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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통해 파급되는 형태를 분석하여 국내 외 정치, 경제, 보건, 사회 문화현상을 대응하고
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 서비스인 검색 정보를 알 수 있
는 네이버 트렌드와 소셜 데이터인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와 Open Data(API)를 사용하고 기상청의 온도, 습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사람의 감성을 나타내는 감정 어휘와 감각을 표현하는 감각어휘 중 미각 어휘를 분석하여 대
중의의 감성 활동 변화를 연구하였다. 적합도 검증과 계층적 군집분석으로 군집의 개수를 정하여 비 계층적 군집분
석으로 군집화 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8개의 군집으로 군집화되어 감성어휘를 알 수 있었다. 판별분석에 의하면, 군
집분석에서 결정된 8개의 그룹은 98.9% 정확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연구한 감성 활동 변화는 온
도와 습도에 의해 감성 활동을 예측 할 수 있어 감성을 공유하고 대중의 기분을 파악하여 서로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다. 

주제어 :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소셜 데이터, 오픈 API, 오픈 데이터

Abstract Many researches about the effect on politics, economics and Sociocultural phenomenon using the 
social media are in progress. Authors utilized NAVER Trend most famous web browsing service in korea, 
NAVER Blog social media, NAVER Cafe service and Open Data(API) and also used temperature, humidity 
index data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his study analyzed a change of the public's emotion in 
korea using Cluster analysis of vocabulary of taste among its of feelings and senses. K-means clustering was 
followed by decision of the number of groups which was used Chi-square goodness of fit test and ward 
analysis. Eight groups was made and it represented sensitive vocabulary. By Discriminant analysis, eight groups 
decided by Cluster analysis has 98.9% accuracy. The change of the public's emotion has capability to predict 
people's activity so they can share sensibility and a bond of sympathy developed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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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화와 경제는 고유가, 고물가, 이상기후 등 사회 인 

상들과 맞물려 새로운 경험들을 생산해 내고 편화 

된다. 기업이 마  활동을 통하여 고객을 끌어 모으는 

구조가 아닌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시장이 목소

리를 높여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소셜 미디어의 신 때문

이다. 소셜 미디어란 스마트 IT 명에 맞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클라우드 네트워킹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변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

로 정보를 생산해내고 다양한 경로로 공유하는 미디어를 

말한다. 사회 인 사건․사고의 양과 질에 따라 생성되

는 많은 이슈들은 소셜 공간을 떠돌아다닌다. 특히 그 

에서도 사람들의 먹거리에 한 이슈는 우리의 건강에 

직결되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그 이슈의 달은 이슈의 본질의 여부와 계없이 기

하 수 으로 확  재생산된다. 최근 홈페이지 게시 에

는 뉴스의 정보를 빠르게 달할 수 있는 SNS 버튼을 마

련하여 재 이슈가 될 수 있는 을 버튼 클릭으로 쉽게 

달할 수 있기에 그 효과는 매우 크다[1].

소셜 미디어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는 크기, 속도, 형태

를 분석할 때 그 의미가 있는 빅 데이터다. 빅 데이터에 

한 심이 최근에 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한 검색, 

장, 분석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2]. 빅 데이

터의 정의를 보면 기존 방식으로 장, 리, 분석하기 어

려운 큰 규모의 데이터를 총칭하는 말이다. 다른 한편으

로 빅 데이터는 데이터의 크기, 데이터가 유입되는 속도, 

유입되는 데이터의 형태로 정의되어지기도 한다. 즉, 정

보의 양이 얼마나 큰지, 실시간 스트림을 통한 데이터인

지, 정형화된 데이터인지 비정형화된 데이터인지 는 

이 모든 게 합쳐진 데이터형태 등을 통해 빅 데이터를 정

의하기도 한다[3]. 이러한 형 와 크기가 다양한 빅데이

터의 활용은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가 되고 있다[4]. 최

근 데이터를 통해 되는 형태를 분석하여 국내 외 정

치, 경제, 보건, 사회 문화 상을 응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5]. 수천억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종정보들에 한 빅데이터 활용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이다. 미국에서는 보험상품의 보조  수령인과 서비스 

공 자를 악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범죄

를 방하는 시도가 있었다[6]. 정책당국은 빅데이터 분

석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의 교통량을 측하기도 한

다.

