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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온라인 소비자들은 amazon.com과 같은 온라인 상  랫폼에 리뷰를 남김으로써 상 상품에 

한 의견을 표 한다. 사람들이 남긴 의견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인 의견 분석 분야에서 

이루어진 과거 연구 부분은 크게는 문서 단 에서 작게는 상품의 요소 단 로 사용자들이 남긴 의견을 

분석하고자 하 다. 이 게 소비자들이 남긴 의견을 분석하여 상 상품  요소에 한 정 /부정  태

도를 단하는 것이 유용한 경우가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어떤 ’ ’에서 상 상품  요소

를 평가했는지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에 을 두었다. 자들은 평가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품사인 

형용사의 표 인 성질  하나가 그것이 수식하는 상의 속성에 값을 부여하는 것임에 주목하 고, 그

러한 속성이 상품을 평가한 사용자의 ‘ ’과 일치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 다. 형용사

에 암시된 속성을 추출하는 데는 워드넷이 사용되었으며, 제안하는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3명의 

평가자를 활용하여 실험을 하 다. 실험 결과는 본 연구 방향이 의견 분석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키워드: 자상거래, 감성 분석, 상품 요소 추출, 상품 리뷰, 암묵  

Abstract In online merchant sites such as amazon.com, online customers share their opinions on 

products by leaving product reviews. Such opinions are important since they greatly affect others’ 

purchase decisions. Sentiment analysis is a field of study that aims to automatically analyze opinions 

contained in text. Past approaches focus on recognizing the polarity of opinions on an opinion target 

such as a product or even an aspect of a product. In this paper, we attempt to explicate viewpoints(e.g., 

‘noisiness’) that people have in mind when they express opinions toward opinion targets. Viewpoints 

would help providing a fine-grained summary of opinions. Noting that the key function of an adjective 

is to assign a value(e.g., ‘heavy’) to an attribute(e.g., ‘weight’) of the noun that it modifies, we 

hypothesize that such attribute of an adjective correspond to the viewpoint of the person who used 

the adjective to evaluate the target. In order to extract an attribute of an adjective, we used WordNet. 

We performed an experiment where human judges were asked to see if the attributes extracted from 

the adjectives actually correspond to the viewpoints one can infer from the opinion expressions. The 

result shows that the task is promising.

Keywords: E-commerce, sentiment analysis, aspect extraction, product reviews, implicit view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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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웹은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주제에 한 의견을 교환

하는 장소가 되었다. 사용자들이 웹상에서 상품이나 서

비스에 해 표 한 의견을 담고 있는 평가 텍스트는 

자상거래 분야에서 특히 요한데, 그 이유는 그러한 

의견들이 다른 온라인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직

인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웹의 개방 인 특성 덕분에 

소비자들이 온라인상에 텍스트 형태로 남기는 ‘상품 리

뷰’의 양이 격하게 증가하 고, 자연스럽게 상품 리뷰

에 담긴 방 한 양의 의견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해졌다. 의견 분석(opinion mining) [1-7]은 

이러한 필요에 맞춰 두된 연구 분야로써, 텍스트 형태

로 표 된 의견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분석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주로 텍스트에 포함된 의견이 상품을 

정 이거나 부정 으로 단했는지 여부를 분석하게 

된다.

의견 분석 연구는 분석의 상세도에 따라 다음 세 가

지로 분류가 가능하다[8].

- 문서 단  의견 분석:  이 방식의 의견 분석은 단일 

문서가 표 하고 있는 의견의 반 인 극성(polarity)

을 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의 용이성을 해, 

단일 문서는 하나의 상품, 서비스, 기업 등에 한 의

견만을 담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 이다.

- 문장 단  의견 분석:  이 방식의 의견 분석은 단일 

문장이 표 하고 있는 의견의 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결과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

만 문서 단  의견 분석의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더 

상세한 단 의 분석인 요소 기반 분석의 처리 단계

로 사용되기도 한다.

- 요소(aspect) 기반 의견 분석:  문서 단   문장 

단  의견 분석이 단일 문서나 문장에 포함된 의견의 

반 인 극성을 악하는데 주안 을 두었다면, 요소 

기반 의견 분석은 의견의 극성뿐만 아니라 의견이 구

체 으로 어떤 의견 상(opinion target)에 해 표

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를 들어 

“이 휴 폰의 화면을 밝지만, 배터리 시간이 짧다”라

는 문장이 주어진다면, 요소 기반 의견 분석을 통해 

다음 두 가지를 상으로 하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는 것을 악할 수 있다: ‘화면(의견 상)이 밝다(의

