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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의 확산으로 대중들은 제품, 서비스,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도메인에 대하여 자신의 기분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SNS를 분석하여 제품의 수요, TV 시청률, 주가 등의 다양한 현상을 예측하는 데 있어 감성분석을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감성분석은 각 어휘에 대한 품사, 극성, 감성지수를 규정하고 있는 감성사전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다. 하지만 동일한 단어라도 도메인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도메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성사전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도메인에 대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더욱 정확한 감성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메인 맞춤

형 감성사전을 구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도메인 별로 긍 / 부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되는 단어들을 도메인 감성어휘로 

선별하여 목록을 구축하고, 각 감성어휘의 중요도에 따라 도메인 감성지수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실험 결과, 평가 도메인에 적합

한 감성사전이 다른 도메인의 감성사전 및 범용 감성사전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도메인 맞춤형 감성사전 구축 

기법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도메인 감성분석(domain sentiment analysis), 감성어휘(sentiment word), 감성지수(sentiment score), 감성
사전(sentiment dictionary)

I. 서 론

최근 인터넷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의 확산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분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공간이 되었다. 대중들은 제품, 서비스, 각종 사회적 이슈 

등의 다양한 도메인에 대하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SNS의 분석을 통해 제품의 수요[3], TV 시청률[4], 주가 상승[5]과 

같은 다양한 현상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감성분석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1-6].
감성분석은 각 어휘에 대한 품사, 극성, 감성지수를 규정하고 있는 

감성사전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동일한 단어라도 도메인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도메인에 같은 감성사전을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그 음식점

은 맛있다.’라는 문장을 음식 도메인에서 분석할 경우, ‘맛있다’는 

해당 음식점을 맛집으로 분류하는 핵심적인 정보로 활용되어야 한다. 
반면, ‘영화관의 팝콘이 맛있다.’라는 문장을 영화 도메인에서 분석할 

경우, ‘맛있다’는 영화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아니므로 음식 도메인

에서와 같이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어선 안 된다. 따라서 하나의 감성사

전을 범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도메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성사전을 

재구축하여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 별 맞춤형 감성분석을 위해 각각의 도메인의 

특성과 분석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메인 맞춤형 감성사전 

구축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도메인 별로 긍 / 부정 판별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되는 감성어휘를 선별하고, 감성지수에 가중치를 부여

하여 중요성을 강조시킴으로써 도메인 별로 감성어휘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감성분석의 정확성이 향상된다면, 관련 

기관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

으로는 매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도메인 맞춤형 감성사전 구축 기법에 대해 기술하

고, 4장에서는 실험 및 결과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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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향후 연구에 대해서 논의한다.  

II. 관련 연구

최근 도메인의 특징을 고려하여 감성사전을 구축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동일한 어휘라 하더라도 도메인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지는 감성분석의 특징을 고려하여 감성사전을 

구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Myung [3]은 소비자들의 상품평을 분석하기 위하여 쇼핑몰 시장을 

도메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상품의 특징을 표현하는 단어와 각 단어들

의 극성 정보로 정의된 감성사전을 구축하였다. 구문 분석기를 통해 

단어들의 관계를 수식 거리를 이용하여 계산함으로써, 상품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와 상품의 속성을 설명 하는 단어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실제 상품평을 수집하여 제안하는 상품 점수 계산 모델을 통해 상품에 

대한 순위를 추론할 수 있음을 보였다.
Yu [4]는 주가의 등락을 예측하기 위해서 주식 시장을 도메인으로 

선정하였다. 주식 관련 뉴스 기사에 등장한 명사들을 추출하여 해당 

어휘들의 빈도수를 바탕으로 긍 / 부정 지수를 재계산함으로써 주식 

시장에 특화된 감성사전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주가등락 예측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Young [5]은 정치 분야를 도메인으로 선정하였다. 정치 관련 

뉴스인 범죄, 정치, 분야의 기사에 나타난 단어들을 추출하여 PMI기법

을 사용함으로써 단어의 극성을 재 정의하였다. 그리고 정치 도메인에 

특화된 감성사전은 다른 범용 감성사전들보다 정치 분야 말뭉치의 

긍 / 부정 판별에 있어 더욱 정확성이 높음을 보였다.
하지만 위 연구들의 도메인 맞춤형 감성사전 구축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구축 기법의 재사용성이 낮다. 또한 

모두 한 가지 도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른 도메인 분석에는 

제안하는 기법을 적용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III. 도메인 감성어휘를 활용한 도메인 맞춤형 감성

사전 구축

본 장에서는 특정 도메인의 감성분석에 적합한 도메인 맞춤형 

감성사전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 한다. 그림 1은 그 과정을 

나타낸다. 도메인 감성어휘는 도메인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단어들로 

선별하고, 추출된 감성어휘들에 대해서 감성지수를 재계산 한다. 
말뭉치의 긍 / 부정 판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축한 도메인 맞춤형 

감성사전을 이용한다. 각 감성어휘에 대한 품사, 극성, 감성지수는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디지털서비스 연구실에서 구축한 범용 감성사

전인 오픈한글[7]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는다.

그림 6. 도메인 맞춤형 감성사전 구축 과정

Fig. 6. Building Process of Domain Sentiment Dictionary

1. 도메인 감성어휘 목록 구축

도메인 감성어휘 목록 DL은 범용 감성사전에 존재하는 전체 단어 

집합 W중에서 해당 도메인의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 단어들을 제외하

여 구축한다. 그 구체 적인 제외 기준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식 

1은 특정 도메인에 대하여 중요도가 낮은 단어들 FW를 나타낸 다. 
단어 w가 해당 도메인에서 출현한 빈도수 count(w)가   미만이면 

도메인 내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식 2는 특정 도메인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들 CW를 나타낸다. 모든 

도메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빈도수 count(w)가   이상이면 일반

적인 감성어휘인 것으로 가정한다.

