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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딥 러닝 기법이 발달하면서 자연어 처리 분야 또한 눈에

띄게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 중, Sequence-to-Sequen

ce(seq2seq)모델은 기계번역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

이고 있다[1]. 그밖에도 QA 시스템에서 질문에 대한 응

답, 문서에 대한 질문, 신문기사의 제목, 프로그램 코드에

대한 주석을 생성하는 데에도 다양하게 활용된다[2-6].

영어권에서는 seq2seq 모델을 이용하여 감성에 따른 응

답을 생성하는 챗봇[7]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국내에서

는 아직 감성을 고려한 생성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았

다. 본 논문에서는 seq2seq모델을 이용하여 감성이 표현

된 문장을 생성해 보고자 한다.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는 인터넷 기사와 댓글을 수집하

여 사용한다. 왜냐하면 댓글은 “좋다”, “싫다”, “잘했다”,

“못했다” 등과 같이 글쓴이의 감성을 포함하고 있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기사와 댓글의 양이 많고 수

집도 용이하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 수집도 가능하다.

자동으로 수집한 댓글을 감성사전을 이용하여 긍정이나

부정의 의미를 가진 댓글로 분류한다. 또한 비속어 사전

을 이용하여 비속어 포함 댓글과 그렇지 않은 댓글로도

분류하여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 부정, 비속어 포함, 비속어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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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모델을 각각 구축하여 감성이 표현되어 있는 댓글

을 자동 생성해 보고자 한다.

2. 댓글 자동 생성

2.1 전체 시스템
감성을 고려한 댓글을 자동 생성하기 위해 그림 1과 같

이 네 가지 감성 유형의 모델을 사용한다. 각 모델의 입

력은 기사 제목과 첫 문장이며, 출력은 입력을 토대로 감

성 유형에 맞게 생성된 댓글이다.

그림 1. 감성을 고려한 댓글 생성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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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신문기사의 감성 댓글을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시한다. 감성을 고려한 댓글 생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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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하나의 댓글만 선별하여 사용한다. 분류한 댓글을 통해 4개의 모델을 학습하고 감성 유형에 맞는 댓
글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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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eq2seq 모델

본 연구에서는 댓글 생성을 위해 seq2seq 모델을 사용

한다. 그림 2는 입력단에 “특이한 고양이 있다”가 들어갔

을 때 “참 좋은 소식이네요”라는 댓글을 생성하는 예시이

다. 인코더의 입력은 형태소의 임베딩 벡터를 사용한다.

그리고 인코더의 출력은 입력 문장의 의미가 포함된 벡

터이다. 디코더는 인코더가 출력한 벡터와 Bahdanau[8]

의 주의집중(attention)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계산한 가

중치를 입력받는다. 디코더의 출력은 Softmax 함수를 사

용하여 가장 높은 확률의 단어를 선택한다.

그림 2. Sequence-to-sequence Model

2.3 데이터 수집 및 처리

seq2seq모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

요하다. 따라서 다음(Daum) 신문기사2)를 수집하였다. 신
문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체적으로 두괄식 구
조를 채택하고 있다[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문기사
의 전문이 아닌 제목과 첫 문장만을 모델의 입력으로 사
용한다. 표 1은 수집한 데이터의 개수와 평균 어절 수이
다.

본 논문은 감성사전[10]과 비속어사전[10]을 이용하여 댓

글을 긍정, 부정, 비속어 포함, 비속어 미포함 댓글로 분

1) 기사의 평균어절 수는 제목+첫 문장의 평균 어절 수이다.

2) http://media.daum.net

류하였다. 감성사전에서 1,647개의 긍정 표현과 4,573개

의 부정 표현을 사용하였고 비속어 사전에서 409개의 비

속어 단어를 사용하였다. 표 2는 긍정, 부정, 비속어 단어

들의 예시이다.

유형 예시

긍정

가슴 뚫리는 기분, 딱 좋다,

감동 받다, 걱정 말아요, 가치 있다,

너무 보기 좋다, 매우 좋다, 보기 좋다

부정

거부감 들다, 골치 아프다, 너무 후회,

답답해 보이다, 미심쩍다, 분노하다,

마음에 안 들다, 눈꼴사납다

비속어
시발, 병신, 놈, 전나,

쪽발이, 개새끼, 지랄, 쥐뿔

표 2. 유형별 단어 예시

하나의 신문기사에는 평균 118개 이상의 댓글이 달려있

다.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에 맞게 선별된 댓글과 그 댓

글이 달린 신문기사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한다.

댓글을 선별할 때에는 감성사전과 비속어 사전에서 추

출한 단어가 댓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 중

댓글의 어절 수가 14 어절 이하이고, 기사의 제목과 첫

줄에서 사용된 단어가 가장 많이 포함된 댓글을 최종적

으로 선택한다. 그 후 문장의 모든 특수기호를 제거하고,

숫자는 "<NUM>"로, 공백은 "<SP>"로 정규화 한다. tw

itter-korean-text[11]를 이용해 형태소 분석을 하고 입력

단의 조사만 제거한다. 표 3은 이와 같이 추출한 유형별

댓글 수이다. 각 유형별로 선별된 댓글 중 100개는 평

가 데이터이고 그 외의 댓글은 모두 학습데이터이다.