견 단어)’, ‘배터리 시간(의견 상)이 짧다(의견 단

어).’ 본 시 문장에서 소비자( 쓴이)는 한 휴 폰의 

화면에 해서는 정 인 평가를 하 으나, 배터리 

시간에 해서는 부정 인 평가를 내렸다. 이 듯 같

은 상품이라도 각 요소에 한 평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 상품의 각 요소에 해 어떤 의견들이 

표 되었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의견 분석 연구의 기에는 개별 문서 단 의 분석에

서 시작하 으나, 최근에는 상품의 요소 기반 의견 분석

(aspect-based sentiment analysis) 연구가 많은 주목

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로선 가장 상세한 수 의 

분석 방식인 요소 기반 의견 분석[2,3,9-11]에도 여 히 

한계는 남아 있다. 부분의 련 연구들이 의견 상의 

요소에 한 극성을 별할 때 명시 으로 표 된 요소

들만을 분석의 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형태의 분석도 유용하지만 좀 더 상세한 수 의 분석도 

가능하다. 를 들어 “이 엔진은 시끄럽다”라는 문장에

서, 우리는 의견을 표 한 소비자가 엔진을 단순히 부정

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엔진을 암묵

인 소음의 ‘ (viewpoint)’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 

역시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은 같은 상품이라도 다양한 

에서 평가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들을 악하

는 것은 소비자들이 왜 의견 상에 해 정 이거나 

부정 인 의견을 표 하는지에 한 구체 인 이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들이 상품을 평가하기 해 표

한 의견에 내재된 을 추출하는 문제를 정의하고 그 

방법을 제안한다. 좀 더 구체 으로 설명하자면,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의견이 나타난 문장에 포함된 

형용사에 암시된 사용자의 ( : ‘소음’)을 추출하는 

것인데,  추출에 사용하는 단어를 형용사로 한정짓

는 이유는 형용사가 의견을 표 하기 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품사이기 때문이다. 의견에 암묵 으로 표 되

는 을 추출하게 되면 사람들이 상품의 어떤 측면에 

심을 기울이고 평가하 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의견 텍스트에 존재하는 평가 정보를 요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그림 1). 본 논문에 등장하는 ‘의견 상

(opinion target)’이라는 용어는, 상품 그 자체( : ‘자동

차’)와 상품의 요소( : ‘엔진’)를 포 하는 개념으로 사

용된다.

언어학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형용사가 가

진 역할은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의 특정 속성(attribute)

에 어떠한 값(value)을 부여하는 것이다[12]. 를 들어 

“이 카메라는 무겁다”라는 문장에서, 형용사인 ‘무겁다’

는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인 카메라의 속성  하나인 

‘무게’에 값을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속

성이 사람들이 상품을 평가할 때 가졌던 과 일치한

다는 가설을 세웠다. 즉 사람들이 ‘무겁다’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여 의견을 표 한 이유는, 그들이 카메라를 ‘무게’

의 에서 평가하고자 하 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제안하는 일은 형용사에 암시되어 있는 의견 

상의 속성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그것이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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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반 의견 요약

Fig. 1 Viewpoint-based Opinion Summarization

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형용사에 암시된 속성을 추출하기 해, 본 연구에서

는 거 한 문 어휘 자료인 워드넷(WordNet)[13]을 활

용하 다. 워드넷에서는 각 품사별로 하나의 의미단 를 유

사 단어의 집합으로 표 하고 이를 synset(synonym 

set)으로 지칭한다. 형용사의 경우 synset들은 서로 비슷

하거나 반의어 계인 것들끼리 묶여 2,500개 이상의 클

러스터를 이루고 있으며, 각 클러스터의 심에는 head 

synset이라는 특수한 유형의 synset이 한 씩 존재한

다. 그 한 의 head synset은 서로 직 인 반의어

(direct antonym) 계를 이루고 있어 반 말 

(antonymous pair)이라고 불리며, 해당 클러스터에 속한 

형용사들이 값을 부여하는 속성(attribute)의 양 극값

(bipolar values)을 나타낸다. 를 들어, 직 인 반의

어 계에 있는 ‘small-large’로 이루어진 반 말 은 

‘size’라는 속성의 양 극값을 나타내는데, 이 반 말 의 

head synset들을 심으로 하여 그것들과 유사한 의미

를 가진 형용사 synset(satellite synset)들이 뭉쳐 하나

의 클러스터를 이루게 된다. 즉 같은 클러스터에 포함된 

형용사 synset들은 모두 특정 속성의 양 극값  하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워드넷의 구조는 본 논문에서 제

시하는  기반 의견 분석에서 핵심 인 역할을 한다.

