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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감성분석이란 텍스트에 들어있는 의견이나 감성, 평가, 태도 등의 주관적인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분석하
는 과정이다. 본 논문은 다양한 감성분석 실험 중 감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파악하여 서술어 중심의 구 혹
은 절 단위로 감성 표현 영역을 추출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BERT에 classificatio
n layer와 CRF layer를 결합한 것이고 baseline은 일반 BERT 모델이다. 실험 결과는 기존의 baseline 모
델의 f1-score이 33.44%이고 제안한 BERT+CRF 모델의 f1-score이 40.99%이다. BERT+CRF 모델이 7.
55%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주제어: 감성 표현 영역 추출, 자연어 처리, 모두의 말뭉치, BERT

1. 서론

감성분석이란 텍스트에 들어있는 의견이나 감성, 평가, 
태도 등의 주관적인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분석하는 과
정이다[1]. 감성분석과 관련된 주요 연구는 주로 긍정, 부
정으로 이진 분류 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
지만 감성분석을 효율적으로 사회분야에 응용하기 위해
서는 긍정과 부정의 이진분류를 넘어 다양한 감성을 분
석할 수 있는 다범주 감성분석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 텍스트 데이터를 다
양한 레이블로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2,3]. 그 
중 [3]의 실험에서는 기쁨, 슬픔, 두려움, 수치, 죄책감, 
분노, 혐오 등 일곱 가지 감성을 분류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여 진행했다. 딥러닝 모델로는 다층 신경
망(MLNN), 합성곱 신경망(CNN), 순환 신경망의 한 종류
인 LSTM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다른 문제점으
로는 긍정과 부정, 즉 이중 극성이 동존하는 문장은 감
성 분석에 혼동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어의 감성 점수 예측을 통해 감성 단어 등장 순
서를 고려한 감성 분석 모델을 제안한 실험[4]도 있었다.  
언어 모델인 ELECTRA를 한국어 대용량 말뭉치로 사전 
학습하여 활용하고, 단어의 감성 점수 예측 계층을 설계
하여 감성 단어 등장 순서를 반영하는 감성 분석 모델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나의 문장 내에는 여러 종류의 감성들이 여러 개 존
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정확한 감성분석을 하
는데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문장 내 여러 개의 감성들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문장을 하나의 감성으로 분석하는 기존의 감성 분석과 
다르게 하나의 문장에서 감성 표현을 가진 영역을 구분
하여 각각을 개별적인 감성으로 보고자 한다. 즉, 감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파악하여 서술어 중심의 구 혹은 절 단

위로 감성 표현 영역을 추출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
다. 특성 감성 표현 영역을 추출한 후 감성 분석을 진행
하면 감성 분석의 모호함도 줄여줄 수 있고 더 정확한 
감성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리뷰 기반의 추천 시
스템에서 세부적인 영역별로 감성분석을 하여 추천의 정
확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2. 관련 연구

2.1 BERT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
nsformer)[5]는 구글에서 공개한 언어 모델이며 최근 자
연어 처리의 여러 태스크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모
델이다. BERT는 양방향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구성된 모
델이며 문장 내 임의의 단어를 마스킹하고 예측하는 ML
M(Masked Language Model)과 다음 문장 예측(Next Sent
ence Prediction)을 기반으로 모델을 사전학습한다. BERT
로 다른 자연어 처리 태스크를 학습할 시, fine-tuning을 
적용하며,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에서 높은 성능을 보
이고 있다.

