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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개인 사용자의 트윗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감정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감성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기존의 텍스트 위주의 시스템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용
자가 쓴 텍스트와 영상 등으로부터 감성을 인식하는 멀티 모달 분석 기법이 개발된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먼저 어휘분석 
및 문맥을 이용한 텍스트분석기와 학습기반의 영상감성인식기를 이용하여 텍스트 및 영상 트윗에 숨겨진 개별 감성을 추출
한다. 이후 이들은 규칙기반 통합 방법에 의해 날짜별로 통합되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감성흐름을 보다 직관적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감성흐름그래프로 시각화한다. 제안된 방법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두 단계의 실험이 수행되었다. 먼저 4만
여 개의 트윗으로부터 제안된 방법의 정확도 평가 실험이 수행되고, 최신 트윗 분석 기술과 비교 분석되었다. 두 번째 실험
에서는 40명의 우울증을 가진 사용자와 일반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 수행된 결과, 제안된 기술이 실제 
사용자의 감성흐름을 모니터하는데 효율적임을 증명하였다.
주제어 : 융합, 트위터 사용자 분석, 멀티모달 분석, 감성흐름 모니터링, 서포트벡터머신, 문맥인식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method for monitoring mood trend of Twitter users by analyzing 
their daily tweets for a long period. Then, to more accurately understand their tweets, we analyze all types of 
content in tweets, i.e., texts and emoticons, and images, thus develop a multimodal sentiment analysis method. 
In the proposed method, two single-modal analyses first are performed to extract the users’ moods hidden in 
texts and images: a lexicon-based and learning-based text classifier and a learning-based image classifier. 
Thereafter, the extracted moods from the respective analyses are combined into a tweet mood and aggregated 
a daily mood. As a result, the proposed method generates a user daily mood flow graph, which allows us for 
monitoring the mood trend of users more intuitively. For evaluation, we perform two sets of experiment. First, 
we collect the data sets of 40,447 data. We evaluate our method via comparing the state-of-the-art techniques. 
In our experiments, we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multimodal analysis method outperforms other baselines 
and our own methods using text-based tweets or images only. Furthermore, to evaluate the potential of the 
proposed method in monitoring users’ mood trend, we tested the proposed method with 40 depressive users 
and 40 normal users. It proves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be effectively used in finding depressed users. 

Key Words : Convergence, Twitter user recognition, multi-modal analysis, mood trend monitoring, support vector 
machine, context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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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Social Network Service(SNS)가 대두됨에 따라 인터

넷 사용자들 간에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

람간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고, 인터넷에서의 정보 생

산 및 확산과정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다

양한 SNS에서 Micro blogging을 사용하여 의견을 표출

하고있다[1]. 따라서이를분석하는연구가많이진행되

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주식 시장이나 상

업적인 마케팅 등의 비지니스 측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2].

반면, 최근에사회및정신학적측면에서사용자의감

성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감성흐름 분석을 위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

다[3-4]. 가장 대표적인 예로참고 문헌[5]에서는사용자

의 SNS 글에서나타나는 ‘자살’과 ‘힘들다’등의단어분석

을통해사용자의자살률을예측하는시스템이제안되었

다. 또한, 트위터(Twitter) 데이터를 분석하면 사용자의

감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SNS 사용자의 행태와 정신질환, 특히 우울

증 간에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특징들을스트레스유무를판단하는데에활용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트윗 내용은 미디어 타입에 따라 텍스트,

이모티콘, 영상으로 나뉜다. 현재까지 개발된 기존의 연

구들은 주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감성을 분석

하였다. 하지만, 이모티콘은 텍스트 상에서 시각적인 정

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사진/동영상은 사용자의 전

체적인 감성을 잘 대변하는 척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작성한 트윗의 무드

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텍스트와 이모티콘,

그리고 이미지 타입 등의 다양한 트윗을 처리하여 감성

흐름을 분석하는 멀티모달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위

해 문장의 어휘와 콘텍스트를 같이 고려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분석하는 학습기반의 텍스트 분석기와 support

vector machine (SVM) 모델 기반의 영상 감성인식기를

개발한다. 각각의 분석결과는 rule-based aggregation

algorithm을 통해통합되고, 수치화된다. 이를 통해최종

적으로 제안된 방법은 사용자의 감성 흐름 및 트랜드를

효율적으로 시각화하여 그래프로 제공한다.

