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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선호도 분석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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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uggests the way that it could improve the reliability about preference of user's feedback

by adding weighting factor on sentiment analysis, and efficiently make a sentiment analysis of users'

emotional perspective on the big data massively generated on twitter. To solve errors on earlier studies,

this paper has improved recall and precision of sensibility determination by using sensibility dictionary

subdivided sentiment polarity based on the level of sensibility and given impotance to sensibility

determination by populating slang, new words, emoticons and idiomatic expressions not in the system

dictionary. It has considered the context through conjunctive adverbs fixed in korean characteristics which

are free to the word order. It also recognize sensibility words such as TF(Term Frequency), RT(Retweet),

Follower which are weighting factors of preference and has increased reliability of preference analysis

considering weight on 'a very emotional tweet', 'a recognised tweet from users' and 'a tweeter influe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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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SNS(Social Net-

working Service)의 활성화로 인해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

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

에서 생성되는 것이 빅데이터(Big Data)다.

생성되는 트윗의 방대한 데이터 또한 빅데이터의

일부로 트윗(Tweet)으로부터 가치 있는 패턴을 찾

아내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빅데이터는 단순한 스토리지(Storage) 서비

스나 데이터 분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된

정보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생성하여 새롭게 창조

되는 경제적 가치를 찾아내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1].

트위터 사용자는 개인의 의견을 업로드하기 때문

에 그 내용이 대표성도 없고 지극히 주관적이다. 개

인적인 트윗 하나만 볼 때는 가치 없는 정보일 수

있지만, 여럿이 모여 일정한 패턴을 나타낸다면 가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고 시대적 의미를 반영하기 때

문에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트위터 분석 중 선호도 분석 기술은 이

미 진행되고 있고, 트위터가 거대한 선호도 분석의

소스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좋은 선호도

를 획득하려는 기업이나 공급자의 주기적인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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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과 동향 예측 등의 상용 서비스가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는 신뢰도이다[2].

본 연구는 트위터 상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빅데이

터 분석에 사용자의 감성적 관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성분석하고, 감성분석의 결과에 가중치 요소를 추

가하여 사용자 의견에 대한 선호도에 신뢰도를 높이

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의

단점인 단순 감성을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는 감성사

전 설계와 감성분석 단계에서 접속부사의 사용으로

문맥의 반전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고, 선호도 등급

을 분류할 때 가중치 요소를 부여하여 신뢰도 높은

선호도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연구

2.1 빅데이터 

빅데이터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합의가 이

루어진 바는 없지만, McKinsey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해 각각 다

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McKinsey : 기존 데이터베이스 처리 방식의 데이

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역량을 넘어서는 데이터

세트.

- IDC :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쳐.

즉, 빅데이터란 많은 데이터에 대한 수집, 저장뿐

만 아니라 데이터의 분석, 의미 있는 데이터로의 가

공, 시각화까지 포함하고 있다.[3]

2.2 감성사전

트위터의 의견을 분석하는 방법 중 필수적인 것이

감성사전이다. 일반적으로 사전은 두 가지로 전자 사

전 등 범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사전과 특정 자료에

맞게 구축된 사용자 사전이 있다[4]. 한국어의 경우

대량의 한국어 말뭉치(corpus)가 수록된 ‘21세기 세

종계획’의 세종전자사전이 범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자연어는 매우 빠르게 생성되고 소멸되며 동

일한 의미를 갖는 다양한 파생어가 존재한다는 점에

서 기존 범용사전을 통한 트위터의 의견분석은 부적

합하다. 따라서 트위터의 의견 분석에 필요한 감성사

전은 사용자가 직접 사용자 사전을 설계하는 것이

분석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트위터의 의견 분석에 감성사전을 구축하는 방법

으로는 텍스트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전 정보

의 유무에 따라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첫째, 사전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 분석 전에 감성사전을

미리 구축하여 이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둘째, 사전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원시 자료를 가공 절차 없이

바로 빈도 분석한 후에 일정 빈도수 이상으로 추출된

이상 결과를 보고 감성사전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빈도 분석의 이상 결과를 사후 정보로 판단하여 이를

보정하기 위한 감성사전을 구축하는 것이다.

