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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SNS, 블로그, 게시판 등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장소의

다양성을 제공하였고 이는 빅데이터 성장을 가능케 하였다. 특히 매순간마다 엄청난 수의 사용자가

이용가능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SNS의 특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트위

터 등에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트위터에서 작성되는 사

회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사회이슈를 주제로 하는 감성사전을 구축하고 구축된 감성사전을 통

해 감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사용된 데이터는 ‘비키니’, ‘나꼼수’를 포함하는 트윗 글이다. 사

회이슈에 특화된 주제지향 감성사전을 구축하고 구축된 감성사전을 통해 긍부정 의견을 분석한 결과

Precision은 61%로 나타났으며 F1-score는 74%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정치적 색을 띄고

있는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한 트윗 작성자의 의견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

는사전구축의하나의기준을제시할것이라기대한다.

주요용어: 감성분석, 감성사전, 사회이슈, 오피니언마이닝, 텍스트마이닝.

1. 머리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SNS, 블로그, 게시판 등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장소의 다양

성을 제공하였다. 이는 빅데이터 성장을 가능케 하였고, 관심을 고조시켰다 (Choi 등, 2013). 특히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 socail network service; SNS)는 매순간마다 엄청난 수의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여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리뷰를 남길 수 있어 긍정/부정에 대한 오피니언의 변화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Park 등, 2011). 즉개인의의견을빠르게파악하여목적에따라서분석하고이를활용할수있는오피

니언마이닝에대한연구가매우중요해지고있다 (Kim과 Cho, 2013).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 트위터는 개인의 사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인의 의견과 가치관을 표출할 수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사고, 사건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트위터를 통해 상황을 중계하기도 하고 트윗 작성자의 관심사, 가치관을 드

러내기도 한다 (Hur와 Choi 2012). 이러한 트위터의 특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자

신의 의견을 작성하여 여론을 형성 하는 등 여론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Shamma 등, 2009).

최근에는 트위터의 트윗 글을 분석하여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는 연구들이 국내외로 진행되어 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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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치적 특색을 지닌 트윗 작성자들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소셜미

디어는영향력있는몇몇작성자에의해여론이형성되므로정치적사건이나사회이슈에대한여론을조

성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Bae 등, 2013).

본 논문에서는 정치적 색을 띄고 있는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한 트윗 작성자의 의견이 긍정인지 부정인

지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전을 구축하고자 한다. 논문에서 다룬 사회이슈는 비키니 시위 사건이다.

이 시위는 딴지일보에서 제작한 팟캐스트인 ‘나는 꼼수다’에서 주로 논의가 되었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로 구속 수감된 정봉주 전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이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먼저 데이

터를 수집한 후,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자연어 처리 프로세싱을 통해 긍부정 어휘를 추출하여 감성 사전

을 구축한다. 또한 구축된 감성 사전을 토대로 트윗 의견의 긍/부정을 분류하여 사전의 유효성을 검증

한다. 따라서본연구내용을활용하면사회이슈에대한대중의의견이긍정인지부정인지자동으로분

류가될것이라고기대한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절에서는 관련연구를 기술하고 제 3절에서는 사회 이슈에 대한 감

성사전구축을위한일련의순서를소개와더불어분석데이터에대한내용을소개한다. 그리고제 4절

에서는감성사전구축에대한연구결과에대해보여주며마지막제 5절에서본연구의시사점및한계,

향후연구과제로결론을맺는다.

2. 관련연구

오피니언 마이닝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긍정, 부정의 의견을 판단하고 활용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Jang 등, 2015). 오피니언 마이닝은 정치, 문화,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므로 분야마다 긍정과

부정을나타내는감성어휘가상이할수있다. 그러므로도메인지향적어휘를추출하는것이중요하다.

Owsley 등 (2006)은 글의 감성 분류를 위해 주제에 특화된 사전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였

다.

주제에 특화된 오피니언 마이닝의 중요성이 증명되면서 주식, 영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ue와 Gamon (2005)는 서로 다른 4개의 도메인인 책, 영화, 제품, 지식에 관한 웹 설

문조사데이터를수집하여새로운도메인을위한감성분류를위한방법을제시하였다.

Yu 등 (2013)은 주가 도메인에 특화된 주제지향 감성사전을 구축하기 위해 뉴스에 나타난 어휘들의

극성을주가지수등락에미치는영향으로판별하여어휘감성사전을구축하여주가도메인에부합한감

성사전구축의하나의기준을제시하였다.

