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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NS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는 실시간으로 자발적인 고객의 의견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어 최근 기업들은 효율적
인 경영을 위해 소셜 미디어상의 빅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피드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띄어쓰기와 철자 오류가 많아 기존의 형태소 분석기로는 정
확한 분석을 할 수 없다. 또한 온라인 상의 문장은 짧다는 특징이 있어 상호 정보량, 카이제곱 통계량 등과 같은 기존
의 의미 선택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문장 내 선택 할 수 있는 의미의 부재로 인해 정확한 감성 분류를 할 수 없다는 문
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초/중성 및 어절 패턴 사전을 이용해서 보정할 수 있
는 모듈과 문장 내 품사의 우선순위를 이용한 의미 선택 방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형태소 분석기에서 추출
된 품사 정보를 기반으로 용언과 체언을 분리해서 분석 해당 품사에 종속적인 속성 DB 구축 한 후 학습에 의해 누적
된 속성 DB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긍/부정 감성을 추출한다. 

ABSTRACT

Social media, such as Social Network Service include a lot of spontaneous opinions from customers, so recent 
companies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 about customer feedback by using the system that analyzes Big Data on 
social media in order to efficiently operate business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nalyze data collected from online 
sites accurately with existing morpheme analyzer because those data have spacing errors and spelling errors. In 
addition, many online sentences are short and do not include enough meanings which will be selected, so established 
meaning selection methods, such as mutual information, chi-square statistic are not able to practice Emotional 
Classification.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a module that can revise the meanings by using 
initial consonants/vowels and phase pattern dictionary and meaning selection method that uses priority of word class in 
a sentence. On the basis of word class extracted by morpheme analyzer, these new mechanisms would separate and 
analyze predicate and substantive, establish properties Database which is subordinate to relevant word class, and 
extract positive/negative emotions by using accumulated properties Database.

키워드 :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고객피드백, 감성 분석, 형태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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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기업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소셜미디어 상의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객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블로

그나 SNS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기존의 

설문조사 방법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며 고객들이 자발

적으로 제공한 의견이기 때문에 제품의 개발에 있어서 

고객의 피드백을 받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

다[1,2]. 그러나 빅 데이터 안에는 비정형적인 데이터가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분석

이 어렵다[3,4]. 이에 최근 웹 및 SNS 등 빅 데이터를 활

용하기 위한 수집 및 분석 기술이 개발 되고 있으며 이

러한 실시간 수집 엔진 개발을 통해 멀티채널(웹, 스마

트 디바이스, 등)상의 의미 있는 데이터, 즉, 사용자의 

행위, 상황, 감성 등 실시간 생활 이벤트 정보를 수집하

여 분석정보를 제공한다[5,6]. 
그러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정확하

게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잦은 철자 오류로 인해 기존

의 형태소 분석기로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

중성 및 어절 패턴 사전을 이용해서 보정할 수 있는 감

성분석 모듈을 제안한다. 
또한 온라인 상의 문장은 짧다는 특징이 있는데 상호 

정보량, 카이제곱 통계량, 토픽 시그니처 등과 같은 기

존의 의미 선택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문장 내 선택 할 

수 있는 의미가 부족하여 정확한 감성 분류를 할 수 없

다는 문제점이 있다[7].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장 

내 품사의 우선순위를 이용한 의미 선택 방법을 제안한

다. 제안한 방법에 의해 형태소 분석기에서 추출된 품

사 정보를 기반으로 용언과 체언을 분리해서 분석 해당 

품사에 종속적인 속성 DB 구축하고 학습에 의해 누적

된 속성 DB를 사용하면 보다 정확한 긍정과 부정 분류 

등 감성분석이 가능하다. 긍/부정 분류는 이진 분류 시

스템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SVM(Support 
Vector Machine)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Ⅱ. 관련 연구

온라인 상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감성분석의 엔진 구

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그림 1. 감성분석 엔진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sensitivity analysis engine  
  

이러한 감성분석 엔진에서 형태소의 분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형태소 분석은 자연어 분석의 첫 단계

로 단어(어절) 단위로 분리된 입력 문자열로부터 각각

의 형태소를 분리하고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나 굴절 현

상이 일어난 단어에 대해서는 원형을 복원하는 과정으

로 기술된다. 그런데 형태소 분석 시스템이 어떠한 일

을 수행해야 하고 어떤 기능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형
태소 분석기를 어떤 방법으로 설계하고 구현해야 할 것

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형태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언어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 단위로 

의미를 가지는 요소로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가

장 작은 문법 단위를 형태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형태

소 분석은 단어로부터 형태소를 분리하고 그 원형을 복

원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전산 언어학에서의 형태론은 단어로부터 일정한 규

칙에 따라 형태소를 분석하거나 생성할 때 이를 컴퓨터

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관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언어학에서는 하나의 언어 현상에 대해서 단지 그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규명하려 하는데 비해, 전산 언

