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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스마트폰의 보 으로 SNS는 속도로 성장하 고, 매일 엄청난 분량의 텍스트 데이터가 생

성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매체에 비해 개인의 의견이 좀 더 거침없이 올라오는 SNS의 특징에 

주목해 SNS의 텍스트 데이터를 상으로 하는 평  분석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분석하고자 

하는 상에 한 SNS 데이터를 수집하여 DB에 장한 다음, 고 제거 과정과 자동 띄어쓰기 과정 

 형태소 분석을 거친 후 감성 포함 여부 확인 과정과 극성 분류 과정으로 구성된다. 평  분석을 

해 본 연구에서는 감성 단어 사 의 쾌-불쾌 수치와 활성화 수치를 사용한다. 분석 결과 모든 문서에 

한 극성 분류 정확도는 55% 고, 감성 포함 여부 확인 과정이 올바르게 수행된 문서에 한 극성 

분류 정확도는 82% 다.

1. 서론

오늘날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속도로 성장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매일 엄청난 분량의 텍스트 데이

터가 생성되고 있다. 이 게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 내

에는 다양한 내용과 의견들이 포함되어 있다.

SNS에 올라오는 문서는 블로그 등에 올라오는 문서에 

비해 좀 더 거침없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다른 매체에 비해 지능 인 고성 

문서가 고 다른 매체에 비해 개인의 의견이 여과없이 

표 되는 SNS의 특징에 주목해 SNS의 텍스트 데이터를 

상으로 하는 평  분석 기법을 제시한다. 기존 연구 [1]

에서는 상품평 분석을 해 반자동으로 구축되는 감성 단

어 사 을 사용하 으며, 기존 연구 [2]에서는 어권 감

성 단어 사 인 SentiWordNet을 번역하여 감성 단어 사

을 구축하여 평  분석에 사용하 다. 기존 연구 [3]에

서는 [4]에 첨부된 감성 단어 사   쾌-불쾌 수치를 기

반으로 감성 분석을 하 다. 본 연구에서는 [4]에 첨부된 

감성 단어 사 의 쾌-불쾌 수치와 활성화 수치를 함께 사

용하고 SNS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감성 단어 사 에 없는 

단어들에 하여 매핑(mapping) 테이블을 이용하여 SNS 

문서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SNS 

텍스트  화에 한 선호도만을 평가하는 것으로 목표

를 한정한다.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

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2-047687)

2. 분석 시스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상에 한 

SNS문서를 검색하여 DB에 장하고, 처리 과정에서는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며, 평  분석 

과정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상에 한 각 문서의 선호

도를 계산한다.

(그림 1) 체 시스템 구조

처리 과정은 고 제거 과정과 자동 띄어쓰기 과정으

로 나뉜다. SNS에는 개인 인 문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 문서도 올라오기 때문에 고 제거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 으로 사람들은 SNS에 문서를 올릴 때 띄어

쓰기를 올바르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분석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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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형태소를 분석하기 해서는 띄어쓰기가 올바르게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 띄어쓰기 과정이 필요하다.

고 제거 과정에서는 여러 번 올라온 동일한 내용의 

문서들을 제거한다. SNS에 여러 번 올라온 동일한 내용

의 문서들을 살펴보면 높은 확률로 고 문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서들을 제거하기 해서 새로운 문

서가 추가될 때마다 해시(hash) 값이 같은 문서를 찾아 

내용이 완 히 같은 경우 고 문서로 단해 고 문서 

테이블에 장하고 입력 데이터에서 삭제한다.

고 제거 과정이 끝나면 남은 텍스트 데이터를 상으

로 자동 띄어쓰기를 한다. 띄어쓰기를 하기 해 [5]에서 

개발한 형태소 분석기의 자동 띄어쓰기 기능을 이용한다.

분석 과정은 형태소 분석 과정과 감성 포함 여부 확인 

과정, 그리고 극성 분류 과정으로 나뉜다. 형태소 분석 과

정에서는 해당 문서를 형태소 단 로 구분하고, 감성 포함 

여부 확인 과정에서는 각 문서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문

서인지 확인하며, 극성 분류 과정에서는 각 문서를 정

인 문서와 부정 인 문서로 분류한다.

형태소 분석은 [6]에서 개발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품사

태깅 모듈을 이용한다. 해당 문서가 형태소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되면 모든 단어가 형태소 단 로 분리되고 각 형

태소의 품사가 태깅된다.

