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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times, studies sentiment analysis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by implement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echnologies for analyzing subjective data such as opinions and attitudes of users

expressed on the Web, blogs,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s). Conventionally, to classify the

sentiments in texts, most studies determine positive/negative/neutral sentiments by assigning polarity

values for sentiment vocabulary using sentiment lexicons. However, in this study, sentiments are classified

based on Thayer’s model, which is psychologically defined, unlike the polarity classification used in opinion

mining. In this paper, as a method for classifying the sentiments, sentiment categories are proposed by

extracting sentiment keywords for major sentiments by using hashtags, which are essential elements

of Instagram. By applying sentiment categories to user posts, sentiments can be determined through

the similarity measurement between the sentiment adjective candidates and the sentiment keywords. The

test results of the proposed method show that the average accuracy rate for all the sentiment categories

was 90.7%, which indicates good performance. If a sentiment classification system with a large capacity

is prepared using the proposed method, then it is expected that sentiment analysis in various fields will

be possible, such as for determining social phenomena through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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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

vice, SNS)가 스마트폰 사용과 더불어 사용자들의 

생활 속 일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SNS들이 

등장하고 있다. 시대 흐름에 따른 SNS는 3가지 형태

로 구분 지을 수 있다. 1세대 SNS는 기존에 형성된 

오프라인 인맥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방

식인 싸이월드(Cyworld)의 미니홈피나 블로그와 같

은 형태였다. 2세대 SNS에서는 스마트 폰의 등장과 

함께 트위터(Twitter)나 페이스북(Facebook)처럼 

타임라인 형식으로 단문형태의 메시지를 실시간으

로 주고받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다양

한 SNS들이 등장하면서 인맥 중심의 관계와 포괄적

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나가는 기존의 SNS에서 점

차 관심사나 취미 등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공유하

는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인 텀블러(Tumblr), 핀터레

스트(Pinterest), 인스타그램(Instagram)과 같은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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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SNS까지 다양한 형태의 SNS가 발전하였다[1,2].

이러한 SNS의 확산은 개인의 관심사와 관련된 사용

자간의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게

시한 게시물 등을 이용하여 관심사나 감정을 분석을 

위한 연구[3,4,5]가 수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기존의 

보편화된 SNS를 활용한 연구에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세대 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감정분류를 수행하고자 한다. 인

스타그램은 사용자가 공유하고 싶은 이미지를 스마

트 디바이스를 통해 촬영하거나 기존에 촬영한 이미

지를 업로드 할 때 간단한 해시태그(Hashtag)를 덧

붙여 글을 게시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

른 사용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3세대 SNS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오피니

언 마이닝에서 활용하고 있는 극성 분류와는 달리 

심리학적으로 정의된 감정을 기준으로 감정을 분류

하였고, 실제 인스타그램에서 사용되는 감정을 분석

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감정 

카테고리를 제안하였다. 기존 감정 분석에 대한 연구

의 경우 텍스트의 감정을 분류하기 위해 감정사전을 

이용하여 감정어휘에 대한 극성 값을 부여해 긍/부

정을 판별하여 감성을 판단하였으나 제안하는 감정 

카테고리를 통해 사용자의 주요 감정을 분석할 수 

있어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모호함을 해결할 수 있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SNS

데이터를 이용하여 감정 분석을 수행한 기존 연구들

과 해시태그에 대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인스타

그램을 대상으로 사용자 감정 분류와 분석의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감정 

분석의 방법으로는 크게 해시태그를 이용한 감정 분

류 방법과 제안한 해시태그 기반 감정 카테고리를 

사용자의 게시물에 적용하여 감정을 분석하는 방법

에 대해 제시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감정 카테고리

에 대한 정확성을 측정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마지막

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를 5장에서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2.1 감정 분석(Sentiment Analysis)