기상청에서는 기상 자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활에 

직  활용 가능한 생활기상지수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

다. 이는 우리나라 역에 분포하고 있는 측지 에 

하여 실시간 측 데이터와 수치 보 자료를 이용하여 

사람의 불쾌함과 련된 감성 상태를 측하거나, 식

독 발생 가능성, 식품의 부패 정도 등과 같은 식이 상태

를 측하여 제공해주는 지수이다[7].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상청 Open 

Data를 활용하여 획득한 기상 자료 데이터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 서비스인 검색 정보를 알 수 있

는 네이버 트 드와 소셜데이터인 네이버 블로그, 네이

버 카페, 공공데이터인 Open API, Open Data에 사람의 

감성을 나타내는 감성 어휘와 미각을 표 하는 미각 어

휘를 활용하여 련성을 악하 다. 소셜 미디어를 분

석한 소셜 분석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버즈 모니터링

(Buzz Monitoring),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하여 

 분석  메시지를 분석하여 새로운 의미를 찾는 소

셜 분석을 통해 사회  심이 나타난 시기, 증폭된 시기, 

사회  심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의 험요인들의 

의미를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상 계를 나타내어 한

국인의 감성 활동 변화를 연구하 다[8].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감성 활동 변화는 평균기온, 상

습도에 따라 감성을 측 할 수 있어 선호하는 감성을 공

유하여 의 기분을 악 할 수 있고 감성을 공유하고 

의 기분을 악하여 서로 공감 를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2.1 소셜 분석 관련 연구

빅 데이터 시 를 맞이하여 데이터 이슈 탐지  측

분석 기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련된 연구가 

국내∙외로 활발하게 진행 이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 

분석을 통한 효과가 입증되면서 다각 으로 소셜 미디어 

분석을 통한 이슈 탐지의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12년에는 숭실 학교 학원에서 기업이 마 하

는데 있어서 소셜 미디어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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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법으로 SNS를 마 에 이용하는 기업들을 상으

로 SNS 고객 분석 모형과 캠페인 상이 되는 고객을 최

으로 선정하는 모델을 제시했다[2].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 학회에서 소셜 데이터인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언 된 자살 

련 토픽(스트 스, 음주, 운동, 자살)을 추출하여 오

라인 통계데이터의 연결을 통하여 우리나라 자살검색의 

측요인을 다변량 분석을 통해 연 성을 악, 자살 

측 시스템을 개발하 다[9].

2013년에 동의 학교 학원에서 2011-2012 국내 남

자 로배구 경기의 문자 계데이터와 소셜 네트워크 분

석과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국내 남자 로배구 구단

의 공격, 패스 패턴을 찾아내고, 배구 경기력과 련된 핵

심 키워드를 추출하여 경기력을 평가하고 구단의 경기

력을 상승시키기 한 연구를 진행하 다[10].

최근에는 국내 개 한 화들 에서 공식 SNS사이

트를 보유한 화와 그 지 않은 화의 객추세 분석

을 토 로 소셜미디어가 잠재 고객에게 감성  도구로 

활용되 는지 연구하 다[11].

2.2 감성 분석 관련 연구

SNS보 에 따른 인간의 감성을 이용한 감성마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감성(感性)이란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이나 이성(理性)에 응되는 개념으

로, 외계의 상을 오 (五官)으로 감각하고 지각하여 표

상을 형성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정의한다. 2007년 

홍익 학교 국제디자인 문 학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

되고 있는 감성과 감성 련 용어의 문제 을 지 하고 

그 개념을 재 정의하는 것을 목 으로, 감성 연구에서 주

로 사용하고 있는 감성 어휘를 어와 국문학 에서 

제시된 형용사 분류 체계와의 계 속에서 감성 어휘 분

류 시스템을 구축 하 다[12].

상해교통 학 공업디자인학과에서 디자인의 일부분

으로써 한 을 사용할 때 다양한 한 꼴에 한 감성

과 선호도에 한 객 인 정보를 제공하여 한 꼴을 

효과 으로 사용하기 해 방향을 제시하 다[13].

서울 학교 언론정보 연구소에서는 한국인이 자신의 

정서 표 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기본 목록으로 삼아 

개인마다 정서의 기본 범 를 확인하고 정서의 기본 구

성 차원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 다[14].

