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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이 산업 전반의 전자상거래 시장에 융합되면서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와 이용률을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시

장의 흐름은 최근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함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어 다양한 상품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정보의 제공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추천시스템은 고객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기존 추천시스템 연구는 정량적 데이터만에 국한되어 있으

며, 상품 및 고객의 세부적인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리뷰를 기반으로 정성적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상품 및 고객의 속성을 정량화하고 기존의 객관적 지표인 총평점과 감성 및 감정을 통합

한 지능형 추천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지능형 추천모형은 총평점 위주의 추천 모형보다 우수한 추천성과를 보여주었

으며, 상품 및 고객의 세부적 요소를 반영한 추천결과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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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기기의 보급 

및 대중화로 전 산업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

되면서, 고객의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된 온라인 

리뷰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구들이 진

행되어 왔다. 온라인 리뷰는 고객의 잠재적 니즈

를 담고 있어 고객관리 및 확장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사용되며(Anderson & Sullivan, 1993; Yao 

et al., 2020), 고객의 의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는 이점을 갖는다. 고객은 온라인 리뷰를 통해 

상품탐색 및 구매과정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접

근할 수 있으며(Cheng & Ho, 2015), 기업은 매출 

증가 및 하락에 대한 원인 분석과 고객의 행동 

패턴 파악 등을 리뷰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다

(Li et al., 2013). 특히 영화나 관광과 같은 경험

재에서는 온라인 리뷰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잠

재고객들의 의사결정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이처럼 유용한 온라인 리뷰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방대하고 다양해지

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

대면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데이터의 증가 

및 다양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Al-maaitah et 

al., 2021). 전자상거래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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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함에 따라 고객들의 니즈 또한 새로운 생

활방식에 맞추어 다양하게 진화하였다. 기업은 

온라인 리뷰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였고, 고

객은 개인의 선호도에 맞는 다양한 상품선택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지나친 상품의 다양

화는 일부 고객의 직관적 선택과 의사결정을 어

렵게 만들고 있으며(김진화 등, 2008), 기존 추천

시스템에서 상품 속성 및 고객 속성에 대한 선호

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윤호민, 최규완, 

2020), 상품 및 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화 추

천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추천시스

템 연구는 정량적 데이터를 적용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정성적 데이터인 리뷰 데

이터를 감성분석 및 가중치 측정을 통해 정량화

하여 총평점 기반의 고객-상품 매트릭스와 결합

한 추천모형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Yun & Yoon, 2020). 정성적 데이터를 활용한 추

천모형은 기존의 총평점 기반의 모형보다 우수

한 정확성을 증명했다. 현지연 등(2019)은 감성

분석을 통해 리뷰 데이터를 정량화하고 객관적 

지표인 총평점과 결합하여 하나의 통합 평점을 

생성하여 추천모형에 적용했으며, 객관적 지표

인 총평점 기반의 단일 추천모형보다 우수한 성

과를 증명했다. Lee et al. (2019)은 리뷰 데이터

를 토픽모델링의 LDA를 통해 6가지 상품 속성

과 대표단어를 분류한 후에, 고객의 세부속성을 

반영한 추천모형으로 구현했다. 김민정 등(2021)

은 리뷰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인 워드클

라우드, N-gram, TF-IDF, CONCOR 분석을 통해 

다양한 도메인에 맞는 추천 결과 정보를 추출했

다. 이처럼 정성적 데이터인 리뷰 데이터를 정량

화하여 직접적으로 추천모형에 적용하면서 세부

적 특성을 고려한 추천시스템을 구현했으며, 기

존의 총평점 기반 추천모형보다 우수한 성과를 

증명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총평점에만 

국한된 추천시스템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한계

점을 극복했다(전병국, 안현철,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화 리뷰 데이터를 대상으로 LDA

를 이용하여 상품 속성과 감성 및 감정분석에 기

반한 고객 속성을 정량적 지표인 총평점 데이터

와 통합한 지능형 추천시스템을 제안한다. 영화 

데이터는 추천시스템 연구에 많이 활용되어 왔

으나 영화 리뷰 데이터의 활용은 미비하다. 영화

리뷰는 영화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영화

의 객관적인 정보와 더불어 관람후의 감정을 서

로 공유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론은 정성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온라인 시장을 이용하는 고

객들에게 상품의 속성과 고객의 속성을 고려한 

추천결과를 제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고객만족

도를 높임으로써 고객관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문헌연구

2.1 빅데이터 기반 추천알고리즘

추천시스템은 과거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이 관심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추천

하는 기법이다. 협업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은 Goldberg et al. (1992)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

으며 추천 기법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Son et al., 2015; Sarwar et al., 2000). 아이템

에 대한 선호도가 비슷한 고객들은 다른 아이템

에 대한 선호도 또한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을 기

반으로 고객 혹은 아이템에 대한 유사도를 측정

하고 선호도를 예측하며, 메모리 기반과 모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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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Breese et al., 1998; 

Son et al., 2015). 

