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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웹2.0의 등장으로 인터넷에서의 네티즌 역할은 단순한 정보의 사용자에서 생산자（제공 

자）로 확대되었다． 현재 인터넷상에는 네티즌들이 생산한 수많은 온라인 콘텐츠（Online 

contents）들이 존재한다． 온라인 콘텐츠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community）를 통하여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경험， 지식 등을 표현한 비 

정형화된 텍스트데이터《Unformatted Text Data) 형태인 온라인 고객리뷰들（Online 

customer Reviews）이 방대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더욱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최대 온라인 관광 사이트인 TripAdvisor (www.tripadvisor.com）은 관광객들이 직접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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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놓은 수십만 건의 관쾅정보와 경헴지식들이 비정형 데이터 형태로 게시되어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며 확대 재생산하는 웹2.0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 

히고 있다． 

웹2.0시대의 성숙화를 주도하고 있는 SNS(Social Network Services）는 우리의 얄상생 

활애서부터 정치 환경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빅데이터 생성의 중요 

한 원천이 되고 있다（김상락， 2012). SNS의 웹사이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삶의 많은 양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 

(opinion）이나 리뷰（reviews）들을 게시하고 교환하면서 그 데이터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웹2.0과 SNS로 대표되고 있는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 

어지는 인간행동들이 여론을 주도하며 사회반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의 사 

회과학연구방법의 주된 흐름은 설문조사（questionnaire survey) 등의 방식을 통한 인간행 

동의 관찰이 주를 이루었지만，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웹2.0과 SNS와 같은 사이버공간 상에 

서의 인간행동을 관찰하는 사회과학연구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는 기존의 사회 

과학연구방법으로 인기가 있으며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설문 응답자들의 무성의 

한 답변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갈과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 그 

러나 웹사이트나 SNS상에 게시된 온라인고객리뷰는 작성자의 흥미와 의지가 전제되어야 

만들어길 수 있는 텍스트데이터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기반한 데이터보다 내용면에서 더 

충살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회과학자들도 새로운 사회 현상을 규명하기 위 

하여 웹2.0 상에 존재하는 방대한 네티즌 의견들을 분석하고 반영하여야 그 학문적 가치 

를 인정받는 시대가 될 것이다． 

온라인 고객리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과학연구방법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 

화될 필요가 있다． 〈그림1〉은 전통적 사회과학연구방법과 새로운 사회과학연구방법을 비 

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림1〉의 (a）는 설문조사기반의 전퉁적 사회과학연구방법을 나타 

내고 있으며， (b）는 본 논문아서 제안하고자 하는 온라인고객리뷰 기반의 새로운 사회과학 

연구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전통적 사회과학연구방법은 일반적으로 기존 이론모형을 기반 

으로 새로운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샬검 

증을 하는 연역적（deductive) 방법이다． 이에 반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은라 

인고객리뷰 기반의 새로운 사회과학연구방법은 먼저 연구주제와 관련한 고객리뷰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이론을 정립하는 형태의 귀납적（inductive) 방법이다＇ 

정보기술이 발전하지 않고 온라인고객리뷰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연역적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웹2.0시대에는 온라인고객리뷰기반의 귀납적 연구방법이 필요하며 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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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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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사회과학연구방법의 비교 

11. 이론적 배경 

2.1 오피니언마이닝 개요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오피니언마이닝（opinion mining）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온 

라인 고객리뷰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의 한 분야로서 고객 

의견에 대한 긍청（positive）과 부청（negative）의 분포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온라인고객리 

뷰 기반의 귀납적 연구방법은 온라인고객리뷰의 분석을 전제로 한다． 오피니언마이닝 기 

술은 온라인고객리뷰라는 텍스트 데이터에서 빈번하게 출현하는 개체들을 먼저 추출하고 

이들 개체들의 긍정／부정 비율을 판별하는 기술이다． ＜그림2〉는 오피니언아이닝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2＞의 (a）는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품평이 들어 있는 4개의 온라인고 