형용사로부터 속성(i.e., )을 추출하기 해서는 먼

 해당 형용사가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알아내

고, 그 클러스터를 표하는 head synset을 인식한 다

음, 마지막으로 그 head synset이 나타내는 속성을 추

출하면 된다. 속성 추출을 해 head synset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워드넷에서는 오직 head synset을 통해서

만 그것과 연 된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

이다. 직 인 반의어(direct antonym)를 가지지 않는 

satellite synset들은 속성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추가 으로 고려해야 할 이 있는데, 그것은 

워드넷의 모든 head synset이 자신과 연결된 속성을 가

지고 있지는 않다는 이다. 워드넷 상에 있는 7,463개

의 head synset  오직 620개만이 연결된 속성을 가

지고 있다(워드넷 3.0 기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커

버리지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속성을 추출하

고자 하는 head synset과 직 으로 연결된 속성이 워

드넷에 없는 경우 그와 유사한 다른 head synset과 연

결된 속성을 신 추출하도록 하 다. 워드넷에서 유사

한 head synset끼리는 ‘also see’라는 계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계를 활용하여 유사한 head 

synset을 찾을 수 있다.

 다른 문제는 한 형용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여

러 개일 수 있으며, 때문에 여러 개의 head synset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형용사의 어떤 

head synset을 선택하느냐 혹은 어떻게 의성 해소가 

되는가에 따라 최종 으로 형용사에서 추출되는 속성이 

달라지므로 문맥에서 사용된 의미에 맞는 head synset

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

이 상품에 한 의견을 표 하기 해 형용사들을 사용

한 만큼 극성 수(polarity score)가 가장 높은 의미로 

형용사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간주하 고,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head synset을 선택하는 것이 속성 추출의 정

확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가정하 다. 형용사의 각 의미

가 가진 극성 수를 계산하는 데는 워드넷에 포함된 

모든 synset들에 극성 수를 부여한 문 자료인 

SentiWordNet[14]을 활용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형용사로부터 추출한 

‘속성’이 실제로 사람들이 상품에 해 표 한 의견에 

암시된 ‘ ’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기 해 실험을 수

행하 다. 제안하는 방식의 평가를 해 생성된 실험 표

본은 상품을 평가한 문장과 그 문장에 포함된 형용사로

부터 추출한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에서는 평가

자가 이들 실험 표본 각각에 해 정성을 단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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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 정의

다음은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혼돈되기 쉬운 용어들

에 한 정의이다.

- 엔티티(entity): 엔티티는 의견의 상이 될 수 있는 

상품, 서비스, 사람 등을 가리킨다. 이 논문에서는 주

로 상품 혹은 서비스 체( : 자동차)를 나타내는 개

념으로 사용된다.

- 요소(aspect): 요소는 엔티티의 구성 요소나 그 값을 

객 으로 표 할 수 있는 속성을 나타내는 용어이

다. 를 들어, ‘엔진’이나 ‘가격’은 자동차라는 엔티티

의 요소에 해당된다. 동일한 엔티티라 할지라도 사람

들은 그것의 서로 다른 요소에 해 다른 평가를 내

릴 수 있다. 를 들어, 특정 자동차의 엔진은 좋게 

평가하더라도 가격에 해선 부정 인 의견을 표 할 

수 있다.

- 의견 단어(opinion word): 의견 단어는 사람들이 

엔티티 체나 그것의 요소에 해 의견을 표 할 때 

사용한 단어를 일컫는다. 를 들어 “자동차가 무겁

다”라는 문장에서 ‘무겁다’라는 단어가 이에 해당된다. 

의견 단어로는 주로 형용사가 사용된다.

- 의견 상(opinion target): 의견 상은 의견 단어

가 상으로 하고 있는 엔티티 체나 그것의 요소를 

포 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를 들어 ‘자동차’, ‘엔

진’, ‘가격’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견 

상’의 의미를 텍스트에서 명시 으로 표 된 것으로 

한정지어 사용한다.

- (viewpoint):  은 사람들이 의견 상을 평

가할 때 고려한 속성을 의미한다. 명시 으로 표 되

는 의견 상인 엔티티나 요소와는 달리, 은 추상

인 개념으로 일반 으로 텍스트에 명시 으로 나타

나지 않는다. “디자인이 좋다”에서의 ‘디자인’과 같이 

텍스트에 이 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카메라

는 무겁다”라는 문장에서처럼 ‘무게’라는 이 내재

되어 있을 수 있다. 텍스트에 명시 으로 나타나 있

는 (e.g., 가격)은 일반 으로 말하는 상품의 제원

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 요소의 범주에 속

하는 속성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2는 에서 설명한 개념들 간의 계를 나타낸다.

3. 련 연구

본 연구는 요소 기반 의견 분석 연구[3,10]와 련되

어 있다. 해당 연구는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의견 상

을 정 이거나 부정 으로 평가했는지’와 같은 식으로 

의견을 ‘정량 ’으로 요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수 의 분석에서 더 나아가 “사람들이 어떤 에서

그림 2 개념들 간의 계

Fig. 2 Relationship between the Terms

의견 상을 평가하 는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면 사람들의 의견에 해 더욱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한 본 논문의 연구는 이러한 질

문에 답하고자 한 최 의 연구이다.

