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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동기 및 관련연구1.
실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항상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미리 해결책을 제공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은 예측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이는. ,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에 바탕을 둔 이성적인 판단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마다 느껴지는 감정이 행동에 많
은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컴퓨터의 설계를 통해 보다 지능적인. HCI
를 구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감성을 활용한 지능적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를 기반으로SMS(Short Message Service)
사용자 감정을 추론한다 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의사소통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모티콘의 사용은 사용자의 감. SMS ,
정 상태를 잘 표현하므로 쉽게 사용자의 감정을 추론하도록 도와준다.
기존의 텍스트로부터 감정을 인식하는 연구는 화자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감정 키워드 사용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
어 왔다. 과 는 감정 키워드들의 감정 레벨을 평가함으로써 감정 단어 그룹을 분류하 고Subasic Huettner [1],

와 는 파서를 이용하여 감정을 분류하 다 그러나 감정 키워드기반 감정 인식은 감정 키워드 정Boucouvalas Zhe [2].
의가 모호하고 감정 키워드를 포함하지 않은 문장에 대해서는 감정을 인식할 수 없으며 감정 인식을 위한 의미 정, ,
보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은 음성정보와 언어학적 정보를 함께 적용. Schuller
하여 감정인식에 활용하 고 와 는 감정 키워드와 의미 정보 감정 히스토리를 이용한 시맨틱 네트워[3], Chuang Wu ,
크 기반 감정 인식 모듈을 제안했다[4].
본 논문에서는 감성 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자 모바일 기기의, SMS(Short Message

에서 등장하는 각 단어와 이모티콘으로부터 사용자의 감정을 추론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단어 기반 연Service) .
산 의 개념을 도입하여 각 단어와 감정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하고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Computing with Words)[5] ,

를 이용하여 나타낸다Activation Evaluation Space(AES)[6] .
제안하는 방법2.
본 논문에서는 일반 단어들과 각 감정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포괄적인 감정 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 본 논문에.
서 감정 분석에 쓰인 단어는 동아 국어사전에 수록된 약 단어이며 각 단어가 위의 가지 감정 좋음11,000 , AES 12 ( ,
기쁨 유쾌 흥분 화남 혐오 싫음 절망 우울 지루 만족 차분 에 대해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를 퍼지 소속도 함, , , , , , , , , , )
수를 통해 모델링한다.

표 단어1. w의 감정 e에 대한 F-measure 값의 계산
precision=

Nweb(w,e)

∑
i
Nweb(w i,e) ,

recall=
N web(w,e)

∑
i
N web(w,e i) , F(w,e)= (α+1)×precision×recallα×precision+recall

Nwebz(x) 질의: x의 웹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된 데이터의 개수
F(w,e) 단어: w와 감정 e에 대한 F-measure 값
단어와 감정 간의 관계를 수작업으로 결정하기에는 그 정도가 애매하며 많은 단어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태깅하
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웹 검색 엔진에서 질의 처리 결과 검색된 데이터의 개수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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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단어가 어떤 감정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 단어, . w와 감정 e

에 대한 관계는 표 과같이 문서분류에서 자주 사용되는1 F-measure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α 값은 정확률과 재현
율에 대해 동일한 비중을 반 하기 위해 로 설정한다1 .
그러나 F-measure 값만으로 단어 w와 감정 e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
해 보자 만일 단어. w1이 두 감정 e1, e2에 대한 F-measure 값이 동일하다고 하면 단어, w1은 감정 e1, e2에 미치
는 향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Nweb(e 1)>Nweb(e 2)라는 정보가 주어진다면, recall 부분에서 e1에 대한 비중
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므로 단어 w1이 감정 e1, e2에 미치는 향이 같다고 할 수 없다 즉 이와 같은 경우에는. ,
F-measure 값이 같더라도 단어 w1은 감정 e1보다는 감정 e2에 미치는 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어.
w1과 w2가 감정 e1에 미치는 향을 고려할 때도 앞의 예와 같이, Nweb(w1)과 Nweb(w2)값에 따라서 precision에
미치는 향이 달라지므로 F-measure만으로 단어 w와 감정 e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단어. w와 감정 e에 대
한 퍼지 소속도 M(w,e)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M(w,e)∝ F(w,e)
Nweb(w)×Nweb(e)

감정 추론 모듈은 사용자의 감정 상태가 상에서의 변화량을 계산하는 모듈로 감정 추론 모듈에서는 추AES , SMS
출 모듈에서 넘어온 단어 W={w1,w2,⋯,w n}가 activation과 evaluation 값에 얼마나 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각 단
어 wi의 개의 감정에 대한12 M(w i,e)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림 에서와 같이 개의 감정은 상에서 도. 6 , 12 AES 30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x(positive 축을 기준으로 하여 반시계방향으로 감정 벡터) V(e i)를 길이가 인 차원 벡1 2
터라고 하면, activation과 evaluation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activation=η∑
12

i=1
V x(e i), △evaluation=η∑

12

i=1
V y(e i) (η는 감정 강도 조절 상수)

결론 및 향후연구3.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기반 사용자 감정추론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한 방법은 단어 기반 연SMS .
산을 통해 단어와 감정과의 관계를 모델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Activation Evaluation Space
상에 나타내었다 몇 가지 에 대한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SMS .
향후 과제로는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단어와 감정 간의 모델링 정보에 다양한 이모티콘을 추가하,
고 적절한 감정 강도 조절 상수 값을 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감정 추론을 위해 감정 키워드의 각, .
감정에 대한 퍼지 소속도를 지속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띄어쓰기 및 철자에러. , SMS
를 교정하는 모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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