객리뷰 예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2＞의 (b）는 4명의 고객들이 작성한 온라인고객리뷰들 

중에서 한번 이상 출현한 개쳬들에 대한 고객들의 긍정／부정 의견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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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마트폰의 ‘속도’ 개쳬에 대해서는 4명 중에서 2명（50%）의 고객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의 ‘무게’ 개쳬에 대해서는 4명중에서 3명（75%）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a) 4개의 온라인고객리뷰예 	 (b) 오피니언마이닝 분석 결과 예 

〈그림2> 오피니언마이닝 예 

2.2 오피니언마이닝 관련 연구 고찰 

온라인고객리뷰 분석기술은 현재 오피니언마이닝（Opinion Mining)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Liu(2005）는 기계학습 및 자연어처리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고객리뷰 데이터에 대한 

감성분석과 분석걀과의 요약기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오피니언읍저버（Opinion Observer) 

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Christopher Scaffidi(2007）은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는 

레드오팔（Redopal) 시스템을 개발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고객리뷰 데이터와 사용자 평가 

점수를 활용하여 요약보고서를 생성하는 시스템이었다， Xiaowen Ding(2007）은 문장구조 

와 문장 사이의 관계， 문장성분의 패턴정보 등과 같은 언어규칙을 이용하면서 통계학적 

방법으로 오피니언마이닝에 접근하고 있다． 워드넷을 활용하여 어휘의 긍정이나 부정적 

의미를 판단하고 이를 센티워드넷（SentiwordNet）으로 응용하여 감정의 폭을 정량화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다수의 연구들도 있다（Xiaowen Ding et. al, 2007;Courses et. al, 

2008; Minqing Hu et. al, 2004) W.Y.Kim(2009）은 오피니언마이닝 과정에서 데이터마 

이닝의 연관규칙탐사기법을 적용하여 개체와 감성어휘 사이의 연관규칙을 추출하는 기법 

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개체의 긍정부r정 정도를 표현할 수 없으며 개쳬와 개쳬사이의 

연관셩도 추출할 수 없어 정보 표현력의 한계가 있다． Alexander Pak(2010）은 이모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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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여 텍스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인식하도록 하였는데， 이모티콘 기반의 

감정분류 성능은 70-80% 사이의 정확도를 보였다． SNS에는 매 순간 엄청난 수의 사용 

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긍정／부정 오피니언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최신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효율적으로 분석결과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제안되었 

다（Ismael S. Silva et. al, 2011). J.Leskovec( 2010）은 SNS의 모든 리뷰를 동딛쇄크상에 

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사용자가 작성한 리뷰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쳬 

오피니언의 결정에 더 영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Yang Yuehua(2010）은 SNS와 관계 

된 다양한 엔티티들（ 즉， 사용자， 사용자그룹， 응용서비스， 포스트 등） 사이의 본질적 관계 

성을 표현하는 그래프 생성모델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엔티티들 사이의 관계성에 기 

반한 규칙들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Guang Giu(2009）는 제품속성단어와 제품 

속성을 수식하는 감성단어 사이의 의존관계를 통하여 핵심 감성단어를 자동 추출하는 방 

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Lei Zhang(2010）은 제품속성 단어와 제품속성을 수식하는 감성 

단어 사이의 의존관계에 HTTS(Hyperlink-induced topic search)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제 

품속성의 랭킹을 결정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오피니언마이닝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오피니언 게시자들이 동일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인 것으로 간주하여， 표면적인 리뷰 분석 

에만 집중해왔다는 한계가 있었다． 즉， 리뷰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제품속성에 대응하는 

정확한 명사를 찾는 방법이라든가， 긍정／부정을 나타내는 감성단어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방법 등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덕분에 오피니언마이닝의 분석 정확도는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오피니언마이닝을 사회과학연구방법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확장에 대한 연구는 전 