암시된 요소 검출(implicit aspect extraction) 연구 

[2,9,11] 역시 우리의 연구와 련되어 있다. 해당 연구

는 텍스트 속에서 명시 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견 

속에 내재되거나 단순히 표 되지 않은 요소를 추출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를 들어 우리는 “이 가방은 무

겁다”라는 의견 문장 속에 ‘무게’라는 의견 상이 암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역시 문장에 명시 으로 나타나지 않은 암시

인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 ’은 객 화될 

수 있는 제원과 같은 상품의 속성과는 다르다. 은 

“사람들이 상품을 어떻게 주 으로 평가하는가?”와 

련이 있는 개념이며, 이는 일반 으로 말하는 ‘상품의 

스펙’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

리의 연구는 사람들이 의견 상을 어떤 에서 주

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더 합하다고 

할 수 있다.

형용사들로부터 속성을 추출하기 해, 우리는 [2]에

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근방식을 사용하 다. 이 연구

는 우리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형용사로부터 그것이 값

을 부여하는 속성을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 는데, 워

드넷이라는 단일 자료만 이용해서는 커버리지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을 두었다. 속성 

추출 커버리지를 증가시키기 해, 해당 연구의 자들

은 복수의 온라인 사  자료을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한

다. 그들이 제시한 방식은 크게 다음 세 단계로 나뉜다.

복수의 온라인 사 으로부터 형용사의 ‘주해 (glosses)’

를 가져온다.

주해에 포함된 모든 명사를 추출하고, 추출된 명사들

을 형용사의 속성 후보들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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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속성 후보들의 사  계( : 동의어/반의어 

계)를 이용하여, 후보들이 실제로 속성을 나타내는지 

아닌지를 자동으로 분류한다.

과거 연구가 최 한 많은 형용사로부터 속성(attribute)

을 추출하는데 을 둔 반면, 본 연구는 형용사가 값

을 부여하는 속성이 의견에 암시된 과 일치하는지

를 검증하고자 하 다는 에서 차별 을 갖는다.

4. 제안하는  추출 방식

이 장에서는 먼  워드넷 안에서 형용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해 설명한 후, 워드넷을 이용하여 

을 추출하는 과정에 해 설명한다. 더불어 본 연구

에서  추출에 있어 워드넷이 갖는 커버리지의 한계

를 극복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한 방법에 해 설

명한다.

4.1 워드넷의 형용사 구성

워드넷에는 형용사를 descriptive와 relational 유형으

로 구분한다[12]. 본 연구에서는 descriptive 유형의 형

용사에 을 맞추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우리가 

을 두고 있는 형용사의 성질인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

의 속성에 값을 부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This bag is small”라는 문장에서, ‘small’

이라는 형용사는 가방의 ‘size’ 속성에 값을 부여하고 있

다. 다음은 가방의 ‘size’ 속성에 ‘small’이라는 값을 부

여하는 것을 함수 형태로 표 한 것이다.

Size(Bag) = Small

워드넷에서 형용사 synset들은 ‘반의어 계(antonymy)’

를 심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는 부분의 경우 형용

사가 값을 부여하는 속성은 양 극의 값(bipolar values)

을 갖기 때문이다[12]. 를 들어, ‘작다’의 반의어는 ‘크

다’이고, ‘작다-크다’는 함께 ‘무게’라는 속성의 양 극값

을 나타낸다. 워드넷에서는 이러한 반의어 을 antony-

mous pair라고 부르며, antonymous pair를 구성하고 

있는 형용사 synset들을 head synset이라고 부른다. 그

림 3은 형용사 클러스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 다. 워드넷에는 이와 같은 형용사 클러스터가 

2,500여개 있고, 각 클러스터의 심에는 앞서 설명한 

로 antonymous pair가 있다. 그 주 로 head synset

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형용사 synset(satellite synset)

들이 모여 하나의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된다. 워드넷 상

에서는 오직 head synset들만이 연결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특정 형용사로부터 속성을 추출하기 

해선 먼  해당 형용사가 속한 클러스터의 head synset

을 찾아야만 한다.

4.2  추출 과정

의견 상에 한 을 추출하기 해선 먼  분석

그림 3 형용사 클러스터

Fig. 3 Adjective Cluster

하고자 하는 의견 상(명사)를 선정하고, 그 의견 상

을 수식하는 의견 단어(형용사)들이 무엇인지 악한 다

음, 악된 의견 단어들로부터 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텍스트로부터 의견 상과 그것을 수식하

는 의견 단어를 추출하기 해선 자연어처리 기법  

하나인 품사(POS) 태깅을 활용하 다.