메모리 기반 방식은 이웃모형이라고도 하며,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매트릭스의 고객 혹은 아

이템을 이용하여 유사한 고객 또는 아이템을 찾

아 예상 평점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고객 기반 협업필터링과 아이템 기반 협업필터

링으로 구분한다. 고객 기반 협업필터링은 <그

림 1>과 같이 고객이 남긴 선호도 정보를 사용하

며, 아이템 1, 3, 7을 선호하는 고객 1과 유사도

가 가장 높은 고객 4를 기반으로 고객 4가 선호

하는 아이템 중에 고객 1이 사용하지 않은 상품

을 고객 1에게 추천한다. 음악, 친구 등의 추천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림 1> 고객 기반 협업필터링

아이템 기반 협업필터링은 Sarwar et al. (2001)

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유투브, 넷플릭스와 

같은 영상 플랫폼에서 콘텐츠 추천 등에 사용된

다. <그림 2>와 같이 상품목록에서 추천 대상인 

상품 1은 고객 1, 3, 7, 9가 선호하는 상품이며, 

유사도가 가장 높은 상품 4를 선택한다. 이후, 

상품 4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 9에게 상품을 추

천한다.

<그림 2> 아이템 기반 협업필터링

모델 기반의 협업필터링은 메모리 기반 방식

이 갖고 있는 데이터 희소성, 일관성 없는 사용

자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다(Basilico, 

2004; Son et al., 2015). 또한, 고객이 남긴 평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링하여 평점을 제공하지 

않아도 평점 예측이 가능하며 MF(Matrix 

Factorization)와 기계학습 방법이 있다. MF방식

은 고객과 아이템 간의 잠재적 요인을 파악하여 

평점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SVD(Singular Vector 

Decomposition) 알고리즘이 대표적이다. SVD는 

특이값 분해라고도 하며, 행렬을 분해함으로써 

암묵적 요인(latent factor)을 반영하여 분석의 정

확성을 높일 수 있다(Jeong & Kim, 2017). 이에 

대한 적용 방법으로 하나의 행렬을  ∑ 로 

분해하고 와 를 직각 행렬, ∑는 대각행렬

로 각각 정의하여 특이값 분해 알고리즘을 적용

한다. 예를 들어 고객과 아이템에 대한  × 크

기의 행렬 에 대해 특이값 분해를 할 경우, 

  ∑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 은 고객 행렬을 나타내고, ∑ × 은 특

이값에 대한 대각행렬,   × 
 는 아이템 행렬을 

나타내며(Son et al., 2015),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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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VD와 암묵적 요인

기계학습 방식은 고객과 상품간의 비선형적인 

복잡한 관계를 학습하여 관계를 추론하는 방식

으로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인공신경망, 의사결정나무, SVM 등의 기법

이 있다. 

2.2 온라인 리뷰 분석 기법과 응용

온라인 리뷰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

비자 개인의 평가와 경험 등을 의미한다(조신희, 

이문용, 2014). 펜데믹 이후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이 가속화됨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생성하는 온라인 

리뷰의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들 온라인 

리뷰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사

용자의 사용경험과 추천여부의 성격도 포함하기 

때문에 구매를 앞둔 개인에게 유용한 정보로의 

가치가 있다(Park et al., 2007).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의사결정 시 온라인 리뷰의 유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온라인 

리뷰는 정보의 기능뿐 아니라 공유와 확장의 역

할도 가지고 있어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 판매와 

같은 다양한 촉진활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Hu et 

al., 2008).

온라인 리뷰를 분석하기 위해 Moreo et al. 

(2012)은 온라인 뉴스 댓글의 어휘기반

(lexicon-based)의 감성분석 모델을 제안하였다. 