단위 : 개

유형 선별된 댓글 수

긍정 51,472

부정 64,240

비속어 포함 70,043

비속어 미포함 101,383

표 3. 유형별 선별된 댓글 수

3. 실험 환경 및 결과

3.1 실험환경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한 파라미터는 표 4와 같다. 네

가지의 모델은 동일한 파라미터를 사용하였다. seq2seq

모델은 OpenNMT3)를 활용하여 학습 시킨다.

3) http://opennmt.net/

단위 : 개

분야 기사 댓글
기사1)

평균 어절

댓글

평균 어절
it 6,079 137,544 28.78 13.16

문화 8,129 282,506 24.72 13.32

연예 43,928 675,755 23.64 9.78

스포츠 13,326 2,192,384 22.35 13.47

경제 6,848 273,429 30.03 14.80

사회 12,126 756,754 30.81 12.62

기타 49,517 12,233,498 31.41 14.47

총합 139,953 16,551,870 27.39 13.08

표 1. 분야별 신문기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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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Word embedding size 256

RNN size 512

Encoder/Decoder layer 2

Encoder/Decoder type GRU

Dropout 0.3

Optimizer Adam

Learning rate 0.001

Epoch 200

표 4. 모델에 사용한 파라미터

3.2 실험 평가 기준

seq2seq 모델을 이용한 대부분의 생성 결과는 정답과

동일한 표현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사

용한다[1,4,12].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정답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댓글이 각 신문기사 당 118개 이상이기 때문에

정답 댓글과의 정량적인 비교가 어렵다. 그러므로 정량

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각 모델의 대한 평가는 다음의 3가지 기준을 사용한다.

평가 항목-1은 출력된 문장의 완성도와 의미를 평가한

다. 댓글의 경우 표 5와 같이 여러 유형의 문장이 존재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문장이 온전하며

의미전달이 명확할 때 최고점을 부여한다. 문장이 이루

어지지 않거나 명사로 끝나는 경우라도 의미가 전달된다

면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으

면 낮은 점수를 부여한다.

유형 예시

문장이 온전한 경우 쉬고 싶은 숲 너무 보기 좋습니다.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목숨 걸고 갈 만큼 가치 있는지

문장이 명사로 끝나는 경우
읽어보고 왜 인기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던 책

표 5. 인터넷 기사의 댓글 유형

평가항목-2는 입력 문장과 출력 문장 사이의 의미 관련

성을 평가한다. 입력 문장의 주요 키워드가 출력 문장에

포함되어 있으면 높은 점수로 평가한다. 그 외에 관련

어휘가 포함되었을 경우와 문맥상의 의미가 적합할 경우

에는 그보다 낮은 점수로 평가한다. 입력문장과 출력문

장이 연관성이 없을 경우 낮은 점수로 평가한다. 평가예

시는 표 6와 같다.

평가항목-3은 출력된 문장이 감성유형에 적합한지를 평

가한다. 긍정 댓글 생성기의 경우 출력된 문장이 긍정

표현에 가까운 지를 평가한다. 부정 댓글 생성기의 경우

출력 문장이 부정표현에 가까운 지를 평가한다. 비속어

포함 모델 및 비속어 미포함 모델의 경우는 평가항목-3

은 평가하지 않았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모델 당 평가자 2명

씩 총 8명이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할 댓글은 100개의

신문기사에 대해서 모델이 생성한 댓글과 실제 기사의 댓

글을 섞어 총 200개의 댓글을 함께 평가한다. 각 항목의

점수는 1-5점 범위이다. 평가자는 어떤 결과가 실제 사람

이 작성한 댓글인지 시스템이 자동 생성한 댓글인지 모른

채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3.3 실험 결과 및 분석

표 7은 실제 인터넷 기사 댓글, 표 8은 댓글 자동 생성

모듈이 생성한 댓글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평균점수이다.