워드넷을 사용하여 의견 단어(형용사)로부터 을 

추출하기 해서는 먼  해당 형용사의 의미를 나타내

는 head synset을 악해야 한다. 이 때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찾아낸 head synset과 연결

된 속성이 워드넷에 없을 때의 처 방안과 형용사가 

여러 개의 head synset과 연 되어 있을 경우 그들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본 에서는 

반 인  추출 과정과 에서 언 한 문제들에 처

하는 방안에 해 자세히 설명한다.

4.2.1 텍스트에서 의견 문장 후보군 추출

우리는 ‘의견 문장’을 ‘사용자가 의견 상에 해 의

견을 표 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정의하 는데, 그러한 

문장들을 추출하기 해선 의견 상과 그것을 수식하

고 있는 의견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텍스트에서 

찾아야 한다. 이를 한 처리 과정으로써 먼  상 

텍스트에 품사(POS) 태깅을 수행한다. 그 다음, 의견 

문장 후보군을 추출하기 해 품사 태그로 구성된 

{<NN><VB><JJ>} 패턴을 사용하여 명사와 그것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구성된 문장들을 텍스트로부터 모두 

추출한다. 를 들어, 이 패턴을 이용하면 “engine is 

quiet”와 같은 문장이 추출될 수 있다. 더불어 보다 정

확한 추출 결과를 얻기 해, 추출한 의견 상(명사)  

의견 단어(형용사)에 해 철자 검사  lemmatization

을 수행한다. 이 단계의 역할은 의견 문장 후보군을 추

출하는 것이므로, 문장에 포함된 명사  형용사가 실제 

의견 상  의견 단어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로 이 단계에서 추출한 의견 문장에 

포함된 의견 상(명사)  의견 단어(형용사)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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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인 상태이다. 정확한 의견 상  의견 단어가 포

함된 의견 문장만을 골라내기 해, 후속 단계에서는 단

어의 빈도수를 기 으로 반자동으로 필터링을 수행한다.

4.2.2 을 추출할 의견 상 선정

의견 상 후보군으로부터 실제 의견 상을 골라내

기 해 우리는 [3]에서 제안된 방식을 사용하 는데, 

이 방식의 기본 아이디어는 특정 도메인의 텍스트( : 

자동차 리뷰)에서 자주 등장하는 명사를 해당 도메인에

서의 실제 의견 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실제 의견 상이라면 텍스트에서 자주 등장할 가능성

이 높다는 측에 근거하고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추출 결과를 얻기 해 수작업을 통해 [3]

의 방식으로 추출된 의견 상들  잘못된 것들을 추

가 으로 제거하 다.

의견 상 추출을 해 LDA등의 고도화된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이는 본 연구의 주

안 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4.2.3  추출에 사용할 형용사 선정

이 단계에서는 선별된 각 의견 상 별로 그것들을 

수식하는 형용사들을 빈도순으로 정렬하고, 그들  최

종 인  추출에 사용할 빈도수 기  최상  k개의 

형용사를 골라낸다(e.g., ‘엔진’을 가장 자주 수식하는 형

용사 10개). 자주 등장하는 형용사만을  추출에 사

용하는 이유는, 오탈자 혹은 품사 태깅 오류 등으로 인

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각 의견 상을 평가할 때 주로 

등장하는 들을 선별하기 해서이다.

4.2.4 형용사의 head synset 악

앞 단계에서 선정된 형용사로부터 속성(i.e., )을 

추출하기 해선, 먼  형용사의 head synset이 무엇인

지를 알아내야 한다. 이를 해 상 형용사를 lemma

로 가지고 있는 head synset을 찾는 것이 처음 단계가 

된다. Synset의 lemma는 그 synset이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체 인 단어를 지칭하며, 따라서 어떤 형

용사가 한 head synset의 lemma라는 것은 head synset

이 나타내는 의미를 그 형용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에서 워드넷을 사용하

기 해 Natural Language Toolkit (NLTK)[15]에서 

제공하는 워드넷 API를 활용하 다.

4.2.5 형용사의 head synset 선택  속성 추출

하나의 형용사는 여러 개의 의미(sense)를 가질 수 

있으며, 그런 경우 여러 개의 head synset을 가지게 된

다. 본 논문에서는 속성 추출에 사용할 head synset을 

선택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Top synset: 가장 자주 사용되는 head synset을 선

택하는 방법이다. 워드넷에서 head synset은 사용 빈도

가 높은 순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자주 사용

되는 head synset을 쉽게 별할 수 있다.

Polar synset: 가장 높은 극성(polarity)을 가지고 있

는 head synset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람

들이 상품을 평가하기 해 형용사를 사용한 만큼, 높은 

극성(polarity)을 가진 의미로 형용사를 사용하 을 것

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head synset의 극성 

수를 계산하기 해, SentiWordNet [14]이 활용되었다. 