감정 분석이란 문장이나 문서 등 텍스트 정보에 

표현된 사람들의 의견이나 태도, 감정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감성 단

어를 긍정과 부정의 양 극단으로 분류하는 극성분류

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SNS 데이터를 이용하

여 여러 감정으로 분류하는 감정 분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6,7]. [5]에서는 트위터(Twitter)로

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계학습 모델을 적

용해 7개의 감정인 ‘분노’, ‘혼란’, ‘우울’, ‘피로’, ‘친근

감’, ‘긴장감’, ‘생동감’으로 영화평을 분류하여 영화 

장르별 감정특성을 분석하였고,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결과를 통하여 감정 분석이 데이터의 성격을 

넘어서 실제 응용분야에 적용이 가능함을 주장하였

다. [6]에서는 트위터와 싸이월드 C로그, 국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Naver)의 영화 리뷰 댓글의 데이터

를 이용하여 긍정의 세부 분류 7가지와, 부정의 세부 

분류 15가지로 분류하였다. [7]에서는 심리학적 감정

들을 기반으로 트위터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정의한 

감정 정보 프레임을 추출한 후 기본적으로 정의해 

놓은 감성을 수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감성의 극성

뿐만 아니라 긍정과 부정의 근거가 되는 감성을 재구

성함으로써 긍정 9가지, 부정 10가지, 중립 4가지의 

감성으로 분류하였다. 기존의 감정 분류 방법은 SNS

의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방법이었으나, 본 논문에

서는 Thayer의 감정 모델을 기반으로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감정을 분류하고자 

한다.

2.2 해시태그(Hashtag)

해시태그란 ‘#’기호 뒤에 특정 단어를 써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특정 키워드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입된 기능이다. 사용자

는 게시물에 해시태그를 함께 게시함으로써 특정 주

제나 관심사를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이나 상

태에 대한 정보 또한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해시태

그의 특징을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8,9,10]들이 있다.

[8]의 연구는 트위터의 메시지를 감독분류(super-

vised classification) 방법을 활용하여 해시태그가 주

제를 표현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결과로 보여주었다. [9]의 연구는 트위터 상에서 

감성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프 모델을 기반으로 

해시태그 감성 분류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이때 해시

태그의 유형을 주제에 대해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하

는 감정 해시태그, 주제와 관련된 주제 해시태그, 표

현하려는 대상과 감정이 함께 나타난 감정 주체 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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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stem Flowchart.

태그로 세 가지 범주로 정의하여 그래프 모델이 나타

나는 동시 발생된 관계를 통해 감정의 극성을 결정하

였고, 해시태그가 감성 분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10]의 연구

에서는 해시태그 기능이 소셜 네트워크 상승의 중요

한 역할로 작용함을 언급하였으며 인스타그램에서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Naive Bayes classifier)를 사

용하여 해시태그의 감정 분류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해시태그의 특징을 활용하여 

감정 카테고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3. 인스타그램 기반 사용자 감정 분류 방법

3.1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심리학적 감정 분

류 체계 이론 중 하나인 Thayer의 감정 모델을 기반

으로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감정을 분류한 뒤 사용자

가 작성한 게시글에 분류한 감정 카테고리를 적용하

여 감정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Fig. 1은 제안

하는 감정 분석의 전체 시스템 구성도이며, 크게 감

정을 분류하는 프로세스와 사용자의 감정을 분석하

는 프로세스로 나뉜다.

3.2 인스타그램 감정 분류 프로세스

인스타그램에서 사용자는 공유하고 싶은 이미지

와 간단한 문구나 몇 가지의 해시태그로 자신의 기분

이나 상황을 표현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한다. 최

근 인스타그램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상세한 설명 대

신 해시태그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공유하고 싶은 게

시물을 설명한다. 이때 해시태그는 게시물의 주제를 

담는 키워드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의 기분이나 상태를 

공유하는 감정을 담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 본 절에

서는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내에서 사용

자들이 자주 공유하는 감정들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

해 기술한다. 감정을 분류하기 위해 카테고리를 선정

하여 기준을 세우고, 선정된 각각의 대표 카테고리를 

감정 형용사로 표현하여 감정 형용사가 포함된 해시

태그 데이터를 수집한다. 카테고리의 선정에 사용된 

자료는 심리학적으로 정의된 Thayer의 감정 분류 체

계[11]로 Fig. 2를 나타낸다.

