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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SNS(Social Network Services）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정치 환경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빅데이터 생성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김상락， 2012). 

SNS의 웹사이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무앗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삶의 많븐 얕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opinion）이나 리뷰（reviews）들을 게시하 

고 교환하면서 그 데이터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 등과 같은 SNS는 기업활동이 해당 소비자에게 미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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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이들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2차적으로 확산시키는 효과 

를 빠르고 폭넓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트위터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에서는 트위터에 

서의 반응을 성과지표로 활용하여 1일 단위로 광고 슬로건이나 매장진열을 변경하는 사례 

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NEC 빅로브（Biglobe）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트위터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 가운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효과를 측정한 기업은 전체의 

0.9％에 불과 하지만 40％가 결과에 만족하고 80％가 재이용을 희망 하고 있다（채승병， 

2011). 이러한 결과는 SNS상의 데이터 분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 

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SNS가 유용한 이유는 다양한 주제의 많은 텍스트 게시물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지 

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상이한 개인프로파일을 갖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 

이 의견을 게시한다는 점이다． 어떤 성향의 사람이 의견을 게시했는지 표면적으로 드러나 

지는 않지만， SNS 운영자는 회원가입 시의 사용자 등록정보를 ·이용하여 의견 게시자의 

속성이나 특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아서， SNS 사용자네트워크 상에서 긍정 

적인 의견들의 전파경로가 어떻게 되며， 이러한 경로에 포함된 사람들의 속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속성들이 긍정적 의견을 전파하는 패턴에 포함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이 

를 통하여 입소문 마케팅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의 제품에 대하여 

단순히 긍정적인 고객보다 긍정 의견을 전파하는 고객이 기업제품의 홍보에 중요한 기여 

를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더 클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 의견을 전파하는 

고객 또한 기업입장에서는 중요한 고객청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메라 기능이 개선되고 관련 앱이 탑개된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을 

경우， ‘ 20대’의 조기혁신수용자들이 반응을 보이면서 SNS상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이때 의견을 게시한 조기혁신수용자들과 연결된 다른 SNS사용자들 중에서 사진 

찍기가 취미인 사용자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취미가 ‘사 

진찍기’ 인 사용자들과 연결된 다른 SNS사용자들 중에서 전공이 ‘전산학’ 인 사람들이 긍 

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과청들이 반복되민서 긍정의견들은 SNS를 통하여 

쟌파될 수 있다． 이때， 긍정／부정 전파패턴에서의 연속출현 속성은 「연령（‘20대’) 〉취미 

(‘사친찍기’) ＞대학전공（‘전산학＂）」 과 같이 나타나며， 이러한 속성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림1〉과 〈그림2〉는 이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림1＞은 

SNS의 사용자들 사이에서 특정제품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과 부정적인 반 

응을 보인 사람들 사이의 연결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원은 SNS사용자（리뷰작성자）를 의미 

하고，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긍정의견의 전파경로이며， 타원형으로 둘러싸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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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정의견의 전파경로이다． ＜그림2＞는 최소지지도가 50％일 때， 긍정 전파경로에서 연 

속적으로 연걀된 사용자속성그룹들을 마이닝하여 도출한 전파패턴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새롭게 출시된 스마트폰에 대해서 연령이 20대인 사람들은 67％의 확률로 최초의 긍정적 

인 반응을 보였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20대 사용자들과 연결된 사람들 중에서는 취미 

가： ‘사진찍기’인 경우 100％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취미가 ‘사진찍기꾄 긍정적 반 

응을 나타낸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들 중에서는 대학전공이 ‘전산학’이거나 ‘영문학’인 사람 

들이 50％의 확률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레벨1－사용자테이블에서 사용자 

U12와 같은 사람의 출현빈도（약 33%）는 최소지지도（50%）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용 

자 U12와 연갈된 사용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겅로： 

긍정『천파결로囊 

〈그림1> 긍정／부정 전파경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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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전파경로에서 연속적으로 연결된 속성그룹들을 마이닝하여 

도출된 전파패턴 규칙 

긍정 전팍경로1 

긍정 전파경르2 

긍정 전파경로〕 

대쵸＝전공  

주  ㅁI 

．̀→／ 

연령’2이 679슴확률 취미 ‘사진찍기‘; 100%확률 공 ‘영믄학‘:50%확불 
Z110 ’전산학‘:5아合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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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사용자테이블 레벨2-사용자뎨이블 레벨3． 	사용자테이블 
쵱 