Darko and Liang (2022)은 LDA 기반의 통계적 

모델을 제안하여 온라인 고객 리뷰의 만족도를 

추출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기계학습 기반

의 방법론으로도 Singh and Tucker (2017)은 머신

러닝 기법을 이용해 고객 리뷰를 다섯 가지 제품 

특성으로 분류가 가능함을 주장하고 이들 특성

이 제품 평점과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Kiran et al. (2020)은 LSTM과 CNN 결합한 아키

텍쳐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온라인 리뷰의 감

성지수를 분류하는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나아가 

어휘기반과 기계학습 기반의 방법론이 결합한 

하이브리드(hybird) 방법론도 연구되었다. Liu et 

al. (2021)은 LDA 기법을 이용하여 리뷰의 토픽

을 추출하고 SVM을 이용해 토픽 예측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박효연과 김경재(2021)는 기계학

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BERT 기반의 감성

분석을 추천시스템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온라인 리뷰 분석기법을 비즈니스 활

동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

어 왔다. Hou et al. (2019)는 제품 디자인적 관점

에서 온라인 고객 리뷰를 제품 특징, 제품의 행

동 유도성, 감정, 제품 수용도, 제품 유용성 등 다

섯 가지 기준으로 요약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이

들 정보가 제품 디자인 과정에 유용함을 주장하

였다. Xu (2021)은 온디맨드 플랫폼 형태의 레스

토랑 리뷰를 분석하고, 고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특성을 연구하였다. Dhar and Bose 

(2022)는 어플리케이션 리뷰를 텍스트와 이모티

콘을 이용하여 감정 및 감성 분석을 진행하고, 

해당 감성 값이 어플리케이션 평점과 긍정적 관

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2.3 상품과 고객 속성 기반추천

온라인 리뷰는 고객의 경험을 기반으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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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만족 및 불만족, 긍정 및 부정 등에 대한 의

견을 표현하며, 고객관리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어 활용되고 있다(Anderson & Sullivan, 

1993; Yao et al., 2020). 특히 영화와 같은 경험재 

기반 산업에서 온라인 리뷰는 의견을 표현하고 

사전정보 및 평가정보를 제공하여 영화를 결정

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영화를 시청하기 전 고객들은 영화의 속성 및 주

변정보에 의존하여 영화를 선택하며(Vany & 

Walls, 1996), 영화를 관람하고 작성된 고객의 리

뷰는 관객의 영화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Vapnik, 

1999). Neelamegham and Jain (1999)은 영화의 속

성을 핵심적, 주변적, 정서적의 세가지 속성으로 

분류하였다. 핵심적 속성은 배우, 스토리, 장르 

등과 같이 영화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요소

이며, 주변적 속성은 세트, 의상, 배경음악, 특수

효과 등과 같이 영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관련된 

요소이다. 정서적 속성은 재미있는, 호소력 있는, 

흥미있는 등과 같이 영화 시청을 통해 고객이 느

끼는 감정과 관련된 요소이다. 김광수(2000)는 

영화선택과 관련된 속성을 핵심적 속성, 주변적 

속성, 그리고 감정적 속성을 즐거움과 각성으로 

나누어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리뷰

에서 나타나는 영화의 속성을 Neelamegham and 

Jain (1999)과 같이 3개의 속성으로 분류하여 분

류하고자 한다.  

3. 연구 임워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리뷰를 통해 상품과 고

객의 세부 특성을 추출하여 추천시스템에 적용

하고자 지능형 추천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총평점 기반의 추천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 희소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뷰 데

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영화 리뷰의 평점, 영화의 

속성, 고객의 감성 및 감정 결과를 통합하여 적

용한다. 추천시스템은 <그림 4>와 같이 분류되

며 협업필터링은 메모리 기반, 모델 기반, 하이

브리드 기반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업필터링의 모델기반에서 대표적인 알고리즘

인 SVD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추천시스템의 데

이터 희소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림 4> 추천시스템의 분류

 

연구 프레임워크는 <그림 5>와 같으며, 총 3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데이터 수집 및 전

처리 과정이다. 데이터 수집은 국외 및 국내 영

화를 대상으로 하며, 네이버 영화에서 한국어로 

작성된 온라인 영화 리뷰 데이터를 수집한다. 한

국어 특성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텍스트 제거 및 

변환을 통해 데이터 전처리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2단계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상품속성 및 

고객속성 추출 과정이다. 상품속성을 추출하기 

위해 토픽모델링의 LDA를 적용하여 추출된 토

픽과 영화의 3가지 속성인 핵심적, 주변적, 정서

적 속성을 매칭시킨다. 속성별로 매칭된 대표 단

어를 분류하여 리뷰별 속성 가중치를 측정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감성분석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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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구 프레임워크

리뷰를 작성한 리뷰어가 표현하는 감성을 구분

하는 과정이며, 어휘기반은 긍정, 중립, 부정으로 

분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Ma et al., 2018). 

