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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 2.0시대의 도래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은 상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

한 의견들을 활용하여 상품평 요약 시스템 등이 개발되었다. 어휘의 의미 극성은 이러한 시스템에서 활

용될 여지가 많은 요소이다. 영어의 경우 어휘의 의미 극성을 판단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지만, 우리말의 경우 어휘의 의미 극성을 판단하는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

리말 어휘의 의미 극성을 PMI를 사용하여 판단한다. 또한 PMI를 우리말 어휘에 적용할 때 문제가 되는 

이슈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제시한다. 나아가 실제 상품 평에서 많이 쓰이는 형용사에 대

하여, 제시한 의미 극성 판단 방법의 성능을 검증해 본다. 제시한 방법은 어휘의 의미 극성을 81%의 정

확도로 판단해 주었다. 

 

1. 서  론 

웹 2.0과 유비쿼터스 웹의 발전에 따라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상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표현하고 있다. 이런 

상품평은 사용자의 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품평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품평 요약 시스템[1] 등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품평 요약 시스템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상품평이 상품에 대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상품평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어휘의 의미 극성을 이용해 

상품평의 의미 극성을 판단하는 방법도 널리 쓰이는 

방법들 중 하나이다. 외국어의 경우 어휘가 가진 의미 

극성을 판단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말 어휘가 가진 의미 극성을 

판단하는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말 어휘가 가진 의미 

극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에서 제시된 

SO-PMI(Semantic Orientation from Point-wise Mutual 

Information)를 이용하여 어휘의 의미 극성을 판단하고, 

이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실제 상품평에서 많이 쓰이는 형용사를 대상으로 

적용해 보고 우리가 제시한 여러 가정과 해법의 

타당성을 평가해 볼 것이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어휘의 극성 판단과 관련된 이전의 연구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SO-PMI를 

이용하여 어휘의 극성을 판단하고, 이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다룬다. 이 때 판단된 의미 극성의 

왜곡이 생길 수 있는데, 4장에서는 이를 보정하는 

방법을 다룬다. 5장에서는 제시한 방법을 실제 상품 

평에서 많이 쓰이는 형용사들을 대상으로 적용해보고 

이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해 본다. 6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2. 관련 연구 

2.1. 오피니언 마이닝 (Opinion Mining) 

오피니언 마이닝은 특정 주제에 대한 글쓴이나 

화자의 태도를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웹 2.0의 

발전으로 사용자들이 더 많은 의견을 표현함에 따라 

오피니언 마이닝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3]은 오피니언 마이닝의 주요 주제를 언어학적 

자원을 개발하고 발전 시키는 것[2,4-8], 의견의 의미 

극성을 판단하는 등 의견을 요약하는 것[1,9], 

텍스트로부터 의견이 표현된 부분을 추출하는 것[10] 

으로 나눈다. 

오피니언 마이닝 초기에는 자연어 처리 기법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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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실제 적용에 있어 

많은 한계점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의 연구들은 통계적 분석을 기존의 자연어 

처리 기법과 함께 사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2,4-5]. 

본 논문에서는 언어학적 자원의 하나인 우리말 

어휘가 가지는 의미 극성을 판단하려고 한다. 이는 

의견의 의미 극성을 판단하고, 텍스트로부터 의견이 

표현된 부분을 추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2. 어휘의 의미 극성 판단 

어휘의 의미 극성 정보는 오피니언 마이닝 분야에서 

중요한 언어학적 자원 중 하나이다. 어휘의 의미 극성을 

전산언어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90년대 

말에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도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4]가 있다. 이는 

‘and’로 연결된 형용사들은 비슷한 극성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Turney 등은 확률론에 기반한 PMI(Point-wise Mutual 

Information)를 사용하여 어휘의 의미 극성을 판별 

하였다[2]. PMI는 비교적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5]에서도 사용되었다. PMI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2.3에서 하고자 한다. Kamps 등은 

어휘 온톨로지인 WordNet[6]을 이용하여 어휘의 의미 

극성을 판단하였다[7]. Esuli 등은 해당 어휘의 용법을 

이용하여 어휘의 극성과 객관성을 판단하였고[8], 이를 

바탕으로 SentiWordNet[11]을 구축하였다. 