<> 
연령이 ‘20대’인 사람들은 약 67％의 확률로 긍정적 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 사람들과 연결된 사랑들 중에서 취미가 사진찍기‘인 사람들은 

100％의 황률로 긍정적인 의견을 전파했으며， 

이 사랑들과 연결된 사랑들 증에서 대학전공（기 ‘전산학’ 인 사람틀은 

50％의 확률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림2> 긍정 전파경로를 마이닝한 쟌파패턴의 예（최소지지도 50% 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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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SNS 빅데이터에서 긍정／부정 의견이 전파되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이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데이터웨어하우징 방법 중의 

하나인 스타큐빙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한 새로운 S－스타큐빙 알고리 

즘을 제안하마， 둘째 S－스타큐빙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긍정／부정 전파패턴 마이닝 시 

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II. 선행연 l 

SNS 웹사이트 상에 게시된 리뷰들에 대한 내용분석은 오피니언마이닝과 관련되며， 

SNS사용자속성들에 대한 분석은 데이터마이닝기술이나 데이터웨어하우징 기술과 관련 

된다． 

2.1 오피니언마이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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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고객리뷰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의 한 분야로서 고 

객의견에 대한 긍청（positive）과 부정（negative）의 분포 등을 분석할 수 있다． 珏u(2005) 

는 기계학습 및 자연어처리기술을 활용하여， 은라인고객리뷰 데이터에 대한 감셩분석과 

분석갈과의 요약기법을 쳬시하고 있으며， Opinion Observer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는 Redopal 시스템을 개발한 사례가 있으며（Christopher 

Scaffidi, et. al, 2007), 이는 고객리뷰 데이터와 사용자 평가점수를 활용하여 요약보고 

서를 생성하는 시스템이었다． Xiaowen Ding(2007）은 문장구조와 문장 사이의 관계， 문 

장성분의 패턴정보 등과 같은 언어규칙을 이용하면서 통계학적 방법으로 오피니언마이 

닝에 접근하고 있다． Courses(2008）은 워드넷을 활용하여 어휘의 긍정이나 부정적 의미 

를 판단하고 이를 센티워드넷（SentiwordNet）으로 응용하여 감정의 폭을 정량화하는 방 

법을 제시하고 있다． 狐Y.Kim(2009）는 오피니언마이닝 과정에서 데이터마이닝의 연관 

규칙탐사기법을 적용하여 개쳬와 감성어휘 사이의 연관규칙을 추출하는기법을 제안하 

고 있다． 그러나 개쳬의 긍정부정 정도를 표현할 수 없으며 개체와 개체사이의 연관성도 

추출할 수 없어 정보 표현력의 한계가 있다． Alexander Pak(2010）은 이모티콘을 활용 

하여 텍스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인식하도록 하였는데， 이모티콘 기반의 감정 

분류 성능은 70-80% 사이의 정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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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는 매 순간 엄청난 수의 사용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긍정／부정 오피니언의 변화가 지 

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신의 데이터를 반영하면서 효율적으로 분석결 

과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Ismael S. Sliva, et. 21, 2011). J.Leskovec(2010) 

은 SNS의 모든 리뷰를 동일선상에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사용자가 작성 

한 리뷰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쳬 오피니언의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Yang Yuehua(2010）은 SNS와 관계된 다양한 엔티티들（ 즉， 사용자， 사용자그룹， 

응용서비스， 포스트 등） 사이의 본질적 관계성을 표현하는 그래프 생성모델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엔티티들 사이의 관계성에 기반하여 규칙들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Guang Giu(2009）는 제품속성단어와 제품속성을 수식하는 감성단어 사이의 의존관계를 

통하여 핵심 감셩단어를 자동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Lei Zhang(2010）은 제 

품속성단어와 제품속성을 수식하는 감성단어 사이의 의존관계에 H IT S (H yp e rlink 

induced topic search)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제품속성의 랭킹을 갈정하는 기법을 제안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오피니언마이닝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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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에만 집중해왔다는 한계가 있었다． 즉， 리뷰의 대상이 되는 제픔이나 제품속성과 대응 

하는 명사를 정확하게 찾는 방법이라든가， 긍정／부정을 나타내는 감성단어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방법 등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덕분에 오피니언마이닝의 분석 정확도는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SNS환경에서 오피니언 게시자의 다양한 성향을 고려한 연구들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SNS환경에서 긍정／부정 의견의 전파경로를 추출하거나 긍정／부정 전 