이에 감성사전을 활용하여 어휘기반의 감성분석

을 수행한다. 감정분석을 위해서는 BERT 종류

의 기계번역 모델로서 한국어 번역 성능이 우수

한 KoBERT를 사용하여 기쁨, 슬픔, 놀람, 분노, 

공포, 혐오, 중립 등의 7가지 감정으로 분류한다. 

다음으로 추천시스템이 갖는 고질적 문제인 데

이터 희소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리

뷰 수를 갖는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

여 활용한다.

3단계는 감정별 개인화 영화추천을 위해 감정

별 속성가중치를 반영한 감성 및총평점을 만드

는 과정이다. 먼저 고객-속성 가중치 행렬과 영

화-속성 평점 행렬을 전치행렬 연산하여 속성가

중치를 반영한 총평점을 생성한다. 다음은 감정

별 감성평점을 생성하여, 두 평점에 최적의 가중

치 지점을 탐색하여 감정별 속성가중치를 반영

한 감성 및총평점을 만들어 고객-영화 매트릭스

를 생성한다. 이후, 모델 기반의 Matrix Factorization

의 대표 알고리즘인 SVD를 사용하여 다양한 평

점 기반의 모형과 성과를 비교한다.

4. 실험  실험결과

4.1 데이터 수집  처리

본 연구에서는 감정별 개인화 추천시스템을 

위해 네이버 영화에서 영화 리뷰 데이터를 

Python의 웹 스크레이퍼를 사용하여 수집하였으

며, 2022.02.1.4.~2022.05.01.까지 82,501개의 리

뷰를 수집하였다. 6,007편의 영화에 대해 29,419

명의 고객이 작성한 리뷰로 총평점은 1점에서 

10점까지로 분류된다. 평점별 데이터 부족현상

과 편의성을 위해 <표 1>와 같이 기존 평점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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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평

1 2 3 4 5 6 7 8 9 10

8,377 5,514 915 3,447 2,318 6,457 5,546 10,293 5,181 34,453

조정된 

평

1 2 3 4 5

13,891 4,362 8,775 15,839 39,634

<표 1> 영화 리뷰의 평점 범주화

점으로 범주화하여 조정하였다. 한국어는 1개 이

상의 형태소들이 결합되어 단어를 이루고, 대부

분의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이 외국 언어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어와 같은 언어에 비해 자

연어 처리 부분에서 분석 성능 및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있다(박대민, 2016). 본 연구에

서는 리뷰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결과해석

의 용이성을 위해 웹사이트 링크, 특수문자, 이

모티콘, 공백, 숫자 및 영어, 결측치, 불용어를 제

거했다(Aggarwal & Zhai, 2012; 길호현, 2018). 

불용어 처리는 웹 페이지 분석 업체인 RNAK 

NL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불용어 사전을 활용하

였으며 한국어 특성을 반영하여 띄어쓰기, 맞춤

법 검사기, 반복문자, 외래어를 검사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정제하여 한국어 리뷰 분석에 대한 문

제점을 개선하였다.

4.2 화 속성추출

영화의 속성추출을 위해 토픽모델링의 LDA

를 적용하여 영화의 3가지 속성에 매칭하고 대

표 키워드를 결정하였다. 최적의 토픽 수 k를 결

정하기 위해 5겹 교차 검증(5-fold cross validation)

으로 혼잡도(perplexity)와 일관성(coherence)을 

함께 고려하였다. 일관성은 토픽별 단어가 의미

론적으로 유사한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혼잡도

는 특정 확률 모델이 실제로 관측되는 값을 얼마

나 잘 예측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토픽 수 k에 따른 혼잡도

<그림 7> 토픽 수 k에 따른 일관성

토픽 수 k는 2부터 200까지 설정하였으며 혼

잡도 및 일관성은 <그림 6>, <그림 7>과 같다. 

일관성 지표는 수치가 높을수록 유의미하며, 40

부터 60까지의 지점의 크기가 동일하게 높게 나

타내고 있으며, 혼잡도 지수는 낮을수록 유의미

하며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40과 60의 중간지점

인 50을 최적의 토픽 수 k로 정했다. 최적의 토픽 

수에 대한 상위 10개의 키워드를 3가지 영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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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매칭하였으며 영화 속성별 대표단어는 <표 

2>와 같다. 영화 속성 및 대표 단어를 통해 리뷰

별 3가지 속성의 가중치를 측정했다.

