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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질의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감정상태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방법은 자극-감정 
규칙베이스 구축, 규칙확률 값 기반 질의 랭킹, 질의 랭킹 기반 사용자 감정예측의 단계로 구성된다. 방법
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힘들다와 심심하다에 대한 결과로 사용자평가를 실시하였다. 힘들다의 결과
에서는 힘들다 정도에 대한 점수가 높은 질의들을 지속적으로 검색하는 사용자들을 힘들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심심하다의 결과에서는 방법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특정 개별질의의 
지속적인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좀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제어: 감정 파악, 평판 분석, 감정어휘 사전, 텍스트 마이닝

1. 서론

 감정은 내용만으로 표현되지 않는 미묘한 정보를 전

달하거나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대화시스템, 웹 

텍스트 마이닝 등의 연구 분야에서는 다양한 도메인의 

텍스트로부터 감정 및 평판을 파악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1]. 뉴스데이터로부터 감정을 파악하는 

연구, 상품/영화리뷰로부터 다수 사용자들의 상품/영화

에 대한 평판을 분석하는 연구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2,3,4]. 기존 연구에서는 감정이 태깅된 어휘사전

[5]을 활용하여 bag of words model로 감정값을 합산하

거나[4] 문장의 통사적 구조를 분석하여 구조적 우선순

위가 높은 성분의 감정값을 취하는 방식 등을 주로 활용

하였다[6,7,8]. 

본 연구에서는 웹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가 검

색한 질의(query)를 기반으로 감정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질의가 입력 텍스트가 되는데, 다음과 같

은 특징이 있다. 첫째, 텍스트가 대부분 명사구의 형태

라 기존 방법에서 주로 활용되던 감탄사, 이모티콘 및 

서술어 등이 거의 없다. 둘째, 텍스트의 주체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해당 텍스트 상의 감정의 주체가 사용자라

는 보장이 없다. 이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접근 

방식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안한다. 첫째, 사

전과 같은 고정된 감정파악 리소스를 사용하는 대신 사

용자들이 직접 작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텍스트 데이

터로부터 감정규칙을 마이닝하여 활용한다. 둘째, 주체

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검색한 여러 질의 중 사

용자가 해당 질의를 통해 특정 정보를 획득한 경우의 질

의만을 감정 예측에 활용한다. 셋째, 입력 텍스트 상의 

주요성분(예: 이모티콘, 감탄사, 감정형용사, 감정동사) 

대신 검색을 하는 문맥 내 질의 패턴을 분석에 활용한

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방식을 3단계-자극-감정 규

칙베이스 구축, 규칙확률 값 기반 질의 랭킹, 질의 랭킹 

기반 사용자 감정예측-로 나눠 구현하였다. 제안 방법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가지 감정 ‘힘들다’와 

‘심심하다’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평가를 실

시하였고, 평가 결과, 감정 타입에 따라 제안 방법의 적

절성에 차이를 보였다.

2. 질의 기반 사용자 감정 파악

2.1 자극-감정 규칙 베이스 구축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주로 겪게 되는 

사건이나 사람들의 행동과 관련된 감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블로그 데이터로부터 자극-감정 규칙 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감정동사 또는 감정형용사를 포함한 형태소 

기반 패턴을 활용하여 특정 감정을 발생하게 하는 자극

과 감정의 규칙쌍을 블로그 데이터로부터 추출하였다. 

그림 1은 그 과정을 ‘심심하다’를 예로 들어 표현한 

것이다. 각 문장은 형태소 분석과정을 거친 후 단어와 

유효형태소쌍으로 변환된다. 변환된 단어-형태소 쌍에서 

패턴 매칭을 통해 자극(명사-형용사/동사)-감정, 감정-

결과 규칙을 추출한다. 규칙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어미들 (‘어/아

서’,’-니까’,‘-는데’ 등 [9]) 가운데, 관계정도가 

높은 어미 ‘-어/아서’만을 고려하였다. 또한 동사의 

부정형태를 배제하기 위하여 패턴 매칭 시 부정어를 고

려하였다. 