Thayer의 모델은 감정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주

로 채택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감정을 형용사로 표현

하는 것과 특정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모호성을 해결

해 준다[12]. 본 연구에서는 감정 분류의 정확성 향상

과 오분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Thayer의 대표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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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ayer's Emotion Model [11].

Table 1. Hashtag-based Sentiment Category

Major Sentiment Sentiment Keyword

Happy cute, beautiful, adorable, funny, healthy, live, best, sweet, good, fit, hot

Angry
sad, cute, black, funny, honest, happy, mad, suicidal, dark, skinny, upset, bad, white,

unhappy, anorexic, thin, fat, dead, hungry, bulimic, sweet, stupid, young, bloody

Peaceful
beautiful, happy, green, blue, sunny, quiet, natural, colorful, cute, gorgeous, square,

grateful, normal, sad, thankful, live, scenic, good, healthy

Sad

suicidal, fat, happy, anorexic, black, alternative, cute, dead, dark, pale, skinny,

bulimic, rad, white, thin, true, unhappy, empty, sorry, emotional, bipolar, bad,

aesthetic, stupid, funny, pathetic, anxious, mad, soft

지 감정인 Happy, Angry, Peaceful, Sad를 카테고리

로 선정하여 분류 기준을 세우고, 이를 감정 형용사

라고 표현하였다. 카테고리의 선정이 끝나면 인스타

그램에서 정의된 감정 형용사가 포함된 해시태그 데

이터를 수집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인스타그

램의 API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access_token을 

받기 위해 인스타그램 개발자 페이지[13]에서 인증 

절차를 거친다. API를 이용하여 감정 형용사를 포함

하고 있는 게시물 정보에서 해시태그만을 수집한다.

이때 수집한 해시태그는 각 감정 형용사 한 개 당 

10,000건의 게시물의 해시태그를 무작위로 추출하였

고, 총 40,000건의 게시물의 해시태그를 수집하였다.

이를 감정 형용사가 포함된 해시태그의 감정 키워드

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해시태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파이썬(Python)의 자연어 처리 라이

브러리인 NLTK(Natural Language Toolkit)[14]를 

이용한다. 먼저 전처리 과정의 첫 단계로 문장 내에

서 단어별로 토큰화 한 뒤 숫자와 기호를 제거하는 

불용어 삭제 단계와 POS(Part of Speech) 태깅 단계

를 통하여 품사를 파악한다. 전처리 과정을 거친 해

시태그 중에서 태그가 JJ인 즉, 형용사의 품사를 가

진 단어들만을 추출한다. 이때, 형용사의 품사를 가

지고 있는 JJR과 JJS도 함께 이용하여 태깅의 정확

도를 높이기로 한다. 전처리 과정을 거쳐 추출된 형

용사 리스트에서 감정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어들의 빈도수(Term Frequency)를 측정하

여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해 감정 키워

드를 선정한다. 감정 키워드의 선정은 주요 감정과 

동시 출현하는 빈도수의 횟수를 기준으로 수집한 데

이터 개수의 0.01% 이상인 빈도수를 갖는 경우를 감

정 키워드로 선정하였으며, 감정 형용사와 해당 감정 

키워드 리스트의 각각의 단어가 일치하는 경우는 배

제시켰다. Table 1은 제안하는 감정 형용사에 따른 

해시태그 기반의 감정 카테고리를 나타낸다.

