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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처리 기술이 발 함에 따라 정보에 한 근과 소통은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되었고, 동시에 사

용자의 정보에 한 요구 한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응하기 해서 사용

자의 경험과 소통하여 인지과정에 향을  수 있는 감성이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감성은 동일한 

외부자극에 해 개인의 경험,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객 으로 측정하기가 어렵지

만, 외부자극에 해 반사 이고 직 으로 발생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지속 으로 향을 주기 때문

에 사용자의 경험과 소통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지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미지라는 외부자극에 해 사용자들이 느낀 어휘들을 수집하고 정과 

부정 감성을 분석하여 어휘를 기반으로 이미지의 감성을 측정하고 평가하 다.

1. 서론

   정보처리 기술이 발 함에 따라 정보에 한 근과 

소통은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되었고, 동시에 사용자의 정

보에 한 요구 한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응하기 해서 기술의 완성 뿐 

아니라, 사용자의 경험과 소통하여 인지과정에 향을  

수 있는 감성이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감성은 반사 이고 직 으로 발생하여 의사결정 과

정에 지속 으로 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자의 경험과 소

통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감성은 동일한 외부자극에 해 개인의 

경험,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객 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고, 신체  변화가 수반되지 않아 정량

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감성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한 방법  어휘를 통해 표 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하는 것이 일반 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에는 사용자의 

경험을 통한 감성이 표 되어 있기 때문에 어휘를 이용하

여 감성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3][4][5][7].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미지

라는 외부자극에 해 사용자들이 느낀 어휘들을 수집하

고 정과 부정 감성을 분석하여 어휘를 기반으로 이미지

의 감성을 측정하고 평가하 다. 이미지에 나타난 모든 어

휘를 상으로 감성을 측정하 으며, 객 인 감성 측정

을 해 균형감성어휘목록(The Balanced Affective Word 

List)을 이용하여 이미지와 어휘를 수집하 다[9][10].  

2. 어휘의 감성측정

   어휘의 감성을 측정하기 해서 사진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외부자극이 되는 이미지에 한 사용자 태그를 

수집하 다. 균형감성어휘목록에서 정과 부정 어휘를 이

용하여 이미지를 수집하 고, 각 이미지에 사용자들이 기

술한 태그를 수집하 다.

   이미지의 감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해 수집하기 

해 사용된 균형감성어휘목록의 정, 부정 감성 분류를 기

반으로 수집된 태그를 분석하 다. 수집된 태그의 감성정

보를 객 으로 분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태그에서 

획득할 수 있는 출  빈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3. 이미지의 감성평가

   어휘의 감성정보를 기반으로 이미지의 감성을 평가하

기 해서 정보검색에서 사용되는 가 치 기법을 이용하

다. 어휘와 어휘의 문헌 출 빈도를 이용하여 문헌의 가

치를 측정하듯이 태그와 태그의 이미지 출 빈도를 이

용하여 이미지의 정과 부정 감성을 측정하 다.

   특정 감성 분류에 속하는 어휘를 통해 검색된 이미지

에서 특정 태그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반복 으로 사용되

어 진다면, 그 태그는 이미지가 자극하는 감성을 잘 표

한다고 볼 수 있다. 한 특정 어휘가 같은 감성 분류에 

속하는 다른 이미지의 태그에서 출  빈도가 높다면, 그 

태그는 이미지들의 감성과 연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 태그가 감성 분류에 계없이 모든 이미

지의 태그에서 출  빈도가 높다면, 그 태그는 이미지가 

달하는 감성을 표하지 못하고, 이미지들의 감성과 연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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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3가지 가정을 이용하여 어휘 기반의 이미지 감성

측정을 한 가 치 식으로 표 하 고, 정과 부정 감성

을 구분하여 계산된 감성정보 값을 기 으로 이미지의 감

성을 단하 다. 이미지의 감성은 태그의 감성 값의 합으

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의 감성 값이 무 낮아 

감성을 표 하지 못한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감성평가에

서 제외하 다.

   이미지의 감성평가는 이미지를 검색하기 해 사용된 

균형감성어휘목록 어휘의 감성분류와 태그를 기반으로 측

정된 이미지의 감성분류를 이용하여 혼동행렬(Confusion 

Matrix)을 통해 평가하 다.

워드넷 감성정보(실제)

정 부정

이미지 감성정보

( 측)

정 (A) 4,998 (B) 1,499

부정 (C) 830 (D) 9,972

<표 1> 어휘의 감성평가를 한 혼동행렬

   감성평가는 정확도(accuracy)와 오류율(error)로 측정하

고, 정확도는 (A+D)/(A+B+C+D)로 오류율은 (B+D)/(A 

+B+C+D)로 측정하 다. 평가 결과 정확도는 (4,998+9,972 

)/(4,998+1,499+830+9,972) = 86.537%, 오류율은 (1,499+830 

)/(4,998+1,499+830+ 9,972) = 13.463%로 좋은 성능을 보임

을 알 수 있다.

   사진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미지와 태그를 수집하

기 때문에, 이미지가 자극하는 감성 뿐 아니라 이미지가 

달하는 사물, 상과 같은 정보가 태그로 표 되어 있

다. 따라서 정보를 표 한 태그는 감성을 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감성평가에서 부정 인 향을 주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태그에서는 체 으로 정과 부정 

감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결론

   본 논문은 사진 공유 사이트에 존재하는 이미지들로부

터 사용자들이 기술한 태그를 수집하여, 태그의 감성을 측

정하고 더 나아가 이미지의 감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이

미지가 달하는 정보 자체를 설명하는 립  성격의 태

그들 때문에 감성 평가에 부정  향을 미치기도 하 지

만, 평가결과 태그와 이미지의 빈도정보를 이용하여 정

과 부정 감성을 나타내는 이미지의 감성을 정량 으로 측

정하고 평가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감성측정  평가 방법이 객 이라고 보기 

에는 어렵지만, 다수의 사용자들이 기술한 태그와 이미지

의 빈도정보를 이용하여 감성정보를 정량 으로 측정하고 

평가하 다는 에서 집단지성과 빈도정보를 이용한 감성

평가 방법을 제시하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과 부정

에 한 감성정보를 정량화함으로써 어휘를 기반으로 이

미지의 감성을 측정할 수 있었다.

   감성은 동일 외부자극에 해 개인의 경험,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신체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특성 때

문에 객 으로 측정하고 평가하여 일반화 하는 것이 어

렵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어휘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느낀 감성을 측정하여 이미지와 같은 외부자극에 한 감

성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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