무한 실정이었다， 

正． 확장형 오피니언마이닝시스템의 설계 

3.1 시스템 개요 

〈그림3〉은 확장형 오피니언마이닝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 웹사 

이트 상예 게시된 온라인고객리뷰들은 텍스트문서 형태로 고객리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된다． 확장형 오피니언마이닝시스템은 고객리뷰 데이터베이스 상의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 

으로 받아 〈전처리과정＞(preprocessing）과 〈확장형 분석과정〉을 거치먼서 〈최종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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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도출한다． 확장형 오피니언마이닝시스템에서 ＜전처리과정〉은 기존 오피니언마이닝 

연구에서도 다루었던 영역인 싼면， 〈확장형 분석과정＞은 기존 오피니언마이닝에서는 다루 

어지지 않았으며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영역이다． 

텍스트문서는 비청형 데이터이므로 전처리과정을 통하여 정형 데이터인 관계형 파일로 

변환된다． 〈전처리과정〉 중에서 텍스트문서내의 각 문장들은 구문분석기에 의하여 각 단 

어들에 품사가 부여된 형태의 구문구조트리로 변환된다. 구문구조트리 파일로부터 명사， 

형용사， 동사 등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추출되어 테이블 형태의 관계형 파일에 저장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파일들인 명사테이블． 형용사테이블． 동사테이블 등을 포함 

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상의 각 파일들은 〈확장형 분석과정＞에서 사용된다． 

〈확장형 분석과정〉에서 빈발개체 추출 모듈은 일정 횟수 이상 출현하는 명사들을 추출 

하는 기능을 갖는다． 빈발개쳬들은 어휘 온톨로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각각의 개념변수들 

로 묶이게 된다． 어휘 온톨로지는 단어들 사이의 유사어나 반의어 관계， 포함관계 등의 정 

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이다． 긍정부정계산 모듈은 빈발개체들의 긍정／부정 정도를 5 

점 척도로 평가한다． 긍청부정계산 모듈도 어휘 온톨로지의 정보를 참조하면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념변수에 포함된 빈발개체들의 긍정／부정 정도의 평균값은 개념변수의 긍정／ 

부정 정도값이 된다． 통계분석모듈은 개념변수의 긍정／부정 정도값을 이용하여 개념변수들 

사이의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의 전통적 통계분석을 수행한다． 〈최종분석결과＞에는 개념 

변수들 사이의 연관관계와 통계적 유의성이 출력된다． 

확장헝 오피니언마이닝시스템 

새롭게 개받할 영역 

	 "\ 

쎄전처리과정》 
	

확장헝 분석과정＞ 

＜최쥼분석결과》 

〈그림3> 확장형 오피니언마이닝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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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스템 구성요소 

확장형 오피니언마이닝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들은 〈전처리과정〉과 ＜확장형 분석과정＞ 

에 속하는 모듈들（modlues）과 어휘 온톨로지（ontology) 부분이다． 

3,2.1 〈전처리과정〉 의 주요 모듈 

（가＞ 구문분석기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구문구조트리를 생성하는 구문분석기는 공개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개발한 영어 구문분석기 

(http:/!nlp.stanford.edV software! lex-parser.shtml)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구문 

분석기로는 KNLP(http://nlp,kookmjn.ac.kr/ demo!parsedemo.htmfl 등이 있다． 

（나） 명사， 형용사， 동사 추출모듈 

구문구조트리로부터 명사나 형용사， 동사 등을 추출하여 각각의 관계형 테이블에 입력 

하는 모듈로서， 프로그래밍언어와 DBMS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3,2,2 어휘 온톨로지 구축 

온틀로지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들로 구성된 일종의 메타（meta) 사전으로서 생각할 

수 있으며， 그 속에는 특정 도메인《domain）에 관련된 단어들이 계층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이를 확장할 수 있는 추론 규칙이 포함되어 있어， 웹 기반의 지식 처리나 응 