감성 포함 여부 확인 과정에서는 해당 문서에 미리 구

축한 감성 단어 사 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감성 단어 사 에 단어를 어미가 제거된 형태로 장해둔 

다음, 감성 단어 사 의 모든 단어와 형태소 분석 과정을 

거친 문서의 각 형태소의 앞부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

인한다. 를 들어 문서에 ‘떨떠름하네염’이라는 단어가 포

함되어있는 경우 형태소 분석기가 완벽히 분석하지 못하

고 ‘떨떠름하네염’이 하나의 형태소라고 분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사 의 ‘떨떠름’이란 단어와 앞부분이 일치하므

로 ‘떨떠름하네염’은 ‘떨떠름’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 감성 단어 사 에 개의 단어가 있고 문서에 포함

된 형태소가 개면 문서 내의 모든 감성 단어를 찾는 데

는 ×의 시간이 소요된다.

감성 단어 사  구축에는 [4]의 부록 1에 수록된 단어

들의 쾌-불쾌 수치와 활성화 수치를 사용한다. 감성 단어 

사  구축에 사용된 단어의 는 표 1과 같다. 쾌-불쾌 

수치는 단어가 가진 정 는 부정 인 느낌의 정도를 

나타내고 활성화 수치는 단어가 가진 느낌이 얼마나 강렬

한지를 나타낸다. 쾌-불쾌 수치는 부정 인 느낌이 강한 

단어일수록 0에 가깝고 정 인 느낌이 강한 단어일수록 

7에 가깝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 인 느낌은 음수로 표

하고 정 인 느낌은 양수로 표 하기 해, 쾌-불쾌 수

치가 3.81보다 낮은 단어는 부분 부정 인 느낌의 단어

들이고 3.81보다 높은 단어는 부분 정 인 느낌의 단

어들이라고 단해 쾌-불쾌 수치에서 3.81을 뺀 값을 사

용했다. 활성화 수치는 단어가 가진 느낌이 강렬하지 않을

수록 0에 가깝고 강렬할수록 7에 가깝다.

단어 쾌-불쾌 활성화

노엽 2.48 5.32

매혹 4.84 4.59

뿌듯 5.75 4.63

스산 2.85 3.72

애석 2.67 3.78

우수 4.28 3.38

쾌감 5.79 5.91

처참 1.64 4.5

<표 1> 감성 단어 구축에 사용된 단어 

그리고 SNS에서 사용되는 단어들  [4]의 부록 1에 

없는 단어들을 조사해 정리한 다음, 설문조사를 통해 수치

를 결정해 감성 단어 사 에 추가하여 사용하 다. 설문조

사는 [4]의 부록 1의 단어들  샘 을 뽑아 추가할 단어

들이 샘 로 뽑힌 단어들  어느 단어와 비슷한 느낌을 

가졌는지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추가되는 

단어들은 샘 로 뽑힌 단어들에 매핑시켜 해당 수치를 사

용하 다. 매핑된 단어의 는 표 2와 같다. 매핑 테이블

과 감성 단어 사 의 매핑 시는 그림 2와 같다. 매핑 테

이블의 WORD 속성은 새로 추가된 감성 단어를 의미하

고, DIC_ID 속성은 감성 단어 사  내의 매핑될 WORD

의 ID 값을 가진다.

단어 감성 단어 사 의 단어

빡 가엾

안습 가엾

상당 부럽

유쾌 공감

감사 공감

엄청 행복

인상 공감

갠차 부럽

<표 2> 매핑된 단어의 

(그림 2) 감성 단어 사   매핑 테이블

본 연구에서는 극성의 분류와 강도를 구하기 해 수식 

1을 제안한다. 집합는 문서 에서 추출된 형태소의 

집합 와 감성 단어 집합 의 교집합이다. 그리고 

는 집합 의 원소이며,  는 문서 에 

포함된 감성 단어의 수, 는 단어의 쾌-불쾌 수

치를 나타내는 함수,  는 단어의 활성화 수치를 

나타내는 함수, 는 문서 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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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식 1) 문서의 극성 분류  극성의 

강도 계산식 (  )

3. 실험

3.1 고 제거 효율

고 제거 과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고 제거 

과 후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문서를 100개씩 뽑아 고 문

서의 비율을 확인해 보았다. 고 문서인지 아닌지에 한 

단 기 은 지능 인 고 문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

다는 가정 하에 문서를 직  읽고 고를 하기 한 의도

가 분명하면 고 문서로 단하 다. 확인 결과 고 제

거 과정 이  15% 던 고 문서의 비율이 12%로 감소

하 다.