트위터 감성분석 오피니언마이닝(Opinion Min-

ing)에서 감성사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트

위터 사용자의 의견 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어휘의 긍/부정 영향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

다. 명확한 극성판단을 위해서 수집된 언어 자원과

감성분류, 즉 감성말뭉치 또는 감성사전이라고 하는

감성어휘 집합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감성어휘

의 감성을 명확하게 분류한다면 텍스트의 감성판별

정확도는 확연히 높아지겠지만, 한국어의 특성상 발

생하는 다양한 문맥적 의미 변화와 동태적 활용, 유

사어, 동음이의어 등 텍스트의 감성을 판별하기 위해

서는 여러 가지 한국어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2.3 트위터 감성분석 오피니언마이닝

오피니언마이닝(Opinion mining)은 사용자가 여

러 매체를 통해 표현한 의견을 추출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5]. 기본적인 수준의 오피니언마이

닝은 문서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차원적인 연구는 하

나의 문서는 하나의 개체에 대한 하나의 감성을 표현

한다는 가정으로 수행된다. 세부적인 연구는 각 문장

을 분석 대상으로 간주하며 주관성 구분(Subjectiv-

ity Classification)과 구와 절 단위의 분석을 주요 이

슈로 다루고 있다. 가장 세분화된 연구는 각 개체 및

개체의 속성을 분석 단위로 한다. 이 수준의 분석은

개체의 속성에 대한 감성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갖고 있지만 개체 인식, 개체의 부분적 요소 및

속성 파악 등 많은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른

수준의 분석보다 난해하다.

오피니언은 좋다, 싫다, 기쁘다, 슬프다 등의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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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S Processing.

적 표현으로 자주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영화, 음악,

SNS 등의 분야에서는 의견 극성 분석보다는 소비자

의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성분석

(Sentiment Analysis)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감성분석 연구도 오피니언마이닝 연구와 함께 진행

되었으며, 2000년 초기에 시장 감성분석을 위한 자동

도구로서 제안된 경우가 있다. 감성분석 시스템은 주

로 사용자들의 이용후기나 상품평 등 사용자의 의견

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판별하는 것에 주로 사

용되며,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많은 접근이 이루어졌

지만 최근에는 오피니언마이닝과 감성분석을 나누

어 구분하지는 않는다.

3. 빅데이터 선호도 분석 시스템(PAS; Pre-

ference Analysis System) 설계 및 처리 과정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빅데이터 선호도 분석을 위한

시스템(PAS; Preference Analysis System)의 구조

는 Fig. 1과 같다.

PAS의 전체 처리과정은 Module 1 : Big Data

Storage Management, Module 2 : Sentiment Anal-

ysis, Module 3 : Preference Analysis로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3.1 Big Data Storage Management Module

빅데이터 저장 관리(Big Data Storage Manage-

ment)에서는 5단계의 Data Crawling, Twitter

Crawling DB, Data Preprocessing, Data Filtering,

DB For Sentiment Analysis의 과정을 거쳐 처리된

다.

(1) Data Crawling

입력된 키워드에 해당하는 트윗 데이터를 트위터

로부터 수집하는 과정

(2) Twitter Crawling DB

트위터로부터 수집한 트윗 데이터를 DB에 저장

(3) Data Preprocessing

저장된 트윗(Tweet) 데이터를 전처리(Preproc-

essing) 시키며 전처리 과정은 형태소 분석을 한 후

품사별로 태깅(Tagging)

(4) Data Filtering

형태소 분석 과정을 거친 데이터는 감성분석을 위

해 필요 없는 트위터 ID, 작성일자, 문장부호 등을

제거

(5) DB for Sentiment Analysis

필터링 과정을 거친 데이터는 감성분석용 DB에

저장

3.2 Sentiment Analysis Module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에서는 Feature

Extraction, Weight Calculation, Sentiment Anal-

ysis DB, Sentiment Dictionary의 과정을 거쳐 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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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ntiment dictionary file.

Table 1. Sentiment dictionary construction

Separate Positive Negative Total

Interjection 83 96 179

Adverb 334 1,369 1,703

Collocation

(NewWords, Idiom)
511 1,671 2,182

Predicate

(Adjective+Verb)
1,542 2,835 4,377

Total 2,470 5,971 8,441

(1) Feature Extraction

감성분석을 하기 위해 감성분석용 DB에서 감탄

사, 부사(접속부사), 연어(관용적 표현), 용언을 추출

(2) Weight Calculation

추출된 품사의 단어는 Sentiment Dictionary와 비

교하여 감성 단어가 존재하고, 또 접속부사가 존재하

는지를 판별하여 감성 단어별 극성값 계산

(3) Sentiment Analysis DB

계산된 극성값을 감성분석 DB에 저장

3.3 Preference Analysis Module 

감성분석(Preference Analysis)에서는 4단계인

Preference Weight Calculation, Preference Grade

Analysis, Preference Result DB, Visualization의 과

정을 거쳐 처리된다.