제시하는 감정 카테고리는 최상위 감정 키워드를 

주요 감정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각각 선정된 감정 

키워드를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오피니언 마이닝에

서 활용하고 있는 극성 분류와는 달리 심리학적으로 

정의된 Thayer의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 인스타그램

에서 공유되는 감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인스타그램

의 핵심적인 요소인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주요 감정

에 대한 세부적인 감정 키워드를 분류함으로써 인스

타그램에서 주로 공유되는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감정 키워드를 핵심 단서로 이용하여 

사용자의 감정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3.3 감정 카테고리를 활용한 사용자 감정 분석

인스타그램 내에서 사용자들은 Fig. 3과 같이 공

유하고 싶은 게시물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일상이



1395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이용한 사용자 감정 분류 방법

Fig. 3. Instagram User Post.

나 의견, 정보 또는 감정 등을 공유하거나 댓글을 통

해 공감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Fig. 3을 예로 들어 앞서 제안한 해시

태그 기반 감정 카테고리를 인스타그램 사용자 게시

물에 적용하여 감정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

다. 먼저 감정을 분석하기 위한 대상으로는 게시물 

하나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 게시물에 있는 게시글과 

댓글의 정보를 통해 사용자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

는 것을 전제로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게시물에서 객

관적 판단이 가능한 게시글 자료인 텍스트 정보만을 

수집하여 사용한다. 분석하는 기준은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 하나를 기준으로 한다. 그 이유는 사용자들이 

같은 감정으로 여러 개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경우는 

드물며 사용자의 게시물 전체나 부분적으로 데이터

로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있

어서 기준뿐만 아니라 감정을 정의하는 데 모호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의 게시물에 대한 

시간 정보로 판단하였을 때에도 최근 게시물과 과거

의 게시물에 담긴 감정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하나의 게시물에 해당하는 주요 감정을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사용자의 게시글을 추출하는 

과정은 앞서 감정 형용사가 포함된 해시태그를 추출

하는 과정과 유사하며, 사용자의 게시물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userId 값의 고유번호가 필요하다. 이 값을 

이용하여 게시물의 정보에서 글의 내용과 태그정보,

댓글 정보를 포함해 순수 텍스트 정보만을 읽어온다.

사용자의 게시글에서 감정 형용사 후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불용

어 제거, 토큰화, POS 태깅 단계 순으로 전처리 과정

이 수행되며 Table 2는 Fig. 3의 userId 값을 이용하

여 추출된 원본 게시글에서 각 단계에 대응하는 전처

리 과정의 결과를 보여준다.

전처리 과정을 거친 사용자의 게시글에서 감정 형

용사 후보를 추출하기 위해 형용사 품사를 가진 단어

들을 대상으로 빈도수(Term Frequency)를 측정하

여 높은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뒤 선정된 감정 형

용사 후보를 추출한다. 이때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게시물 한 개이기 때문에, 빈도수에 따라 상위 5개까

지를 감정 형용사 후보로 정의한다. Fig. 3의 사용자 

게시글에서는 감정 형용사 후보로 “happy, cute,

adorable, beautiful, good'이 추출된다. 이를 제안한 

해시태그 기반의 각각의 감정 카테고리와의 유사도 

측정을 통해 나온 수치 중 최댓값을 가지는 감정 카

테고리로써 사용자의 감정을 분석한다. 유사도란 두 

개체의 유사한 정도를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자의 감정을 분석하

기 위해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한 이유는 분석하고자

하는 사용자 게시글에서 추출한 감정 형용사 후보를 

해시태그 기반으로 분류해놓은 감정 카테고리와 서

로 어느 정도 유사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사도 값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이용하였다. 코

사인 유사도는 유사도 측정을 위한 대표적인 척도이

며[15]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문서간의 유사도를 

측정할 때 자주 사용된다. 식 (1)은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는 수식이며 이 값이 클수록 두 개체 사이의 

유사도가 높다는 것을 말하고,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유사도의 값이 1일 경우는 서로 완전히 

같은 경우를 의미하며, 0일 경우는 서로 독립적인 경

우를, -1일 경우에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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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 Part of Preprocessing Phase.

