 정형화된 데이터로 변

환 후,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을 용하면 두 가

지 형태의 리뷰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첫 번

째는 반 인 상품에 한 평가로 고객의 특

성에 상 없이 단어의 조합을 나타내는 것이

다. 이를 통해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기

업이 제품을 만들 때 구상한 성능과 고객이 체

감하는 성능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리뷰 정보 형태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리뷰 테

이블 값을 다시 정제하여 단어의 조합을 나타

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객이 상품의 리뷰를 

찰할 때 특성이 비슷한 다른 고객들의 리뷰

를 정제  정리하여 의미 있는 리뷰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4. 리뷰 텍스트 마이닝 용 사례

데이터 마이닝을 용하여 리뷰에서 통계  

규칙이나 패턴을 찾기 해서는 데이터 수집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많은 양의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서는 웹 크롤러(Web Craw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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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sult of Crawling the Product Reviews(part)

<Figure 7> An Example of Cosmetic Data Dictionary(part)

<Figure 8> Array of Keywords in Effect Data Dictionary(part)

를 사용하여 한  텍스트를 뽑아내야한다. 비

정형데이터의 경우 정해진 스키마가 없기 때

문에 크롤러가 직  싱(parsing)해야 된다. 

<Figure 6>은 R을 통해 상품 리뷰를 추출한 

결과를 보여 다. 단어 추출  연  계 악

을 하여 아래와 같은 형태로 장한다. 공개

된 고객 정보의 경우, 크롤링 후 정형  데이터

인 테이블 형태로 장한다. 

<Figure 7>은 데이터 가공  분석 단계에

서 정의되어야 하는 데이터 사 의 제를 보

여 다. 특정 화장품 상품에 한 데이터 사

을 명시화하 다. 특정 화장품의 성분은 기존

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 에 미리 

값을 입력한다. 한, 가격을 나타내는 서술어

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 에 미리 값

을 입력한다. 의 두 데이터 사 과 련한 단

어를 제한 키워드에서 연  규칙 학습을 통해 

단어 간 연결 계를 악한다. 그 후, 다시 데

이터 사 을 정의하고 연  규칙 학습을 반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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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키워드에서 지지도(support), 신뢰도

(confidence) 등을 구하여 단어 간 연 성을 

악한 후, 이를 군집화 시킨다. 군집화로 묶여진 

단어 묶음을 표할 수 있는 용어를 정형화된 

리뷰 데이터 테이블의 속성 값에 입력을 하고 

각각의 단어들은 해당 속성 값의 요소 칸에 값

을 넣는다. 비정형  형태로 이루어진 리뷰를 

데이터 가공과 분석을 통해 정형화된 테이블 

값에 넣은 후, 목 에 맞게 필터링하여 리뷰 정

보를 도출한다.

이와 같이 도출된 정형화된 데이터를 이용

해서 각 단어 간에 연  계를 도출하여 하나

의 주어에 표 되는 서술어의 빈도를 악할 

수 있다. 를 들어 ‘효과’라는 주어와 ‘좋다’, 

‘나쁘다’라는 서술어의 빈도를 통해 상품에 

한 고객들의 평가를 정량 으로 나타낼 수 있

다. 이를 통해 상품의 체 인 리뷰를 읽지 않

아도 타인이 평가한 체 인 의견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각 단어 간의 

선․후행 연결 계를 악할 수 있어 분석된 

결과를 통해 단어의 재조합을 통해 반 으

로 평가된 키워드로 평가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5. 결  론

정보의 홍수라는 단어처럼  웹 2.0 시 의 사

용자는 인터넷에서 많은 양의 정보를 쉽게 찾

아 볼 수 있다. 여러 사용자들의 인터넷 정보 

생산이 쉬워지면서 상품의 리뷰와 련된 정

보도 방 한 양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하

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종합 인 의미를 

찾기 해서는 비정형 인 데이터들을 정제하

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 사용되어야한다. 

한, 체 데이터를 통한 일반 인 정보 외에도 

기업이나 소비자가 목 에 해당하는 맞춤화된 

정보만 볼 수 있게끔 데이터의 분류  군집화

가 필요하다[18]. 따라서 본 연구는 목 에 맞

춤화된 유용한 리뷰 정보를 도출하는 방안  

특정 제약조건과 연 된 리뷰 정보를 제공하

는 방안에 해 제시하 다. 기업은 정제한 리

뷰 정보를 통해 상품의 특성별 고객의 기호도

를 악할 수 있고, 고객의 경우, 자신의 정보

와 비슷한 고객들이 남긴 리뷰를 정리하여 보

여 으로써 추천 리뷰 서비스로 확장이 가능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화된 데이터

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변환할 때의 성능 문제

와 각각의 고객 리뷰의 진실성 검증이 어려운 

한계 이 있다. 한  단어의 특징 때문에 R 

로그래 의 텍스트 마이닝 패키지(tm Pac-

kage)를 그 로 사용할 수 없다는 과 기존

의 단어추출 패키지의 정확도가 부족하기 때

문이다. 특히, 오타나 띄어쓰기가 부족한 리

뷰의 경우, 명사 단 로 추출할 때에 정확한 

분리가 불가능하다. 한, 직  사용자가 제

품을 사용한 후, 작성한 후기인지 수동 으로 

정 , 부정  단어를 언 한 것인지에 한 

진  여부를 단하기 어렵다는 이 있기 때

문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방법론에 제시된 형태로 

알고리즘을 구 하고 특정 산업의 리뷰 데이

터를 추출하여 방법론에 한 검증을 수행할 

정이다. 한, 기존 데이터를 이용하여 악

한 키워드의 연  계  고객 데이터 속성을 

이용하여 고객의 평가를 측할 수 있는 모델

링(Predictive Modeling)도 설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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