화속성 단어

핵심적

한국영화, 중국, 일본, 한국, 액션, 애니
메이션, 코믹, 연기, 리메이크, 시대, 후
속, 스토리, 시리즈, 사랑이야기, 스토리, 
마블, 아저씨, 여배우, 조폭, 연기, 작품, 
멜로, 배우, 원작, 스토리, 아이, 여자, 스
파이, 이야기, 스릴러, 캐릭터, 배우

주변적

사운드, 러닝타임, 작품, 제작, 주제, 시간, 
스케일, 시리즈, 연출, 자막, 시나리오, 관
계, 주제, 상황, 메세지, 엔딩, 반전, 실화, 
장면, 의도, 작가, 영상미, 노래, 분위기, 
사람, 관객, 소재, 영상미, 포스터

정서적
재미, 순수, 감동, 최고, 매력, 사랑, 리
뷰, 느낌, 실망, 선동, 완벽, 낭비, 현실적

<표 2> 영화 속성별 대표단어

4.3 감성  감정분석

본 연구에서는 어휘기반 감성분석을 위해 

KNU사전 활용했으며, 리뷰어를 토큰화시켜 명

사, 형용사, 동사만을 추출하여 리뷰별 감성점수 

및 감성극성을 측정했다. 측정한 감성점수의 점

수별 데이터 수가 10개 미만인 데이터를 추출하

여 38개의 양극단치를 제거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의 -12부터 +15까지 분포되어 있던 감

성점수를 -8부터 +8까지로 새롭게 범위를 조정

했으며, 군집분석을 통해 –8~-2을 1점, -1~0을 2

점, 1을 3점, 2~3을 4점, 4~8을 5점으로 범주화하

여 감성평점으로 활용했다.

리뷰별 감정분류를 위해서는 BERT 종류 중에

서 우수한 한국어 번역 성과를 보이는 한국어 전

용 번역 모델인 KoBERT를 활용하였다. 모델학

습을 위해 AI-HuB에서 제공하는 7가지 감정(기

쁨, 슬픔, 놀람, 분노, 공포, 혐오, 중립)으로 분류

된 38,594개의 ‘한국어 단발성 대화 데이터’를 

사용했다(이세화, 2020). 감정분석 결과 16,040개

의 온라인 영화 리뷰 데이터를 6,980개 행복, 997

개 놀람, 3,784개 중립, 2,094개 혐오, 1,389개 슬

픔, 423개 분노, 373개 공포로 분류했다.  

4.4 데이터 표본 추출

데이터 희소성은 고객이 작성한 총평점 및 리

뷰를 전체 영화목록 중에서 평점 및 리뷰를 작성

한 영화보다 작성하지 않은 영화 수가 많아 발생

하는 추천시스템의 대표적 문제점이다. 이는 고

객과 아이템간 관계의 유사도를 구하는 과정을 

방해하여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Son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희소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고객별 10개 이상의 총평점 및 리뷰

를 작성한 고객을 선택하였다. 또한, 총평점 및 

감성평점의 극단치를 제거하기위해 5점 척도의 

평점인 두 변수에 중립을 제외하고 긍정과 부정

의 리뷰 의미가 서로 다른 데이터를 제거하여 

<표 3>과 같이 16,040개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그림 8>과 <그림 9>는 데이터 필터링 

후 총평점, 감성평점의 평점별 데이터 수이다. 

구분
데이터 필터링

이 이후

영화 6,007 3,343

고객 29,419 1,407

데이터 수 82,501 16,040

<표 3> 데이터 필터링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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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총평점: 평점별 데이터 수

<그림 9> 감성평점: 평점별 데이터 수

4.5 감정별 개인화 추천시스템

1) 속성가 치를 반 한 총평  기반 고객- 화 

매트릭스

상품은 다양한 속성을 가지며 각 속성에 대한 

고객의 중요도는 상이하다. 또한, 모든 상품은 

상대적 강점과 약점이 존재하며 각 특징에 대한 

고객들의 평점은 이를 반영한다. 미래에 영화를 

시청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상품(영화)의 속성 및 

기타 정보를 반영하여 영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Vany & Walls, 1996). 본 연구에서는 고객-

속성 가중치 행렬과 상품-속성 가중치 행렬의 전

치행렬 연산을 통해 고객의 속성가중치를 반영

한 총평점 기반의 고객-영화 매트릭스를 구현했

으며, <표 4>와 같다. 