소리 정보 에 특정 주 수 역의 볼륨 값을 활용하

여 콘텐츠 안에 감성지수를 추출하는 방법에 한 연구

를 진행하 다[15]. 한 컨설 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

업의 리자 들의 수백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컨설턴트

의 감성지능이 컨설 서비스 품질에 어떠한 향을 주는

지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16]. 

2.3 감성과 감각(미각) 관련성 관련 연구

음식에 의해서 감정이 결정되고, 감정이 먹을 것을 결

정한다는 이 이슈 되기 시작하면서 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람이 음식을 선호하고 스토랑을 선

택하는 각각의 속성, 그리고 식사량 변화에 미치는 향

을 조사하고 이러한 음식 선호와 스토랑 선택에 한 

감정의 향이 차이가 있는지를 악하 다[17].

2012년에 한국 정보 과학회에서 감정분석 기반 음식

추천 어 리 이션 설계를 한 연구를 진행하 다. 기

존처럼 재 치로부터 가까운 거리로 추천하거나 인터

넷 블로그 등에 소개되었던 맛집과 같은 정보를 활용하

여 음식을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기분, 체 , 

재의 날씨와 치 같은 개인 인 정보와 함께 음식에 

한 선호도 조사와 요인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감성지도를 

기반으로 여러 상황에 맞는 음식을 추천한다[18].

트 터로부터 사용자 로 일을 이용하여 개인 맞춤

형 음식 추천 시스템을 연구했다. 사용자가 사용한 개인

의 트 터 문장에서 명사를 추출하고, 감정단어와 공기 

여부에 따라 감정 수를 계산하고 로 일을 생성한다. 

음식에 한 정보는 웹 검색을 통해서 검색한 페이지를 

분석하고 가공하여 음식마다 표 명사 목록을 만들어 

추천한다[19]. 

3. 연구방법

3.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본 연구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감성, 감각(미각) 한  Keyword 데이터를 수

집하 다. 감성을 표 할 수 있는 감정 어휘 21개와 감각

을 나타내는 미각 어휘 7개를 사용하여 총 28개의 감성키

워드를 네이버 트 드(PC, 모바일)의 검색 버즈량, 네이

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의 한  Keywor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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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map of a change of the public's emotion

Count하 다. 

감성 어휘 Count값을 동일한 가 치를 주기 해 1∼

10의 값으로 Level화 하 다. 이를 통해 네이버 트 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변수는 각각 1:1:1비율 로 동

일한 가 치 값을 갖는다. Keyword를 Count 하여 수집

한 시기 이후 일부 사용자가 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므로 미세한 데이터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기상청 기상 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OPEN 

DATA를 이용하여 기온과 상 습도 데이터를 수집하

다. 이를 국 93개 측 값을 기 으로 평균화 하여 일

별 평균 기온  습도 데이터로 변환하 다. 

[Fig. 1]는 감성 활동 변화를 한 데이터 습득, 처리 

과정과 분석 진행의 체 구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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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Feeling vocabulary Blog Keyword Count Cafe Keyword Count
NAVER Trend Count 

(PC+Mobile)

Happiness

Enjoyable 199,544 52,334 52,522

Happy 109,889 20,745 54,432

Wonderful 97,899 19,203 54,631

Anger

Furious 13,902 3,326 700

Distressed 16,350 3,427 49,396

Blame 177,045 68,187 48,988

Sadness

Unfair 200,496 104,663 55,134

Disappointed 600,476 220,252 56,901

Frustrated 195,182 82,612 46,536

Fear

Scary 352,183 124,598 1,946

Nervous 578,340 578,340 51,926

Embarrassed 628,634 304,998 54,705

Favorance

Like 1,986,707 393,945 55,457

Impressed 10,484,778 349,539 45,256

Boast 1,382,546 630,181 56,357

Aversiveness

Hate 224,938 97,413 12,437

Inconvenient 1,389,814 981,560 55,347

Doubt 624,069 310,209 53,201

Hope

Wish 259,845 105,965 10,737

Complain 639,306 273,272 48,617

Conflict 300,333 97,041 39,472

<Table 1> Searching feeling vocabularies keyword

Group Vocabulary of the sense Blog Keyword Count Cafe Keyword Count
NAVER Trend Count 

(PC+Mobile)