제안된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어떻게 트위터 사용

자의 트윗에 제안된 시스템을 적용하여 감성 그래프를

그려보았다. 그 결과, 제안된시스템이감성트렌드분석

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2. 관련연구 
최근 사람의감정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SNS를 이용

하려는 시도가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까지 사용자가 포스트한 SNS 데이터 및 사용자의 활동

상태로부터무드를분석하는연구들이많이개발되었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SNS 사용자의 행태와 정신질환

간에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러한특징들을스트레스유무를판단하는데에활용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방법들이 표 1에 요약된다.

표 1에 기술되어있듯이 대부분의 방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중 텍스트를 가장 중요한 정보로 간주하

고, 문장에서각단어의품사 (POS), N-grams, 감성언어

및이모티콘등을추출하여사용자의무드를이해하고자

시도했다. 특히 ‘기쁨’ 및 ‘슬픔’과 같은 감성언어를 이용

한사전(lexicon) 기반의방법들이많이개발되었으나, 보

다 정확한텍스트분석을위해서는문장의구조및문법

과 문맥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트위터의 경우 각 트윗에서의 단어수는

140자로제한되어있기때문에실제영상을통한사용자

인터랙션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실제로 영상 트윗은 트

위터에서 공유되는 모든 링크 중 36%이상을 차지한다

[6]. 따라서보다정확한무드분석을위해서는텍스트와

영상 트윗이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의 무

드와 감성언어와의 관계가 명백하게 정의되는 텍스트와

는달리, 영상에서감성을인식하는것은매우어려운문

제이다. 최근딥러닝 (deep-learning)을 이용한감성인식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정확도가 60-70%로

한계가 있다[7].

이러한 낮은 성능의 주된 이유는 대용량의 정확한 학

습데이터가 제공되는 일반적인 객체인식 연구와 달리,

영상에서의 감성은 애매성(ambiguity)와 주관성

(subjectivity)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확한 학습데이터의

수집이 어렵고, 지금까지 수집된 표준데이터의 양이 적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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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감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시각특징을 정의하고 이를 이용한 영상에서의 감성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문맥기반의 텍스트 분석기와 결

과를통합하여보다정확한사용자의감성분석결과를제

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제안된 시스템의 개요 
본 논문은 트윗 사용자의 감성흐름을 분석하고 모니

터링하기 위한 멀티모달 분석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

해 제안된 시스템은 크게 크롤링 (crawling), 텍스트 및

영상을 위한 single-modal 분석, 그리고 통합

(aggregation)의 세단계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사용자들의트윗을수집하고데이터베

이스에 수집하기 위해서 open API를 사용한다. 수집된

데이터는사용자의 username과 트윗을포스트한날짜등

의 정보와 함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수집된 개별 트윗으로부터 보다 정확한 사용자의 감

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타입의 정

보와영상정보를모두이용한다. 이때텍스트분류기는

감성과 관련된 어휘사전을 이용하여 감성단어와 이모티

콘 뿐만 아니라, 문장의 구조 및 형식등의 문맥을 같이

고려하여 숨겨진 감성을 인식한다. 또한 영상 트윗에서

의 정확한 감성인식을 위해, 먼저 감성과 관련된 시각특

징을정의하고 SVM을이용한다. 마지막으로두가지형

태의분석결과를통합하고사용자의날짜별감성을계산

하기 위해, 규칙기반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따라서, 최

종적으로 제안된 시스템은 개별 사용자의 날짜별 감성

흐름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성흐름그래프

(mood trend graph)를 제공한다.

자세한 분석 및 통합기술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

어진다.

Study
Features

Activities Contents

# of
follower

Linguistic
style

Social
Engagement

Textual clues Visual clue
Part of
speech

N-gram
Emotional
words

Emoti-
cons

Images

Go et al.
(2009)[8]

- - - ○ ○ - ○ -

Tausczik et al.
(2010)[9]

- - - - - ○ - -

Thelwall et al.
(2010)[10]

- - - - - ○ ○ -

Zhang et al.
(2011)[11]

- - - - ○ - ○ -

Jia et al.
(2012)[12]

- - - - - - - ○

Mogadala et al.
(2012)[13]

- - - - - ○ ○ -

Park et al.
(2013)[14]

○ - - - - - - -

Choudhury et al.
(2013)[5]

○ ○ ○ - - ○ - -

Hogenboom et al.
(2013)[15]