<표 4> 속성가중치를 반영한 총평점 기반 
고객-영화 매트릭스

Movie 1 Movie 2 ··· Movie N

User 1 0.79 2.11 ··· 1.50

User 2 0.00 3.50 ··· 1.94

User 3 0.83 4.17 ··· 2.80

··· ··· ··· ··· ···

User M 0.50 1.68 ··· 5.00

고객-속성 가중치는 고객이 상품을 평가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속성에 대한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다. 특정 고객이 리뷰에서 빈번하게 언

급하고 있는 속성일수록 고객의 가중치는 증가

한다고 가정하며, 고객-속성 가중치 점수는 식(1)

과 같다.

 
  e

zij


              식(1)

 : 고객 가 feature 에 대한 언급 횟수

식(1)에서 는 고객   ⋯   중 번째 

고객을 의미한다. 상품의 여러가지 속성들 

  ⋯   중 번째 속성인 에 대하여 사

용자 가 언급한 횟수를 로 나타냈으며, 고

객-속성 가중치 점수를 식(2)의 
′ 에 대한 식으

로 구할 수 있다. 고객별 속성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도록하며 고객-속성 가중치 행렬식은 식(2)와 

같으며, <표 5>는 식을 통해 계산된 행렬이다.


′ ∑  





           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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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고객-속성 가중치 행렬


′ 핵심  속성 주변  속성 감성  속성

User 1 0.75 0.00 0.25

User 2 0.52 0.08 0.40

User 3 0.62 0.00 0.38

… … … …

User M 0.32 0.04 0.64

상품-속성 총평점 행렬 Y는 세부 속성에 대해 

평균적으로 몇점으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나타내

며, 상품-속성 총평점은 식(3)과 같다.

 
  

 


           식(3)

k : 상품 의 속성들 중에서 에 대한 리뷰

의 수

 : 에 대한 평균 총평점

식(3)에서 는 전체 N개 상품   ⋯   

중 번째 상품을 의미한다. 상품 의 속성 중에

서 에 대한 리뷰의 수를 라고 정의하며, 

에 대한 평균 총평점을 로 나타낸다. 그리고 

상품-속성 총평점 점수 를 각 행의 합이 영화

의 평균 총평점( )이 되도록하며, 식(4)를 통

해, 상품-속성 총평점 행렬을 <표 6>과 같이 구

성한다. 


′  ∑  

 


         식(4)

<표 6> 상품-속성 가중치 행렬


′ 핵심  속성 주변  속성 감성  속성

Movie 1 2.50 0.00 2.50

Movie 2 2.26 0.10 1.72

Movie 3 3.35 0.00 1.65

… … … …

Movie N 0.50 0.00 0.50

2) 감정별 감성평  기반 고객- 화 매트릭스

평점만을 활용한 기존 추천시스템은 정확도를 

떨어뜨린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전병

국, 안현철, 2015), 텍스트 리뷰 데이터를 추천시

스템에 활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의 감성평점 변수와 중립감

정을 제외한 6가지 감정변수를 활용하여 감정별 

감성평점 기반 고객-영화 매트릭스를 생성했으

며, <표 7>과 같다.

<표 7> 감정별 감성평점 기반 고객-영화 매트릭스

Movie 1 Movie 2 ··· Movie N

User 1 2 1 ··· NaN

User 2 4 NaN ··· 3

User 3 NaN 3 ··· 2

··· ··· ··· ··· ···

User M NaN 3 ··· 5

3) 가 치 측정

<표 4>와 <표 7>의 매트릭스 평점을 하나의 

평점으로 만들기 위해 각 평점별 최적의 가중치 

지점을 찾는다. 전체 데이터에서 70%를 랜덤으

로 추출하여 속성가중치 총평점과 감정별 감성

평점 변수를 불러와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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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지표 구분 MAE MAPE RMSE
체 결측치

잠재요인
결측치 가 치

감정
분류
(중립
제외)

행복(6,980 개) 0.018 1.29% 0.093 영화, 90 39.64%

감성평점(0.99)
속성가중치(0.01)

놀람(997 개) 0.019 1.31% 0.069 영화, 10 39.98%

슬픔(1,389 개) 0.015 0.90% 0.065 영화, 110 41.23%

혐오(2,094 개) 0.013 0.90% 0.060 영화, 70 39.62%

분노(423 개) 0.027 1.81% 0.076 영화, 50 38.12%

공포(373 개) 0.028 1.77% 0.079 영화, 40 41.18%

평균 성과 0.020  1.33% 0.074 영화, 62 40.00%

<표 9> 감정별 성능지표 및 파라미터

평가 지표 구분 MAE MAPE RMSE
체 결측치
 잠재요인

결측치 가 치

비
교
모
형

R_SVD 1.076 53.46% 1.208 영화, 90 99.71%

S_SVD 0.951 42.75% 1.050 영화, 10 99.71%

SR_SVD 0.859 36.56% 0.962 영화, 10 99.71%
총평점(0.12)

