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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re are many researches have been studying for analyzing user interests and emotions

based on users profiles and diverse information from Social Network Services (SNSs) due to their

popularities. However, most of traditional researches are focusing on their researches based on single

resource such as text, image, hash tag, and more, in order to obtain what user emotions are. Hence,

this paper propose a method for obtaining user emotional information by analyzing texts and images both

from Instagram which is one of the well-known image based SNSs. In order to extract emotional

information from given images, we firstly apply GRAB-CUT algorithm to retrieve objects from given

images. These retrieved objects will be regenerated by their representative colors, and compared with

emotional vocabulary table for extracting which vocabularies are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given images.

Afterward, we will extract emotional vocabularies from text information in the comments for the given

images, based on frequencies of adjective words. Finally, we will measure WUP similarities between

adjective words and emotional words which extracted from the previous step. We believe that it is possible

to obtain more precise user emotional information if we analyzed images and texts bo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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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회

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연구 분야에

서도 SNS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2,3]. 그 중 SNS를 대표하는 트위터(Twitter)나 페

이스북(Facebook)을 활용한 감정분석에 대한 연구

의 경우 텍스트 기반인 SNS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 이미지, 해쉬태그(Hashtag), 관심사 정

보 등 각 요소들 중 하나만을 가지고 감정을 분석하

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

한 요소들을 병행하여 감정을 분석하는 연구는 미흡

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태이다. 최근에는 사용자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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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성과 기호에 따라 특정 관심 분야를 주제로 공

유하는 서비스인 버티컬 SNS(Vertical Social Net-

working Service)가 주요 연구 분야로 떠오르고 있

다[13]. 인스타그램(Instagram)은 버티컬 SNS의 종

류 중 하나이며, 기존 텍스트 기반의 SNS가 아닌 이

미지를 기반으로 한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용

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사건을 사진기나 스

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인스타

그램에 게시한다. 게시된 이미지는 인스타그램 내에

서 다른 사용자들이 작성한 댓글을 통해 공유되는 

감정을 형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사

용자가 올린 이미지와 이미지에 작성된 댓글 정보를 

함께 분석하여 사용자의 감정정보를 측정하는 방법

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감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기존 연구에 대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인스타그

램을 통해 사용자의 감정정보를 측정하는 전체 구성

도와 사용자의 감정정보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해 기

술 및 실험을 하며, 4장에서는 실험한 결과를 기존 연

구의 유사도 측정 방법과 비교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2. 관련 연구

최근 개인별 특성이 반영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개

인 맞춤형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 대부분 개인 맞춤형 시스템은 사용자의 개

별적인 특성이나, 사용자에게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들을 토대로 데이터를 분석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개인 맞춤형 시스템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고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다. 감정의 사전적

인 의미는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

음이나 느끼는 기분’이라고 정의되며, 심리학적으로

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원인으로 감정이 

발생한다고 한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

해 신체적 또는 텍스트나 시각적인 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된 데

이터들을 분석하여 개인의 감정을 측정함으로써 사

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인

간의 감정을 분석하기 위한 기존 연구에는 심리학 

및 색채 분야에서 이미지의 색상을 활용하는 연구들

이 있다[5-7]. [5]에서는 사용자의 그림을 히스토그

램 클러스터링을 이용해 추출한 색채정보를 활용하

여 심리상태를 분석하였고, [6]에서는 감정을 표현하

는 색채를 감성형용사 연구를 기반으로 추출하고 색

상, 채도, 명도 즉, 3가지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

했으며, 색채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감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하였고, [7]에서는 색채와 

감성어휘의 대응관계를 사용자 색체 감성모델로 작

성해, 감성검색을 위해 지식베이스를 자동으로 구축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미지의 색채정보 외에 감정

을 분석하는 연구로 사용되는 수단으로는 텍스트 정

보가 있다. 텍스트를 분석하는 연구들에는 주로 자연

어처리 방법을 활용하여 기존에는 어떠한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상품평을 분석하고, 온라인상에서 사

용자들의 의견이나 견해 등을 분석하여 긍정과 부정

을 판단하는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감정에 대

해서도 분석하는 감정 분석(Emotion analysis)의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SNS 상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감정을 분석

한 연구들이 있다. [8]에서는 검색의 편리함을 위해 

도입된 기능이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해쉬태

그를 이용해 감정 분석을 하는데 적용하였고, [9]에

서는 SentiWordnet이라는 감성 사전에 기반 하여 트

위터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감정 분석을 하였으며,

[10]에서도 트위터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기계학습 

모델을 적용하여 감정을 분류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

구들에서는 사용자의 감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SNS

의 한 가지 특징만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감정을 분석

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NS의 다양한 특징 중 이미

지 정보에서 측정된 사용자의 감정과 텍스트 정보에

서 측정된 사용자의 감정의 유사도를 측정해 더욱 

정확한 사용자의 감정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3. 사용자 감정정보 측정

3.1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사용자가 게시한 

이미지와 이미지에 작성된 댓글을 분석하여 사용자

의 감정정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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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ser emotion information measurement system configuration.