- - - - - ○ ○ -

Mohammad et al.
(2013)[16]

- - - ○ ○ ○ - -

Yang et al.
(2013)[17]

- - - - - ○ - ○

Xu et al.
(2014)[18]

- - - - - - - ○

Lin et al.
(2014)[19]

○ ○ ○ ○ - ○ ○ ○

You et al.
(2015)[20]

- - - - - - - ○

Tsugawa et al.
(2015)[21]

○ - ○ - - ○ - -

<Table 1> Studies using activity or content attributes in sentiment analysis or depression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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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장의 어휘와 문맥 기반의 텍스트 
분석

정신분석학에서 우울증은 low mood 및 negative

mood상태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텍스

트는트위터사용자들이가장많이사용하는미디어타입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용자가 작성한 텍스

트 트윗의 무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문장의 어

휘와콘텍스트를같이고려하여텍스트의의미를분석하

기 위한 학습기반의 텍스트 분석기를 개발하였다.

4.1 개별 문장으로 부터의 특징 추출
입력된 트윗을 문장단위로 구분한 후, 인식에 필요한

특징들을 추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에 포함된 감성

언어와 문장의 구조 및 형태등의 콘텍스트를 같이 고려

한다.

일반적으로 텍스트에서 감성을 가장 많이 표현할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이며, 여기에 명사나 부사가 더해짐

으로써 형용사의 감정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심리학연구자들이텍스트에서의감성분석을위

해 오픈하여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어휘사전인

VSO(visual sentiment ontology)[22]와 SentiStrength[23],

Wikipedia[24]를 활용하여 sentiment lexicon을설계하였

다. 본연구에서는실험을통해결과적으로좋은인식결

과를보인 총 603개의긍정 단어 (positive)와 1,992개의

부정 단어 (negative)를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그 때 각

감성단어는 –5에서 +5사이의 감성점수 (sentiment

polarity score: sp-score)를 가진다.

Affective word Parts Of Speech Sp-score

sadly Adverb -2

kill Noun, Verb -2

love Noun, Verb +3

angr* Adjective, Adverb, Noun -4

nervous* Adjective, Adverb, Noun -3

cute* Adjective, Adverb, Noun +2

admir* Adjective, Verb, Noun, Adverb +3

smil* Adjective, Adverb, Noun, Verb +3

<Table 2> Emotional word examples

표 2는 본 연구에서 구성된 어휘사전의 몇 가지 예를

보여준다. 예를들어, 단어 “kill”은명사(noun) 또는동사

(verb)에속하며, sp-score는–2로 주어져있다. 각단어

들은그들의품사와시제에따라다양한형태를가질수

있다. 예로 angr*는다양한변형 angry, angrily, anger과

angriness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텍스트 분석을 위해 문장에 포

함된감성언어와함께문장의구조및형태등의콘텍스

트를같이고려한다. 이를위해 ‘interrogative,’ ‘negative’

그리고 ‘punctuation’의 특징과 ‘adjectives,’ ‘nouns,’

‘verbs,’와 ‘adverbs’에 포함된감성어휘기반의특징을이

용하였다. 따라서입력된 문장은 7차원의특징벡터로표

현된다. 특징벡터의 각 요소를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Ÿ Interrogative word (f1, 1-D integer): 일부문장은

의문사들과같이사용된다. 이때총 7가지유형으

로구분이된다: (how= 1), (what = 2), (why = 3),

(who = 4), (when = 5), (where = 6), and

(noexistence = 0).

Ÿ Negative word (f2, 1-D integer): 부정문장을 형

성하기 위해서는 직접 부정어 (no, not)을 이용하

거나, 간접부정어 (hardly, seldom, rarely, barely)

를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부정문장은 다음의 3가

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directly negatives = 2),

(indirectly negatives = 1), and (no existence = 0).

Ÿ 형용사, 명사, 동사 또는 부사 (fi (i=3,4,5,6), 1-D

floating number): 문장에서나타나는각감성언어

를 품사에 따라 구분하고, 각 품사에 대해

sp-score의 누적된 합의 평균값을 특징값으로 채

택한다. 이 때 최종 문장의 감성이 감성언어의 빈

도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누적된 합이 아니라, 평균을 사용한다. 각 품사별

sp-score를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
∈ 

 (1)

식 (1)에서 term은 문장 s에서의 단어를 의미하고,

y(term)은 감성어휘사전에서 정의된 해당 단어의

sp-score를 나타낸다. POS()는 형용사, 명사, 동사와 부

사의 집합이라 할 때, w()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2)

Ÿ Punctuation mark(f7, 1-D integer): 문장종결형태

를 3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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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d (no existence or “.” = 0).