Original Post

47-0 : So cute ??

47:::::Happy Birthday??

My adorable pet ????

#happy #birthday #happybirthday #pet #dog #adorable #smile #cute #beautiful #good

Deleting Stopword

So cute

Happy Birthday

My adorable pet

happy birthday happybirthday pet dog adorable smile cute beautiful good

Tokenization

['So', 'cute']

['Happy', 'Birthday']

['My', 'adorable', 'pet']

['happy', 'birthday', 'happybirthday', 'pet', 'dog', 'adorable', 'smile', 'cute', 'beautiful',

'good']

POS Tagging

[('So', 'IN'), ('cute', 'JJ')]

[('Happy', 'JJ'), ('Birthday', 'NN')]

[('My', 'PRP$'), ('adorable', 'JJ'), ('pet', 'NN')]

[('happy', 'JJ'), ('birthday', 'NN'), ('happybirthday', 'NN'), ('pet', 'NN'), ('dog',

'NN'), ('adorable', 'JJ'), ('smile', 'NN'), ('cute', 'JJ'), ('beautiful', 'JJ'), ('good', 'JJ')]

Fig. 4. Similarity Measurement Result of User Post of 

Fig. 3.

(1)

본 논문에서는 코사인 유사도가 문서나 텍스트에 

적용될 경우 식 (1)의 벡터 A, B로 해당 텍스트의 

단어 출현 빈도가 사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제안

하는 감정 카테고리에 있는 감정 키워드와 추출된 

감정 형용사 후보 각각의 단어 출현 빈도인 벡터 A,

벡터 B로 간주하여 유사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식 (1)을 통하여 유사도의 값

을 측정하고, 각각의 감정 카테고리의 감정 키워드와 

유사도를 비교 측정하여 가장 높이 측정된 값을 최종

적으로 사용자 게시물의 감정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Fig. 4는 Fig. 3의 사용자의 게시글에서 추출된 감정 

형용사 후보와 각각 감정 카테고리의 감정 키워드 

사이의 유사도를 비교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4에서는 Happy 카테고리에 대한 유사도 값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므로 Fig. 3의 게시물에 해당하

는 사용자의 주요 감정은 ‘Happy'라고 정의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한 게시물 내에서도 크게 4가지의 감정

들이 분포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의 주요 감정으

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문서 검색의 응용

으로 문서간의 유사도를 구하기 위해 해당 문서를 

분석하여 추출한 다수의 단어를 바탕으로 사전에 생

성된 색인어와 유사도를 측정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인스타그램 내에서 사용되는 해시태그를 이용하

여 제시한 감정 카테고리의 감정 키워드와 실제 인스

타그램 사용자 게시글의 감정 형용사 후보 간의 유사

도를 측정함으로써 감정 카테고리의 감정 키워드를 

색인어로 사용하여 비교 대상이 적합하다고 판단되

며, 감정 어휘를 나타내는 형용사 품사의 출현 빈도

를 속성 값으로 측정한 유사도를 통해 해당 게시물의 

사용자 감정을 판단할 수 있어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모호함을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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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ecision of Hashtag-based Sentiment Category.

4.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 실험에 사용된 인스타그램의 게시물

은 Happy, Angry, Peaceful, Sad 네 개의 범주를 대

상으로 제안한 감정 카테고리의 정확률 계산을 위해 

각 카테고리 당 게시물 250건씩 수집한 게시물에 순

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총 1,000건의 실험 데이터 

셋을 구축하였다. 본 논문의 실험은 제안한 분류 방

법인 해시태그 기반 감정 카테고리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확률(Precision)을 이용하였으며,

식 (2)와 같이 계산된다.

Pr 
 

(2)

정확률은 제안한 감정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분류

한 결과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본 논문에서는 

제시한 감정 카테고리에 의해 분류된 게시물의 수 

중 감정 카테고리에 의해 올바르게 분류된 게시물의 

수로 Precision을 판단하였다. 제안하는 해시태그 기

반 감정 카테고리의 성능을 식 (2)의 정확률을 이용

하여 평가한 결과를 Fig. 5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

었다.