 FWw countw                   (1)
 CWw 모든 도메인에서countw ≥    (2)
 DL W FW ∪CW    (3)

식 3은 전체 단어 집합W으로부터 식 1, 2의 기준을 충족하는 

단어들 FW, CW를 제외하여 구축한 최종 감성어휘 목록 DL을 

나타낸다.

2. 도메인 감성지수 산출

도메인 감성지수는 범용 감성사전에서 제공하는 감성지수를 기반으

로 가중치를 부여하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식 4는 

도메인에서 출현한 감성어휘들 중 특정 감성어휘 s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감성 빈도수 sentiment frequency(SF)다. 이는 감성어휘가 

도메인 말뭉치 집합 D에서 나타난 빈도수 f(s) 대비 도메인 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감성 어휘의 빈도수 max(f(s))의 비율로 정의한다. 
이를 통해 도메인 내에서 출현한 단어들 중에서 감성어휘 s 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알 수 있다. 식 5는 감성어휘 s와 도메인 간의 관련 정도를 

나타내는 도메인 연관성 domain relation(DR)이다. 이는 감성어휘 

s가 전체 말뭉치 T에서 나타난 빈도수 f(s,T) 대비 해당 도메인 말뭉치 

D에서 나타난 빈도수 f(s,D)의 비율로 정의한 다. 도메인 내에서의 

비교가 아닌 다른 도메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감성어휘 s의 도메인 

연관성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sentimen frequencySF 
s∈Dmax


   (4)

domain relationDR fsT
fs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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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ain score general score SF DR    (6)

범용 감성지수(general score)에 대한 가중치는 식 4와 식 5의 

곱을 통해 계산한다. 식 6은 감성어휘 s의 최종적인 도메인 감성지수

(domain score)다.

IV. 실험 및 결과

1. 실험 데이터

본 실험에서는 국립국어원[8]에서 제공하는 21 세기 세종 말뭉치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말뭉치는 ‘영화’, ‘인물’, ‘스포츠’도메인에 

대하여 각 130개씩 총 390 개를 구축하였다. 각 도메인은 100개의 

말뭉치를 학습 말뭉치로 사용하였고, 30개의 말뭉치를 평가 말뭉치로 

사용하였다. 긍정과 부정 말뭉치의 개수는 동일하며, 전문가 3명에 

의해서 말뭉치의 극성을 부여하였다. 말뭉치의 형태소 분해 및 품사 

태깅을 위한 형태소 분석기로는 KOMORAN[9]을 사용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장 1절의 도메인 별 감성어휘 목록 구축을 위해서, 식 1의 

는 5 로, 식 2의 는 50으로 설정하였다. 평가 도메인으로는 

‘영화’를 선정하였고, ‘영화’ 도메인 감성사전을 ‘인물’, ‘스포츠’ 
도메인 감성사전 및 범용 감성사전과 비교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말뭉치에 대한 감성지수는 말뭉치에서 나타난 모든 단어들의 

감성지수의 합으로 계산하며, 도메인 감성사전에 없는 단어는 도메인

과 관계없는 단어라고 가정하므로 범용 감성사전의 감성지수를 이용하

여 계산한다.

3. 실험 평가

계산된 말뭉치의 감성지수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긍정 말뭉치로, 
작은 경우에는 부정 말뭉치로 평가한다. 말뭉치의 긍 / 부정을 예측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정확률(precision), 재현율(recall) 
그리고 F-척도(F-measure)를 이용하였다.

 precisiontruepositive falsepositive
truepositive

   (7)

 recalltruepositive false n egative
true positive

   (8)

 Fmeasureprecision recall
 precision  recall

            (9)

4.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한 모든 감성사전들은 도메인에 나타난 감성어휘들의 

중요도에 따라 감성지수가 다르게 산출되어 있다. 그림 2는 동일한 

말뭉치에 대해서 영화, 인물, 스포츠, 범용 감성사전을 사용하여 긍

/ 부정 평가의 성능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긍정과 부정 간의 F-척도의 

편차를 보면, 영화 도메인 감성사전을 적용했을 경우가 다른 도메인 

감성사전을 적용했을 경우보다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메인 

맞춤형 감성사전을 사용했을 경우 감성분석이 더욱 정확하게 이루어짐

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적인 그래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영화 도메인 

감성사전(83.4%)이 인물(59.2%), 스포츠(77.4%), 범용(80.0%) 감
성사전보다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 감성사전 성능 비교

Fig. 7. Performance Comparison of Sentiment Dictionaries

실험을 통해 도메인의 주요 감성어휘를 추출하여 중요성을 강조시

키면 해당 분야의 감성분석에 있어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통해 도메인 맞춤형 감성사전 구축 기법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IV.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감성분석을 위하여 각 도메인의 특성에 

맞는 도메인 맞춤형 감성사전을 구축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제안 방법은 도메인과 관련이 높은 감성 어휘들을 선별하고, 
도메인 별로 중요도에 따라 감성어휘들의 감성지수를 다르게 정의하였

다.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구축한 도메인 맞춤형 

감성사전이 해당 도메인의 감성분석에 가장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도메인에 대해서 도메인 맞춤형 

감성사전 구축 기법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몇몇의 특정 어휘들은 도메인에 따라 극성이 전환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향후 감성사전을 구축하는 데 있어 도메인에 따라 극성이 

바뀌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욱 양질의 감성사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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