 감성평점(0.88)
Weight_R_SVD 0.211 11.11% 0.271 영화, 20 40.35%

Weight_SR_SVD 0.124 9.06% 0.209 영화, 20 40.01%
감성평점(0.97) 

속성가중치(0.03)

E_Weight_SR_SVD 0.020 1.33% 0.074 영화, 62 40.00%
감성평점(0.99)

 속성가중치(0.01)

<표 8> 비교모형별 성능지표

0.01단위로 차등적으로 변수에 적용하여 총 99번

의 RMSE를 측정했다. 이를 통해 최적의 가중치 

지점으로 감정평점 0.99, 속성가중치 총평점 0.01

을 확인했다. 그리고 영화평점 기반의 RMSE 평

균이 비교적 고객평점 기반 보다 낮게 나타나 매

트릭스의 결측치를 영화평균으로 대체했다.

4.6 분석 결과

감정별 개인화 영화추천을 위해 <표 4>와 <표 

7>을 통해 도출한 최적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새

로운 하나의 평점을 생성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

한 지능형 추천시스템 모형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총 6가지의 모형을 구축하였다. 총평점 기

반(R_SVD), 감성평점 기반(S_SVD), 감성 및 총

평점(SR_SVD), 속성가중치 기반 총평점(Weight 

R_SVD),  속성가중치 기반 감성 및 총평점

(Weight SR_SVD), 감정별 속성가중치 기반 감성 

및 총평점(E_Weight SR_SVD)에 대한 성과모형

을 비교 및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협업필터링의 모델 기반 방법

인 SVD를 적용했으며, 결측치는 각 연구모형별 

가중치 측정을 통해 영화평점의 평균으로 결측

치를 대체했다. 그리고 최적의 잠재요인 k를 측

정하기 위해 10부터 160까지의 잠재요인을 설정

하여 최적의 잠재요인 k를 도출했으며, R_SVD

은 90, S_SVD은 10, SR_SVD은 10, Weight 

R_SVD은 20, Weight SR_SVD은 20, E_Weight 

SR_SVD는 62로 각각 선정했다. 성과를 측정하

기 위해서는 RMSE(Root Mean Square Error), 

MAE(Mean Absolute Error), MAPE(Mean 

Absolute Percent Error) 지표는 사용하였다. 

6가지 종류의 평점 모형을 실험하여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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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결과 <표 8>과 같으며 <표 9>은 감정별 

성과지표를 계산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감정별 속성가중치 기반의 E_Weight_SR_SVD모

형의 RMSE가 0.074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

다. 두 번째로 우수한 모형인 Weight_SR_SVD의 

RMSE는 0.209로 나타나 감정을 반영함으로써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속성

가중치를 반영한 총평점을 적용한 모형인 

E_Weight_SR_SVD, Weight_SR_SVD, Weight_R_SVD

들의 결측치가 약 40%로 약 99% 결측치를 갖는 

다른 모형에 비해 데이터 희소성 문제를 개선시

켰음을 확인하였다. 

5. 결과 분석  토론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리뷰의 상품 속성과 고

객 속성을 통합한 지능형 추천시스템을 제안하

였으며 추천시스템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데이터 

희소성을 해결하고 추천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

키고자 하였다. 데이터 희소성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속성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모형을 구축

함으로써 90% 이상의 결측치를 42% 미만으로 

줄일 수 있었으며 온라인 영화리뷰에 토픽모델

링, 감성 및 감정분석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능형 추천시스템의 우수한 성과를 

확인하였다. 기존의 평점을 중심으로 한 모형

(R_SVD)의 MAPE는 53.46%로 나타났으나, 감정 

및 감성과 속성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한 지능형 

추천시스템에서는 50%이상 개선하여 MAPE가 

1.33%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로 작성된 리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

하여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함으로써 한국어 리

뷰분석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데이터에 대

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모리 기반의 추천시스템은 데이터 희

소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모델 기반 모형의 SVD 알고리즘을 적용하였

으며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를 결합하

여 데이터 희소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기

존의 추천시스템은 대다수가 정량적인 데이터에

만 의존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데이터

인 리뷰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량적 데이터와 정

성적 데이터를 결합한 개인화된 추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리뷰 데이터에서 고객의 속성, 감성 

및 감정 정보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정량적 데이

터로 변환하여 추천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대량

의 데이터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으며 추천시스

템의 데이터 희소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둘째, 속성가중치를 반영한 총평점 기반의 매트

