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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감정분석은 텍스트에서 나타난 저자 혹은 발화자의 태도, 의견 등과 같은 주관적인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
이며, 여론 분석, 시장 동향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두루 사용된다. 감정분석 방법은 사전 기반 방법, 기
계학습 기반 방법 등이 있다. 본 논문은 사전 기반 감정분석에 필요한 한국어 감정사전 자동 구축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영어 감정사전으로부터 한국어 감정사전을 자동으로 구축하는 방법이며, 크게 세 단
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영한 병렬말뭉치를 이용한 영한사전을 구축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영한사전
을 통한 이중언어 그래프를 생성하는 단계이며, 세 번째는 영어 단어의 감정값을 한국어 단어의 감정값으
로 전파하는 단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방법의 유효성을 보이기 위해 사전 기반 한국어 감정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제안된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연
구를 통해 개선한다면 질 좋은 한국어 감정사전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감정분석, 감정사전, 이중언어 사전, fastText, PMI, 레이블 전파

1. 서론

감정분석(sentiment analysis)은 텍스트에서 나타난 

저자 혹은 발화자의 태도, 의견 등과 같은 주관적인 정

보를 추출하는 기술이며, 여론 분석, 시장 동향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두루 사용된다. 사용자의 진심이나 숨겨

진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이다. 사용자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알맞은 대응과 동시

에 사용자의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영어의 감정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로, 사

전 기반 방법과 기계학습 기반 방법이 있다[1]. 본 논문

은 사전 기반 방법에 관련한다. 사전 기반 방법은 감정

사전(sentiment lexicon)을 이용하여 극성(polarity) 혹

은 점수를 단어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단순하게는 긍정, 

부정의 극성이나 점수를 각 단어마다 부여하거나[1-4] 

각성(arousal)과 지배(dominance)의 심리학적인 측면을 

추가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감정을 분석하기도 한다

[5-6].

이러한 감정사전을 제작하는 방법은 집단지성을 통한 

사전 제작 방법과 자동 생성 방법이 있다[1]. 자동 생성

하는 방식으로는 초기 씨앗(seed) 사전을 사용해 동의

어, 반의어 등을 추출하여 사전을 확장해 나가거나, 이

중언어 사전이나 말뭉치 등을 사용해 기계학습으로 생성

하는 것이 있다[7]. 집단지성을 통해 제작한 사전은 검

증되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제작하는데 매우 큰 노

력과 시간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자동 생성을 통해 제

작한 사전은 제작하기 쉽고 비교적 빠르다는 장점이 있

지만 검증이 부족하다.

본 논문은 검증된 감정사전으로부터 자동으로 생성하

는 방법으로 제안한다. 대표적인 검증된 감정사전으로 

VADER 감정분석 시스템[1]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다. 

VADER 감정분석 시스템[1]은 집단지성을 통해 구축한 감

정사전과 더불어 통사적인 언어적 규칙을 추가적으로 활

용한다. 이를 통해 다른 감정사전들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심지어 SNS 분야에서는 사람보다 높은 수준으로 

감정을 인식한다.

본 논문에서는 VADER의 검증된 영어의 감정사전을 토

대로 병렬 말뭉치 기반의 이중언어 그래프를 제작하고, 

레이블 전파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한국어 감정사전을 제

작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두 자료 사이

의 연관정도를 계산하는 PMI(Point-wise Mutual 

Information) 알고리즘[8]을 사용하여 영-한 병렬 말뭉

치에서 영한 이중언어 사전(bilingual lexicon)을 생성

한다. 그렇게 제작된 이중언어 사전 자료와 fastText 모

델[9]을 한국어 말뭉치에 적용시켜 추출한 가중치로 그

래프를 만든다. 그러한 그래프 상에서 VADER 감정사전의 

점수들을 점수가 매겨지지 않은 한국어 형태소에 레이블 

전파(label propagation) 알고리즘[10]으로 전파하여 한

국어 감정사전을 제작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제안하는 병

렬 말뭉치 기반의 이중언어 그래프 상에서 레이블 전파

를 통한 감정사전 제작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3장에

서는 제작한 감정사전을 감정분석 말뭉치에 적용하여 평

가한다.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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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이블 전파를 통한 감정사전 제작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레이블 전파를 통한 감정사전의 

제작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영한 병

렬말뭉치를 이용한 영한사전을 구축하는 단계이고, 두 번

째는 영한사전을 통한 이중언어 그래프를 생성하는 단계이

며, 세 번째는 영어 단어의 감정값을 한국어 단어의 감정

값으로 전파하는 단계이다. 이 장에서는 이들 각 단계를 

차례대로 설명한다.