Table 1. Instagram Image using Grab cut Algorithm

Grab cut Algorithm Object extraction

1은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의 감정정보

를 측정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 구성도이다.

3.2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이용한 감정정보 리스트  

추출

인스타그램은 기존 텍스트 기반의 SNS가 아닌 이

미지 기반의 SNS이며, 이미지를 통해 사람들과 정보

와 감정을 공유한다. 본 절에서는 사용자가 게시하는 

이미지 내 객체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통하여 감정어

휘 리스트를 추출하는 방법에 관해 기술한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인스타그램 OpenAPI를 사용해 157

개 이미지와 이미지에 작성된 댓글 11,998개를 수집 

하였다. 수집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감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내 객체의 대표 색상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감정어휘 테이블과 매칭 해야 

한다. 사용자가 게시한 이미지에서 객체를 추출하기 

위해선 그랩컷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객체를 추출한

다. 그랩컷 알고리즘(GrabCut Algorithm)은 Rother

가 제안한 영상분할(Segmentation) 알고리즘 기법 

중의 하나이다[11]. 영상분할이란 사용자가 영상에

서 선택한 영역 근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경계선을 

추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랩컷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트라이 맵(trimap)은 

Table 1의 Grab cut Algorithm 이미지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배경에 해당하는 A, 그리고 객체 C를 포함하

는 사각영역 B로 구성된다. 사각영역 B에서 객체 C를

추출하기 위해선 배경 A의 정보를 이용해 객체 C와 

사각영역 B의 배경을 분리하기 위한 반복적인 알고

리즘을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객체가 추출된다[17].

Table 2는 추출된 객체에서 대표 색상을 추출해주

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추출된 객체가 지니

는 Hex Code 값을 구한다. 이때 Hex Code값은 Red

(빨강), Green(녹색), Blue(파랑)에 각각 16진수 두 자

리를 부여해서 색을 조합하여 여섯 자리의 ‘RRGGBB’

의 형태로 숫자를 부여하는 형태이다. 추출된 Hex



1128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7권 제9호(2014. 9)

Table 2. Representative color extraction using Instagram image

Object extraction Hex code(Area)
Closet color name
(base color)

Representative color

1. #294bae(36.2%) Cerulean Blue(Blue)

Blue

2. #4578b5(21.4%) Steel Blue(Blue)

3. #121424(13.8%) Black Pearl(Blue)

4. #041a61(7.6%) Sapphire(Blue)

5. #949cab(6.6%) Santas Gray(Blue)

1. #b9a67a(90.5%) Pavlova(Gray)

Gray

2. #655633(5.7%) Horses Neck(Brown)

3. #201b0f(3.8%) Seal Brown(Black)

4. - -

5. - -

1. #faf0da(82.8%) Early Dawn(White)

White

2. #cabcb4(6.3%) Cold Turkey(Brown)

3. #949ca7(5.8%) Santas Gray(Blue)

4. #635e7b(2.1%) Comet(Blue)

5. #a95a6d(1.7%) Blush(Red)

Table 3. Emotional vocabulary list

Color Emotional vocabulary Color Emotional vocabulary

Red
action, energy, speed, assertive, confident,
energizing, stimulating, exciting, powerful,
passionate, …

Pink
unconditional, compassion, nurturing,
romance, feminine, naivete, sweetness,
warmth, hope, understanding, …

Orange
sociable, optimistic, enthusiastic, cheerful,
independent, flamboyant, extroverted,
uninhibited, adventurous, risk-taker, …

Magenta
loving, compassionate, supportive, kind,
imaginative, impulsive, domineering,
impatient, intolerant, creative, …

Yellow
optimism, cheerfulness, enthusiasm, fun,
confidence, originality, creativity,
challenging, academic, analytical, …

Brown
wholesome, practical, approachable,
comforting, reliable, protective, sensual,
dull, boring, frugal, …

Green
growth, vitality, renewal, restoration,
reliability, dependability, calm, nature lover,
practical, …

Gray
reliable, conservative, neutral, impartial,
mature, classic, emotional, indifferent,
sad, lonely, …

Blue
loyalty, trust, integrity, tactful, reliability,
responsibility, caring, concern, peaceful, calm,
…

Silver
reflection, balancing, soothing, dignity,
sleek, modern, wisdom, rigid, neutral,
insincere, …