파경로에 포함된 사람들의 연속적（consecutive> 속성출현 규칙들 ，즉 전파패턴을 마이닝 

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2,2 데이터마이닝 관련 

SNS 빅데이터에서 긍정／부정 전파경로 상의 사용자들에 대한 데이터는 청형적 구조를 

갖지만 전통적인 데이터마이닝 기법들인 연관규칙탐사기법（박종수， 1998; R.Agrawal, et. 

al, 1994）이나 의사결정나무기법（Rajeev Rastigi, et. al, 1998), 순차패턴탐색기법 

(R.Srikant, 1996; J.Pei, 2001) 등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를 다섯 가지 관 

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데이터마이닝기법은 하나의 정형 테이블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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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가청하고 있지만， 긍청／부청 전파경로 상의 사용자 데이터는 여러 개의 테이블 

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다． 둘째， 연관규칙탐사기법에서 도출한 규칙모형은 긍정／부 

정 전파패턴과 상이한 구조를 갖는다． 셋째， 의사결정나무기법은 분류속성을 필요로 하지 

만 긍정／부정 전파경로 상의 사용자들에 대한 데이터에는 분류속성이 없다． 즉． 긍정／부정 

전파경로 상의 분석대상 테이블은 모두 긍청이거나 부정인 데이터에 속한다． 넷째， 순차패 

턴탐색기법에서 시퀀스（sequence）항목구조는 얽구칙적이지만 긍정／부정 전파경로 상에 있 

는 사용자데이터의 시퀀스 구조는 규칙적이다． 다섯째， 순차패턴탐색기법의 시퀀스에서 탐 

색대상 항옥들은 바로 이웃하여 출현하지 않아도 되지만， 긍정／부정 전파패턴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바로 이웃하여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연속적’이라는 말은 ‘이 

웃하여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로서， 순서를 지켜서 나타난다는 의미의 ‘순차적’이라 

는 말과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표 1〉은 전통적 데이터마이닝기법의 이러한 한계점 

을 정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긍정／부정 전파패턴을 마이닝 하기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이 개발될 필 

요성이 있다． 

＜표 1> 전통적 데이터마이닝 기법과 전파패턴마이닝기법의 차별성 

기법 생샹모형 대상 테이블 수 분류속성 바고 

단일 무
 

연관규칙탐사 

의사결정나무 

순ㅊ＂ㅙ턴탐사 

연관규冬襄A>B) 

분류모형 

순차적 출현 규칙 

단일 유
 

전통적 

데이터마이닝 기법 

단일 무 

전 빼 柳 回 닝 연속적 출현 규칙 다중 무 
사롭게 제간할 마이닝 

방법 

2.3 데이터웨어하우징 관련 

긍정／부정 전파경로 상의 전파쾌턴을 마이닝하기 위하여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기술 

중의 하나인 큐브생성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Y. Zhao, 1.997; K.Beyer, 1999; Dong 

Xin, 2003), 긍청／부정 전파쾌턴은 긍정／부정 경로 상에서 연속적으로 연결된 사용자데 

이터의 속성관계에 의하여 표현된다． 전파패턴에 포함되는 속성값들은 해당 속성값의 출 

현횟수（지지도）에 의하여 결청되므로 MOLAP (Multi- dimensional OLAF) 큐브생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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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지지도 계산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생성된 큐브를 통하여 다차원 관점의 다양 

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큐브를 효율적으로 생성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계산과 중복계산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 

다． 큐브생성 기법 중에서 Multiway방법은 Top'Down방식을 통하여 증복계산을 피하기 

위한 동시잡계과정（simultaneous aggregation）과정을 제안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계산과 

정을 생략하지는 못한다（Y. Zhao, 1997). BUG 방법은 Buttom-Up방식을 통하여 불필 

요한 계산과정을 피하기 위한 가지치기（pruning）가 가능하지만 중복계산을 하는 비효율 

이 존개한다（K.Beyer, 1999). 스타큐빙（Star-Cubing) 방법은 Multiway와 BUG의 장점 

을 수용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Dong Xin, 2003). 즉， 공유차원（shared dimensions) 

과 스타노드（star node）의 개념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계산과 중복계산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스타큐방기법 역시 단일 테이블에 적용하는 것을 가정 

