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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폰의 확산으로 대화의 개념이 음성에서 텍스트로 확대 되고 있다. 방대하게 누적되고 있는 메

신저의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들을 찾아 사용자에게 추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뒷

받침 해주기 위해서는 텍스트 감정 인식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PMI기법과 감정키워드를 이용하여 감

정을 분류 하였다. 그러나 특정단어로 감정을 분류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았다. 본 논문에서는 복합

색인어 기반 텍스트 감정 인식 기법을 제안한다. 문장에서 동사와 복합색인어를 추출하여 음운으로 분

해한다. 그리고 스트링커널에서 벡터 값을 추출하여 기계학습 알고리즘(SVM)으로 4가지 감정(행복, 

슬픔. 화남, 평범)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동사와 감정에 영향을 주는 색인어를 추출하여 감정을 인식

하는 기법으로 실험결과 정확도는 기존에 동사만 사용했을 때 보다 15%향상됨을 보였다.

1. 서론

   는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발 으로 음성 외에 텍스

트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메신  방식이 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 를 들면, 카카오톡은 2013년 5월 기 으로 

9,000만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80%가 

매일 2억 개에 달하는 메시지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와 같

이 방 하게 되고 있는 메신 의 텍스트 데이터로부

터 유용한 정보들을 찾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메신 의 단문 텍스트들은 사용자들 간의 일상 화를 

담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의 감정 정보를 내포한다. 메신

를 통한 화로부터 이와 같은 상  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으면, 추천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분

야에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블로그, 상품평, SNS 등의 사용자 의견으로부터 

정/부정 의견뿐만 아니라 기쁨, 슬픔, 화남 등과 같은 

감정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기존의 

텍스트기반 감정인식 기법은 문장을 분석하는 단 에 따

라 PMI(Pointwise Mutual Information)기법[1]과 감정 키

워드 기법으로 분류된다. PMI기법은 단어 마다 가 치를 

두어 사 을 구축하고, 문장에서 가장 높은 가 치를 갖는 

단어를 추출하여 감정을 인식하는 기법이다. 감정키워드 

기법은 문장에서 감정에 가장 향을 많이 끼치는 품사를 

추출해서 감정을 인식하는 기법이다. 한 은 각 문장이 용

언 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일반 으로 동사  형용

사가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단문의 텍스트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메신 의 

특성상 기존의 텍스트기반 감정인식 기법을 사용할 경우 

인식의 정확도가 하된다. 첫 째, 메신 에서는 많은 오

탈자가 발생한다. PMI기법은 오탈자나 맞춤법이 틀린 경

우 감정을 잘못 인식한다. 둘 째, 메신 에서는 용언 없이 

다른 품사들만 나열하거나 용언만을 사용하는 문장들이 

빈발하게 발생한다. 감정키워드 기법은 감정과 상 이 없

는 품사를 사용했을 때 잘못된 감정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메신 의 단문 메시지로부터 정확한 감정인식을 해서는 

맞춤법  오탈자 문제를 해결하고, 단문 텍스트로부터 감

정을 유추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

하다.

  본 논문은 단문 텍스트로부터 사용자의 감정을 효과

으로 인지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감정을 

분석하는 특징으로 용언과 함께 명사로 구성되어 있는 색

인어를 함께 이용한다. 색인어를 사용하여 단문 텍스트의 

부족한 감정 정보를 보충할 수 있다. 한, 특징 집합을 

음운으로 구성된 문자열 형태로 구성하고 음운 커 을 이

용함으로써 오탈자  맞춤법으로 인한 인지 성능 하를 

방지한다.