또한 Yoon과 Kim (2011)은 네이버에서 제공한 영화 박쥐에 대한 10,000건의 영화 평점 정보를 토대

로새로운영화평에대한평점자동예측방식을연구하여영화도메인의단어사전을자동으로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Cho 등 (2015)은 SNS 상에서 발생하는 충북 관광 관련 글을 수집하여 이슈분석,

연관분석, 감성분석을 통해 충북 관광을 위한 홍보 전략과 관광 진흥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Kang 등 (2015)은 사회네트워크 분석과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하여 공격, 패스 등의 패턴을 찾아내

고배구경기력과관련된키워드를추출하여경기력을평가하였다.

3.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정치적 색을 띈 사회 이슈라는 특정 도메인 안에서 긍정과 부정 어휘를 추출하여 감성 사전

을구축하고구축된감성사전으로문장의긍/부정을정확하게분류하고자한다.

연구 프레임 워크는 Figure 3.1로 설명될 수 있다. 모형의 첫번째 단계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트윗

글을 수집한다. 이를 위해 ‘나꼼수’, ‘비키니’단어를 포함하는 트윗 글을 수집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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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집된 트윗 글에 대해 긍정과 부정을 태깅하고 긍정과 부정 트윗 글 각각 세종국어사전을 이용하여

형태소를 분리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감성사전을 구축하기 위해 형태소가 분리된 긍정과 부정 어

휘의 빈도를 도출하여 어휘의 긍부정을 판단하였다. 구축된 감성 사전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긍정

트윗 글에서 무작위로 1000개를 부정 트윗 글에서 무작위로 1,000개를 뽑아 감성 사전으로 문장의 긍부

정여부를판별하여정확도와 F1-score로사전의예측정확성을증명하였다.

Figure 3.1 Framework of sentiment dictionary construction

4. 감성사전을 이용한 긍부정 판별

4.1. 실험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나꼼수’, ‘비키니’를 포함하는 트윗 글을 수집하였다. 비키니 시위 사건은 제 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이다. 시위에 대

한 트윗 글은 최대 140자까지 작성될 수 있으며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비키니 시위는 의사 표현을 위한

수단이라주장하며이를옹호하는글에는긍정, 해당시위를비판하는글에는부정을태깅하였다.

데이터 수집 기간은 논쟁이 진행 중이던 2012년 1월 26일부터 2012년 2월 7일까지 13일이며 총 수

집된 데이터는 4,363건이다. 각 트윗 글에 긍정과 부정, 중립을 태깅한 후 중립인 글과 중복으로 수집된

글을 제거하여 2,797건으로 축소시켰다. 2,797개의 트윗 글 중에 1,225개의 트윗은 부정, 1,572개의 트

윗은긍정으로비율은각각 44%, 56%이다.

4.2. 감성 어휘 추출

의견의 긍,부정을 판별하기 위해서 감성 어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감성 사전에 감성 어휘가 어

떻게구성되는가에따라결과가좌지우지된다.

본 연구에서 감성 어휘를 결정하기 위해 긍정과 부정이 태깅된 글을 분리하여 따로 형태소 분석을 진

행하였다. 형태소 분석 후 어휘의 빈도를 계산하여 최다 빈도 1,500개의 어휘를 추출하였다. 추출 후

다음의규칙으로어휘를정제하였다.

1. 어휘출현빈도가 2이하인어휘제거

2. 작성자아이디등의미파악이어려운영어, 한자제거

3. 접속사, ㅋ, ㅠ단어제거

4. 동의어취합

5. 긍정어휘와부정어휘에서어휘가중복될경우더높은빈도의감성으로판단

위의규칙을적용하여긍정어휘 923개, 부정어휘 689개로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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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Positive/negative term

Positive Term Negative Term

apology criticism

demand unpleasant

expression attack

courage explanation

appreciation falsehood

state rage

supporter bad

defender doubt

pleasure inconvenience

relax circulation

Table 4.1은긍정과부정어휘를비교한표로서특정사건에적용된어휘이며 ‘사과’, ‘용기’, ‘통쾌’와

같이해당시위를옹호하는표현들이긍정어휘로출현하였고, 해당시위를비난하는 ‘비판’, ‘불쾌’, ‘거

짓’ 등이부정어휘에출현하였다.