하고 있으며 연속적으로 이웃하여 연걀된 다중테이블에 적용될 때는 불필요한 7纜｝을 

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레벌1: 
사용자테이블 

：레별2 

사용자테이블 
레벨工 

사숑자톄어블 
：라PM 

시옹자테이블 

군코 

目 亡卽 亡却 10 
: －레뱉1 	 …터벨2: 
아이스버그．규브 	아이스버그 卄브 

〈그림3> 스타큐빙기법을 연속적으로 연결된 다중 테이블에 적용할 때의 문제점 

〈그림3〉은 이러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3〉에서 각 사용자테이블은 연속적으 

로 이웃하여 레벨 별로 연결되어 있다． 이때 스타큐빙기법이 각 사용자테이블에 독립적 

으로 적용되어 아이스버그큐브（Iceberg Cube）를 생성하게 된다． 아이스버그큐브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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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최소지지도 또는 출현횟수）을 만족하는 속싱값들을 모아놓은 다차원 테이블이다． 

레벨1 아이스버스큐브를 생성한 후， 레벨2 사용자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들을 대상으로 

스타큐빙기법을 적용하여 레벨2 아이스버그큐브를 생성하게 된다． 이때 불필요한 계산 

과정이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레벨2 사용자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들을 처리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레벨2 사용자테이블의 레코드들 증에서 긍정／부정 전파패턴에 

포함될 속성값들은 레벨1 아이스버그큐브의 속성값과 안관된 레코드들， 즉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들 에만 존재한다． 레벨3, 레벨4 등의 처리어i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긍정／부정 전파패턴을 마이닝 하기 위하여 스타큐빙기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 

연속적으로 연결된 다중테이블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이 수정되어야 

한다． 

끄I. S－스타큐빙 알고리즘의 제안 

3.1 S－스타큐빙 알고리즘 개념 

도스타큐빙 알고리즘은 연속척으로 이웃하여 연갈된 다중테이블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스타큐빙 알고리즘을 수정한 것이다． 긍정／부정 전파패턴은 연속적으로 연결된 아이 

스버그큐브로부터 추출된다．’ 아이스버그큐브능아이스버그조건을 만족하는 속성값과 그 

출현횟수 등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연속적으로 연결돤 아이스버그큐브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첫 번째레벨1－아이스버그 큐브는 레벨1－사용자테이블로부터 생성된다． 레벨2－아이 

스버그는 레벨1－아이스버그큐브와 연관된 레코드들（레벨2－사용자테이블로부터 선별된 레 

코드들）로부터 생성된다． 기존 스타큐빙기법이 레벨2－사용자테이블에 포함된 모든 레코드 

들을 처리 대상으로 삼는 반면， S－스타큐빙기법에서는 선별된 레코드들만을 처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계산을 피할 수 있다． ＜그림4＞는 도스타큐빙 알고리즘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아이스버그큐브와 연관된 선별레코드를 추출할 수 있도륵 기존 스타큐빙 

알고리즘의 자료구조와 처리절차 등이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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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레코드그룹 레벨I 

아이스버그슈브 

레벨2 
선 별 레코드그룹 

레벨z; 
아이스버그 큐브 ',, 

레벨3- 
아이스버그 큐브 노， 

레벨4 
선별 레코드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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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ㅔ벨1 
사용자테이욜 

레벨4 
아이스버그 큐브 

〈그림4> S－스타큐빙 알고리즘의 개념 

3.2 S－스타큐빙 알고리즘의 설계 

〈그림5＞는 S－스타큐빙 알고리즘의 개략적인 설계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5〉에서 

＜레벨1∼사용자테이블〉은 사용자 테이블의 처음 상태를 의미한다. 〈레벨1사용자테이블〉 

에 있는 각 사용자 레코드들은 긍정／부정 의견이 전파된 다음 사용자 레코드와 연결되어 

있다． 이때， ＜선별레코드그룹〉은 긍정／부정 의견을 받은 사용자들로 이루어진 테이블을 의 

미한다． 〈선별레코드그룹＞은 〈레벨1－사용자테이블〉의 부분칩합이 되고， 알고리즘의 반복 

명령이 수행될수록 ＜선별레코ㄷ그룹〉의 크기는 작아지며 결국 어느 순간에 〈선별레코드 

그룹〉은 존개하지 않게 되어 반복명령을 종료된다． 반복명령이 수행되는 동안에 각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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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드그룹〉과 대응되는 아이스버그 큐브가 생성되며 각 아이스버그 큐브들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관계식을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선별레코드그룹〉 4 〈레벨1 사용자테이블＞ 