(1) Preference Weight Calculation

감성분석이 된 데이터는 선호도 분석 가중치 요소

인 TF(Term Frequency), RT(Retweet), 팔로워

(Follower)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

(2) Preference Grade Analysis

가중치가 부여된 값은 긍/부정을 세분화하여 매우

긍정, 긍정, 부정, 매우 부정의 4단계의 등급으로 분류

(3) Preference Result DB

선호도 분석이 완료되면 선호도 분석 결과 DB에

저장

(4) Visualization

최종 결과값을 사용자에게 출력

4. 감성사전 설계

트위터는 온라인상에서 140자 이내의 단문 메시

지만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트윗에는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트윗을 작성할

때 기존 시스템 사전에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의 특성상 한글의 형식이 변형된 단어들

이 많고 신조어, 축약어, 비속어 등 한국어 사전에는

포함되지 않은 단어들이 자주 사용된다. 특히 사용자

들이 트윗을 작성할 때 140자라는 글자 수 제약 때문

에 단어나 문장 구조가 정상적인 문법의 범위를 벗어

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감성사전에 등록되는 단어

는 형태소 단위가 아니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감성사전의 설계를 위하여 전산 처리가 용이한 온

라인 사전을 조사한 결과 국립국어원의 ‘세종전자사

전’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종전자사전’

을 채택한 이유는 첫째, mdb파일 제공으로 감성사전

DB를 구축하는데 용이하고 둘째, 평가하기에 적절

한 규모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세종전자사전’은 품

사별 ‘기초’DB와 ‘상세’DB 두 가지로 나누어 제공하

고 있다.

Fig. 2는 mdb형식의 ‘세종전자사전’을 편집하여

본 논문을 위해 설계한 감성사전이다.

감성사전 설계는 주석자(Annotator)가 긍/부정을

분류하고, 각 단어별 극성값을 부여하여 설계하였다.

감탄사, 부사, 용언, 연어로 구성된 4개의 품사를 긍/

부정을 분류하여 총 8개의 테이블로 구성하였다. ‘세

종전자사전’의 4개의 해당 품사의 기초 표제어

69,002개의 단어 중에서 극성 단어의 비중이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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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는 단어와 신조어, 은어, 관용표현을 포함하여

8,441개를 추출하였다. 감성 정도에 따라 극성은

Positive는 (1∼3), Negative는 (-1∼-3)로 설정하였

고, Table 1은 감성사전의 구성요소이다.

5. PAS 세부 설계 

5.1 빅데이터 저장 관리 설계

본 논문에서 구현한 PAS의 Big Data Storage

Management 단계는 Fig. 3과 같다.

Fig. 3. Big Data storage management phases.

(1) 트윗 데이터 수집

트윗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Search API를 이용

한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였다. Search API는 검색

키워드, 사용자, 장소, 일시 등의 검색조건을 이용하

여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트윗을 반환한다. 응답 결

과에는 트윗의 본문을 포함하여 작성자, 작성시간,

받는 사람, 작성언어, 리트윗 여부, 리트윗 횟수, 사용

자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방식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2) 데이터 전처리(Data Preprocessing)

1) 트윗 데이터 전처리

수집된 트윗 데이터에서는 구어체를 포함하여 우

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자연어 형태로 되어있

다. 따라서 트윗의 텍스트 데이터를 감성분석에 사용

하려면 형태소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나눔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KAIST Semantic Web Research Center 개발)’를

사용하여 자연어 처리의 첫 단계인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였다.

2) 데이터 필터링(Data Filtering)

형태소 분석과 품사 태깅을 수행한 후 감성분석에

서 필요 없는 형태의 단어들은 일정한 규칙을 이용하

여 필터링한다. 감성분석에 따라서 필터링하는 방법

들은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트위터

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개념인 @ID,

일시, 이미지, URL 등은 감성분석에 있어 불필요하

기 때문에 제거하였다.