3.2 감성 포함 여부 확인 정확도

감성 포함 여부 확인 과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감

성 포함 여부 확인 과정을 거친 텍스트 데이터에서 문서

를 100개 뽑아 직  읽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 그 비율을 평가해 보았다. 평가 결과 시스템

이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분류한 문서  67%가 실제

로 감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실제 분류 는 표 3과 같다.

문서 시스템 
분류

실제 
분류

@RunJungjin  피에타 진짜 재미있게봤어
요  보고싶네용~.~

포함 포함

[ 화]  피에타, 사랑. http://t.co/1farNMuJ 
피에타를 보는 새로운 .

비포함 비포함

늑 아이  흑흑...짱 포함 포함

늑 아이  좋나요? 비포함 비포함

<표 3> 감성 포함 여부 확인 

3.3 극성 분류 정확도

극성 분류 과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극성 분류 과

정을 거친 텍스트 데이터에서 문서를 100개 뽑아 직  읽

고 극성이 올바르게 분류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올바르게 

분류된 비율을 평가해 보았다. 문서가 정 인 의견과 부

정 인 의견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일단 올바르게 분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감성 포함 여부 확인 과정을 거친 데

이터에 극성 분류 과정을 거치게 한 결과 55%의 문서가 

올바른 극성으로 분류되었다. 감성 포함 여부 확인 과정을 

거친 데이터  올바르게 분류된 67%의 문서만을 상으

로 극성 분류 정확도를 계산하면 


×≓의 문서

가 올바른 극성으로 분류되었다. 실제 분류 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각 문서의 감성 단어로 분류된 단어 에

는 각 단어에서 3.81을 뺀 쾌-불쾌 수치와 활성화 수치를 

소수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기 하 다.

문서 선호도
실제 
분류

@RunJungjin  피에타 진짜 재미(쾌-불쾌 
수치: 1.91, 활성화 수치: 4.79)있게봤어요  
보고싶네용~.~

9.1489 정

@mamami0921 근데  본 거시 재 (쾌-
불쾌 수치: 1.26, 활성화 수치: 3.74)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첨에도 그
랬고 세번째 보고서도 재 땈ㅋㅋㅋㅋ(쾌-
불쾌 수치: 1.26, 활성화 수치: 3.74)하고나와
섴ㅋㅋㅋㅋㅋㅋ

9.4248 정

늑 아이  흑흑...짱(쾌-불쾌 수치: 0.19, 활
성화 수치: 4.37)

0.8303 정

공모자들 뒤편좀봤는데 아무리 역할이지만 
최다니엘 패고싶더라..미친(쾌-불쾌 수치: 
-0.81, 활성화 수치: 3.33)..납치같은거해서 
장기매매하는 인간들은 죽어서 평생(쾌-불
쾌 수치: -0.81, 활성화 수치: 3.33) 불구덩이
에서 살아야돼..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도있
고 아직 창창...

-5.3946 부정

<표 4> 극성 분류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SNS 텍스트 데이터를 상으로 [4]에 

첨부된 부록 1의 쾌-불쾌 수치와 활성화 수치를 사용하

고, 사 에 없는 단어는 매핑 테이블을 이용하도록 하여 

평  분석을 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구축된 시스템의 평

 분석 정확도는 55% 고, 감성 포함 여부 확인 정확도

가 100%라 가정하 을 때의 정확도는 82% 다.

감성 포함 여부 확인 과정이 정확도에 큰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단되므로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해서는 감

성 단어 사 을 확장하거나 다른 감성 포함 여부 확인 방

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성 단어 사 의 경우 

화 평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주로 구축되었는데, 단어가 

일반 으로 쓰일 때와 화 평에서 쓰일 때의 느낌이 다

르므로 각 단어의 쾌-불쾌 수치를 조 하고 화 평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문맥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맥을 인지해 단어의 수치를 다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고 제거 효율도 높일 필

요성이 있는데, 문장이 완 히 같지 않지만 비슷한 문구가 

반복되는 문서들을 제거할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 그

리고 극성 분류 과정도 단순히 단어의 앞부분만 비교하는 

방법 뿐 아니라 단어가 변화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고려

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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