while (〈선별레코드 그룹＞이 존자댜 

begin 
단계1:. ＜선별레코드그룹〉들을 읽는다． 

〈선별레코드그룹〉으로부터 〈스타테이블＞을 생성힌다． 

〈스타테이블＞로부터 ＜스타트리＞를 생성흰다． 

〈스타트리＞를 CFS(Depth First Search) 덛楷으로 탐색하면서 〈아이스버그조건＞ 

을 만족하는 〈아이스버그큐브〉와 欣 xt선별레즘ㅋㄷㄱ룹〉을 생성한다． 

e紬 

〈그림5> 도스타큐빙 알고리즘의 설계 내용 

＜그림6〉은 도스타큐빙 알고리즘의 작동과징을 실제적인 예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 

즉， 5명의 사용자들에 대한 〈레벨1－사용자테이블〉이 주어졌고， 아이스버그조건이 최소지 

지도 5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S－스타큐빙 알고리즘의 첫 번째 반복과정이 어떻 

게 작동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레벨1－사용자테이블＞이 스캔되어 〈속성값 출현횟 

수 테이블〉이 생성되고 이로부터 〈레벨1－스타테이블〉이 만들어진다． 〈레벨1사용자테이 

블〉에서 아이스버그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속성값들은 ＜레벨1－스타테이블〉에서 스타（*）로 

표시된다， 아이스버그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속성값들은 아이스버그큐브의 차원 값으로 존 

재할 필요가 엾기 때문이다． ＜레벨1－스타테이블〉로부터 〈레벨1－스타트리〉가 섕성되며 

이 스타트리를 DFS에 의하여 탐색하몃서 〈레벨1－아이스버그큐브〉가 만들어친다． 〈레벨 

1－아이스버그큐브〉에는 〈아이스버그조건〉이 만족되는 속성값들에 대해서만 계산된 집계 

값이 포함된다． 즉， ‘20대’ 속성값에 대한 집계값만 포함한다． 특히， 〈레벨2－선별레코드그 

룹〉 테이블에는 ‘20대’ 속성값과 연관된 사용자들인 U21, U23, U25 만이 포함되어 다음 

반복처리과정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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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사용자테이블》 

사용자 연 령 취미 주소 0ex1 

ㅗ
｀ㅗ1ㅗ
1흩눼i 
1 珊｀咎4.J 

20 Eft 
50다． 
20대 
4ㅇ다． 
20다． 

사
등등독
독 

진산산

서서 

서울 
부산 
대구 
부산 
제주 

U25 
U24 
U23 
U2, 
U21 

UUUUU 

,ElI,1-.EtE1IOIft" 

＜속성값 최소지지도 테이블＞ 

차원 최소지지도 
< 50% 

최소지지도 
著 50% 

연 령 40대＇5. 20대〔6.％〕 

취 미 사진． 독서． 둥산 

서묻‘ 대구』 
주 소 제주．부산 

사용자 연령 4취미 주소 《 u0t ＂·xt 

一Jis 
20대 `4

J J25U21 
U23 

J12 Ui4 一z U24'U2z 

《레벨2－선 별레코드그룹》 

사용자 연 렴 취미 주소 next 

U21 
U?3 
스스汕 

〈그림6> S－스타큐빙 알고리즘의 처리과정 예 

- 68 - 



긍졍의종，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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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파패턴 마이닝을 위한 관계식 도출 방법 