정확성 평가는 각 감정 카테고리별 정확률과 감정 

카테고리에 대한 정답률을 평균화하여 도출하였다.

전체적으로 분류된 결과는 평균 90.7%의 정확성을 

보여 제안한 감정 카테고리의 효율성을 입증하기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각 감정 카테고리별 

결과에서는 Angry 카테고리가 가장 높은 정확률을 

보였고, Happy 카테고리가 두 번째를 이은 것으로 

보아 감정의 극성이 뚜렷할수록 높은 정확성을 보인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감정 카테고리들의 

오분류된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Happy 카테고리에

서 올바르지 않게 분류된 정보는 대부분 Peaceful 카

테고리에 해당되었으며, Peaceful 카테고리에서 올

바르지 않게 분류된 정보는 대부분 Happy 카테고리

에 해당하였다. 이를 통해 두 감정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Peaceful 카테고리에서 Happy 카테고리로 오분류된 

정보에서는 Happy 카테고리의 감정 키워드인 'good'

이라는 키워드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

다. Angry와 Sad 카테고리에서는 오분류된 결과를 

분석한 결과 두 카테고리가 대부분 Happy 카테고리

에 해당되었다. 이 두 감정 카테고리에서 오분류된 

정보들은 대부분 사랑과 관련된 슬픈 글귀나 슬픈 

노래가사 등에 자주 등장하는 지나간 사랑의 그리움,

아름다운 추억을 표현하는 ‘beautiful'과 ’good'이라

는 키워드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제안하

는 감정 카테고리의 감정 키워드를 선정하는 데 있어 

‘good'이나 ’beautiful'과 같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키

워드들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더욱 세부적인 

기준을 두어 오분류 사례를 줄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스타그램의 핵심적 요소인 해시

태그를 이용하여 감정을 분류하여 주요 감정에 대한 

감정 키워드를 추출하여 감정 카테고리를 제시하였

고, 이를 사용자 게시물에 적용하여 게시글의 감정 

형용사 후보와 감정 카테고리의 감정 키워드와의 유

사도 측정을 통해 감정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제안하는 방법의 특징으로는 오피니언 마이닝에

서 활용하고 있는 극성 분류와는 달리 심리학적으로 

정의된 Thayer의 모델을 기준으로 감정을 분류하였

고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감정 카테고리를 제안함으

로써 실제 인스타그램에서 공유되는 감정을 적용하

였다는 점이 있다. 제안 방법에 대한 실험 결과 전체 

감정 카테고리에 대한 평균 정확률은 90.7%로 좋은 

성능을 보였다. Angry 카테고리에서는 93.2%로 가

장 높은 정확률을 보여주었고, Happy 카테고리는 

92.8%, Sad 카테고리는 90.4%, Peaceful 카테고리는 

86.4%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감정 분류의 

정확성 향상과 오분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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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Happy, Angry, Peaceful, Sad를 카테고리로 

선정하여 감정 카테고리를 제시하였으나 향후에는 

4가지 감정 외에 분류될 수 있는 감정을 추가로 선정

하여 확장한다면 사용자의 감정을 보다 세밀하게 분

석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 논문의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감정 카테고리의 감정 키워드

를 선정함에 있어 영향을 많이 미치는 키워드들에 

대한 오분류율을 줄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텍스트를 이용하여 추출한 감정 형용사만을 

가지고 연구하였으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모티

콘이나 감정을 품고 있는 다른 품사를 활용하는 방법 

등의 확장된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대용량의 감정 분류 체계가 갖춰진다면 

SNS를 통한 주요 이슈나 사회적 현상 등 다양한 분

야에 대한 감정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

가 SNS상에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나 추천서비스 

또는 감성마케팅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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