SentiWordNet은 워드넷의 모든 synset에 한 객 성 

수(objective score)를 계산해 놓은 자원이다. 객 성 

수는 synset이 얼마나 객 인 의미인지를 수화해

서 표 한 것으로, synset의 객 성 수가 낮을수록 

synset의 극성(주 성) 수가 높다.

이러한 방법을 취하여 하나의 head synset이 선택이 

되면 연 된 속성은 워드넷에서 ‘attribute’라는 계를 

이용해서 쉽게 가져올 수 있다.

4.2.6 유사한 head synset에서 속성 추출

워드넷에 있는 모든 head synset이 그와 연 된 속성

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자들이 악한 바로는 총 

7,463개의 head synset들 , 오직 620개만이 연결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 620개의 head synset이 을 이루

고 각 은 하나 이상의 속성에 연결될 수 있어서, 워드

넷에는 총 320개의 고유한 속성이 있다. 워드넷에 2,500

개 이상의 형용사 클러스터가 있다는 을 감안하면, 워

드넷의 형용사 속성 커버리지는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들은 유사한(similar) 의미를 가진 synset들은 비

슷한 의미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분석하고자 하 던 head synset에 연결된 속성이 없는 

경우 유사한 head synset(similar head synset)으로부

터 속성 추출을 시도하여 형용사의 속성 추출률을 높이

는 것을 시도하 다. 본 연구에서는 형용사 synset간의 

유사도를 별도로 측정하지 않고 워드넷 head synset간

에 존재하는 ‘also see’ 계를 활용하 다. 이 계는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있지만 유사한 의미를 가진 head 

synset(similar head synset)들 사이를 연결하고 있다. 

즉 형용사의 head synset과 연 된 속성이 없는 경우 

also see 계를 따라가서 다른 유사한 head synset을 

찾은 후, 그것과 연결된 속성을 추출하도록 하 다. 그

림 4가 그 시이다.

그림 5는 체 인 속성 추출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

다.

여기서 번호 1은 형용사(‘stiff’)가 속한 클러스터를 알

아내는 과정, 번호 2는 클러스터의 심을 이루고 있는 

한 의 head synset인 antonymous pair (‘strong-weak’)

를 찾는 과정, 마지막으로 번호 3은 head synset과 연

결된 속성인 ‘strength’를 찾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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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사한 head synset(similar head synset)에서 

속성 추출

Fig. 4 Extracting Attribute from Similar Head Synset

그림 5 속성 추출 과정

Fig. 5 Attribute Extraction Process

4.2.7 속성 추출 알고리즘

형용사로부터 속성을 추출하기 해 사용한 최종 인 

알고리즘은 앞선 들에서 소개한 추출 방식들을 조합

한 총 네 가지이며 이들에 한 설명은 표 1에 있다.

표 1 네 가지 속성 추출 알고리즘

Table 1 Four Attribute Extraction Algorithms

Algorithm Description

top_head

Try to extract an attribute from the 

head synset that represents the most 

common sense of an adjective

top_head_similar

Try top_head first. If it fails, try to 

extract an attribute from the head 

synset similar to the original head 

synset

polar_head

Try to extract an attribute from the 

head synset that has the highest 

polarity score (calculate using 

SentiWordNet)

polar_head_similar

Try polar_head first. If it fails, try 

to extract an attribute from the head 

synset similar to the original head 

synset

5장에서는 에서 설명한 네 가지의 속성 추출 알고

리즘의 성능을 비교하기 해 수행한 실험  결과에 

해 설명한다.

5.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에 의해 의견 단어(형용사)로부터 추출

한 ‘속성’이 실제로 사람들이 의견 상에 해 의견을 

표 한 의견 문장에 암시된 ‘ ’과 일치하는지를 검증

하기 해 평가 실험을 수행하 다. 유사한 과거 연구가 

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의견 상

과 그것을 수식하는 의견 단어로 구성된 의견 문장으로

부터 속성을 추출한 후, 평가자가 이들 실험 표본 각각

에 해 정성, 즉 추출된 속성이 의견 문장에 암시된 

과 실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단하도록 하 다. 

이 실험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했던 질문은 다음 두 가

지이다:

1. 형용사로부터 추출된 속성이 의견 문장에 암시된 

과 일치하는가?

2. 제안하는 네 가지  추출 알고리즘들은 어떠한 성능 

차이를 보이는가?