S－스타큐빙 알고리즘으로부터 생성된 연속연결 아이스버그큐브들로부터 의미있는 전 

파패턴을 마이닝하기 위한 관계식들을 도출할 수 있다， MO LAP에서의 관계식은 자주 

사용되거나 유의미한 정보를 생성하는 큐브기반 질의이다． 예를 들어， 〈그림7〉의 연속 

연결 아이스버그 큐브에서 첫 번째 큐브는 긍정적 의견을 시작한 사용자들의 특성을 담 

고 있는 긍정시발점큐브이고， 마지막 큐브는 긍정적 의견을 종료한 사용자들의 특성을 

담고 있는 긍정종료점 큐브가 될 것이다． 또한， 긍정적 의견을 퍼뜨리는 긍정허브점에 

해당하는 큐브도 있다． 이런 연속연결 아이스큐브로부터 〈표2〉와 같은 관계식들이 적용 

될 필요가 있다． 

I 
쫠 
활 

I. --－·……－－……… - -  
걱！홑1: … 	레할2 	,,，릍I!，艸，ㅗ 	 ．춘斗 *4 느 

아이즈녕그듀브 Pt이스비그큐브 아이스 ji그규브 ‘마므脛버1큐브 

〈그림7> 연속연결 마이스버그큐브 

〈표2> 전파패턴 관계식의 예 

번호 관계식 내용 관켸식 대상큐브 대상차원 

긍정의 시발점이 되는 사람과 

종료점이 도媛크 사람의 나이분포 

비교 

대상큐브와 대상차원． 
레벨1 아이스큐브， 

레벨4 아이츠큐브 
나이 속성값등을 포함하는 

수학계산식 

nK 

긍정의 시발점이 돠는 사람과 

종료점이 도는 사람의 직업 비교 

3 4 

긍졍의 시발첨 
'a 

긍［청꽤허브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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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긍정／부정 전파패턴 마이닝시스템의 설계 

＜그림8〉은 긍정／부정 전파패턴 마이닝 시스템의 잔쳬적인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데이 

터수집 단계에서는 SNS상에 게시된 특정 분야의 리뷰들이 수집되며， 리뷰작성자들 사이 

의 연결관계 및 사용자속성 데이터가 획득되어야 한다． 데이터전처리 단계에서는 수집된 

리뷰내용들을 오피니언마이닝에 의하여 분석하며 핵심개체들과 이들 각 개쳬에 대한 긍정 

／부정 여부가 판별된다． 또한， 리뷰작성자들 사이의 연걀관계도 분석되어야 한다． 데이터 

저장／관리 단계에서는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파악된 개체들과 긍청／부청 여부， 사용자 

연결관계 등에 대한 데이터가 관계형 테이블 구조로 생성된다． 데이터분석 단계에서는 해 

당 관계형 테이블에 대하여 S－스타큐빙기법을 적용하여 긍정／부정 전파패턴 마이닝 분석 

이 이루어진다． 분석결과 가시화 단계에서는 전파패턴 마이닝 결과를 시각척인 모형으로 

변환하여 분석자에게 제공한다． 

긍정／부騈친파패턴 파이닝 서스템 

＜그림9〉는 긍정／부정 전파패턴 마이닝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각 구 

성요소들은 ＜그림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오피니언마이닝모듈， 연걀분석모듈． 데이터통 

합모듈， S－스타큐빙마이닝모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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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부정 천파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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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분석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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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긍정／부정 전파패턴 마이닝시스템 구조 

각 모듈 별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다． 

4.1 오피니언마이닝 모듈 

SNS리뷰에 나타나는 각 문장들은 구문분석기에 의하여 각 단어들에 품사가 부여된 형 

태의 구문구조트리로 변환된다． 구문구조트리 파일로부터 명사와 형용사에 해당하는 단어 

들이 추출된다． 출현빈도가 높은 명사에 대하여 郵형용사 r 명암도 ／를 적용함으로써 긍 

정／부정 여부를 계산한다． 이를 위하여 형용사 및 각 형용사의 명암도를 나타내는 온톨로 

지（ont이ogy）도 구축되어야 한다． 

4.2 연결분석 모듈 

SNS리뷰들의 연결관계 청보와 오피니언마이닝 갈과정보를 기반으로 리뷰작성자의 유형 

을 4가지로 구분하면서 연결분석정보를 생성한다． 리뷰작성자들은 ＜표3〉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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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리뷰작성자의 4유형 