A salty taste Salty 27,506 6,041 50,409

A bitter taste Bitter 176,116 122,748 52,587

A vinegary taste Vinegary 92,945 61,184 47,121

Sweet taste Sweet 47,822 10,412 57,169

Astringent taste Astringe 682 125 46,656

Hot taste Spicy 26,904 4,376 50,627

Bland taste Bland 6,640 797 52,544

<Table 2> Searching vocabularies of the sense keyword

취합된 데이터로 합도 검증(Chi-square goodness 

of fit test)과 계층  군집분석(Ward analysis)으로 군집

의 개수를 정하여 비 계층  군집분석(K-means)으로 군

집화 하 다. 이를 별분석(Linear Discriminant Analysis)

으로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감정을 정의하는 어휘 21가지는 

형용사 분류 체계에 따라 나뉜 감각 어휘, 감정 어휘, 평

가 어휘, 존재 어휘  감정 어휘 110개를 토 로 정의하

다[12]. 110개의 감정 어휘는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

움, 좋아함, 싫어함, 바램 총 7가지로 분류 되며, 각 분류 

별로 소셜 미디어(네이버 트 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  3가지의 Keyword로 

정의하 다. 감정 어휘 검색 Keyword  2013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각 

감정을 표하는 감정 어휘 상  3가지는 <Table 1>과 

같다. 

감각 어휘는 미각 평가 어휘  기본 미각어를 사용하

여 사람이 느끼는 짠맛(짜다), 쓴맛(쓰다), 신맛(시다), 단

맛(달다), 떫은맛(떫다), 매운맛(맵다), 싱거운맛(싱겁다) 

7개를 토 로 정의하 다. 정의된 기본 미각어의 수집된 

데이터 수는 <Table 2>와 같다.

네이버트 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 

수집한 총 28개의 어휘와 기상청의 일별 평균 온, 습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한 통계  검증을 해 

합도 검증을 진행하 다. 합도 검증은 어떤 조건에

서 기 되는 빈도에 측빈도가 얼마나 합한지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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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방법이다. 28개 변수에 한 합도 검증 결과는 

<Table 3>와 같다.

검증 통계량의 카이제곱값은 197.233∼730.066의 값을 

가지며, P-value=.000이므로 수집된 데이터의 각 변수 별 

버즈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을 한 데이

터 처리 과정을 거쳤다. 감정어휘와 감각 어휘에 공통 

특성에 한 이스 설명 기  변수를 만들기 해 2가지 

어휘 변수를 하나로 통합하 다. 통합된 감성 활동 어휘

는 총 10,220건으로 28가지 어휘 각각 365개의 1년의 데

이터가 존재하게 된다. 통합된 1년의 감성 활동 어휘와 

기상 데이터인 온, 습도 데이터를 합쳐 최종 데이터 셋을 

구성하 다. 총 10,220건으로 3가지의 변수인 감성 활동 

어휘 Count값과 온도와 습도로 구성된다. 

Variables
Chi-square 

test

Degree 

of 

freedom

Approximation 

of the 

significant 

probability

Enjoyable 330.392a 5 .000

Happy 219.625b 3 .000

Wonderful 482.052a 5 .000

Furious 709.690a 5 .000

Distressed 380.658c 4 .000

Blame 290.822c 4 .000

Unfair 243.822b 3 .000

Disappointed 299.164b 3 .000

Frustrated 472.258d 6 .000

Scary 419.589c 4 .000

Nervous 357.679a 5 .000

Embarrassed 197.233c 4 .000

Like 362.315a 5 .000

Impressed 459.564a 5 .000

Boast 276.384c 4 .000

Hate 599.907d 6 .000

Inconvenient 231.836c 4 .000

Doubt 207.068c 4 .000

Wish 730.066e 8 .000

Complain 347.781c 4 .000

Conflict 232.984f 7 .000

Salty 516.866d 6 .000

Bitter 310.301c 4 .000

Vinegary 396.274c 4 .000

Sweet  519.630a 5 .000

Astringe 301.526a 5 .000

Spicy 262.384c 4 .000

Bland 373.953a 5 .000

<Table 3> Goodness of fit for 35 variables 

3.2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한 군집의 수를 도출하기 해 사

에 계층  군집분석(Ward analysis)을 실시하 다. 계

층  군집 분석은 군집내의 측치들은 가  유사하고, 

상이한 상들을 그룹핑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군

집분석 에서 가장 리 사용하고 있고 유사성 거리측

정 방법에 따라 다양한 기법들을 비교 분석하기 해 군

집들간의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이용하여[20]  가

장 가까운 군집끼리 단계 으로 결합하여 최종 으로 모

든 측치가 한 군집으로 형성하게 하는 병합  계층 군

집분석(Agglomerative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으로 군집을 형성하 다. 