패턴 매칭 시 고려한 감정어휘는 총 140여개로 세종사

전의 의미부류 ‘내(외)재적 심리상태/행위’ [10], 한

국어 정서어휘[11] 및 신체부위의 반응에 따른 감정표현

[12] 등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1년치 블로그 데이터로

부터 추출한 규칙은 자극-감정, 감정-결과의 2가지 형태

로 각각 74,326개, 114,53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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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규칙베이스 구축과정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감정은 힘들다-좋아하다-아

프다-귀엽다-놀라다-궁금하다 순이었으며 부정적인 감정

이 긍정적인 감정에 비하여 더 많았다.

2.2 규칙확률 값 기반 질의 랭킹
구축된 규칙베이스를 활용하여 특정 질의와 가장 연관

성이 높은 감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과 같이 특정 

질의의 특정 감정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였다.

(1)

e: 감정, q: 질의, vj: q 가 논항인 형용사/동사,

tk: q 의 색인어(term), catq: q 가 속하는 주제군, 

Dq: q 로 검색된 문서들 중 사용자가 클릭한 문서의 타

이틀의 색인어 집합, λ: 가중치

위 식에서 q 를 논항으로 취하는 모든 vj 에 대한 감정 

확률 값을 더하는 이유는 질의는 대부분 명사형태로 되

어 있고 이런 명사를 주어나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를 검

색을 하는 환경에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 빈약성 (data sparseness)을 보완하기 위해 

질의 색인어(tk) 외에 질의가 속하는 카테고리(cat_q)와 

질의로 획득되어 사용자가 클릭한 문서 타이틀(D_q)의 

색인어도 같이 활용하였다. 이 때, 질의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리기 위하여 tk 에 가중치(λ1)를 가장 높게 부여하

였다. 질의 중, 실시간 검색어나 핫토픽에 해당되는 것

들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감정(즉 규칙베이스로부터 

파악되는 감정)보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이벤트로부터 

도출되는 감정과 관련이 더욱 크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

적에는 벗어나므로 제외하였고, 이는 추후 연구로 남겨

둔다.

표1은 감정 ‘힘들다’에 대하여 (1)의 식으로 특정일

의 질의에 대한 랭킹 일부를 나타낸다. 상위권에 위치하

는 질의의 경우 주로 ‘병원’, ‘질병’, ‘대출’, 

‘시험’등과 같은 주제에 속하는 질의이다. 

순위 질의 순위 질의

1 유디치과 7 2013 년 6 월 모의고사

2 사랑니 8 6월 모의고사 범위

3 2014 년 3 월 모의고사 9 치과

4 모의고사 10 공황장애

5 2014 년 6 월 모의고사 11 치아보험

6 6 월 모의고사 12 폐렴

표 1 ‘힘들다’에 한 질의 랭킹 일부

2.3 자극-감정 규칙 베이스 구축
2.2절에서 제안한 수식에 의해 질의 A의 특정감정 E에 

대한 스코어가 매우 높더라도 질의 A를 입력한 사용자의 

감정이 E일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자살’을 1회 검색해본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용자는 ‘자살’에 관한 뉴스가 궁금해서 검색하거

나 인기 검색어에 ‘자살’이 포함되어 있어 호기심에 

검색해 보았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경우를 

배제하고 특정 시간대에 빈번하게 그리고 여러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검색한 질의 또는 질의 주제군으로부터 

파악된 감정이 곧 질의한 사용자의 감정을 가리킨다는 

가정으로 (2)와 같은 식에 의해 특정 감정 E에 대한 감

정 정도를 측정하였다. 

(2)

  Qu: 사용자 u의 질의집합Qu= {q1, q2, …, qn}, 
    λ: 가중치

PeakScore는 특정시간대 주제별 또는 개별 유효질의

(특정 시간대의 특정 사용자의 P(e|q)값이 존재하는 질

의 집합)의 비중을 계산한 값이다. PatternScore는 주제

별 또는 개별 유효질의의 지속패턴을 계산한 값이다(논

문 마지막 장 수식 3,4 참조). 그림 2(논문 마지막장) 

는 PeakScore와 PatternScore가 각각 높은 예에 해당하

는 사용자의 질의 사례이다.