트윗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

필터링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을 갖는다. 첫째, 감성분

석 판단에 불필요한 내용들을 제거함으로써 감성분

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분석 DB의 양도

줄여주고 분석 시간도 줄여줌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5.2 빅데이터 감성분석 설계

Sentiment Analysis 단계는 트윗 데이터 중에서

감성분석을 위한 감성 요소를 추출하고, 추출된 감성

트윗 데이터의 감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Fig. 4는

감성분석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Fig. 4. Sentiment analysis.

(1) 감성분석 알고리즘

감성분석을 위한 알고리즘으로 Fig. 5와 같다.

단계 1은 형태소 분석을 통해 태깅된 감성분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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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ntiment analysis flow.

Table 2. The role of reverse conjunctions

Separate Sort Role

Reverse

conjunctions

그러나, 그런데, 그렇

지만, 그래도, 하지

만, 그렇되, 그럴지라

도, ~으나, ~지만

앞의 내용과 상반

되는 내용이나 다

른 내용을 이어줌

DB에서 감성 특징을 나타내는 특징을 추출하는 과

정이다. 감성 특징을 가지는 태깅 요소는 형태소 분

석을 통해 나타나는 품사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어

특성상 감성 요소는 주로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에서 나타나므로 이에 해당하는 품사로 감성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접속부사를 고려한다. 접속부사는

초기 감성을 반전시키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접

속부사를 특징요소로 추출하여 감성의 반전을 위하

여 사용한다.

단계 2는 추출된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에서

감성 표현 요소의 유무를 판별한다. 감성 요소의 판

별 여부에 따라서 감성 요소가 없으면 감성 특징 추

출 단계로 분기한다.

단계 3은 감성 추출이 된 트윗에서 접속부사의 유

무를 판별한다. 접속부사의 역할은 접속부사가 나오

기까지의 감성 정보를 반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

로 접속부사의 유무를 판별한다.

단계 4는 접속부사가 없을 경우 단어별 극성값을

고려하여 계산 후 감성분석 DB에 저장하고, 접속부

사가 있을 경우 접속부사가 나오기까지 단어 극성값

에 반전 요소를 가미한다. 예를 들면, 긍정단어 + 접

속부사 출현 = 최종 부정으로 판정되므로 ‘접속부사

가 나오기 전까지의 단어별 가중치 * (-1)’을 하여

단어별 가중치를 반전시킨 후 감성분석 DB에 저장

한다.

(2) 접속부사의 활용

한국어를 통사론적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또한

한국어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교착어에 속하기 때문

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요소들은 조사, 어미, 접

속부사와 같은 허사이다. 따라서 문장의 감성을 판별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6].

접속부사는 일반적으로 단어나 구 또는 문장을 접

속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선행하는 문장이나 문단을

요약하여 후행하는 문장에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

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므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접속부사는 이중주어 현상을 자주 수반하며 한국어

의 특징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장 구조의 가변성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문서 내

특정 접속부사들은 문장 내 역학 관계를 쉽게 정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

려한 처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Table 2는 접속부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한

다. 접속부사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감성 특징이 나

타날 때 앞선 가정을 반전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감성

특징 중 문맥에 대해 고려할 때 가치 있는 감성 특징

이라 할 수 있다[7].

또한 접속부사는 앞선 문장의 감성 특징을 반드시

반전시킬 수 있으므로 감성분석에 있어 여러 가지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접속부사를 통한 문장의 대표 감성의 특징 선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른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추

출된 트윗에는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키워

드를 기준으로 문장을 나눈 후 두 문장의 감성 특징

들을 서로 비교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후 두 문장의

감성 특징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충되는 경우는

접속부사 뒤의 특징들을 문장의 대표 감성 특징으로

삼는다. 접속부사의 앞의 문장에서만 감성 특징이 검



1292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7권 제11호(2014. 11)

Table 3. Weight (+3~-3) example

Separate Sentiment Words

+3 (Positive)
매우좋아, 완전소중, 대박대박, 앙대

여~, 케미터진다, ㅋㅋ, ^^, ^^*, ^^^^

-3 (Negative)
헐~, 완전죄악, 매우실망, 센케, 엄크,

감쪽녀, 답정너, ^^;, ㅠㅠ, ㅠㅜ

출되었을 경우는 감성 특징을 반전시켜서 점수를 조

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만약 접속부사 앞의 문장에서

감성 특징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는 접속부사의 특성

상 뒤의 감성 특징이 중요하므로 뒤의 감성특징을

처리하면 된다. 또한 앞뒤 문장에서 모두 감성 특징

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는 감성사전 자체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감성 극성 판단 방법

본 논문에서는 감성 극성 판단 단계를 4단계로 세

분화하였다.