2.2 감성 분석

감성분석은 어휘자원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어휘기반 
접근방식 [10]과 기계학습(딥러닝)의 다양한 기법들을 활
용하는 기계학습 기반의 방법론들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11-13]. 최근에는 자연어처리 분야에 여러 가지 딥러닝 
기법이 적용되어 기존의 성과들보다 뛰어난 기록들이 보
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감성분석은 문장 수준으로 진행
되고 있다.[17-18]. 하지만 감성분석의 정확성과 실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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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감성 표현 영역 추출 모델의 개요

높이기 위해서 문장 내의 특정 대상에 대한 감성 분석이 
필요하다[19]. 이 같은 연구의 예로는 문장 내에 단어 각
각의 감성을 구하는 방식[20]과 문장 내에서 감성 대상을 
선정하고 그것의 감성을 분석하는 방식[21]이 있다. 그 
외에도 감성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감성 분석 연구에서 더 나아가 
문장 내 특정 감성 표현 영역 추출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감성 표현 영역 출력이 개체명 인식과 
유사한 영역이라고 판단하여 개체명 인식 학습 방식을 
이용했다. 모델은 최근 자연어 처리에서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BERT와 BIO 태깅에 좋은 성능을 나타내
고 있는 CRF[22]을 결합한 BERT+CRF 모델을 사용한다. 

3. BERT와 CRF를 활용한 감성 표현 영역 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특정 감성 표현 영역 추출 모델
은 하나의 문장을 전달받고 감성 BIO 태그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BERT 기반 감성 표현 영역 추출 시스템 모델
의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BERT 모델은 구글에서 공
개한 BERT-multilingual-uncased 모델을 활용하였다. clas
sificaton layer에서 감성 부분을 태깅하도록 설계하였고 
감성 태깅은 음절 단위의 토크나이징을 활용했다. 

4. 실험 

4.1 데이터

본 논문의 감성 표현 영역 추출 실험을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는 모두의 말뭉치[23] 감성분석 데이터이다. 모두
의 말뭉치는 2019년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한 웹 말뭉치 
구축 사업이다. 감성 분석 데이터는 총 35,483개의 문장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처리 및 중복 문장 제거를 통
해서 총 26,690개의 문장을 사용했다. 전체 데이터의 

80%인 21,569개의 문장을 학습 데이터로, 20%인 5,391개
의 문장을 테스트 데이터로 설정했다. 문장 내 감성 표
현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label에 사용되는 감성 BIO 
태그는 다음의 표와 같다. 

태그 의미

UNK  unknown 표현 태그

O 감성 표현이 아닌 부분의 태그

PDT-B
제품, product의 감성 표현 영역 태그

PDT-I

MOV-B
영화, movie의 감성 표현 영역 태그

MOV-I

TRV-B
여행, travel의 감성 표현 영역 태그

TRV-I

표 1. 감성 BIO 태그 set

데이터 안에 각 문장은 제품, 영화, 여행인 3가지 세부 
주제로 나뉜다. 그래서 총 3가지 종류의 감성 태그를 생
성하였다. 표 1에 태그들을 이용하여 각 문장에 감성 
BIO 태깅을 했다. 감성 BIO 태깅은 문장 내에 감성 표현
이 있는 영역에 BI 태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감성 BIO 
태깅의 단위는 문장의 어절 단위로 진행했다. 표 2는 감
성 BIO 태그를 적용한 예시이다.

문장
쿨링감에 시원하니 드라이 후에도 청량감이 

두피와 모발에 지속되는..^^

label
PDT-B, PDT-I, O, O, PDT-B, PDT-I, PDT-I, 

PDT-I

문장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 모두를 구함이다!

label O, O, O, O, O, O

표 2. 문장의 감성 BIO 태그 예시

표 2의 굵기가 진한 부분이 감성이 있는 부분이고 
label은 문장을 감성 BIO 태깅을 한 결과이다. 감성이 있
을 경우에는 감성 태그를 이용하여 BI를 태깅하고 감성
이 없는 경우에는 O를 태깅한다.

구분 태그 개수 비율

훈련

데이터

TRV 4,946 10.30%
PDT 22,016 45.88%

MOV 21,020 43.80%

테스트

데이터

TRV 1,425 11.11%

PDT 5,720 44.62%

MOV 5,674 44.26%

전체

TRV 6,371 10.47%
PDT 27,736 45.61%

MOV 26,694 43.90%

표 3. 감성 태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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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 : BIO 태그 불일치와 조합 오류

문장 여행갈때 파우치에 쏙 넣어가기 좋아요.