예상했던 것과 같이 실제 인터넷 기사 댓글이 거의 모든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감성적합성의 부문에서는 모델이 생성한 댓글의 점수가

더 높았다. 부정 유형의 경우, 모델이 생성한 댓글이

“짜증난다.”, “개판이다.” 등 의미가 명확한 단어가 인터

넷 기사의 댓글에 비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긍정 유형의 경우 실제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서

유형 입력 (제목+신문기사) 출력 (댓글)

입력 문장의 키워드가 출력 문장에

포함된 경우
고개 숙인 종근당 회장 운전기사 폭언 ... 종근당 불매운동 해야 한다

입력 문장과 관련된 어휘가 출력된 경우
타격의 팀 기아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가

역대급 명승부를 펼쳤다

김성근 선수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문맥상 의미가 적합한 경우
300mm 폭우 피해 눈덩이 사망 4명 실종 2명

이재민 517명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두 문장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 호텔에 등 달고 변기 뜯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서세원이 더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

표 6. 평가항목-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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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1

문장완성도

평가항목-2

의미관련성

평가항목-3

감성적합성

긍정 3.78 3.945 3.02
부정 4.82 3.88 4.13

비속어 포함 4.64 4.205 -

비속어 미포함 4.58 4.25 -

표 7. 실제 인터넷 기사 댓글

평가항목-1

문장완성도

평가항목-2

의미관련성

평가항목-3

감성적합성

긍정 3.37 2.205 3.585
부정 3.615 3.1 4.265

비속어 포함 3.525 3.08 -

비속어 미포함 3.3 3.85 -

표 8. 감성 모델이 생성한 댓글

긍정적인 단어가 나타나더라도 반어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표 9는 각 모델이 생성한 문장 중 좋은 예와 나쁜 예이

다. (5)와 (6)의 경우 입력과 관련이 없는 댓글이 생성되

었다. (7)의 경우 seq2seq의 반복 생성 문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 (8)의 예에서는 같은 분야지만 입력에서 거론되

지 않은 이름이 댓글에서 언급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각 모델의 출력에서 사용된 단어와 실제 댓글에서 사용

된 고유 단어 개수와 평균 어절 수는 표 10과 같다. 출

력 결과의 고유한 단어 개수가 실제 댓글의 단어 개수보

다 적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현을 생성할 수 있기

를 기대하였으나 실제 출력에서는 단어의 사용이 한정적

인 것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감성을 고려한 댓글을 자동으로 생성하

였다. 이를 위해 신문 기사를 수집하고 감성 사전과 비

속어 사전을 토대로 댓글을 분류하였다. seq2seq 모델을

이용하여 긍정, 부정, 비속어 포함, 비속어 미포함 모델을

구성하였다. 실험의 결과로 기사 내용에 따라 감성이 잘

나타나는 문장 생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델이 자동 생

성한 댓글은 실제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 비해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더 정확하였다. 실제 인터넷 기사의 댓글처

럼 생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모델이 자동 생성한 댓글은 신문기사 내용과 의미관련성

이 적은 경우가 많았고, 학습한 단어 수에 비해 다양한

표현들이 댓글에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향후 기사 분야

를 좁혀 학습시킬 경우 의미관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

유형 입력 (제목+신문기사) 출력 (댓글)

좋

은

예

(1) 긍정
TV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통해 기존 샤프 이미지 벗고 부드러운 면서도 속정 깊은

아저씨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침체 된 한국 관광 활성화 나섰다
우와 좋은 모습 보기 좋아요

(2) 부정

이철성 음주 사고 은폐 민정 수석실 알고도 넘어갔다 청와대 민정 수석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과거 음주운전 사고 당시 신분 속여 징계 받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짜 짜증난다 진짜 나라꼴이 개판이다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다

(3)
비속어

포함

박주영 리더 대신 그림자를 택하다 홍명보호의 맏형 격인 박주영이 리더 대신 조력자

역할을 선택했다

홍명보 같은 놈들은 뭐냐 양심도 없는

놈들이네

(4)
비속어

미포함

귀국한 어보 박수치는 문 대통령 내외 배재만 기자 미국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해 함께 전용기편으로 들어온 조선현종어보 문정왕후 어보를

보며 박수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

나

쁜

예

(5) 긍정 옥에 티 얼룩진 흰 운동화 하얗게 만들려면 김대리가 생활 속 꿀팁을 전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거 아닌가 뭔 의미가 있나

(6) 부정

관광버스 참사 속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운전기사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전세버스에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직후 운전기사 이 모씨가 가장 먼저

버스에서 탈출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목 좀 내려라 너무 비싸다 좀 내려라

(7)
비속어

포함

MLB 류현진 다음등판 장담 못해 발톱 생각보다 나빠 호주 개막시리즈에서 기분 좋은 첫

승을 신고했던 류현진이 다음 이어지는 본토 개막시리즈 등판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기자놈아 전범기가 아니라 전범기가

아니라 전범기가 아니라 전범기가 아니라

쪽바리 색히들아

(8)
비속어

미포함

김상곤 송영무 엄호 조대엽은 떨떠름 낙마사유는 없어 강병철 한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상곤 송영무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을 주시했다

노회찬 의원님 존경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표 9. 각 모델의 좋은 예와 나쁜 예

실제 댓글 모델이 생성한 댓글

단어 수 평균 어절 단어 수 평균 어절

긍정 941 8.49 287 6.67
부정 1,014 9.08 321 8.57
비속어 1,041 9.05 285 7.93

비속어 미포함 1,007 8.9 375 9.76

표 10. 댓글에 쓰인 고유 단어 개수와 평균 어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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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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