용 프로그램 사이의 지식 공유， 재사용 등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그림 

4＞는 은톨로지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牛〉의 왼쪽 그림은 단어들 사이의 〈상하－포함 

관계〉를 계층적으로 표현한 온톨로지이고， 오른쪽 그림은 단어들 사이의 ＜반의어 유의어 

관계〉를 표현한 은톨로지이다． 본 과제어T서는 확장형 오피니언마이닝시스템이 분석할 온 

라인고객리뷰에 대한 은톨로지를 구축할 것이다．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위한 언어들（RDF 

또는 ○WL 등）이 있지만， 구축의 수월성을 위하여 MySQL 등의 DBMS를 이용하여 구축 

할 수 있다． 것이다． 또한， 분석자가 칙접 온톨로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응용프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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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포함관계》 

《반의어－유사어 관계＞ 

〈그림4> 온톨로지의 예 

3.2.3 〈확장형 분석과정＞의 주요 모듈 

（가） 빈발개쳬 추출 모듈 

빈발개체 추출모듈은 관계형데이터베이스 상의 명사 테이블에서 최소지지도 이상으로 

빈번하게 출현하는 개체들을 추출하는 기능이다． 에를 들면， 새로 출시된 스마트폰에 대한 

상품평이 있는 온라인고객리뷰에서 ‘속도’， ‘무게’， ‘배터리’ 등과 같은 개체들이 최소지지 

도 이상의 빈발도로 출현하는 경우 빈발개체 추출모듈은 ‘속도’， ‘무게긱 ‘배터리’ 등과 같 

은 개쳬들을 빈발개쳬로 추출한다． 빈발개체 추출모듈은 프로그래밍언어와 DBMS를 이용 

하여 개발할 수 있다． 

（나） 개념변수 생성모듈 

개념변수 생성모듈은 빈발개쳬들 중에서 특정 개념에 의하여 서로 콴련된 빈발개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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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는 기능을 갖는다． ‘속도’， ‘무게’， ‘배터리’ 등과 같은 개쳬들이 빈발개체인 경우， 〈그림 

4〉의 온틀로지에서 〈상하－포함관계〉에 의하여 ‘하드웨어품질’이라는 개념변수가 생성된 

다． 개념변수 생성모듈은 프로그래밍언어와 DBMS를 이용하여 개발할 수 있다． 

（다） 긍정／부정 계산모듈 

긍정／부정 계산모듈은 빈발개체들에 대하여 개체를 수식하는 형용사 및 동사의 긍정／부 

정 정도를 계산하는 기능을 갖는다． 〈표2〉는 2점 척도와 5점 척도의 긍정／부정 정도값을 

비교하아 나타내고 있다． 

〈표 2> 2점 척도와 5점 척도의 비교 

유형 첵ㄹ 정도 嶼 

2점 척도 
1점 부정 

7 똔 오피니언마이닝 
2점 긍정 

5점 척도 

1점 매큐부정 

획장형 오피니언먀이닝 

2점 부정 

3점 보통 

4점 긍정 

5점 마I 긍정 

예를 들면， 긍정／부청 정도의 5점척도를 〈매우부정（1), 부정（2), 보통（3), 긍정（4), 매우 

긍정（5)〉로 설정하였을 때，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림3> (a）의 온라인고객리뷰에서 리뷰 

1(“속도는 느리지만， 무게가 가벼워요”）에 대한 5점척도 평가는 “부정（2)”로 평가되며 리 

뷰2(“속도가 너무 느려요”）에 대한 5점척도 평가는 " 메우부정（1)”으로 평가된다． ＜그림8> 

은 빈발개체가 속하는 개념변수와 함께 각 빈발개체들에 대한 긍정／부정 정도값이 나타나 

있다． ＜그림3>(a）에 있는 4개의 온라인고객리뷰들에서 최소지지도가 1인 빈발개채들에 대 

하여 긍정／부정 계산모듈이 생성한 5점척도 긍정／부정 정도값은 〈그림5＞와 같다． 〈그림 

5〉에서 어떤 빈발개체의 긍정／부정 정도값은 결측치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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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뷰번호 개념변수 빈발가떼 매무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무긍정 