어학의 관점에서는 그 현상을 컴퓨터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언어 현상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 
얼마나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들을 중요시한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

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처리 속도와 기억 공간 문제

이므로 처리 범위가 넓은 보편적인 언어 현상은 규칙화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지만, 적용 범위가 넓지 않은 현

상들은 그 현상을 설명하는 규칙을 찾고 그 규칙에 의

해 처리하는 것보다 예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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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initial consonants vowels final consonants

좋아요

  ㅈ ㅗ ㅎ

o ㅏ

o ㅛ

조아요

ㅈ ㅗ

o ㅏ

o ㅛ

인 경우가 많다[8].
전산 언어학에서는 언어가 표출된 상태로 나타나는 

모든 단어들을 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형태소를 수집하고 분석하

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모든 형태소를 포괄하는 

어휘 사전을 구성하여 각 단어의 형태론적 특성을 처리

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정형화하고, 일반적인 규칙으로 

처리되지 않는 예외적인 현상들은 따로 처리할 수 있도

록 처리 방법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Ⅲ. 감성분석 모듈 구성 방법

3.1. 패턴 기반 의미 추출

온라인 상의 데이터는 자의적인 철자 오류 및 띄어쓰

기 오류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철자 오류 및 띄

어쓰기가 포함된 게시글의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사전을 구축한다. 하나는 어절패

턴 사전으로 형태소 말뭉치로부터 용언 또는 체언이 포

함된 어절을 추출하여 구축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사전은 용언이 포함된 어절의 초/중성 패턴 사전이다. 
 

깔끔하고 이뻐용

어머님이마이조아하시네영

잘샀다는 생각에 기분조아요

그저그래요

그림 2. 철자와 띄어쓰기 오류가 포함된 게시글 유형

Fig. 2 Examples included errors of spelling and spacing 
of the words  

①  어절 패턴 사전 구축

어절 패턴 사전은 그림 2의 철자 오류가 포함된 게시

글의 두 번째 문장인 “어머님이 마이조아하시네영”과 

같은 띄어쓰기 오류가 포함된 문장에서 체언과 용언의 

의미를 추출하는데 사용한다. 온라인 상의 데이터 중 

체언과 용언이 포함되어 있는 어절만을 대상으로 하여 

어절패턴 사전을 구축하였다. 그림3과 같은 형태소 사

전에서 체언이나 용언을 포함하는 어절인 “어머님이”
와 “울었어”가 어절 패턴 사전의 엔트리 (entry) 후보가 

된다. 후보 중 빈도수가 2 이상인 어절만을 대상으로 어

절 패턴 사전을 구축하였다.

어머님이 / 많이 / 울었어

그림 3. 형태소 말뭉치의 예시

Fig. 3 Example of morpheme corpus 
 

표 1은 구축된 어절 패턴 사전의 일부를 보여준다. 표 

1과 같이 형태소 분석기에서 추출된 어절을 키(key)로 

하고 어절의 형태소 분석 결과 중 체언과 용언의 원형

을 데이터(data)로 한다. 

표 1. 어절 패턴 사전의 예

Table. 1 Example of phase pattern dictionary 

key data
어머님이 어머님

생각에 생각

기분 기분

좋아하시네 좋아하

샀다는 사

좋아요 좋

지워야 지우

이뻐요 이쁘

②  초/중성 패턴 사전 구축

두 번째 사전은 용언이 포함된 어절의 초/중성 패턴 

사전이다. 자의적인 철자 오류는 초성과 중성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좋아요”는 

‘조아요’. ‘조아용’로 “예뻐요”는 ‘예뻐용’. ‘예뻐염’ 등
으로 자주 변형되어 표현된다. “좋아요”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보면 표2와 같이 초성과 중성이 대부

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용언이 포함된 어절을 추출한 뒤 초/중성 패턴 사전을 

구축하여 자의적인 철자 오류가 포함된 문장으로부터 

용언의 원형을 추출할 수 있다.

표 2. 철자 오류 용언의 초, 중, 종성의 예

Table. 2 Examples of initial consonants, vowels and final 
consonants of predicates with wrong spel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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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용

ㅈ ㅗ

o ㅏ

o ㅛ o

좋아여

ㅈ ㅗ ㅎ

o ㅏ

o ㅛ

 

표 3은 구축된 초/중성 패턴 사전의 일부이다. 표3과 

같이 초/중성 패턴 사전은 추출된 어절에서 초성과 중

성을 키로 하고 용언의 원형을 데이터로 한다. 이때 “좋
아요”, “좁아요”와 같이 초성과 중성이 모두 일치하는 

어절의 경우에는 빈도수가 높은 어절만을 대상으로 사

전을 구축하였다.