이처럼 외국어, 특히 영어의 경우 어휘의 의미 극성을 

판단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상당히 성숙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말의 경우, 어휘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12-14]등이 

구축되었지만, 우리말 어휘의 의미 극성을 판단하는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말 어휘의 극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제시된 것처럼 다양하다. 최근의 경향은 

[7][8]에서 제안된 것과 같이 어휘망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개 API 등을 제공하여 접근 및 

사용이 용이한 우리말 어휘망이 없고, 실제 상품평에서 

자주 쓰이는 ‘이쁘다’, ’이뿌다’와 같은 비표준어는 

어휘망에 포함되지 않아 비표준어의 의미 극성을 판단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5]에서 사용된 PMI에 기반한 방법을 사용한다. 

PMI에 기반한 방법은 웹 검색 서비스나 시스템을 

사용하여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성능 

또한 우수하다. 

 

2.3 Point-wise Mutual Information (PMI) 

PMI는 확률론에 기초한 방법으로 두 확률 변수의 

특정한 값의 연관성을 표현하는 지표이다. 의미 극성이 

비슷한 단어들은 같은 문서 안에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가정하면, PMI를 이용해서 두 어휘의 연관성을 측정할 

수 있다. 이는 PMI를 이용한 두 어휘의 연관성은 (1)과 

같이 표현된다. 

𝑃𝑀𝐼 𝑤1, 𝑤2 = 𝑙𝑜𝑔
𝑝(𝑤1, 𝑤2)

𝑝 𝑤1 𝑝 𝑤2 
 (1) 

여기서, w1 과 w2 는 연관성을 구하고자 하는 두 

단어이다. 

PMI는 위의 식처럼 두 단어가 같은 문서 안에 나타날 

확률 값과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 나타날 확률 값으로 

표현된다. 이 때 두 단어가 나타날 확률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PMI값은 0이 될 것이다. 만약 PMI값이 

양수이면 두 어휘가 같은 문서 안에 나타날 확률이 

높아 비슷한 의미 극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PMI 값이 음수라는 것은 두 단어가 같은 문서에 나타날 

확률이 낮아 다른 의미 극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Web-PMI라 불리는 방법은 검색 시스템을 사용하여, 

p(w)를 정한다. 여기서 p(w)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𝑝 𝑤 =
1

𝑁
𝑖𝑡𝑠(𝑤) (2) 

여기서 hits(w)는 w가 포함된 문서의 개수이고, N은 

전체 문서의 개수이다. 이를 (1)에 적용하면 Web-

PMI는 (3)과 같이 표현된다. 

𝑊𝑒𝑏 − 𝑃𝑀𝐼 𝑤1, 𝑤2 = 𝑙𝑜𝑔    

1
𝑁

𝑖𝑡𝑠(𝑤1 𝐴𝑁𝐷 𝑤2)

1
𝑁

𝑖𝑡𝑠 𝑤1  
1
𝑁

𝑖𝑡𝑠 𝑤2 
 (3) 

 

Web-PMI를 이용하여 어휘 극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2]에서 제안된 SO-PMI(Semantic 

Orientation from Point-wise Mutual Information)이 

있다. 이 방법은 전문가가 미리 긍정적 의미를 지닌 

어휘들의 집합(긍정 기준 어휘 집합)과 부정적 의미를 

지닌 어휘들의 집합(부정 기준 어휘 집합)을 기준 

어휘(seed term) 집합으로 정해 놓고, 기준 어휘들과 

의미 극성을 알고자 하는 어휘의 Web-PMI값을 

이용하여 어휘의 의미 극성 값을 구한다. 이를 이용하면 

어휘의 의미 극성 판단을 간단하면서도 좋은 성능으로 

할 수 있으므로[2] 본 논문에서는 SO-PMI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는 (4)과 같이 표현된다. 