릭스와 감정별 감성평점 기반의 매트릭스를 하

나의 고객-영화 평점 매트릭스로 생성하기 위해 

평점별 최적의 가중치 지점을 측정하는 프로세

스를 구축하였다. 가중치는 모형의 성능을 좌우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감정평점과 속성가중치 

총평점에 대한 최적의 가중치를 탐색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셋째, 온라인 리뷰가 갖는 

정량적 데이터인 총평점과 정성적 데이터인 영

화속성, 감성점수, 감정분류를 활용하여 하나의 

통합모형을 제안하였다. 영화의 속성을 추출하

기 위해 토픽모델링 기법인 LDA를 적용하였으

며 고객 속성을 추출하기 위해 KNU 한국어 감

성사전과 KoBERT를 적용하여 이들을 통합한 

지능형 추천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추천시스템

을 위해 영화의 속성과 고객의 속성의 통합이 처

음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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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량적 데이터인 총평점 기반의 기존 추

천모형에서 온라인 고객 리뷰 데이터에 텍스트 

마이닝의 토픽 모델링, 감성 및 감정분석을 적용

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온라인 리뷰는 실시간으

로 제공되며 고객의 솔직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고객의 반응이 추천모형

에 즉각적으로 반영된다면 보다 현실적인 추천

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온라인 리뷰

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여 호텔 추천, 레스토랑 추천, 관

광지 추천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

양한 자료원천을 대상으로 추천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3,343편의 영화와 

1,407명의 고객에 대해 총 82,501개의 리뷰 데이

터를 활용하여 제안된 지능형 추천시스템 모형

에 대해 검증하였으며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였

다. 셋째, 추천시스템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협

업필터링의 메모리 기반 모형의 한계점을 극복

하기 위해 모델 기반 모형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추천모형을 제안했다. 과거의 데이터가 충분하

지 않은 신규고객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며 새로

운 영화에 대해서도 지능형 추천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어로 작성된 리뷰

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어 자연어 처리를 통해 한

국어 기반의 텍스트 마이닝 연구의 발전에 기여

하였다.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데이터 전처

리를 수행하여 한국어로 작성된 리뷰에 대한 신

뢰도를 확보하였다.

6. 결론  향후 연구방향

다양한 상품정보는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지나친 다양성으로 인해 고

객은 상품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천시

스템은 고객의 상품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리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

량적 데이터인 총평점과 정성적 데이터인 리뷰

를 토픽모델링, 감성 및 감정분석을 함께 적용하

여 하나로 통합한 지능형 추천시스템을 제안하

였다. 기존의 추천시스템 연구에서 영화 데이터

를 많이 활용해 왔으나 영화 리뷰 데이터에 대한 

사용은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화의 리

뷰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안된 방법론의 성과를 

검증하였다. 제안된 모형은 기존 추천시스템의 

데이터 희소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82,501개의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나 고객별 10개 이상의 총평점 및 리

뷰를 작성한 고객만 추출하여 16,040개의 리뷰 

데이터만 추천시스템 구축에 사용되었다. 신규

고객일 경우 10개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

을 수 있으며 10개 미만 작성한 고객이라도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

다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의 성향에 따른 과소 또는 과대평가에 대한 

적절한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휘

기반의 감성분석을 위해 특수문자와 이모티콘 

등을 제거하고 감성점수 및 극성을 측정하였으

며 명사, 형용사, 동사만을 추출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대명사, 부사 등 다양한 품사를 활용

하고 특수문자와 이모티콘을 추천모형에 반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협업필터링 모델기반

의 SVD 알고리즘으로 추천시스템을 구축하였으

나 딥러닝 기반의 추천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보

다 우수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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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telligent Recommendation System by 

Integrating the Attributes of Product and 

Customer in the Movie Reviews
1)

Taeho Hong*ㆍJunwoo Hong**ㆍEunmi Kim***ㆍMinsu Kim****

As digital technology converges into the e-commerce market across industries, online transactions 

have activated, and the use of online has increased. With the recent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this market flow is accelerating, and various product information can be provided to customers 

online. Providing a variety of information provides customers with various opportunities but causes 

difficulties in decision-making. The recommendation system can help customers to make a decision more 

effectively. However, the previous research on recommendation systems is limited to only quantitative data 

and does not reflect detailed factors of products and customers. In this study, we propose an intelligent 

recommendation system that quantifies the attributes of products and customers by applying text mining 

techniques to qualitative data based on online reviews and integrates the existing objective indicators of 

total star rating, sentiment, and emotion. The proposed integrated recommendation model showed superior 

performance to the overall rating-oriented recommendation model. It expects the new business value to be 

created through the recommendation result reflecting detailed factors of products and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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