실험데이터 생성에는 Ganesan과 ChengXiang의 연

구[16]에서 사용된 데이터 집합(호텔  자동차 리뷰 집

합)이 활용되었는데, 체 데이터 집합  자동차 리뷰 

데이터 집합만을 실험에 사용하 다. 자동차 리뷰 데이

터 집합에는 edmund.com에서 수집된 2007년, 2008년, 

2009년에 생산된 자동차들을 상으로 작성된 리뷰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년도 별로 140개에서 250개까지의 

자동차 모델이 의견 상으로 존재한다. 체 자동차 리

뷰의 건수는 42,230개이고 연도별 리뷰 건수는 표 2와 

같다[16].

그림 6은 자동차 리뷰의 시이다.

먼  리뷰 텍스트에서 실험에서 분석할 의견 상을 

선정하기 해 4.2.2에서 설명한 방법을 사용하 다. 최

종 으로 선정된 의견 상에는 자동차 자체를 나타내

는 ‘car’가 포함되어 있고, 자동차의 10가지 요소가 포함

되어 있다. 선정된 11개 의견 상의 리스트는 그림 7과

표 2 데이터셋 통계 (자동차 리뷰)

Table 2 Dataset Statistics - Car Reviews

Build Year 2007 2008 2009

# of Reviews 18,930 15,438 7,947

그림 6 리뷰 시

Fig. 6 Sample Review



상품 평가 텍스트에 내재된 사용자  추출  383

그림 7 분석하는 의견 상들의 목록

Fig. 7 List of Opinion Targets

같다. 후속 단계에서는 선정된 의견 상을 포함하고 있

는 의견 문장들만이 사용된다.

의견 문장에서 속성을 추출하는 데는 문장에 포함된 

의견 단어만이 사용되며, 앞선 에서 설명한 속성 추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다만 모든 의견 단어들

로부터 속성을 추출하고 평가하기에는 그 양이 무 많

으므로, 11개의 의견 상별로 각각을 가장 많이 수식하

고 있는 최상  10개의 의견 단어만을 선별한 후, 실험

에 사용하 다. 그 결과, 11개의 의견 상에 한 110

개의 실험 표본이 생성된다(11*10 = 110). 각 실험 표본

은 다음 세 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의견 문장:  “engine is responsive”

∙속성:  sensitivity

∙속성의 사  정의:  the ability to respond to 

physical stimuli

여기서 속성의 사  정의는 워드넷 synset의 정의

를 사용하 다.

표 3은 의견 상  하나인 engine에 해 생성된 

실험 표본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4.2.7에서 설명한 네 가지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

기 해 각 알고리즘 별로 110개의 실험 표본을 독립

으로 생성하 고, 비교하도록 하 다. 그 결과 최종 인 

테스트 집합은 총 440개로 이루어져 있다.

실험 평가를 해 세 명의 평가자가 형용사로부터 추

출된 속성이 의견 문장에 암시된 과 일치하는지를 

평가하 다. 사용자의 평가를 기반으로 정확도, 커버리

지(coverage), F1 수를 계산하 고 사용자간 단의 

동의정도를 알아보기 한 fleiss’ kappa [17] 수를 계

산하 다. 다음은 사용한 평가 지표들에 한 설명이다.

표 3 실험 표본 시 (‘engine’)

Table 3 Sample Test Cases

Opinion

Sentence

Attribute

(synset)
Definition of the Attribute

engine is

smooth
evenness.n.02

a quality of uniformity and

lack of variation

engine is

powerful
strength.n.01

the property of being

physically or mentally strong

정확도  커버리지

정확도는 모든 실험 표본들 에서 평가자들이 정답

이라고 단한 이스들, 즉, 추출된 속성이 과 일

치하는 실험 표본의 비율을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는 

어도 두 명 이상의 평가자들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만 

해당 실험 표본이 정답이라고 간주하 다. 

커버리지는 모든 실험 표본들 에서 알고리즘이 

 추출에 성공한 것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커버리지를 

측정하는 이유는, 워드넷의 형용사/속성 커버리지 문제

로 인해 알고리즘이 의견 문장으로부터 을 추출하

는 것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F1coverage 수

F1coverage 수는 다음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

여기서 p는 정확도(precision)을, c은 커버리지(coverage)

을 나타낸다.

Fleiss’ Kappa

이 척도는 임의의 수의 평가자들 간의 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해 사용되는 지표이다[17]. Cohen’s kappa

와는 달리 Fleiss’ kappa는 평가자들이 두 명보다 많은 

경우에도 용 가능하다. [18]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을 사용하면 측정된 Feiss’ kappa의 값이 나타내는 동

의의 정도를 해석할 수 있다(표 4 [17]).

실험 결과는 표 5와 그림 8에 나타나 있다.

