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일기 쓰기는 일상생활 속 개인의 마음속의 숨겨
져 있는 감정을 가장 잘 표현 할 수 있는 글쓰기
이며 SNS의 텍스트 또한 자신의 상태와 정보를 
나타내는 중요한 글이며 정신적 혼란함을 치유하
고 상처를 치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1] 전 세계의 수많은 SNS의 텍스트와 일기의 
데이터가 업로드는 되지만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으며 그 데이터들은 내용
을 공유하고 기록하는 것에 미치지 않는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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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이 소셜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시스템
을 많이 도입하고 있지만 취향, 관심사 등을 파악
하는 것에 사용되고 있다.[2] 행복도 다이어리 시
스템에서는 개인의 SNS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행
복도 다이어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자신의 
일기를 수집하여 빅데이터에 저장을 한다. 저장한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HBase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 Spark를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 후 행복도 결
과 값을 저장한 것을 가지고서 사용자에게 자신의 
행복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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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의 수많은 SNS의 텍스트와 일기의 데이터가 업로드 되지만 그 데이터들을 내용을 공유하고 
기록하는 것에 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셜빅데이터는 취향, 관심사 파악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상태와 정보를 분석하고 나타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행복 다이어리 
시스템은 SNS의 데이터와 자체의 일기를 적어 그것들을 빅데이터 시스템에 저장하고 감성분석을 이용
하여 자신의 일기와 SNS데이터를 통해 행복도를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 설계를 다룬다.

ABSTRACT

The text and diary data of many SNSs around the world are uploaded, but it does not go beyond sharing and 
recording the data. In general, social big data is used to identify taste and interests. However, there is a need for a 
system that analyzes and displays their status and inform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the happiness diary system 
deals with the design of the system that can record the data of the SNS and its own diary, store them in the big data 
system, and express the happiness through their diary and SNS data using emotio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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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빅데이터 시스템

행복도 다이어리 시스템은 사용자의 SNS의 계
정과 연동시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Client 자체의 
일기 데이터를 기록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이다. 그
리고 HBase와 Spark를 사용하여 흩어져 있는 데이
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감성분석 후 행복도 결과 
값을 저장한 후 Client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에게 
보여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그림 1. 빅데이터 기반의 행복도 분석 모델

Ⅲ. 감성분석

행복도 다이어리 시스템의 감성 분석을 
Stemming Alogrithm을 수행하여 동일한 어간을 
가진 단어들의 어간을 추출함으로써 같은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단어들을 동의어로 
취급할 수 있다.[3]

그림 2. Stemming의 적용 사례

행복도 분석은 구축된 사전을 통해 텍스트가 입
력되면 해당 텍스트를 사전의 단어들과 같은 형태
로 만들기 위해 전처리가 수행되고 만약 사전에 
동일한 단어가 있다면 해당 단어의 회귀계수를 합
산하여 행복 또는 불행의 점수를 얻고 얻어진 행
복 점수와 불행 점수의 절대 값의 합을 100으로 
보고 이 중 행복 점수의 비율을 따져서 행복도를 
추정한다.[3]

그림 3. 행복과 불행의 회귀 계수 예

Ⅳ. 행복도 분석 Client

개인 소셜 미디어 이외에도 자신의 상태와 
감정을 기록할 수 있는 행복도 다이어리 Client를 
개발 하고 개인 소셜 미디어와 Client와의 연동을 
통해서 SNS이 텍스트를 분석해 개인의 행복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림 4. 개인 행복도 모니터링 분석 예

Ⅴ. 결  론
 
개인의 감정사항이나 정신적인 문제에 더 접근

하기 어려울 때 행복도 다이어리 시스템은 자신이 
알아채지 못한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행복도 다이어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특정 상
황이 발생했을 때를 각 개인의 행복도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어느 상황, 상태, 키워드에 따른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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