2.1 영한 이중언어 사전 구축

영한 이중언어 사전은 영한 병렬말뭉치에서 정보를 추

출해내어 제작한다[11]. 영단어-영단어 행렬, 영단어-한

국어 형태소 행렬을 제작하여 각 영어 단어와 한국어 형

태소가 벡터화를 진행한다. 영단어-영단어 행렬에서는 

각 인덱스마다 매칭되는 두 영단어의  상호정보(mutual 

information)값을 계산하여 저장하고, 영단어-한국어 형

태소 행렬의 인덱스에는 병렬말뭉치 상의 서로의 동시 

발생 빈도값을 저장한다. 서로 정렬(alignment)되어있는 

문장 상에서 영어 문장의 단어들은 한국어 문장의 형태

소들의 동시 발생 수치로 계산한다. 그렇게 제작된 영단

어-영단어 행렬과 영단어-한국어 형태소 행렬로 영어 단

어와 한국어 형태소들의 벡터화를 진행한다. 그리고 영

어 단어들 사이의 상호정보(mutual information)와 영한 

단어 간 동시 발생 빈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높

은 순서대로 후보군을 생성한다. 말뭉치는 자체 제작한 

영한 간 병렬로 번역된 뉴스 말뭉치를 사용한다. 해당 

병렬 말뭉치의 상세 자료는 표 1의 내용과 같다.

항목 개수

문장 수 424,985

영어 어절 수 15,002,423

한국어 어절 수 13,778,428

영어 단어 수 187,554

한국어 형태소 수 179,695

표 1. 영한 병렬 말뭉치의 상세 정보

영어 단어 최상 유사도 후보

attracted 유혹되/VV

bravely 늠름하/VA

cute 깜찍하/VA

despise 경멸하/VV

envy 시샘/NNG

flattering 아첨/NNG

greedy 탐욕스럽/VA

hatred 증오/NNG

love 사랑/NNG

sad 슬프/VA

표 2. 제작된 영한 이중언어 사전 예시

2.2 영한 단어 그래프 생성

레이블 전파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선 그래프가 필

요하다. 영한 단어-형태소 간 그래프를 생성할 때, 전체 

영단어와 한국어 형태소를 정점(vertex)으로 한다. 모든 

형태소를 활용하지 않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들 중 

말뭉치에서 300번 이상 등장할 경우 차용한다. 한국어 

형태소들 간의 연결은 격자(mesh)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

한다. 영단어와 한국어 형태소 간의 연결은 앞서 제작한 

영한 이중언어 사전을 통하여 연결하였다. 단어들의 

fastText 모델을 통한 임베딩 값이 코사인 유사도 계산

에 사용된다. 해당 유사도를 정점 간 가장자리(edge)의 

가중치(weight)로 활용하도록 구성한다. 이중언어 사전

을 통해 연결한 가장자리의 가중치는 1로 적용한다. 소

스언어와 목표언어가 1대1로 대응되는 사전이므로 가중

치를 1로 고정한다.

2.3 감성값 전파

VADER 감정사전은 영단어 7048개와 이모티콘 469 개, 

총 7517개의 감정어로 이루어져있다. 감정어의 감정값은 

각 단어마다 10명의 전문가에 의해서 부여된 감정값의 

평균이다.

그림 1. VADER 감정사전 예시

이러한 감정값을 한국어 형태소로 옮기기 위해 VADER 

감정사전 내 영단어들의 점수를 하나의 레이블(label)로 

가정하여 레이블이 없는(unlabeled) 한국어 형태소에게 

전파해 주는 레이블 전파 알고리즘(label propagation 

algorithm)을 제작한 그래프 상에 적용한다.

이중언어 사전의 영어 단어들과 각 단어의 VADER 감정

사전에서의 점수를 씨앗 사전(seed dictionary)으로 레

이블 전파를 실시한다. 씨앗 단어와 그 점수로 아직 점

수가 부여되지 않은 한국어 형태소에 점수를 전달하여 

한국어 감정사전을 제작한다. 레이블 전파 알고리즘의 

전파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한 이중언어 그래

프를 정의하고 초기화한다. 이 때 한국어 형태소들의 레

이블은 0이 된다. 두 번째, 각 가장자리의 가중치 부여 

및 정의한다. 영한 이중언어 사전을 통한 영단어와 한국

어 형태소의 연결에는 가중치 1을 부여하고 한국어 형태

소 간의 연결에는 fastText 모형을 통해 추출한 형태소 

사이의 유사도 값을 사용한다. 세 번째, 그래프 내 각 

정점별 점수를 계산하여 갱신한다. 각 정점은 주변에 연

결된 정점과 가장자리에 따라 반복 횟수 마다 점수를 최

신화한다. 네 번째, 세 번째의 작업을 목표한 수렴치에 

모든 정점이 도달할 때까지 반복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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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감정사전이 결과물로 생성된다.

3. 실험 및 평가

본 논문에서는 제작된 감정사전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

어 VADER 감정분석 시스템을 구현한다. 이 시스템의 성

능 분석을 통해서 제작된 감정사전의 효율성을 간접적으

로 평가하는 외부 평가 방법을 선택한다. 이 장에서는 

한국어 VADER 감정분석 시스템과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

로 기술한다.

3.1 한국어 감정분석기

제작한 감정사전을 이용하여 평가를 위한 감정분석기

를 제작한다. 분석할 한국어 문서의 텍스트가 입력되면 

Utagger[12]를 이용해 형태소 분석을 한다. 그렇게 분석

된 형태소 목록을 감정사전과 대조하여 감정어를 찾아내

어 값을 부여한다. 그렇게 모든 감정값이 더해지고, 출

력 시에는 전체 문서의 감정값을 정규화하여 –1.0 ~ 1.0 

사이의 실수로 내보낸다.