1 
하드웨어 

픔질 

속도 7 

무게 了 

배터리 

랴뷰번호 개념변수 빈발가체 매무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마隱금정 

2 
하드웨어 

품질 

속도 了 

무게 

배터리 

랴뷰번호 개념변수 빈발개쩨 매무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무긍정 

？닢 

하드웨어 

품질 

속도 

무게 了 

배터리 f 

라뷰번호 개념변수 빈발개떼 마隱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마우긍정 

4 

속도 
햐드웨어 

품질 
무게 了 

배터리 

＜그림5> 개념변수 및 5점척도 계산의 예 

（라） 통계분석 모듈 

통계분석모듈은 개념변수들에 대한 5점척도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개념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와 회귀관계를 분석하는 기능을 갖는다． 긍정／부정 계산모듈에 의한 5점 척도 데 

이터가 생성되먼 기존의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수동적으로 통계분석을 할 수도 있다． 

W．결론 

기존의 사회과학연구방법은 가설을 먼저 설정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는 연역적 연구방식을 따르지만，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미 존개하는 텍스트 데이터 

를 분석하여 특정 사회현상이 반영된 패턴을 도출하고 이 패턴을 기반으로 이론을 청립하 

는 귀납적 연구방식이 사회과학연구의 또 다른 한 축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귀납적 사회과학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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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마이닝시스템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 기능에 대한 샬계도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확장형 오피니언마이닝시스템과 그 관련 기술은 다음과 같이 네 가 

지 측면에서 그 활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확장형 오피니언마이닝시스템을 활용 

하여 새로운 차원의 귀납적 사회과학 연구 방법을 수행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과학연구 

방법론은 대부분 설문조사에 의하여 확보된 정형화된 데이터만을 통계분석 대상으로 하였 

지만， 확장형 오피니언마이닝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이미 생성되어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일반 텍스트 문서들도 사회현상 규명을 위한 통계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정형 텍 

스트문서를 분석한 걀과의 통계적 유와성 여부를 정량적으로（quantitatively) 판단할 수 있 

다． 특히， 텍스트 데이터는 작성자의 흥미와 의지가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 

에 설문조사에 의한 데이터보다 질적으로（qualitatively) 더 충살한 자료이며， 결국 본 연 

구의 결과는 정성적으로도 한층 신뢰성이 있는 사회현상 분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둘 

째， 사회현상을 분석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형 데이터 형태로 작성된 네티 

즌들의 방대한 의건들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음으로써 보다 일반화된 사회현상을 규명 

할 수 있다. 웹2.0 시대에는 사회 문화적으로 네티즌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새 

로운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모델에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석되고 반영되어야 그 신뢰 

성과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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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개요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들로 

부터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생섶되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 데이터는 빅데이 

터의 유형 중의 하나로서， 사회여론을 파악하거나 새로운 사회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중 

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사회과학연구방법은 가설을 먼저 설정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실중적 자료를 

수집하는 연역적 연구방식을 따르지만，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미 존개하는 텍스트 데이터 

를 분석하여 특청 사회현상이 반영된 패턴을 도출하고 이 패턴을 기반으로 이론을 정립하 

는 귀납적 연구방식이 사회과학연구의 또 다른 한 축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상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귀납적 사회과학연구를 지 

원할 수 있는 오피니언마이닝시스템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 기능에 대한 설계도를 제안하 

고자 한다． 확장형 오피니언마이닝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념 

변수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개념변수에 대한 긍정／부정 의견을 5점 척도로 계 

산할 수 있어야 한다． 

확장형 오피니언마이닝시스템은 사회과학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IT융합의 새로운 적용모델로서 그 가치가 있을 것이다．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