정답
여행갈때 파우치에 쏙 넣어가기 좋아요. 

PDT-B, PDT-I, PDT-I, PDT-I, PDT-I

BERT
넣어가기 좋아요 

TRV-I, TRV-I

BERT 

+ CRF

여행갈때 파우치에 쏙 넣어가기 좋아요. 

PDT-B, PDT-I, PDT-I, PDT-I, PDT-I

경우 2 : 감성 표현 영역 인식 실패

문장
너무 만족~ 우리아들 삐졌다 자기꺼 안 

사줘서

정답
너무 만족~

PDT-B, PDT-I

BERT X

BERT 

+ CRF

너무 만족~

PDT-B, PDT-I

표 9. BERT와 BERT+CRF 결과물 비교

각각의 감성 태그의 비율은 표 3과 같다. 감성 태그의 
비율은 PDT(제품)이 45.61%이고 MOV(영화)가 43.90%로 
둘의 데이터 비율은 비슷하다. 하지만 TRV(여행)이 10.4
7%로 다른 두 태그보다 데이터의 비율이 매우 낮다. 전
체 데이터와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의 각 태그의 
비율은 1% 내외의 오차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데이터는 imbalanced data이기 때문에 accurac
y(정확률) 보다 f1-score를 통한 평가가 더 정확하다고 
판단하여 모델의 평가 기준을 f1-score으로 정하였다.

4.2 실험 환경

environments version
GPU NVIDIA GeForce RTX 3090

Tensorflow 2.4.1
Python 3.8.5
Keras 2.4.3

표 4. 학습 실험 환경

hyper parameter value
max length 500
batch size 2
epoch 5

drop-out 0.1
learning rate 0.00003
optimizer Adam

표 5. 학습에 사용된 hyper parameter 정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한 공통적인 hyper para
meter와 실험 환경은 표 4, 표 5와 같다.

모델 f1-score recall precision accuracy

BERT 33.44% 40.75% 28.35% 80.05%

BERT
+CRF

40.99% 39.83% 42.22% 83.58%

4.3 실험 결과

표 6. 실험 모델 간 비교 성능

태그 f1-score recall precision
MOV 25% 34% 19%
PDT 44% 48% 41%
TRV 20% 25% 16%

표 7. BERT 태그별 성능

태그 f1-score recall precision
MOV 29% 28%  30%
PDT 52% 52%  53%
TRV 19% 17%  22%

표 8. BERT + CRF 태그별 성능

본 논문의 baseline은 일반 BERT 모델의 결과인 33.4
4%로 했다. 제안 모델인 BERT+CRF 모델의 결과는 40.9
9%이다. 이는 BERT+CRF 모델이 baseline 보다 7.55%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과 표 8은 각 태그별 BERT모델과 BERT+CRF 모
델의 성능표이다. MOV와 PDT 태그에 대해서는 BERT+C
RF 모델이 각각 4%, 8% 더 좋은 성능이 좋았다. 하지만 
TRV에 대해서는 BERT 모델이 1% 더 좋은 성능으로 나
왔다. 표 3의 감성 태그의 비율을 보면 TRV와 다른 데이
터의 비율이 1:3:3 임을 알 수 있다. 다른 두 태그들에 
비해 약 17,000개 정도 태그 양이 적다. 이를 통해 CRF
는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TRV에서는 BER
T+CRF 모델이 BERT 모델보다 성능이 낮게 측정됐다.