도출 되는 군집 결과를 토 로 비 계층  군집분석

(K-means)방법으로 온, 습도에 따른 감 , 감각(미각) 

키워드간의 유사한 동류 집단으로 분류를 하기 해 

K-means 방식의 군집 분석을 진행하 다. 이 방식은 

측 자료들을 겹치지 않는 상호 이질 인 몇 개의 군집으

로 구분하는 집락분석방식으로, 몇 개의 군집(K)으로 구

분할 것인지를 지정해 주고 반복 인 과정을 거쳐 K개의 

군집 해를 찾게 된다[21]. 각 자료는 그 평균값이 가장 가

까운 군집으로 할당되며, 이 게 생긴 새로운 군집의 평

균은 나머지 자료들이 할당되는 기 으로 사용된다. 그

리하여 모든 자료들의 군집이 바 지 않게 될 때 K 집단

이 정의된다[22]. 

집단의 수와 구조에 한 가정이 없으며 오직 상들 

사이의 유사성, 근 성에 근거하여 군집을 형성하고 공

통자질을 악하여 군집들 사이의 계를 악하기 이

스 설명 기  변수는 감성 어휘 Count값으로 하고 반복

으로 탐색 인 분석을 진행하 다. 그  8개의 군집 

해가 온, 습도의 구분 값이 가장 뚜렷하고, 각 군집 별 감

성 변화의 구분이 명확하 다.

3.3 판별 분석(Linear Discriminant Analysis)

본 논문에서 별분석은 군집분석의 정확성을 평가하

는 것이며, 정성 인 종속변수와 일련의 독립변수가 

별분석을 하여 필요하다. 해당 모델에 한 집단의 분

류가 제 로 는지를 악하기 해 별분석을 수행하

여 검증하 다. 

Fisher[23]에 의해 처음 도입된 별분석은 클래스간 

분산과 클래스내 분산의 비율을 최 화하여 사회 상의 



A change of the public's emotion depending on Temperature & Humidity index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49

여러 특성들을 토 로 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응답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측하는 하나의 통계기법이다. 

별분석은 하나의 집단변수(Group variable) 개개의 변

수값을 별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는 별변수

(Discriminant variable)의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

인 별함수(Discriminant function)를 만든 후, 이 별

함수에 새로운 개체의 특성을 입하여 어떤 집단에 속

할지를 별하는 것이다. 별분석은 두 개 이상의 모집

단에서 추출된 다변량 측치의 정보를 이용하여 측치

가 어느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인가를 결정해  수 있는 

기 을 찾는 분석으로, 이를 통해 군집분석 결과를 검증

할 수 있다.

4. 결과 

온, 습도에 따른 감성 키워드를 계층  군집분석

(Ward analysis)으로 군집의 개수를 정하여 비 계층  

군집분석(K-means)으로 군집한 결과 8개의 군집으로 분

류 되었다. 이와 련하여 온습도에 따른 감성 키워드 군

집된 8개의 분포는 [Fig. 2]와 같다.

[Fig. 2] Keyword of emotion clustering by 
temperature and humidity

X축과 Y축은 각각 온도와 습도를 나타내며 온, 습도

에 따른 군집 별 분포를 나타낸다. 군집 1∼8까지로 총 8

개의 군집을 표 한다. 8개의 군집은 온, 습도에 따른 감

성 키워드간의 유사한 동류 집단으로 분류 되어 있으며, 

각 군집 별 온, 습도 범주, 감성 키워드는 다른 특성을 지

니고 있다. 각 군집 범주에 따른 온, 습도 범주  특성 

키워드는 <Table 4>과 같다.

Clust

er(K)

Temperature

(℃)

Humidity

(%)
Keyword

Mini

mum 

value

Maxi

mum 

value

Mini

mum 

value

Maxi

mum 

value

Keyword

name
%

1 -7.9 8.1 39 52 Sweet  60

2 -9.3 5.9 53 61 Furious 20

3 -2.7 8.8 61 75 Scary 40

4 4.7 17.6 44 61 Embarrassed 60

5 9.3 22.2 57 74 Hate 40

6 0.9 14.4 73 91 Unfair 80

7 16.8 29.5 69 79 Scary 40

8 15.5 28.7 80 93 Disappointed 80

<Table 4> Temperature of 8 kinds of cluster and 
humidity index & keyword

8개의 군집 별로 서로 다른 감정, 감각 증상을 보인다. 