4.3. 감성 사전을 이용하여 문장의 긍부정 판별 및 평가

본 절에서는 4.2절에서 설명된 방법으로 구축된 감성사전을 이용하여 문장의 긍/부정을 판별하고자

한다. 먼저 긍정과 부정 트윗 글 각각 1,000개씩 무작위로 추출하여 세종 국어사전으로 형태소를 분리

하였다. 2,000개의 트윗 어휘와 감성사전의 어휘를 비교하여 같은 어휘가 존재하면 긍정은 +1을 부정

을 -1의값을부여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식(4.1)과 같이 긍정 용어의 출현된 수와 부정 용어의 출현된 수의 합을 구하여 만약

긍정 용어의 출현된 수의 합이 부정 용어의 출현된 합보다 크다면 해당 트윗 글을 긍정으로 판별하였고,

긍정용어의출현된수의합보다부정용어의출현된합이크거나 0이면부정으로판별하였다.

IF Sum(appr Pos term) > Sum(appr Neg term) THEN Word(i)senti = 1; (4.1)

ELSE Sum(appr Pos term) ≤ (appr Neg term) THEN Word(i)senti = 0; END IF;

“나꼼수 비키니 발언에 여성삼국에서 성명서를 준비하는 모양인데 개인적으론 나꼼수팀의 대응은 현

명하지 못하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태도와 상황이 계속된다면 동력. . .”라는 트윗 글을 식(4.1)의 방식

으로예시를들어보면 Table 4.2와같다.

먼저세종국어사전에의해분류된형태소 17개중감성사전에존재하는 12개의어휘를분석대상으로

놓고 12개의 어휘가 긍정 사전에 존재하는가 부정 사전에 존재하는가를 파악한다. 긍정 사전에 존재하

는 어휘이면 +1을 부정 사전에 존재하는 어휘이면 +1을 부여한다. 부여된 값의 결과를 계산하여 값이

0을기준으로크면긍정으로작거나같으면부정으로판단한다. Table 4.2의경우각어휘에 +1과 -1를

부여한결과이며총합이 -6이므로부정이라분류하게된다.

Table 4.2 Example of positive/negative analysis

morpheme analysis comment woman statement preparation shape maneuver wisdom

dictionary nega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1 -1 +1 -1 -1 -1 -1

morpheme analysis present attitude situation continuously mobilize result

dictionary negative negative negative positive positive negative

-1 -1 -1 +1 +1 -6

분류성능을평가하기위해 precision과 F1- score를이용하기로하였다.



Study on the social issue sentiment classification using text mining 1171

5. 연구결과

본 절에서는 3절과 4절에서 제시한 연구 방법을 토대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작성하였다. ‘나꼼수’,

‘비키니’ 키워드인 트윗 글에 대한 긍/부정 의견을 판별하기 위해 먼저 긍정어휘 1,037개와 부정어휘

905개로 사회 이슈에 대한 긍/부정 사전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감성 사전으로 긍/부정을 판별한 결과

Figure 5.1과같이 Precision은 57% 로나타났으며 F1-score는 67%의성능을보여주었다.

Figure 5.1 Precision and F1-score

사회 이슈 감성 사전의 성능이 높지 않은 이유는 2,797건의 트윗 글로 사전을 구축하여 사전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사건의 트윗 의견이 ‘나는 꼼수다’라는 팟 캐스트를 비판하거나 ‘비키니 사

건’을비판하는글이대부분이어서긍정사전과부정사전의어휘가명확하게구분이되지않았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회 이슈에 대한 트위터를 수집하여 감성 사전을 구축한 후 감성 분석을 수행하여 도

메인에특화된감성사전구축을목표로하였다. 분석수행과정은수집데이터에대해자연어처리를하

고, 감성 사전을 구축하여 1037개의 긍정 어휘와 905개의 부정 어휘를 도출하였다. 구축된 감성사전으

로 2000개의 트윗 글을 샘플링하여 감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61%의 정확도와 74%의 F1-score에 성능

을보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사회 이슈를 ‘비키니 사건’으로 한정지어 3,000건의 트윗 글로 감성 사전을 구축

하여 감성분석의 예측 정확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

해사회이슈의사건을늘리고감성사전을확장하여사회이슈도메인감성사전을보완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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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like SNS, blogs, and

bulletin boards, was provided a variety of places where you can express your thoughts

and comments and allowing Big Data to grow, many people reveal the opinion of

the social issues in SNS such as Twitter.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pre-built

sentimental dictionary about social issues and conduct a sentimental analysis with

structured dictionary, to gather opinions on social issues that are created on twitter.

The data that I used is “bikini”, “nakkomsu” including tweet. As the result of analysis,

precision is 61% and F1- score is 74%. This study expect to suggest the standard of

dictionary construction allowing you to classify positive/negative opinion on specific

social issues.

Keywords: Opinion mining, sentimental analysis, sentimental dictionary, social issue,

text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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