표 9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BERT+CRF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우 1은 BI
O 태그 불일치와 조합 오류이다. BERT+CRF 모델은 CR
F와의 결합을 통해서 태그 조합 불일치 오류를 감소시켰
다. 또한 BERT 모델의 감성 태그 불일치를 BERT+CRF서
는 정확히 일치 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우 2 감성 
표현 영역 인식 실패에서 보다시피 BERT+CRF은 기존의 
BERT 모델이 인식하지 못했던 감성 표현 영역을 인식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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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 : 애매한 감성 표현 데이터

문장
우리아이 피부에 닿는 #물티슈 자연에서 
얻은 명품 물티슈인 #블랑슈 사용중이예요~

예상 x

정답 명품

문장 이것 저것 다 사용해도 효과가 그닥이였는데

예상 저것 다 사용해도 효과가 그닥이였는데

정답 x

경우 2 : 정답 보다 넓게 예측

문장

오래토록 기다려왔던 영화<무뢰한>. 영화의 
예고편에서 느꼈던 무드와 칸의 여왕 
전도연이 주연을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내겐 
충분한 감상 이유였기 때문이다.

예상
오래토록 기다려왔던

내겐 충분한 감상 이유였기 때문이다. 

정답
오래토록 기다려왔던
충분한 감상 이유였기 때문이다. 

경우 3 : 정답 보다 작게 예측

문장 남부투어에 기대가 커서

예상 기대가 커서 
정답 남부투어에 기대가 커서 

경우 4 : 부분 일치

문장
웃겨준다. 기분 안좋을 때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영화.

예상
웃겨준다.
기분 안좋을 때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정답
웃겨준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경우 5 : 감성 표현 예측 실패
문장 닿는순간 흡수하는 Groove 흡수채널
예상 x
정답 닿는순간 흡수하는 

문장
마블사가 직접 만든 영화 1탄 `아이언맨`에 
비교하자면...

예상 마블사가 직접 만든
정답 x

표 10. 제안 모델을 사용했을 때 오류 발생 경우

제안 모델을 사용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크
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우1의 "명품"은 보는 관점
에 따라서 감성 표현이라고 하기에 애매함이 있다. 그리
고 "사용해도 효과가 그닥이였는데" 는 제품에 대한 감
성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경우 2에서는 주요한 감
성 표현 영역보다 더 넓게 예측 된 경우이다. "내겐 충
분한 감상 이유였기 때문이다." 에서 "내겐"이 붙었다고 
감성 표현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주요한 감성 표현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우 3에서 "남부투어
에 기대가 커서 "에서 "남부투어에"가 없어도 "기대가 
커서"라는 주요 감성 표현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 경우4
는 감성 표현 영역 추출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이

다. 경우 5는 모델이 감성 표현 영역 추출 예측을 실패
한 경우이다. 

본 논문에 사용된 모두의 말뭉치 감성분석 데이터의 
보고서에 감성 표현 영역 설정이 분석자 간 일치율이 가
장 저조 했던 데이터이라고 나와 있다. 그 이유는 말뭉
치 내에 복문 인용문 등의 복잡한 구조를 가진 문장이 
많고 감성 표현 영역 설정에 있어서 분석자에게 주어지
는 자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우 1, 경우 
2, 경우 3의 감성 표현 영역의 범위 차이가 발생했다. 경
우 4와 경우5는 모델의 성능을 높이면 줄어들 오류라고 
본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BERT를 이용한 감정 표현 영역 추출 
시스템을 제안했다.  BERT 모델에 CRF를 결합하여 base
line인 BERT 모델보다 F1-Score이 7.55% 성능이 향상한  
40.99%라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제안 모델에 대한 오
류의 상당수가 정답과 부분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감성 표현 영역이 주관적인 영역이라서 정답이 애매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F1 Score이 
예상 보다 낮게 나왔다. 향후 연구로는 데이터 측면에서
는 TRV의 데이터를 더 수집하여 BERT+CRF가 BERT 모
델에서 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도록 할 것이다. 모델 측
면에서는 BERT+CRF 모델에 BiLSTM이나 BIGRU 등의 la
yer를 붙여서 성능 향상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
어로 학습한 BERT 모델인 kobert나 korbert을 활용하거
나 koelectra을 이용하면 성능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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