유항구분 의미 

긍정(in) 〉긍정（이」0 다른 사람의 긍정의견을 뱀가서 긍정적으로 전파하는 유형 

긍정.n} 〉부정（α」t) 다른 사람의 긍정의견을 벋빠서 부정적으로 전파하는 유형 

부정.n)→긍정（(x」t) 다른 사랑의 부정의견을 뱀가서 긍정적으로 전파하는 유형 

부정.n)＞부정（a) 다른 사람의 부정의견을 뱀가서 부정적으로 전파하는 유형 

4.3 데이터통합 모듈 

오피니언마이닝 결과와 연결분석정보， 사용자（속성）정보를 입력으로 받아 통합한다， 통 

합테이블 구조는 〈표4〉와 같다． 〈표4〉에서 음영색으로 표시된 첫 빈째 레코드의 의미는 

「‘가’ 지역에 거주하먼서 연령은 ‘25세’， 취미가 ‘독서’인 사람은 SNS사이트에서 'S사제품 

‘에 대한 긍정의견에 댓글을 달았으며， 이 댓글에 긍정의견을 표명한 사람의 번호는 12이 

다』 로 해석할 수 있다． 

＜표4> 핵심개체 *S사제품‘ 에 대한 통합테이블 형식 

사용자번호 
사용자특성 

전파유형 link 
연령 지역 취미 

竺

令 콘 橓25 섰＞夕L/' / 독천 餐 珊 걀증정(in) 〉긍정（QuO… 
爪 

∼쁜 
橓 2S 

2 긍정.n) 〉부정（OLA) 15 

3 26 부정.n) 〉긍정（oti) 

4 부정.n) 〉부정（out) 

4.4 S－스타큐빙마이닝 모듈 

S－스타큐빙마이닝 알고리즘을 〈표4〉의 테이블구조에 맞게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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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긍정／부정 전파패턴 마이닝시스템은 SNS분석 및 솔루션개발， 빅데 

이터 처리기술，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사회과학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긍정／부정 전파패턴 마이닝시스템은 SNS상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 

다． SNS상의 데이터는 사용자 리뷰 등의 비정형데이터와 사용자정보， 안결정보 등으로 구 

성된 복잡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기존의 개별 기술로는 종합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다． 긍 ' 

정／부정 전파패턴 마이닝시스템은 기존의 개별 기술들을 융복합함으로써 복잡한 구조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으며 향후， SNS 데이터분석을 위한 상용화제품을 개발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둘째n본 연구의 결과는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빅데이터는 

대용량 데이터일 뿐만 아니라 정형／비정형 데이타가 혼개된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 

터 처리기술들을 융합하여야 분석이 가능하다． 긍정／부정 전파패턴 마이닝시스템은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통합할 뿐 아니라 개별데이터 처리기술을 융합·적용하는 기술이 포함되 

기 때문에 빅데이터 처리기술이 지향하는 바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부정 전파패 

턴 마이닝시스템은 빅데이터 처리기술의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도스타큐빙 알고리즘은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기술을 선도하는데 

활용될 순 있다．본 연구에서 생성할 연속연결 데이터큐브는 기존 데이터웨어하우스에서 

는 취급하지 않았던 데이터구조로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차세대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조라 할 수 있다． 특히， 데이터큐브 내에서 뿐만 아니라 데이터큐브들 사이에서의 관계 

식은 새로운 차원의 데이터웨어하우징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연속연갈 데이터규브나 데 

이터큐브들 사이의 관계식 등은 데이터웨어하우스 연구영역을 확장하는 시발점비 될 수 

있다． 

넷째， 리뷰내용과 리뷰작성자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기술은 새로운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살문조사는 기존의 사회과학연구방법으로 인기가 있었지만， 살문응 

답자들의 무성의한 답변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학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SNS리뷰는 작성자의 흥미와 의지가 있어야 생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의한 데이터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SNS 리뷰를 작성한 

사람들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사회 현상을 

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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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에 의하여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신속하고 세빌하게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네티즌들이 게시한 온라인고객리뷰들에 대하여 기존의 오피년마이 

닝 기술이 지원할 수 없는 분석기능올 지원함으로써 네티즌들의 성향 및 동향을 세부적으 

로 분석할 수 있다， 

여섯째， 본 연구의 기술에 의하여 웹사이트의 기능을 향장시킬 수 있다． 긍정／부정 전파 

패턴 마이닝시스템의 오피니언마이닝모듈이 웹사이트 구축 시 탑재된다면， 대부분의 웹사 

이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객게시판의 고객의견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고객의견 

의 실시간 분석결과는 기업경영자 뿐반 아니라 새로운 고객들에 의해서도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일곱째， S－스타큐빙 알고리즘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생성한 실험용 데이터를 공개함으로 

써 데이터마이닝 기술발전에 일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설계단계에 국한되었으며 구체적인 구현과정이 있어야 실 

체 활용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시스템의 가치를 인정하는 기업이 본 논문에서 제 

안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산학협력을 통하여 구체적인 개발과정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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