표 3. 초/중성 패턴 사전의 예

Table. 3 Examples of initial consonants/vowels pattern 
dictionary  

original
phase

key
data

initial consonants vowel
좋아하시네 ㅈoㅎㅅㄴ ㅗㅏㅏl ㅔ 좋아하

좋아하시는 ㅈoㅎㅅㄴ ㅗㅏㅏl ㅡ 좋아하

샀다는 ㅅㄷ ㄴ ㅏ ㅏ ㅡ 사

싫다는 ㅅㄷ ㄴ l ㅏ ㅡ 싫

좋아요 ㅈㅇㅇ ㅗㅏ ㅛ 좋

지워야 ㅈㅇㅇ l ㅝ ㅑ 지우

예뻐요 oㅃ ㅇ ㅖ ㅓㅛ 예쁘

이뻐요 oㅃ ㅇ l ㅓ ㅛ 이쁘

③ 최장 일치 기반 의미 추출

구축된 사전으로부터 입력 문장의 의미를 추출한다. 
입력된 문장에서 최장일치법을 이용하여 사전과 매칭 

시킨다. 온라인 상의 데이터는 띄어쓰기 오류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오류는 “어머님이마이조아

하시네요”와 같이 띄어 쓸 것을 띄어 쓰지 않아서 생기

는 오류이다. 띄어 쓰지 말아야 할 것을 띄어 써서 생기

는 오류는 극히 드물며,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입력 문장 내 띄어쓰기가 있는 부분은 올바른 어절의 

경계라고 가정하고 띄어쓰기 단위로 사전과 최장일치

를 하였다. 최장일치 시에는 어절 패턴 사전, 초/중성 패

턴 사전의 우선순위를 둔다. 표 4는 일치 기반의 의미 

추출의 예를 나타낸다.

표 4. 일치 기반 패턴 추출의 예

Table. 4 Example of concord based pattern extraction 

input
sentence

pattern 
dictionary

initial consonants/ 
vowels pattern 

dictionary용언 체언

깔끔하고 이뻐용 × × 이쁘

어머님이마이조아
하시네영

× 어머님 좋아하

잘샀다는 생각에 
기분조아요

× 생각,기분 좋

그저 그래요 그렇 × ×

3.2. 품사별 자질을 이용한 자질 선택

온라인 상의 문장은 짧다는 특징이 있다. 짧은 게시

글의 경우 자질 추출 단계에서 추출된 자질을 상호정보

랑, 카이제곱통계량, 토픽 시그너처 등을 이용하여 자

질을 선택하게 되면  문장 내 정확한 자질이 선택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표 4의 마지막 입력 문장이 “그저 그래요”의 경우 감

성과 관련된 어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성과 

관련된 어휘가 아니더라도 “그저 그래요”는 부정적인 

감성을 나타낸다. 기존의 자질 선택 방법을 이용하면 

“그저 그래요”와 같은 문장의 중요 자질이 없기 때문에 

감성 분류가 불가능하다. 또한 “휴일에 주문했는데 배

송이 빠르네요”와 같은 문장에서 용언과 체언을 동시에 

추출하게 되면 “빠르”, “배송”과 같이 감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지 않은 자질인 “휴일”, “주문”과 같은 자질도 

함께 추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

구에서는 품사별 우선순위를 부여한 자질 선택 방법을 

사용하였다. 선택 방법은 두 단계로 나뉘며, 먼저 학습

을 위한 자질 DB를 구축한다. 이어서 입력 문장의 자질

을 추출하여 자질 DB에 포함된 자질만을 선택한다.
감성 분석은 체언보다 용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자질로 사용된다. 그러나 “친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같은 문장의 경우 용언이 존재하지 않는 문장이다. 
그러므로 용언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질의 역할을 하

는 것은 아니며 각 문장별로 용언과 체언 자질이 갖는 

중요성이 다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각 

문장에서 용언이 있는 경우는 용언과 주변 체언을 추출

하며, 용언이 없는 경우에는 체언만을 추출하여 DB를 

만든다. 표 5는 각 문장에서 선택되는 자질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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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품사별 자질 선택의 예

Table. 5 Examples of selection of each parts of speech 
qualification  

input
sentence

selected qualification

predicate 
words 주변체언

substantive 
word

휴일에 주문했는데 
배송이 빠르네요

빠르 배송 ×

생각보다 고장이 
빨리나요. 빠르 고장 ×

배송에 감사합니다. × × 배송,감사

배송도 친정하게 잘 
해주셨고요

해주시 친절 ×

표 6은 표 5의 입력분장에서 품사별 우선순위 자질 

선택 방법을 이용한 자질 DB와 용언과 체언을 모두 추

출한 DB이다.