  표 감정으로 행복(기쁜, 만족, 감동), 슬픔(우울, 걱정, 

괴로움), 화남(불만, 분노, 실망), 평범(보통)으로 선정하

다. 음운 집합을 스트링 커 을[2] 이용하여 벡터 값으로 

변환하여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감정을 분류한다. 실험

을 통하여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의 감정키워드 기법보다 

약 15%의 향상된 감정 인지 정확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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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문 색인어1 색인어2 동사 감정

회사 그만두고 싶다 회사 그만두 싶다 화남

나도 햄버거 먹고 싶다 나도 먹고 싶다 평범

본인도 힘들겟지 본인 힘들겠지 슬픔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오늘 운동 운동하다 평범

하루종일기운도없고 하루종일 기운 없다 슬픔

요즘 뭐하고 지내? 요즘 뭐 뭐하다 평범

그만좀 괴롭 그만 좀 괴롭히다 화남

2. 련 연구

   텍스트기반 감정 인식 연구는 PMI 기법과 감정 키워드 

기법이 있다. PMI는 단어와 단어 간의 련 정도를 통계

으로 얻은 수치를 구해서 단어를 각각 사 에 정의한 정, 

부정으로 나 다. 단어뿐만 아니라 어 , 문장 간의 PMI값

을 구할 수 있다. PMI값으로 정단어와 부정단어와의 연

 정도를 구한 뒤 두 연  정도의 차를 이용하여 해당 단

어가 가지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수치로 나타내어 분류한다. 

  하나의 문서를 여러 개의 문장으로 분리 한 뒤 반자동

으로 문장 내의 개체와 이 개체와 계를 지닌 명사, 형용

사나 부사, 동사 품사 용어의 을 이루어 단어구의 성격

을 분류하는 SO-PMI(Semantic Orientation Pointwise 

Mutual Information)를[1] 계산하는 연구가 있다. 단어 연

성 리스트를 이용하여 정, 부정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트 이닝 되지 않은 단어, 오탈자, 맞춤법이 틀린 경우에

는 단어와 단어 간의 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해서 감정을 추출하는데 한계 이 있다.   

  감정 키워드 기법은 자연어 처리를 이용하여 감정에 향

을 주는 품사를 추출하여 감정을 분류한다. [3]의 연구는 감

정형태소를 이용하여 감정을 분류한다. 문제 은 한 문장을 

형태소 하나로 감정을 분류하는 것은 정확도가 많이 낮다. 

  이와 같이 문장의 감정 인식 정확도를 높이기 해서는 

문장에서 새로운 감정정보를 추출해야한다. 본론에서는 색

인어 기법을 이용하여 복합색인어 감정 인식 기법에 해 

설명한다.

3. 단문 텍스트 기반 감정인식

   본 장에서는 포털검색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색인

어기법을 이용한 감정 인식 시스템을 설명한다. 형태소 분

석을 통해 복합색인어와 동사가 추출되며, 추출된 특징 값

으로 오탈자와 철자 오류로 인한 감정 인식을 해 성, 

성, 종성으로 분리하는 음운 커  기법[4]을 이용한다. 

음운으로 분리되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해 

스트링 커 을 이용하여 벡터 값을 트 이닝 데이터와 비

교하고, 마지막으로 기계학습 알고리즘(SVM)에서 감정을 

분류한다.

   3.1 에서는 복합색인어 추출 시스템에 하여 설명한

다. 그리고 3.2 에서는 색인어 기반 감정 인식 아키텍처

에 해 설명한다.

3.1 복합 색인어 특징 추출

   색인어는 DB안에 존재하는 키워드를 색인어라고 한다. 

실험에 사용된 색인어는 루씬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추출하 다. 색인어는 문서의 체 내용을 보여주고, 다른 

문장들과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소수의 단어로 감정을 

악할 수 있다.

 특징 추출은 문장의 첫 번째 색인어1과 동사에 가장 근

한 색인어2와 동사를 추출하여 감정을 이블링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단문텍스트의 특징[5]을 문장 당 어  수

는 5개, 문장 당 자 수는 32개로 보았다. 5어  문장에

서 감정에 향을 많이 주는 색인어는 첫 번째와 문장의 

가운데에 있는 색인어이다. 이를 이용해서 표 2와 같이 복

합색인어와 동사를 특징으로 추출하 다.

<표 1> 복합색인어 특징 추출

  <표 1> 에서 ‘싶다’라는 동사와 복합색인어를 이용하면 

문장에 맞는 감정을 추출할 수 있다. 동사가 없는‘본인도 

힘들겠지’문장에서는 복합색인어로 문장의 감정을 추출할 

수 있다. 