군집 1은 100명  60명은 “달다”라는 감성을 느끼는 날

이고 군집 8은 100명  80명은 “실망하다”라는 감성을 

느끼는 날이다. 군집분석 결과 제 로 군집화 는지를 

악하기 해 별분석을 수행하여 검증하 다.

Wilks`lambda F df1 df2 Sig.

Temperature .122 10509.370 7 10212 .000

Humidity .093 14170.653 7 10212 .000

<Table 5> Wilks' lamda and significant probability

<Table 5>는 집단 간 차이가 있는 변수들이 별분석

이 이용되므로, 이를 하여 집단평균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 다. 검정 결과 유의확률은 0.000으로 변수들의 

평균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습도는 온도에 비해 

Wilks`lambda 값이 작고 분산분석 F값은 크다. 이는 온

도에 비해 습도 요인이 별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Function
Eigen 

value
Variance % Cumulant %

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

1 16.795a 89.0 89.0 .971

2 2.083a 11.0 100.0 .822

<Table 6> Eigen value and canonical correlation

<Table 6>에서 정 상 계수를 제곱하면 (.971)와 

(.822)로 이는 별 수 분산의 94.28%와 67.56%로 변

수들에 의해 설명됨을 의미한다. 정 상 계수는 0.97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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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로 1.0에 가까우므로 별함수의 별력이 매우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Cluster
Predicted affiliated group 

1 2 3 4 5 6 7 8 Total

1 896 0 0 28 0 0 0 28 952

2 0 784 0 0 0 0 0 0 784

3 0 0 1680 0 0 0 0 0 1680

4 0 0 0 1512 0 0 0 0 1512

5 0 0 0 28 1764 0 0 0 1792

6 0 0 0 0 0 1848 0 0 1848

7 0 0 0 0 0 0 1036 28 1064

8 0 0 0 0 0 0 0 588 588

%

1 94.1 .0 .0 2.9 .0 .0 .0 2.9 100.0

2 .0 100.0 .0 .0 .0 .0 .0 .0 100.0

3 .0 .0 100.0 .0 .0 .0 .0 .0 100.0

4 .0 .0 .0 100.0 .0 .0 .0 .0 100.0

5 .0 .0 .0 1.6 98.4 .0 .0 .0 100.0

6 .0 .0 .0 .0 .0 100.0 .0 .0 100.0

7 .0 .0 .0 .0 .0 .0 97.4 2.6 100.0

8 .0 .0 .0 .0 .0 .0 .0 100.0 100.0

<Table 7> Result of the discriminant analysis by
emotion keyword depending on 
temperature and humidity

군집의 별 률(Hit ratio)은 회귀분석의 합도를 

나타내는 r2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별식이 상을 

얼마나 잘 분류하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Table 7>과 같이 군집1의 별 률은 94.1%, 군집

7의 별 률은 97.4로 군집1과 군집 7을 제외한 군집

의 별 률은 100.0%이며, 체 군집분석 분류 

률은 98.9%로 올바로 분류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기상 데이터(온도, 습도)를 이용해 의 

감성과 다양한 감성 욕구를 악하여 감성 활동을 측 

할 수 있어 감성을 공유하고 의 기분을 악하여 서

로 공감 를 형성 할 수 있고 특별한 일이나 기념일 등에 

최 화된 일자를 선별하여 이벤트를 할 수 있을 것 이다. 

한 기상청 API를 사용하여 온도, 습도에 한 데이터

를 실시간으로 수집이 가능하고 이에 맞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된 감성 활동 변화  시각화 된 서비스 모델을 

제공 할 수 있다.

감성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단순히 신체 반응만을 동

반하는 감정에 비해 직 , 무의식 , 복합 인 감정으

로 의미가 확 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더 많은 요인을 추가한다면 다양한 환경에서 감성에 더

욱 합하게 응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1년간의 

데이터로 분석을 하 지만 계속 축 되는 Social데이터

로 분석을 하면 의 감성을 좀더 명확히 악할 수 있

을 것이다. 한 자연어 처리로 Keyword의 의미를 정확

히 한다면 Social 데이터의 정확한 의미를 악하여 데이

터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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