단계 1은 감성사전 설계를 통해 감성 극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감탄사, 부사, 연어, 용언에 감성의

긍/부정을 분류하여 감성 사전을 설계하였고,

Weight값이라는 단어별 극성값을 포함하여 단어별

감성 강도를 구분하였다.

단계 2는 1차 분석으로 트윗 데이터가 감성 요소

를 포함하고 있는지의 유무만 판별한다. 감성 요소의

유무는 감성 요소가 없는 트윗 제거가 주목적이므로

감성 판단의 근거가 되며 감성사전과 비교하여 감성

유무를 판단한다.

단계 3은 2차 분석으로 1차 분석의 결과로 감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트윗에 대해 접속부사를 추출하

여 문맥의 상황을 분석한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감성 극성 판단의 반전을 고려하였

다.

단계 4는 3차 분석으로사전에 있는 극성값을 대입

함으로써 문맥의 전체적인 극성을 판단한다. 극성의

Weight는Positive(1∼2), Negative(-1∼-2)로 구분

하였다. 단, 신조어, 이모티콘, 관용어의 Weight는

(+3∼-3)까지의 극성을 부여하여 일반적인 감성과

는 차별을 두었다. Table 3은 극성값 (+3∼-3) 사이

의 예이다.

140자 이내의 단문 메시지인 트윗에서 추출한 감

성 요소들은 해당 트윗의 극성을 판단하는 극성값을

가지고 있다. 트윗의 감성분석을 통해 얻은 극성값으

로부터 계산된 값으로 추정하며 선택된 감성 요소들

의 집합 I = {i1, i2, i3, ... in}의 각 원소에 대한 트윗 T

의 감성 추정값 SENTIMENT 는 식(1)과 같이 정의

한다.

 
  



  (1)

추정된 트윗의 극성값인 SENTIMENT(T)는 각

감성 어휘들의 극성값을 합산하여 계산된다. 계산된

트윗의 최종 극성값으로 감성의 극성을 나누는 기준

은 ‘0’으로 지정하여 0보다 크면 긍정의 극성, 0보다

작으면 부정의 극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5.3 선호도 분석 설계

(1) 가중치 요소 선정

PAS의 마지막 단계인 Preference Analysis 단계

에서는 감성분석 단계에서 감성 극성을 판단한 후

가중치 부여 방식에 따라 트윗에 대한 최종 선호도를

판정한다. Fig. 6은 선호도 분석 과정을 보여주고 있

다. 선호도 분석의 첫 단계는 감성분석과 연계하여

선호도 분석에 필요한 3가지의 요소가 있으며 3가지

요소는 TF(Term Frquency), RT(Retweet), FO

(Follower)이다.

Fig. 6. Preference Analysis phases.

1) 감성 단어 TF(Term Frequency)

감성분석은 트윗 의견의 긍/부정 여부를 판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40자 이내의 텍스트에서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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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S Analysis results

Separate Result

Period 2013. 01. 01 ∼ 2014. 05. 02

KeyWord Ipad

Tweets 10,000

Sentiment

Analysis Result

Positive Negative

6,597 3,403

Preference

Analysis Result

Very

Good
Good Bad

Very

Bad

37.56% 28.44% 27.42% 6.59%

Fig. 7. Preference Analysis phases.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극성값이

부여된 단어의 빈도가 적게 나와도 감성을 판단하는

큰 판단기준이 된다. 극성값이 높은 ‘매우’, ‘대박’, ‘완

전실망’의 단어처럼 긍정 빈도와 부정 빈도가 동시에

높아 긍/부정 판단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감성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만으로도 그 사람의 감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조

건으로 보완할 수 있다. 실험 데이터 트위터 데이터

1만 개 중에 감성사전에 포함된 감성 단어는 전체

5~10% 이하로 나타났다. 적은 수의 감성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감성 단어 TF의 가중치는 감성분석

결과 ‘긍정 점수 + ( - (부정 점수))’의 합이 14 이상이

면 1.5의 가중치를, 14미만∼7이상이면 1.2의 가중치

를, 나머지는 가중치가 없는 것으로 한다. 기준치 14

와 7의 선정 이유는 트윗 하나당 최대 140글자 중

감성단어가 나올 평균 확률 10%와 5%의 글자 수로

산정하였다.