3.2 한국어 감정 말뭉치

한국어의 감정 말뭉치는 대표적으로 세종 말뭉치에 포

함되어 있는 세종 감성분석 말뭉치[13]와 한국어 뉴스 

감정 말뭉치(KMU 감정 말뭉치)[14]와 네이버 감정 영화 

말뭉치[15] 등이 있다. 한국어 뉴스 감정 말뭉치는 뉴스 

기사의 댓글에 감정 극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 감

정 영화 말뭉치는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화평

이나 유명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품평, 또

는 마이크로블로그 글들을 모아 감정값을 매겨놓은 말뭉

치이다.

3.3 감정사전의 감정값 부여

감정사전의 감정어 개수는 8,011개로 긍정적인 감정 

점수가 부여된 단어는 4,628개, 부정적인 감정 점수가 

부여된 단어는 3,383개가 생성되었다. 점수 구간별 분포

는 표 3의 내용과 같다.

점수 범위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

0.0 ~ 1.0 0 0

1.0 ~ 2.0 3,593 2,434

2.0 ~ 3.0 988 850

3.0 ~ 4.0 47 99

표 3. 제작된 감정사전의 점수 구간별 단어 분포

부정이든 긍정이든 1.0 ~ 2.0 구간의 단어가 사전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집단지성을 이용해 생성한 감

정사전은 평균 약 30%정도 부정적인 단어 개수가 긍정적

인 단어 개수보다 많은 반면에[1] 본 논문에서 제작한 

감정사전은 그러한 사실과는 정반대로 긍정적인 단어가 

약 30%정도 부정적인 단어보다 많다. 이것은 영한 사전

의 연결이 긍정적인 단어에 보다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4 한국어 감성분석기 성능평가

감정분석 말뭉치에서의 실험 결과에서도 부정적인 감

정 인식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뭉치

는 네이버 감정 영화 말뭉치와 KMU 감정 말뭉치를 사용

했다. 네이버 감정 영화 말뭉치에는 긍정, 부정의 두 가

지 종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한국어 감정 말뭉치는 긍

정, 중립, 부정의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있다.

평가를 위해 각 문서의 감정분석 결과 수치는 정규화

(normalization)한다. 평가 결과는 표 4, 5와 같다.

정답

긍정 (Positive) 부정 (Negative)

분

석

긍정
(True)

22,842 52,644

부정
(False)

54,634 21,132

표 4. 네이버 감정 영화 말뭉치를 이용한 감정시스

템 평가 결과

정답

긍정 (Positive) 부정 (Negative)

분

석

긍정
(True)

476 295

부정
(False)

5,184 7,311

표 5. KMU 감정 말뭉치를 이용한 감정시스템 평

가 결과

네이버 감정 영화 말뭉치를 기반으로 평가한 결과는 

긍정 및 부정적인 문서에 있어서 약 40%의 정확도를 보

여준다. 그에 비해 KMU 감정 말뭉치를 기반으로 평가한 

결과는 긍정 및 부정적인 문서에 있어서 약 60%의 정확

도를 보여준다. 긍정적인 값이 매겨진 감정어가 약 30%

정도 많은 감정사전이지만 평가 결과는 부정, 긍정 사이

에 큰 차이가 없다. 이는 감정사전의 단어만 풍부해진다

면 긍정적, 중립적인 문서에 있어서도 높은 정답률을 보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단순히 긍정, 부정의 이

진 분류나 긍정, 중립, 부정의 삼진 분류가 아닌 감정 

점수에 따른 평가인 만큼 가정에 대한 확신을 부여한다.

레이블 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한 허찬 외(2017)[7]에서 

제작된 감정사전은 분야(domain)에 제한적이고, 검증되

지 않은 발견적인(heuristic) 씨앗 사전을 사용하여 영

화평, 상품평의 감정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방법의 감정사전과 가장 큰 차별점은 적용 분야

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영어의 검증된 VADER 감정사전으

로부터 감정값을 옮겨왔다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말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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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추가와 감정값 전달을 해결하면 의미있는 정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병렬 말뭉치 기반으로 제작한 이중언어 그래프 상의 

감정 점수 전파로 한국어 감정사전을 제작하였다. 영어

에 있어서 검증된 감정사전인 VADER 감정사전을 사용하

여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 집단지성 방식과 달리, 

자동생성 방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감정사전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감정분석 말뭉치로 제작된 감정사전

을 평가한 결과, 부정적인 문서에 있어서만 높은 정확도

를 보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로써 ‘영한 이중언어 사

전의 크기 증가 방법 모색’, ‘다양한 극성의 감정어가 다

량 포함된 새로운 병렬 말뭉치 또는 비교가능한 말뭉치

로 사전 제작’을 수행 할 예정이다. 그렇게 ‘긍정 감정어

의 추가’와 본 논문의 평가에서 중립 점수는 약한 부정

과 약간 긍정 사이를 뜻하므로 ‘긍정, 부정 점수의 다양

한 분포’를 구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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