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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오피니언 마이닝은 온라인 문서의 감성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법이다. 별도의 여론조사 없이 감성을 분석 가능하므로, 최근 활

발한 연구 분야이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는 신조어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감성분석 시스템으로는 정확한 분석이 어려

울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감성에 대한 분석을 내리기에 불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관적인 감성모델을 제안하고 SNS에서 

주목받는 다양한 신조어를 수용한 감성단어사전을 구축한 후, 이를 적용하여 소셜미디어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감성을 분석하는 

감성분석시스템을 설계한다.

키워드: 감성사전(sentimenta dictionary), 감성모델(emotion model), 감성분석(emo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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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감성분석은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도 하며, 문서에 포함된 의견, 

평가, 태도 및 감성 등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분야이며, 별도의 여론 

조사 없이 감성을 분석할 수 있다[1]. 최근 들어, 소셜미디어의 영향력 

증대로 SNS 등에 대한 감성분석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SNS에는 

신조어, 축약어, 속어 등이 많아 기존 시스템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조어를 포함하는 

감성사전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감성분석시스템을 설계한다.

II. 연구내용

1. 감성모델 정의

감성모델은 Russell와  Thayer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2]. 본 

연구에서는 Russell, Thayer모델의 기존 X축을 ‘긍정(Positive, +1)

에서 부정(Nagative, -1)’, Y축은 ’긴장(Tension, +1)에서 이완

(Relax, -1)‘ 까지 40개의 격자구간으로 재 정의한다. 다음으로, 기존 

18개의 영문 감성단어를 한국어단어로 변환하고, 이를 2차원 감성모델 

공간에 배치하여 그 좌표 값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연구[3]에서 제시한 

감성범주 11개중 10개(기타 제외)를 추가로 감성모델 공간에 배치한

다. 재 정의된 감성모델은 Fig.1와 같다.

2. 감성사전 구축

본 연구에서 구축한 감성사전은 다양한 감성단어 데이터베이스로

써, 감성분석에 최적화된 기본단어 504개, 신조어 143개 등, 총 

647개가 등록되어 있다. 감성사전의 기본감성단어는 각종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한국어 표준단어를 사용하며, 신조어 감성단어는, 

SNS와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사이트에서 다양한 신조어를 직접 

수집하여 필터링과 정제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별한 143개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Table.1과 같다.

Fig. 1. 제안 감성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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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대상 1차 선별 최종 선별

연구[3]가 정의한 감성단어 504 504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32,031 39

국립국어원 신조어자료집 312 59

위키백과 354 45

합계 647

Table 1. 감성사전 최종선별 결과

3. 감성분석시스템 설계

감성분석시스템은 소셜미디어의 댓글 따위를 수집하여 감성단어를 

추출하고 이를 감성사전과 감성모델에 맵핑하여 분석결과를 얻는다. 

얻어진 결과는 시각화 모듈을 통해 3가지 결과를 생성한다. Fig.2는 

감성분석시스템 동작흐름을 보인 것이다.

Fig. 2. 감성분석시스템 동작 흐름도

III. 실험결과

분석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 네이버 뉴스 기사 중 2016년 

3월 13일자 알파고 관련 기사 댓글(11,720건)에 포함된 감성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는 Matplotlib[4]을 이용해 시각화하였다.

Fig. 3. 기사1에 대한 분석결과

Fig. 4. 기사1에 대한 분석결과(기존)

주요 감성단어 군집이 1사분면과 2사분면에 밀집되어 나타나는데, 

즉, 군집의 영역이 두 사분면에 양립하므로, 댓글에 인공지능 알파고에 

대한 두려움(부정적 감성)과 알파고에게 승리를 거둔 이세돌에 대한 

칭찬(긍정적 감성)이 함께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143개의 신조어를 등록한 감성단어사전을 구축한 

후, 이를 적용한 감성분석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시스템은 2차원 

감성모델에 표현된 감성단어의 분포를 통해 소셜미디어 댓글에 포함된 

상세한 감성을 분석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선거 전략이나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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