𝑆𝑂 − 𝑃𝑀𝐼 𝑤 =  𝑃𝑀𝐼 𝑤, 𝑝𝑤 −  𝑃𝑀𝐼(𝑤, 𝑛𝑤)

𝑛𝑤∈𝑁𝑊𝑝𝑤∈𝑃𝑊

 (4) 

여기서 PW는 긍정 기준 어휘 집합이며, NW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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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어휘 집합이다. 

어휘가 긍정적일수록 pw와의 PMI값이 크고, nw와의 

PMI값이 작아 SO-PMI값이 크게 나올 것이다. 반대로 

어휘가 부정적일수록 SO-PMI값이 낮게 나올 것이다. 

즉, SO-PMI값을 이용하여 두 어휘의 의미 극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3. 어휘의 의미 극성 판단 

이 장에서는 어휘의 의미 극성을 판단하기 위해 

앞에서 소개한 SO-PMI를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어휘의 의미 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휘의 SO-

PMI값을 구해야 한다. 이 때 어휘의 SO-PMI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준 어휘 집합과 문서 집합이 

필요하다. 이 때 기준 어휘 집합과 문서 집합에 따라서 

SO-PMI값이 달라지므로 올바른 SO-PMI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 어휘 집합과 ‘적절한’ 문서 

집합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는 기준 어휘 집합과 문서 

집합의 ‘적절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장의 남은 부분에서 ‘적절한’ 기준 어휘 집합을 

선택하는 방법과 ‘적절한’ 문서 집합의 특성을 제시할 

것이다. 

또, (2)에서 hits(w) 를 구하기 위해 우리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더 정확한 SO-PMI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SO-PMI값을 구하는 방법도 

이 장의 남은 부분에서 제시할 것이다. 

 

3.1 기준 어휘(seed term)의 선택 

앞에서 언급했듯이 SO-PMI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 어휘 집합을 선택해야 한다. SO-

PMI값이 기준 어휘 집합에 영향을 받으므로 ‘적절한’ 

기준 어휘 집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기준 

어휘 집합에 포함될 어휘와 기준 어휘 집합의 크기를 

정하는 것인데, 기준 어휘 집합에 포함될 기준 어휘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기준 어휘는 다른 어휘들의 의미 극성을 

잘 판별해야 한다. 즉, 긍정 기준 어휘라면 긍정적인 

어휘들과의 PMI값이 높고, 부정적인 어휘들과의 

PMI값은 낮아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해당 어휘 하나만을 기준 어휘로 사용하여 

여러 어휘들의 의미 극성을 판단했을 때의 정확도를 

이용한다. 이 정확도가 높을수록 이 어휘는 다른 

어휘들의 의미 극성을 잘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기준 어휘는 널리 쓰이는 어휘이어야 한다. 

이는 기준 어휘가 널리 쓰이지 않으면, 그 기준 어휘를 

이용하여 구한 PMI값이 표본이 너무 적어 통계적으로 

신뢰하기 힘들어 이를 이용해 판단한 어휘의 극성이 

왜곡되기 싶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요소를 반영하여 특정 

어휘의 선호 함수(score function)을 정의하였다. 

𝑠𝑐𝑜𝑟𝑒 𝑤 = 𝑎𝑐𝑐𝑢𝑟𝑎𝑐𝑦 𝑤 × 𝑙𝑜𝑔2𝑝𝑜𝑝𝑢𝑙𝑎𝑟𝑖𝑡𝑦(𝑤) (5) 

여기서 w는 점수가 계산될 어휘이고, accuracy(w) 는 
w 하나만을 기준 어휘로 사용 할 때의 극성 판단의 

정확도,  popularity(w) 는 문서 집합에서  w 가 포함된 

문서의 개수이다. 

정의한 선호 함수를 이용하여 기준 어휘를 

선정하였을 때, 어휘 극성 판단의 정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기준 

어휘 집합의 선정에 있어 선호 함수의 타당성을 입증할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5장에서 기술하겠다.  