3.2 색인어 기반 감정 인식 아키텍쳐

Algorithm 1 Predict_Emotion(s,  c)
·Input :  

 -  Sentence s

 -  Emotion classifier c

·Output :  

 -  Emotion label l 

1: IF  Number of verbs in s == 0

    THEN RETURN Keywords;

2: Enumerate X that extract Verbs and 

    Keywords; 

3: Convert X to Phonemes;

4: Make Feature vector v; 

5: Predict l using c;   

6: RETURN l;

[알고리즘 1] 색인어 기반 감정 인식 알고리즘

   [알고리즘 1]은 벡터값을 구 한 색인어 기반 감정 인

식 알고리즘이며, 기계학습 알고리즘(SVM)을 이용한 감

정 추출 과정이다. 텍스트 s를 입력받으면 형태소 분석과

정을 거쳐 동사와 색인어를 추출하여 X에 장한다. X는 

음운부분집합으로 분해된다.(line3) 이 방법을 이용하면 부

분집합의 연속성을 비교함으로써 종성 탈락으로 인한 오

탈자를 인지 할 수 있다. 그 다음 벡터 값으로 변환하여 

분류기 c를 이용하여 감정 l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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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트 이닝 데이터는 연구실 10명을 상으로 4000여개

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용하 고, 복되는 문장과 특정 

주제에 한 내용을 제외시키고 4가지 감정 행복, 슬픔, 

화남, 평범으로 분류하고 감정별 500개씩 추출하여 2000개

의 문장을 선별하 다. 이 문장들을 상으로 색인어와 동

사를 추출하고 각각에 해 4가지 감정을 이블링 하

다. 마지막으로, 기계학습 알고리즘(SVM)을 이용하여 트

이닝 데이터를 구축하 다.

  실험 방법은 트 이닝 데이터에서 사용하지 않은 카카

오톡 메시지를 사용하여 행복, 화남, 슬픔, 평범의 4가지 

감정에 해당하는 문장 500개씩 색출하여 2000개의 문장을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 고, 각 문장마다 감정을 이블

링하 다. 이 테스트 데이터와 기계학습 알고리즘(SVM)

에서 추출된 감정을 비교하 다.

  감정동사만 추출해서 나온 결과와 동사와 색인어를 특징

으로 사용하 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나 어 실험했다.

<표 2> 실험 결과표

  실험 결과는 <표 2> 와 같으며, 단일색인어와 동사를 

사용하 을 경우는 평균 63.8%, 복합색인어와 동사를 사

용 하 을 경우는 평균 78.7%로 15% 향상됨을 볼 수 있

다. 

  ‘평범’의 경우 다른 감정에서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과 

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분류의 정확도가 가장 낮았다. 그

러나 복합색인어를 사용하여 정확도가 향상됨을 볼 수 있

다. 이는 문장의 감정에 향력을 주는 것이 동사뿐만 아

니라 문장이 시작될 때 나오는 색인어도 향을 주는 것

을 볼 수 있다.

5. 결론

   MIM(Mobile Instance Message)에서 감정을 추출할 때 

용언과 복합색인어를 이용한 감정인식기법을 제안하 다.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추출한 복합색인어를 이용한 알고

리즘이 단일 색인어와 용언을 이용한 기법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입증하 다. 제안하는 방법은 감정동

사에만 의존하 던 기존연구에서 색인어가 감정을 분류하

는데 높은 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문 텍스트의 감정분류를 통하여 카카오톡 뿐만 아니

라, 페이스북, 포털사이트의 댓 의 감정분류를 통하여 사

람들의 감정을 악할 수 있다. 추출된 감정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에게 추천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많은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일한 문장이 표 한 사람에 따라 다른 감정으

로 분류될 수 있고, 복수의 다른 감정이 추출된 경우 분류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해서 앞뒤 문

장을 이용한 문맥으로 감정을 추출하는 방법을 연구해 나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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