Indigo
integrity, sincerity, structure, regulations,
faithful, judgmental, impractical, depressed,
conformist, addictive, …

Gold
wealth, compassion, charisma, winning,
optimistic, positive, demanding, success,
abundance, masculine, …

Purple
unusual, individual, creative, psychic,
mystery, impractical, cynical, aloof, pompous,
arrogant, …

White
innocence, purity, cleanliness, equality,
complete, whole, simplicity, immaculate,
neat, open, …

Turquoise
harmony, idealism, reticence, communication,
calmness, creativity, boastfulness, reticence,
unreliability, aloofness, …

Black
protection, comfort, strong, contained,
formal, sophisticated, seductive,
mysterious, aloof, pessimistic, …

Code 값에서 색이 차지하는 비율 순으로 상위 5가지

로 나타내어 그 중 상위 첫 번째 색상의 베이스 색상

을 대표 색상으로 선정한다. 대표 색상이 추출되면 

감정어휘 테이블에 매칭 시켜 다음 Table 3의 감정어

휘 리스트를 추출한다[12].

3.3 인스타그램 댓글을 이용한 감정 형용사 추출

인스타그램의 사용자들은 게시되는 이미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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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stagram image and text information.

Table 4. Representative emotional adjective extraction using Instagram text

Original comment

amazingcars247 Beautiful blue! Photographer: @sebastiandfw | @theacphoto

| @theautogroup | #lamborghini #gallardo #amazingcars247 2mon

m_ackey Wow cool. 2mon

loumill12 Cool epic 2mon

malarkyaboagye Awesome 2mon

valerie_1345 Cool 2mon

…

Preprocessing process

amazingcars, Beautiful, blue, Photographer, sebastiandfw, theacphoto, theautog

roup, lamborghini, gallardo, amazingcars, mon

m, ackey, Wow, cool, mon

loumil, Cool, epic, mon

malarkyaboagye, Awesome, mon

valerie, Cool, mon

…

Emotional adjective

extraction
Beautiful, blue, cool, Cool, Awesome, Cool, Cool, nice, …

Emotional adjective

frequency measurement
(cool , 18), (nice, 12), (awesome, 6), (amazing, 4), (sweet, 3)

한 자신의 감정이 포함된 의견을 Fig. 2와 같이 댓글

로 표현한다. 본 절에서는 수집된 댓글을 통해 감정 

형용사를 추출하는 방법에 관해 기술한다.

수집된 댓글은 Table 4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

미지에 작성된 댓글을 대표하는 감정 형용사를 추출

한다.

전처리 과정을 통해 숫자와 기호를 제거하고, POS

tagger(Part-of-speech tagging)를 하여 단어의 품

사를 분석한다. 품사가 분석된 단어 중 형용사의 품

사를 가진 단어만을 추출한다. 추출된 형용사는 빈도

수를 측정하여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

하여 빈도수가 가장 높은 형용사를 이미지 댓글을 

대표하는 감정 형용사로 선정한다. Table 4에서는 최

종적으로 ‘cool’이라는 감정 형용사가 추출된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이미지 정보에서 얻은 감정

어휘 리스트와 이미지에 작성된 댓글 정보를 통해 

대표 감정 형용사와의 유사도 관계를 측정하여 최종

적으로 사용자의 감정정보를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는 기존 [18]의 유사도 측정방법에서 사용된 Path

Length 유사도 측정 방법과 WUP(Wu&Palmer) 유

사도 측정 방법을 비교 평가하는 실험을 하였다. 워

드넷이란 특정 단어에 대한 정의와 동시에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며, 단어의 

개념을 바탕으로 단어 사이의 의미적인 관계를 나타

낸다[14]. 다음 식 (1)은 Path Length 유사도 측정 

수식이며, 식 (2)는 WUP 유사도 측정 수식이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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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imilarity measurement between Emotional vocabulary list and Emotional adjective

Emotional vocabulary
(Blue)

Emotional adjective Path Length Similarity WUP Similarity

calm cool 0.5000 0.9412

trust cool 0.1667 0.6667

responsibility cool 0.1429 0.6250

perseverance cool 0.1250 0.5882

authority cool 0.1429 0.5714

loyalty cool 0.1111 0.5000

concern cool 0.2500 0.4706

orderly cool 0.1000 0.4706

caring cool 0.0909 0.4444

devotion cool 0.0909 0.4444

… … … …

Emotional vocabulary
(Gray)

Emotional adjective Path Length Similarity WUP Similarity

classic good 0.2500 0.8000

formal good 0.1677 0.7368

stable good 0.1667 0.7059

solid good 0.2000 0.6667

neutral good 0.1429 0.6250

conservative good 0.1250 0.5882

professional good 0.1250 0.5882

boring good 0.0909 0.3750

sad good -1 -1

lonely good -1 -1

… … … …

Emotional vocabulary
(White)