실험 결과를 보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는 것과 제안하는 방법이 아직 향상될 여지가 많이 

있어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도 이라는 것은 평가자들의 동의 정도가 그리 높지

표 4 fleiss’ kappa 값의 해석

Table 4 kappa Value Interpretation

kappa value Interpretation

< 0 Poor agreement

0.01-0.20 Slight agreement

0.21-0.40 Fair agreement

0.41-0.60 Moderate agreement

0.61-0.80 Substantial agreement

0.81-1.00 Almost perfec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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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실험 결과(chart)

Fig. 8 Experiment Result (chart)

표 5 실험 결과

Table 5 Experiment Result

Algorithm Precision Coverage F1coverage
kappa

(n=3)

top_head 0.6000 0.8182 0.6923 0.7033

top_head_similar 0.6182 0.8727 0.7237 0.6347

polarity_head 0.6455 0.8909 0.7486 0.5989

polarity_head_

similar
0.6636 0.9182 0.7704 0.5927

않다는 으로 알 수 있다. 계산된 kappa 수는 0.5에

서 0.7사이로, 평가자들 사이의 동의정도 수치가 ‘보통’

에서 ‘꽤 높음’ 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한 방식  

polarity_head 방식이 top_head 방식보다 높은 정확도

와 커버리지를 보 다는 것은, ‘사람들은 형용사를 극성

이 높은 의미로 사용했을 것이다‘라는 본 연구에서 제시

한 가설이 합리 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다. 이와 더불

어 속성 추출을 할 수 없는 형용사의 경우 유사한 head 

synset으로부터 추출을 시도하는 방안은 정확도  커

버리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사한 head synset으로부터  추출을 시도하는 

방안이 얼마나 더 많은 을 추출할 수 있는지를 알

아보기 해, 리뷰 코퍼스에서 무작 로 선정한 922개의 

형용사로부터 다음 두 가지 방식 - polarity_head(유사

한 head synset 사용 안함), polarity_head_similar(유

사한 head synset 사용) - 을 이용하여 을 추출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표 6은 두 방식의  추출률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6에 따르면 유사한 head synset을 활용하는 방안

이 약 6% 정도의 커버리지 향상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커버리지 향상을 보임에도 정확도 역시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이유는(표 5 참고), 알고리즘이 특정 실험 표본

에서 을 추출하는데 실패하면 평가의 여지없이 반

드시 틀린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즉, 비록 잘못

표 6 유사한 head synset의 사용이  추출에 미치는 

효과

Table 6 Effect of Using Similar Head Synset for View-

point Extraction

# of adjectives # of success

polarity_head
922

560 (60%)

polarity_head_similar 617 (66%)

된 을 추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유사한 head 

synset을 활용하여  추출률을 최 한 높이는 것이 

최종 인 성능 향상에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악할 

수 있었다.

6. 오류 분석

실험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추출 연구가 단어 의성 해소(word sense disambi-

guation)와 깊은 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를 들어, ‘great’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매우 

크다(속성: 크기)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매우 

좋다(속성: 상품의 질)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즉, 이 

경우 ‘great’가 암시하는 으로 ‘크기’혹은 ‘상품의 질’

을 추출하느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의성 해소 문

제가 된다.

의성이 갖는 요성을 보이기 해 형용사에서 

의성이 해소된 을 수동으로 직  추출한 다음 다

시 세 명의 평가자들에게  추출 결과를 평가해주기

를 요청하 다. 표 7은 단어의 의성이 해소된 뒤의 실

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실험 결과는 만약 단어의 의성이 해소된다면 

 추출에서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F1coverage > 0.95). 그림 9는 기존 실험의 결과와 수

동으로 단어의 의성을 해소한 후의 결과(manual_ 

wsd)를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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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실험 결과(단어의 의성 해소 후와 비교)

Fig. 9 Experiment Result Comparison

표 7 단어의 의성이 해소된 뒤의 실험 결과

Table 7 Experiment Result after Manual Word Sense 

Disambiguation

Precision Coverage F1coverage

0.909 1 0.9523

만약 manual_wsd를 우리가 달성 가능한 상한선이라

고 가정한다면, 그림 9의 비교 결과는  추출 연구가 

아직 성능 면에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단어의 의성 해소를 자

동화하여 본 연구에 용시키는 것은 향후 연구로서 수

행할 정이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의견에 암시되어 있는 상품 평가의 

을 추출하는 연구를 정의하고 하나의 방법론을 제안

하 다. 의견 문장에 포함된 형용사로부터 추출된 속성

이 사용자가 평가할 때 가졌던 과 일치한다는 가정 

하에, 워드넷을 활용하여 형용사로부터 속성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 고, 평가자들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효과를 평가하 다. 세 명의 평가자들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는 이러한 근 방식이 발  가능성이 있지만, 여

히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보다 정확한 

속성 추출을 해선 단어 의성 해소방법이 도입되어

야 한다고 상하고 있으며 이를 향후 연구로 수행 해

나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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