4.2 이모티콘 분석
사용자는직접적인행동이나표정을보여주기위해서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한다. 이모티콘은 문자, 숫자, 기호

등을이용해행동, 얼굴표정, 사물들을묘사하여감성을

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한수단이므로, 제안된시스템은

이모티콘을 분석하여 문장의 감성단어로 전환하여 사용

한다.

이모티콘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이모티콘과 감성 형

용사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사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심리학자들이 트윗에 나타난 이모티콘과 감성인식에

관해연구한논문인참고문헌[14]와 [21]을 기반으로이

모티콘사전을구축하였다. 이를통해, 최종적으로 136개

의부정어와관련된이모티콘과 66개의긍정이모티콘으

로 구성된 사전을 구축하였다. 표 3은 구축된 이모티콘

사전의 예를 보여준다.

Emoticon Affective word Sp-score
:( Sad -4
;( Crying -4
-_- Aghast -2
</3 Loveless -3
;) Smile 3
=) Happy 3
XD Exciting 3
<3 Love 3

<Table 3> Emoticon examples

(a) Adjective (b) Noun

(c) Verb (d) Adverb

(e) Negative (f) Interrogative/Interjection (g) Punctuation

[Fig. 1] The proportion of seven features from positive and negative sent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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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모티콘은이사전을통해감성형용사로맵핑된다.

I have an exam:(

위의 문장의 경우, 감성언어가 존재하진 않지만, “:(

→ sad”의 분석을 통해 감성언어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

이 된다. 이를 반영하여 문장의 특징 벡터값이 최종적으

로 결정된다.

4.3 감성 분류
그림 1는 제안된방법에서사용하는문장의특징과문

장무드간의상관관계를보여준다. 그림에서보이듯이감

성어휘와문장의무드의상관관계는높게나타나는반면,

문장의 형태 및 구조 관련 특징들과의 상관관계는 발견

하기 어렵다.

따라서 SVM과 같은 기계학습을 통해 상관관계를 학

습하여 텍스트 분석기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inear SVM과 RBF 커널을 이용한 non-linear SVM을

모두 사용하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 분류기를 선택하

였다. 이에 대한 실험결과는 7.1 에서 기술된다.

5. 이미지 기반 감성 분석
트위터 사용자는 자신의 트윗에 이미지 및 동영상을

함께 자유롭게 업로드할 수 있으며, 업로드 된 이미지들

은 사용자의 감성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 특히 트위터

상에텍스트및해쉬태그등정보없이이미지만업로드

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정확한 사용자의 감성 인식을

위해시각정보분석을기반한이미지감성분석은필수

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미지에 포함된 감성을 예측

하기위해감성과높은연관성을보이는시각특징을추

출하였고 support vector machine (SVM) 인식기를이용

하여 추출한 특징과 감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감

성을 예측하였다.

5.1 특징 추출 
이미지 안에 포함된 사용자의 감성을 인식하기 위해

감성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각 특징을 디자인

하고 추출 과정은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감성 인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 셋인 GAPED[25] 및 Photo.Net[26]

영상에서색상조합과객체인식을위한 SIFT 기반의특

징을함께고려한다. 본 연구는이미지의색상과그조합

에 관한 정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색상 조합과 영상의

형태적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SIFT 기반의 형태 정

보를시각단어(visual word)로 정의하였고, 감성과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시각 단어들을 모은 시각 사전(visual

dictionary)를 생성하여 이미지를 occurrence 벡터 형태

로 양자화하였다.

5.1.1 색상조합
기존의 연구는 이미지의 감성을 인식하기 위해 다양

한 컬러 특징을 사용한다. 본 논문은 색상조합을 사용하

여 영상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색상 정보와 그들의

조합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다. 따라서 색상조합을 표현

하기위해고바야시의 color image scale[27]에서 정의된

1,170개의 색상조합을 적용하였으며, 그 중 이미지에서

드물게발생하는조합을필터링하여총 592개의색상조

합을 가지는 시각 사전이 정의되었다.