그 다음으로는 기준 어휘 개수도 정해야 한다. 기준 

어휘가 적을 경우, 한 두개의 기준 어휘에 의해 어휘의 

의미 극성이 왜곡될 확률이 높다. 반대로 기준 어휘가 

너무 많을 경우, 앞에서 설명한 ‘좋은’ 기준 어휘가 

가져야 할 특성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는 기준 어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정확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5장에서 어휘의 개수를 변화시키면서 

의미 극성 판단에 대한 정확도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고, 최적의 기준 어휘 

개수를 찾아낼 것이다. 

 

3.2 문서 집합(document collection)의 선택 

SO-PMI값은 문서 집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올바른 SO-PMI값을 제공하는 문서 집합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가져야 할 특성도 적절한 기준 

어휘의 특성과 비슷하다. 

먼저 선택된 문서 집합은 해당 어휘의 쓰임을 정확히 

반영해주어야 한다. 특정 어휘가 너무 적게 쓰이거나, 

너무 많이 쓰이게 되면 SO-PMI값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어휘의 뜻이 많이 변용되어 쓰이면 안 된다. 

즉, 특정 주제와 같이 너무 전문용어가 많이 나타나거나, 

너무 변질된 표현이 많이 나타난 문서들이 많이 포함된 

문서 집합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문서의 수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문서가 

충분히 많지 않으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색된 

문서의 수가 적어 이 문서 집합을 이용하여 구한 SO-

PMI값을 통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문서 

집합으로 네이버 검색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네이버는 오픈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고, 

특정 주제에 치우쳐 있지 않는데다가 충분히 많은 

문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 네이버 오픈 API는 

문서의 총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색된 문서의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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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어휘가 나타날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다. 

따라서, 긍정 기준 어휘의 개수와 부정 기준 어휘의 

개수가 같다면 (3)에서 PMI항(2)의 문서의 총 개수(N)를 

소거해도 SO-PMI값이 같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3.3 우리말 어휘의 특징 반영 

SO-PMI는 본래 영어 어휘의 의미 극성 판단을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 따라서 이를 우리말에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본 논문에서는 우리말 어휘의 특징을 

반영하도록 SO-PMI를 조금 개선하였다. 

먼저, 우리말은 형태소에 다양한 접사가 더해져 

단어를 만드는 교착어이다. 예로, 형용사 형태소에 접사 

‘-다’, ‘-ㄴ/은’, ‘-게’ 등을 붙여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등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2)에서 hits(w)를 

어휘의 서술어형(‘-다’), 관형어형(-‘ㄴ/은’), 부사어형(‘ 

-게’)이 검색된 문서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즉, 

hits(′예쁘다′)를 ‘예쁘다’, ‘예쁜’ 또는 ‘예쁘게’가 포함된 

문서의 개수로 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SO-PMI값의 

정확도를 높이고 같은 형태소에서 파생된 어휘의 의미 

극성의 일관성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우리말에서는 용언의 부정 표현 방법 중 

하나로 ‘안 -’ 있다. 이 ‘안 -’의 경우에는, Web-PMI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좋다’라는 어휘의 PMI를 구하고자 할 때 웹 검색 

엔진을 이용하면, ‘안 좋다’가 포함된 문서도 검색되기 

때문에 전체 PMI 값이 왜곡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검색엔진에 던질 질의(query)에서 ‘안 

~’을 배제하도록 명시하여 이를 해결한다. 즉 

‘예쁘다’라는 질의 대신에 ‘”예쁘다” AND (NOT “안 

예쁘다”)’라는 질의를 사용한다. 

 

4. 의미 극성 값 보정 

위에서 설명한 방법들을 이용하면 해당 어휘의 SO-

PMI 값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어휘의 

의미 극성으로 바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긍정 

어휘가 부정 어휘보다 많이 포함된 어휘 집합을 

대상으로 각 어휘들의 SO-PMI값의 평균을 계산하면 

양수가 나와야 하지만, 실제 실험 할 경우 SO-PMI값의 

평균은 음수가 나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SO-

PMI값을 보정하여 어휘의 올바른 의미 극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리 정해진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긍정 어휘들의 PMI 평균, 부정 

어휘들의 PMI 평균을 구한 뒤, 이 두 값이 평균 값을 

중립적인 어휘의 SO-PMI값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긍정으로, 작을 경우 

부정으로 판단하는 분류기 (classifier)를 사용하였다. 