Emotional adjective Path Length Similarity WUP Similarity

open nice 0.1250 0.6316

whole nice 0.1111 0.5000

plain nice 0.1000 0.4706

empty nice 0.0769 0.4000

cautious nice 0.0714 0.2353

cleanliness nice 0.0714 0.2353

simplicity nice 0.0714 0.2353

equality nice 0.0667 0.2222

purity nice 0.0667 0.2222

innocence nice 0.0667 0.2222

… … … …

식 (1)과 (2)의 A는 감정어휘 리스트 내의 어휘를 

뜻하며, B는 대표로 선정된 감정 형용사를 뜻한다.

식 (1)은 Path Length 유사도를 이용하여 단어 사이

의 최단 경로를 고려하는 방법을 통해 유사도 값을 

측정하는 방법이다[15]. Path Length는 두 단어의 최

단 경로를 의미한다. 식 (2)는 WUP 유사도를 이용하

여 단어 간의 의미적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16]. 워드넷에서는 두 단어가 공유하는 정보량을 표

현할 수 있고, WUP 유사도는 각각의 단어가 가진 

개념에 대한 값들의 합에서 공통적으로 공유되고 있

는 정보량의 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 LCS는 두 단어

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개념의 깊이를 의미한다.

Table 5는 Table 2를 각각 Path Length, WUP을 적

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한 값을 나타낸다. 또한 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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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솟값은 0, 최댓값은 1, 오류 값은 –1로 나타내

어진다.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WUP 유사도 측정 

방법이 기존 [18]에서의 Path Length 유사도 측정 

방법 보다 더욱 높은 유사도 값을 측정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WUP 유사도 측정 방법은 LCS의 

깊이와 함께 워드넷 분류 체계의 두 단어의 깊이를 

고려하기 때문에 두 단어 사이의 경로의 길이만을 

측정 하는 Path Length 유사도 방법 보다 더욱 좋은 

유사도 값을 측정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성능이 Path Length 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WUP 유사도 측정방법을 가지고 단어 사이의 유사

도를 측정하였다.

첫 번째 자동차의 이미지에서는 Blue라는 대표색

상의 감정어휘 리스트 중 ‘calm’이라는 단어와 감정 

형용사 ‘cool’과의 유사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cool’과 ‘calm’은 공통적으로 차분함이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이미지에 내포된 사용자의 감정은 차분한 감

정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쿠키의 이미지에

서는 ‘classic-good’ 이 유사도 측정값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최고 좋은 이라는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고 

정의할 수 있으며, 마지막 백조의 이미지에서의 유사

도가 가장 높게 측정된 ‘open-nice’ 에서는 마음가짐

이 열려있는 아주 좋고 평화로운 상태임을 정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감정을 정의함에 있어 

이미지만을 분석했을 때 보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

께 분석했을 때 더욱 정확한 사용자의 감정을 예측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기반의 버티컬 SNS의 한 

종류인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감정정보

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감정정보를 측

정하기 위해 사용된 정보로는 사용자가 인스타그램

에 올린 이미지 정보에서 그랩컷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추출한 객체의 대표 색상을 통해 추출된 감정어휘 

리스트와 그 이미지에 따른 댓글 정보들을 수집한 

댓글을 이용한 감정 형용사가 사용되었다. 제안하는 

방법으로 인스타그램의 이미지와 댓글들을 한 쌍으

로 두었을 때 157쌍을 WUP 유사도 측정 방법으로 

실험을 한 결과 71.62%의 사용자의 감정을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미지만을 분석했을 

때 보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분석했을 때 더욱 

정확한 사용자의 감정을 예측할 수 있었다. 앞서 언

급한 이미지를 이용한 감정어휘 리스트와 텍스트를 

이용한 감정 형용사를 이용해 사용자의 감정정보를 

측정함으로써 개인 맞춤형 시스템 또는 추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개인의 감정에 따른 실내의 조명들이 실시

간으로 변화하는 시스템이나 SNS 내에서 사용자들

의 감정을 이용하는 감성마케팅, 영화 혹은 음악 등 

사용자 기반의 콘텐츠를 추천하는 서비스 등에 응용

하는 방법을 연구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향후 연구

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텍스트를 이용한 감정어

휘의 추출에서 감정 형용사만을 가지고 연구하였으

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모티콘이나 기호 등을 

포함한다면 보다 정확한 감정정보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를 이용한 감정어휘 리스트를 추출하

는데 있어서도 이미지에서 색상 값만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명도, 채도 등 이미지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

한 값을 포함하여 확장된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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