색상조합을 추출하기 위해 먼저 영상은 mean-shift

군집화 알고리즘을 통해 영역단위로 분할한다. 제안된

방법은 계산 양을 줄이기 위해 영역의 사이즈와 중심과

의거리정보를이용하여중요도를계산하여 seed 영역을

추출한다. 추출된 seed 영역과 인접한 두 영역들로부터

세 가지의 색상으로 구성된 색상조합이 생성되며,

occurrence 벡터형태로추출한다. 알고리즘 1은색상조

합 기반의 시각 특징 추출 과정을 보여준다.

5.1.2 SIFT 기반의 형태 특징
영상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객체라도 촬영 관점, 카메

라의 기울기, 조명 변화에 따라 다르게 보여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왜곡에 강건한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SIFT) descriptor를 이용하여 형태정보를 표

현했다. 먼저이미지에서감성을잘표현할수있는대표

적인 SIFT descriptor들을 찾기 위해 계층적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시각 사전으로 효율적

인 탐색을 위한 단어 트리(vocabulary tree)를 구축하였

고, 시각단어가주어졌을때생성된단어트리를이용하

여 occurrence 벡터를 생성한다.

SIFT 기반의 시각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 먼저

GAPED 데이터 셋의 Arousal점수와 Valence점수를 기

반으로 상위 이미지 100장의 이미지를 선정하여 SIFT

descriptor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약 416,404개의 SIFT

descriptor를 이용하여계층적 K-means clustering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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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을사용하여단어 트리를정의하였다. 알고리즘 2는

계층적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을단어 트리정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때, K는 클러스터의 수가아닌트리

내의 internal node의 개수, 즉 branch factor를 의미한다.

branch factor와 트리레벨은실험을통하여정확한매칭

율을 보이는 파라미터 조합으로 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43개의 leaf 노드를 가지는 단어 트리가 생성되었다.

본 단계는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정의된 단어 트리를

통해유사도를계산하여 occurrence 벡터를생성한다. 알

고리즘 3는 생성된단어트리를통해 occurrence 벡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Algorithm 3> SIFT-based word extraction algorithm

입력영상이주어지면먼저 SIFT descriptor를 추출하

고, 각 descriptor에 대해 단어 트리를 탐색하며 가장 유

사한 leaf 노드를찾고, 해당 leaf 노드의 occurrence를 증

가시킨다. 또한, 시각단어의중요도를반영하기위해엔

트로피 기반의 가중치를 곱하여 343차원의 occurrence

벡터가 최종적으로 생성한다.

5.2 감성 인식 
제안된 방법에서 정의된 시각 특징과 감성간의 상관

관계를 인식하기 위해 SVM을 사용한다. SVM 학습을

위해 positive/negative 감성에대해 GAPED데이터로부

터각감성별로잘표현하는약 100장의이미지선정하여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고, 학습 파라미터로 RBF

(Radial basis function) 커널을 적용하였다.

<Algorithm 1> Color composition–based word 
               extraction algorithm

<Algorithm 2> Algorithm for building SIFT-based 
visual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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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성인식에영향을끼치는시각특징을분석하

기위해색상조합과 SIFT 기반의형태특징을추출하여

각 특징에 대해 각 SVM을 학습하였다. 시각 특징의 통

합을위해서각 SVM에서나온결과를 Late-fusion 방식

으로 통합하여 예측을 수행한다.

Positive

Negative

(a) GAPED DB

Positive

Negative

(b) Sentibank DB

[Fig. 2] Example of sentiment analysis results

그림 2는 제안된 이미지 감성 인식 방법을 이용하여

인식된결과의예를보여준다. 그림 2(a)는 GAPED영상

을 대상으로 수행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b)

는 Sentibank DB의 영상에 대해서 수행된 결과이다. 이

때, 그림 2에서나타나는빨간색테두리는오분류된결과

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제안된 방법을 적

용하였을 때 정확히 이미지에 포함된 감성 인식이 가능

함을 보였다.

6. 통합 (Aggregation)
텍스트 및 영상 분석결과의 통합을 위해서 기존 연구

사례조사를통해 rule-based aggregation 기술을개발하

였다. 참고문헌[22]에서는 영상과 텍스트가 혼합된 트윗

의 경우, 문장의 감성은 영상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

는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부정문과 긍정문이 같

이포함된트윗의경우부정어가더우선시된다는연구

사례를발표하였다. 이러한상관관계로부터영상우선및

부정문우선원칙을고려하여개발하고성능분석을통해

결합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개별트윗의감성을결정한후에, 하루에작성된트윗

의 감성값을 누적하여 각 날짜별 사용자의 감성값을 계

산하게된다. 이러한과정이알고리즘 4에자세히기술된다.