2) RT(Retweet) 수

리트윗(Retweet)이란 “다른 사람의 트윗 의견을

자신의 계정으로 그대로 복사해 오는 것이다. 팔로잉

(Following)하는 사용자의 트윗에 공감한 내용이 있

을 때 그것을 자신의 팔로워(Follower)에게 전달할

때 사용한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그 트윗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주는 것으로 대부분 내용에 대

한 이해도가 높을 때 사용한다[8]. 추천이란 주로 이

성적인 정보도 있지만 감성적인 정보가 더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리트윗에 대한 가중치 또한 고려하였다.

리트윗에 대한 가중치는 RT가 1,000회 이상이면

1.5의 가중치를, 1,000회 미만∼200회 이상이면 1.2의

가중치를, 나머지는 가중치가 없는 것으로 한다. 기

준치 1.5, 1.2의 선정 이유는 누적 실험 결과 PAS와

주석자간의 판단 결과가 가장 근사치에 해당하는 것

으로 판별되어 산정하였다.

3) 팔로워(Follower) 수

트위터 뿐만 아니라 다른 SNS에서 영향력을 행사

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Influencer)’라고 한다. 이

인플루언서는 타 SNS 사용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영역이 한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군집 내에서는 분

명히 인플루언서가 존재하고 이러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사회 곳곳에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의 감성

은 일반 트위터 입장에서 볼 때 의견의 대표성을 나

타내기도 하고, 이에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대변하기

하기 때문에 팔로워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팔로

워에 대한 가중치는 팔로워가 100만 명 이상이면 2.0

의 가중치를, 100만 명 미만∼10만 명 이상이면 1.5의

가중치를, 10만 명 미만∼1천 명 이상이면 1.2의 가중

치를, 나머지는 가중치가 없는 것으로 한다. 기준치

2.0, 1.5, 1.2의 선정 이유는 누적 실험 결과 PAS와

주석자간의 인플루언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잘 반

영되는 것으로 확인하여 산정하였다.

6. PAS 분석 결과

Table 4와 Fig. 7은 ‘아이패드’ 키워드를 사용하여

트윗 1만 개를 선호도 분석한 PAS의 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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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분석 결과 긍/부정 트윗은 긍정 6,597개, 부정

3,403개로 분석되었다. 선호도 분석 결과 매우 긍정

: 37.56%, 긍정 : 28.44%, 부정 : 27.42%, 매우 부정

: 6.59%의 분석결과를 보였다.

7. 결  론

주관적인 트윗 하나하나가 모여 일정한 패턴을 드

러낸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가치 있는

정보로서 탈바꿈하게 되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수

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

으로 소셜 미디어를 분석하여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

하고, 선거철이 되면 사용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

하는데 사용하는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동향 예측

등의 상용 서비스로 사용되고 있지만 끊임없이 신뢰

도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트위터를 중심으로 사용자들의 의

견을 효율적으로 감성분석하고, 감성분석 결과에 여

러 가지 선호도 가중치 요소를 추가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감성사전을 설계하여 감성 판단의 정확도와

재현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감성사전에는 연어(관용

적 표현)를 추가하여 트윗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

한 유희적 표현과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을 감성사전

에 그대로 등록시켜 사용자의 감성 판단에 비중을

두었다.

둘째, 감성 강도에 따른 감성 극성을 세분화하고

접속부사를 활용한 문맥을 고려하였다. 감성 강도에

따른 이분법적 감성분석에서 감성을 세밀하게 분류

하고 극성값을 달리하여 감성 판단의 세분화에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주어와 목적어의 어순이 자유로

운 한국어의 특성에도 고정되어 있는 접속부사를 기

준으로 키워드에 대하여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오피

니언마이닝의 특성과 감성 특징이 다른 주어와 매칭

될 수 있는 약점을 고려하였다.

셋째, 선호도의 가중치 요소인 감성어 TF(Term

frequency), RT(Retweet), Follower 수를 고려하여,

감성이 풍부한 트윗, 사용자들로부터 인정받은 트윗,

트위터 인플루언서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

치를 통한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하였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한 빅데이터 선호도 분석 시스

템(PAS)은 주석자가 분류한 감성분석 결과에 많이

근접하는 결과가 예상되며 트윗의 의견을 판별하는

오피니언마이닝의 특성과 목적에 부합하고 선호도

분석 기법으로 살펴보았을 때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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