이는 (6)과 같다. 

 

𝑐𝑙𝑎𝑠𝑠𝑖𝑓𝑦 𝑤 =  
 ′𝑃′                   𝑖𝑓 𝑃𝑁 − 𝑃𝑀𝐼 𝑤 ≥ 𝑐    

′𝑁 ′                  𝑜. 𝑤                                 
   (6) 

where 𝑐 =
 𝑃𝑁𝑒𝑟𝐸   𝑝𝑤 +   𝑃𝑁 ∈ 𝑁𝐸     𝑛𝑤∈𝑁𝐸𝑝𝑤𝑒𝑟𝐸

2
 

 여기서 PE는 긍정 예제(positive example), NE는 부정 

예제(negative example)이다. c 는 긍정 예제와 부정 

예제의 SO-PMI값의 평균으로, c 를 중립적인 어휘의 

SO-PMI값이라고 생각한다. c보다 큰 SO-PMI값을 가진 

어휘는 긍정, 작은 SO-PMI값을 가진 어휘는 부정으로 

판단한다. 

 

 

5. 실험 

본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선호함수의 타당성, 

적절한 기준 어휘 집합의 크기, 문서 집합에 따른 

어휘의 의미 극성 판별의 정확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 

장의 남은 부분은 실험 설계, 실험 결과 및 그에 대한 

논의로 구성되어 있다. 

 

5.1 실험 설계 

첫 번째 실험으로는 3.1에서 제시한 선호함수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선호 점수에 따른 정확도의 

변화를 살펴 볼 것이다. 두 번째 실험은 기준 어휘의 

집합의 크기에 따른 정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준 

어휘 후보 중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기준 어휘에 

포함시키면서 정확도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오픈 API에서는 다양한 카테고리를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 블로그와 뉴스를 대상으로 

실험할 것이다. 이 때 뉴스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비표준어의 경우 SO-PMI값이 왜곡이 발생한 다는 것을 

보여 우리가 가정한 ‘적절한’ 문서 집합의 특성이 

타당함을 보일 것이다. 

 

5.2 실험 대상 어휘의 선택 

 본 논문에서는 실제 상품평에서 많이 쓰이는 

어휘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중 하나인 G마켓을 

대상으로 상품평을 수집하였다. 2010년 3월 17일부터 

3월 28일에 걸쳐 티셔츠, 청바지, 노트북, 모니터, 여성 

가방, 휴대폰 등의 카테고리에 걸쳐 상품 리뷰 

189643개를 수집했다. 

이러한 상품 리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형태소 

분석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꼬꼬마 형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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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KKMA)[14]를 사용했다.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는 2009 공개 소프트웨어 공모 대전에서 은상을 

수상하여 형태소 분석의 우수성이 증명되었다. 또한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사전이 관리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험 대상 어휘들은 수집한 상품평에 대해 형태소 

분석을 하여, 널리 쓰이는 형용사 형태소들을 추렸다. 

이들 형용사 형태소에 대하여 5명의 사람이 1~5로 

극성을 판별한 후, 극성이 뚜렷한 형용사 200개를 실험 

대상 어휘로 선정하였다. 이 중 긍정으로 판단한 것이 

121개, 부정으로 판단한 것이 79개이다. 