Inpu

t

M(T), M(I), and M(E): Three contents’ moods using

the respective signle modal classifiers

M(∙)∊{-1, 0, 1}
Out

put
M(day): a daily mood value

1: For each tweet do

2: For each sentence do

3: If(M(I)≠0), then M(sentence)=M(I)

4: Else M(sentence)=min(M(T), M(E))

5: If M(sentence) = 0,

6: then M(sentence)=max(M(T), M(E))

7: M(tweet)=∑all sentences M(sentence)/# of sentences

8: M(day)=∑all tweets in a day M(tweet)/# of tweets

9: Return M(day)

<Algorithm 4> Rule-based aggregation algorithm 
for multimodal analysis

7. 실험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트위터 사용자의 트윗을 정확히 분

석하여이들의감성흐름을모니터링할수있는시스템을

개발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본연구에서는텍스트, 이

모티콘 그리고 영상을 이용한 멀티모달 분석 기술을 개

발하였다. 따라서 제안된 방법을 이용한 사용자 모니터

링의정확도를평가하기전에개발된멀티모달분석방법

의 효용성 검증이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험은두 단계로수행된다. 7.1에서는 제안된

멀티모달 분석기술의 정확도를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7.2에서는 실제 트위터 사용자의 장기간

트윗 내용을 분석하여 모니터링에 이용한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7.1 멀티모달 감성 분석의 정확도 평가
7.1.1 데이터 수집
제안된 멀티모달기반의 감성분석기술의 정확도를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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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ground truth를 가

진 실험데이터가 먼저 수집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공

개된 표준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수집 연구 사례들을 참조로 하여 새로운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31-33].

수집과정은세단계로구성된다. 1) 먼저알려진데이

터 수집 사이트 (http://www.sentiment140.com)로부터

명확한긍정어와부정어에관련된질의어를사용하여트

윗을수집하였다. 이때질의어는단순단어기반의질의어

(word-based query)와 구문기반 질의어 (phase-based

query)가 사용되었다. 사용된 질의어는 다음과 같다: 긍

정어- ‘christmas’, ’I feel relaxed’ 와 ’I feel good’; 부정어

- ‘suicide,’ ’ I feel stressed,’ ’I feel sad,’ ’kill myself,’ 와

’want to commit suicide.’ 이러한 질의어는 실제 참조연

구에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사용된 질의어이다. 2) 그리

고나서, 수집된데이터에대해사람에의한평가를수행

하였다. 이를 위해트위터와페이스북등의 SNS를 사용

한경험이있는사람들중, 영어권평가자를 10명고용하

였다.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6,000개의 문장에 주석

을다는작업에 150달러를지급하였다. 이들은하나의문

장으로 구성된 트윗 또는 여러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트

윗에 대해 개별 트윗당 {-1 (negative), +1 (positive), 0

(neutral)}의숫자를가지고주석을달았다. 3) 사용자평

가 중 과반수이상이 동일 숫자로 라벨링을 한 데이터만

을 선택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80.9%의 데이

터만이 사용되고 나머지는 필터링 되었다.

또한영상으로구성된트윗으로부터감성분석결과의

정확도를평가하기위해영상데이터를수집하였다. SNS

영상의경우 GAPED DB[25]를 사용하였다. GAPED DB

는 SNS 영상의감성분석성능을평가하기위해많이사

용되는 표준데이터이다. GAPED 데이터는 웹으로부터

키워드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로 구성되며,

Arousal과 Valance값에따라 Positive, Neutral, Negative

로 나뉜다. 수집된 영상 중, 감성 인식에 적합하지 않는

일부영상을필터링후총 607장의이미지 (Positive: 121

장, Negative 486장, Neutral: 0장)를 학습및테스트에사

용하였다.

이들을이용하여제안된방법의성능평가가수행되었다.

7.1.2 평가 척도
지금까지개발된대부분의방법은텍스트와이모티콘

위주의 정보를 사용하여왔으며, 영상과 텍스트를 모두

이용한 연구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각의

정보를 이용한 연구 중 state-of-the-art에 해당하는 다

음의두가지방법이제안된방법과비교를위해채택되

었다.