표 6. 품사별과  용언 체언 자질DB
Table. 6 Qualification Database of each parts of speech 
and predicate/substantive words  

parts of speech DB predicate/substantive words  DB

qualification frequency qualification  frequency

배송 2 휴일 1

빠르 2 주문 1

고장 1 배송 3

감사 1 빠르 2

친절 1 생각 1

해주시 1 고장 1

감사 1

친절 1

해주시 1

표 6의 품사별 우선순위로 추출된 자질DB에서 볼 수 

있듯이 ‘휴일’, ‘주문’, ‘생각’과 같이 상대적으로 감성 

분석에 중요하지 않는 단어들은 추출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질 선택 단계에서는 입력된 문장에서 기계 학습에 

사용될 자질을 선택한다. 입력된 문장에서 최장일치법

을 이용하여 추출된 자질 중 자질 DB에 있는 내용만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한다. 표 7은 표 6의 자질 DB를 이용

하여 선택된 자질의 예를 나타낸다.

표 7. 선택된 자질의 예

Table. 7 Examples of selected qualifications 

input sentence selected qualification

휴일에 주문했는데 배송이
빠르네요. 배송, 빠르

생각보다 고장이 빨리나요. 고장, 빠르

배공에 감사합니다. 배송, 감사

배송도 친절하게 잘 해주셨고요. 배송, 친절, 해주시

3.3. 감성분석 모듈 구성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에 의해 감성분석 시스템의 

모듈은 다음 그림 4와 같이 구성한다.
 

그림 4. 감성분석 모듈 구성도

Fig. 4 Configuration of sensitivity analysis module  
 

그림 4와 같이 형태소 분석기에서 추출된 품사 정보

를 기반으로 용언과 체언을 분리해서 분석 해당 품사에 

종속적인 속성 DB 구축하였다. 이때 품사에 종속적인 

속성DB를 구축할 때 본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에 의한

다. 즉, 온라인 상의 데이터에서 철자와 띄어쓰기 오류

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중성 및 어절 패턴 사

전을 이용해서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 

상의 문장은 짧다는 특징으로 인한 의미 부재로 감성을 

제대로 분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장 

내 품사의 우선순위를 이용한 의미 선택 방법을 하였

다. 이러한 방법으로 학습에 의해 누적된 속성 DB를 사

용하여 보다 정확한 긍/부정 분류의 등 감성분석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긍/부정 분류는 이진 분류 시스템 중

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SVM(Support Vector 
Machine) 알고리즘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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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텍스트 기반의 형태소 분석엔진 개발하

는데 실질 형태소 뿐 아니라 형식 형태소도 모두 사용

하여 감성표현 술어 분석(감성 술어 사전 사용)을 한다. 
감성표현 술어 동의어 처리 후 술어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감성 영역(sentiment context) 선정한다. 또한 감성 

표현 영역에서 어휘 근접도와 문장 형식을 분석하여 주

제 및 속성 탐지하며 감성 영역의 감성극성(sentimental 
polarity)에 따른 감성점수(sentimental scoring)화를 하

도록 한다.

Ⅳ. 결론 및 향후과제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고객피드백을 얻기 위

해서 최근 소셜 빅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9]. 그러나 빅 데이터는 단지 그 막대한 정보의 양 

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의 생

성 및 유통 속도와 매우 다양한 비정형, 비구조 데이터

가 상호 융합되어 있다는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기

존 데이터분석 기술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최근에는 웹 및 SNS 수집 및 분석 기술 개발

되어 빅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엔진 개발을 통한 사용

자의 행위, 상황, 감성 등 실시간 생활 이벤트 정보를 수

집하여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10,11]. 그러나  온라

인 상의 문장은 철자와 띄어쓰기 오류가 많고 문장의 

길이가 짧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

아 기존의 형태소 분석기로는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절패턴 및 초/중성 사전을 이용해서 보정하고 문장 

내 품사의 수선순위를 이용한 의미 선택 방법을 사용하

여 형태소 분석기에서 추출된 품사정보를 기반으로 용

언과 체언을 분리해서 분석해당 품사에 종속적인 속성 

DB를 구축하도록 하는 감성분석 모듈을 제안하였다. 
감성분석 모듈구성에 있어 학습에 의해 누적된 속성DB
를 사용하여 긍정과 부정의 글들을 분류하도록 하였고 

이진 분류 시스템 중 가장 효율적이라고 알려진 SVM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과제는 

실제 이 시스템을 서비스산업에 적용하여 긍/부정의 글

들을 분류하고 감성영역의 출현빈도와 감성점수를 산

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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