3. 실험 및 평가

3.1 실험 방법
제안한 방법의 적절성(feasibility)을 평가하기 위하

여 5일치 질의로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다음의 2가지 형

태의 평가실험을 진행하였다: 1) 제안하는 수식(2)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PeakScore와 PatternScore에 의

해 특정감정으로 판단되는 결과의 적절성에 차이가 있는

가?, 2) 제안하는 수식(2)의 값과 피실험자의 평가점수

가 연관성을 가지는가? 1)번 실험에서는 2가지 감정 (힘

들다, 심심하다)에 대하여 Score 타입 (PeakScore, 

PatternScore) 및 유효질의의 카테고리 (개별 질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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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별 질의)에 따른 조합결과 데이터를 무작위로 섞어서 

피실험자들에게 제시하고 해당감정이 느껴지는 정도에 

따라 1~3점의 점수를 부여하라고 요청하였다. 2)번 실험

에서도 역시 2가지 감정에 대하여 수식에 의한 값의 범

위를 다양하게 분포시키고 무작위로 섞어서 제시한 후, 

역시 해당감정이 느껴지는 정도에 따라 1~3점의 점수를 

부여하라고 요청하였다. 총 10명의 피실험자가 평가하였

고, 연령은 20대~30대로 남:여 비율은 8:2였다. 

3.2 평가결과
1)번 평가결과: ‘힘들다’의 경우, Score 타입 

(PeakScore, PatternScore) 및 유효질의의 카테고리 

(개별 질의, 주제별 질의)에 의한 결과의 적절성에 

유의미한 차이 (ANOVA, F(3,996)= 223.56; p= .000)

를 보였다. Post Hoc Test 결과를 분석해보니, 

PeakScore&개별질의, PeakScore&주제별질의 각각이 

PatternScore&개별질의, PatternScore&주제별질의와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힘들다’의 경우, 특정 

시간의 질의 비중보다는 지속패턴을 측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심심하다’의 경

우,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PatternScore&개별질

의의 평가점수의 평균값이 가장 높아서, '심심하다

‘역시 개별질의의 지속패턴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2)번 평가결과: ‘힘들다’의 경우, 제안한 수식값과 

피실험자들의 평가점수 간의 양의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r=.386, p=.000)를 보였고, ‘심심하

다’의 경우,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평가 후, 

피실험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심심하다’의 경

우, ‘힘들다’에 비해 개인의 취향, 주관에 따라 변

동이 커서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가 그 원인이라 판단

된다. 또한, 실험데이터에 속하는 기간 중 주말이 포

함되어 있어서 ‘심심하다’ 여부에 관계없이 방송명

을 질의하는 경우도 한 원인이라 분석되었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실험 데이터를 보다 다양하게 구성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연구로 남겨둔다.

4.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질의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감정상태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은 크게 자극-감

정 규칙베이스 구축, 규칙확률 값 기반 질의 랭킹, 질의

랭킹 기반 사용자 감정예측의 단계로 구성된다. 방법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가지 감정 ‘힘들다’와 

‘심심하다’에 대한 결과의 일부를 실험 셋으로 생성하

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힘들다’의 결과에서는 힘들다 

정도에 대한 점수가 높은 질의들을 지속적으로 검색하는 

사용자들의 경우, ‘힘들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분

석되었다. ‘심심하다’의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특정 개별질의를 지속적으로 검색하는 사용자

들의 경우, ‘심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

다. 그러나, ‘심심하다’는 사용자의 주관적 취향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감정에 대한 결과를 추가하고, 

실시간 검색어처럼 최근 발생한 이벤트로부터 도출되는 

감정에 대한 처리방법을 고안하려고 한다. 또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질의 입력의 문맥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

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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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림 2 PeakScore와 PatternScore가 높은 질의사례

- 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