Ÿ Baseline 1: SentiStrength[10]. 이 방법은 텍스트

와이모티콘을모두이용한연구이며, 기존연구에

서 평가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22, 28]. 이

때, SentiStrength는 지금까지 개발된 연구 중 두

번째의가장높은정확도를가지는방법으로평가

되었다. 상위 랭크된 방법 중, SentiStrength가 오

픈되어있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이를평가기준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Ÿ Baseline 2: Zhao의 방법[29]. 이 방법은영상에포

함된 하위레벨의 정보부터 객체정보와 같은 상위

레벨의정보를모두결합하여영상에숨겨진감성

을인식하는방법으로, 우수한방법으로알려져있다.

두 가지 baseline을 이용하여 제안된 텍스트 분석 방

법과 영상기반 감성인식 기술을 비교 평가한다. 뿐만 아

니라, 제안된 방법내에서도 텍스트만 이용한 경우, 텍스

트와 영상을 모두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정확도를 평

가하도록 한다.

이 때, 평가지표로는 F1을 사용한다. F1은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Pr

×Pr × 

Precision은 시스템에 의해 부정 및 긍정으로 분류된

데이터 중, 실제 positive (또는 negative)로 색인된데이

터의 비율이며, recall은 실제 긍정 및 부정으로 색인된

데이터 중, 정확하게 시스템에 의해 분류된 데이터의 비

율을 나타낸다[30].

7.1.3 텍스트기반 감성인식 결과
7.1.1에서 설명한 방법에 의해 수집된 트윗 데이터 중

텍스트만으로 구성된 트윗을 대상으로 실험이 수행되었

다. 제안된 텍스트 분석 방법의 정확도는 Baseline 1의

SentiStrength와 성능이 비교되었다. 이 때, 제안된 방법

에서는 두 가지 커널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총 3가지 방

법에 대한 성능이 비교되었다.

표 4는 정확도 평가의 요약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여

지듯이, 제안된방법이 SentiStrength 보다매우높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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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도를 보여준다. SentiStrength는 이모티콘 및 감성에

관련된어휘에기반하여트윗의감성을분석한방법이다.

반면 제안된 방법은 감성어휘뿐만 아니라, 문장의 구조

및 형태와 같은 문맥을 이용하여 학습기반의 인식을 이

용하였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제안된방법의성능을커널의타입에대해비

교하였을 때, 그 차이는 매우 작지만, linear-SVM이 조

금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7.1.4 영상 기반 감성 인식 결과
제안된 시스템에서 사용한 특징 중 최적의 특징을 찾

기 위해 특징 조합에 따른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정확도

는 Precision과 Recall 값의 trade-off 관계를 고려한

F1-score를 사용하였다. 표 5는 각 특징 조합에 따른

GAPED 데이터의 Positive, Negative 정확도 결과를 보

여준다. 표 5에서보이듯이컬러조합과 SIFT 기반의형

태특징을함께사용하였을때가장정확하게감성예측

이 가능함을 보였다. GAPED의 경우, 평균 91%의 정확

도로감성예측이가능함을보였다. GAPED 영상에서는

컬러 조합만 사용하는 경우, 흑백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때문에오분류한영상이많았다. 따라서, 두 특징

을 이용하여 나온 인식 결과를 함께 통합하여 사용하였

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7.1.5 멀티모달 분석 기술의 정확도 평가
지금까지 실험결과는 텍스트 정보 및 시각정보만을

사용한 경우에 성능에 대해 기술되었다. 지금부터는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이용한 경우의 결과에 대해 기술하도

록한다. 앞서 7.1의 도입에서얘기했듯이, 현재까지시각

정보와 텍스트 정보를 모두 사용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

Methods Positive Negative Average

Precision  Recall   F1 Precision  Recall   F1 Precision  Recall   F1

Baseline 1 (SentiStrength) 35.37 58.39 44.05 76.34 55.71 64.41 55.85 57.05 56.44

Our method using only textual
clues

70.35 81.21 75.39 91.67 85.79 88.63 81.01 83.50 82.24

Our multimodal analysis
method

77.70 82.59 80.07 94.32 92.43 93.37 86.01 87.51 86.72

<Table 6> Performance comparison of three methods: baseline 1, our method using only textual clues, and 
our multimodal analysis method 