보정을 위한 학습 데이터는 긍정 형용사 20개, 부정 

형용사에서 20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SO-

PMI값을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네이버 오픈 API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앞의 두 실험은 블로그 카테고리로 

한정 시켜 실험 하였고 마지막 실험은 블로그와 뉴스에 

대해서 실험하여 두 카테고리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5.3 결과 및 논의 

5.3.1 기준어휘 선정을 위한 선호 함수에 대한 평가 

 

그림 1. score값에 따른 어휘의 정확도 변화 

 

그림 1은 기준 어휘 집합에 속한 기준 어휘들의 선호 

점수 평균에 따른 정확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x축은 

어휘 집합에 포함된 어휘들의 평균 선호 점수를 

나타내고, y축은 어휘 극성 판단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각 그래프는 기준 어휘의 개수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기준 어휘의 평균 선호 점수가 높아짐에 따라 정확도도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선호 함수가 기준 어휘를 선정할 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여러 변수 중 기준 어휘 집합의 크기가 20일 때 

81%의 정확도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어휘 집합의 크기에 따라 정확도가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기준 어휘의 개수에 따른 

정확도를 비교해 보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5.3.2 기준 어휘 집합의 크기에 따른 정확도 변화 

 

 

그림2. 어휘집합에 따른 정확도의 변화 

 

그림 2는 기준 어휘의 개수에 따른 정확도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추가적으로 기준 어휘의 평균 

선호 점수도 같이 표시하였다. 이는 어휘들을 선호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후, 어휘 집합에 하나씩 

포함하면서 정확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어휘 

집합을 하나씩 늘려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다가 일정 수치(N=8)이상 에서는 더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3.1에서 논하였듯이, 기준 

어휘가 많아 질수록 특정한 기준 어휘에 의해 왜곡될 

확률이 낮아지지만, 너무 많은 기준 어휘의 경우 오히려 

잡음(noise)으로 작용해 정확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5.3.3 대상 문서 집합 분류에 따른 정확도 변화 

마지막으로 문서 집합의 카테고리를 달리하여 

어휘들의 SO-PMI값의 양상을 살펴본다. 기준 어휘의 

개수를 20으로 하였을 때 블로그와 뉴스 모두 비슷한 

정확도(0.81,0.79) 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실험에 

사용된 200개의 형태소 중에 포함된 비표준어 형태소 – 

“이쁘(예쁘)”, ”이뽀(예쁘)”, ”예뿌(예쁘)”, ”조아하(좋아

하)”, ”산듯하(“산뜻하”)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그 

결과는 표1과 같다. 

 

SO-PMI 값 블로그 뉴스 

표준어의 평균 -0.94 -0.62 

표준어의 표준편차 2.57 6.43 

이쁘 4.71 15.90 

이뽀 1.55 -116.74 

예뿌 3.14 -76.4886 

조아하 -0.07 -116.74 

산듯하 2.71 -64.45 

표1. 비표준어에 대한 블로그와 뉴스에서의 SO-PMI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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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은 비표준어에 대해 문서 집합을 블로그와 뉴스로 

달리하면서 SO-PMI값을 비교한 것이다. 블로그에서는 

비표준어의 SO-PMI값을 비교적 올바르게 구할 수 

있었지만, 뉴스에서는 SO-PMI값이 어휘의 의미 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비표준어는 뉴스에서 잘 

쓰이지 않으므로, 이 결과는 문서 집합이 특정 어휘의 

쓰임새를 잘 반영하지 못하면 SO-PMI값을 올바르게 

구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블로그와 같이 어휘의 쓰임을 잘 반영하는 

문서집합을 선택한 경우,  ‘이쁘’, ’조아하’, ’산듯하’ 

등의 비표준어에 대해서도 타당한 SO-PMI값을 구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가 제시한 방법이 비표준어에 

대해서도 올바른 의미 극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어휘망을 사용한 방법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6.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우리말 어휘의 극성을 판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SO-PMI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실제 우리말에 적용해보는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 이를 적용할 때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인 기준 어휘와 문서 집합의 선택, 우리말의 

특성을 논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또한 실험을 수행할 때 실제 

상품평을 수집하는 수집기를 구현하였고, 수집된 

상품평을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많이 쓰이는 

형용사들에 대하여 실제 적용해보았다. 그 결과 81%의 

정확도로 어휘의 의미 극성을 얻어내었다. 

향후 과제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 의미 

극성 정보를 담고 있는 대용량 사전을 구축하고 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환경과 오픈 API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또한 실제 

상품평을 문서 집합으로 사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해보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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