Methods Positive Negative Average

Precision   Recall    F1 Precision   Recall    F1 Precision   Recall   F1

CCs 27.51 79.34 40.85 90.31 47.94 62.63 58.91 63.64 51.74

SIFT 61.88 81.82 70.46 95.08 87.45 91.10 78.48 84.63 80.78

CCs+ SIFT 88.70 84.30 86.44 96.14 97.33 96.73 92.42 90.81 91.58

Baseline 2 - - - - - - 58.50 90.81 71.16

<Table 5> Performance comparison of baseline 2 and our methods

Methods Positive Negative Average

Precision Recall   F1 Precision Recall   F1 Precision Recall   F1

Linear SVM + emoticon 84.57 84.05 84.31 84.15 84.66 84.40 84.36 84.36 84.36

RBF SVM + emoticon 80.68 87.12 83.78 86.00 79.14 82.43 83.34 83.13 83.23

Baseline 1 56.65 70.55 62.84 60.98 46.01 52.45 58.81 58.28 58.54

<Table 4> Performance comparison of baseline 1 and our method when using only textual c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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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실정이다. 따라서제안된방법의유용성검증을위해,

SentiStrength와 제안된 방법 중 텍스트만을 이용한 경

우, 모두 이용한 멀티모달 분석 방법의 3가지 방법의 성

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표 6은세방법간의성능비교를보여준다. 표에서보

이듯이제안된멀티모달분석방법이가장높은정확도를

보여준다. SentiStrength와 비교하였을 때, 30%이상의

성능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안된 방법 중 멀티모

달 분석 방법이 트윗의 감성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안된 방법에서 텍스트 분석결과와

감성분석결과를통합하기위해규칙기반의 aggregation

알고리즘이 고안되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제안된 방

법이 효율적으로 분석결과를 통합할 수 있음을 또한 증

명한다.

7.2 사용자 감성 흐름 모니터링 결과 분석
제안된 감성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감성흐름

을 모니터링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일반 사용자들

과 우울증을 가진 사용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지 평가하

기위해서먼저사용자데이터를수집하였다. 이때, 기존

에 우울증을가진것으로알려진유명인중트위터활동

을 활발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울증 그룹으로 선택하

였으며, 유사한 방식으로 타임지 선정 100인 중 일반 사

용자그룹을선택하였다. 예를들어, Lady Gaga와 Robin

Williams 등을 우울증 사용자 그룹으로 Barack Obama

등을일반사용자그룹으로선택하였다. 이후질의어기

반의크롤링을이용하여해당인물의 1년치트윗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그림 3은 제안된 멀티모달 분석방법에 의해 생성된 6

명의 개별 사용자의 감성 흐름 그래프 (mood flow

graph)들을보여준다. 수집된감성분석결과중 6명의감

성 흐름 모니터링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주며, 사

용자의 트윗에 포함된 텍스트와 이모티콘, 영상을 분석

하여산출된감성값을합하여얻은결과로, 사용자에따

라 각기 다른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 그림 3(a)

는 우울증을가진사용자의감성흐름그래프들을보여주

고, 그림 3(b)는 일반사용자들의감성흐름그래프들을보

여준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우울증이 있는 그룹은 네거

티브 구간에서 valley를 많이 가지며, 인접한 valley와

peak간의 감성 값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전체적으로감성평균값이음수값을가진다. 이

러한 그래프들을 심리학자나 정신 분석학자 등의

end-user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진

단에도움을주고적절한조치가취할수있도록편리한

시각화 기술을 제공 하도록 한다.

제안된 방법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ground

truth가 필요하다. 하지만, 제안된 방법과 같이 장기간동

안 사용자의 트윗에서의 감성 트렌드를 분석한 연구가

(a) Mood flow graphs for depressed users

(b) Mood flow graphs for non-depressed users

[Fig. 3] Samples from tracking six individual mood trends using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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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제시된 실험 결과는 제안된 방법이 감성 트렌드

분석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예측까지 확

장할 경우에 우울증 및 자살등의 정신적 상태를 측정하

여 위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결론
본 논문에서는 트위터에 업로드 되는 방대한 양의 데

이터에서 나타나는 사용자의 감성 흐름을 분석할 수 있

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사용자 트윗

에 포함된 텍스트, 이모티콘, 영상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시간대별 감성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멀티모달 시스템이

다. 이를통해서사용자의시간대별, 날짜별감성흐름을

모니터링할수있다. 실험결과는제안된시스템이사용

자의감성트렌드분석및예측에효율적으로사용될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우울증이

있는 사용자의 진단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사용자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리학 전문가

들과의 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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