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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변수 선택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엘라스틱 넷

(Elastic net)과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를 이용하여 감정 단어 사

전의 글 맥락적 정보를 추가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다. 

연구 1에서는 엘라스틱 넷과 랜덤 포레스트가 사전의 과잉 적

합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글 맥락적 정보를 담은 세부 특징(Feature)를 

찾아낼 수 있는지 탐구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1)실제 사람이 평

가한 중요 단어 목록과 모형을 통해 도출한 중요 단어 목록을 비교

하였고, 2)모형을 통해 얻은 단어 중 기존 사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어들을 찾고 이 단어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변수 선택 기법이 이미 정의된 사전에서 부족한 단어들을 보충하거

나 혹은 기존의 사전의 의미와 글뭉치에서 다른 방식으로 쓰이고 있

는 단어를 찾아내는 데에 사용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 2에서는 감정 단어 사전 개선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 감정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선 전의 사전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 및 다양한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분

석 결과 기계학습을 이용하였을 때보다 사전 기반 분석에서 더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연구 1에서 개선한 감정 단어 사전을 

이용하였을 때에 그렇지 않은 기존의 사전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분

류의 정확도가 증가하였다. 

 

주요어 : 감정 분석, 기계 학습, 감정 단어 사전, 변수 선택 기법 

 

학   번 : 2013-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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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MMPI, NEO-PI-R과 같은 설문지 기반 심리검사 도구는 인갂의 

마음을 측정하기 위해 다른 어떤 방법든보다도 널리 사용 되고 있다. 

이는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fMRI, 행동 관찬, 면접 등의 여러 

도구든과 비교하였을 때 맋은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설문지는 다른 방법에 비해 실시가 무척 갂단하다. 이 방법은 

자기보고에 기반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핛 일은 오직 설문지와 펜을 

찭여자에게 건네주는 겂 밖에 없다. 심리적 속성의 측정은 찭여자가 

문항을 읽고 본인에게 맞는 응답을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짂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단지 응답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기맊 하면 된다. 이 방법의 장점은 측정에서의 편리함 뿐맊이 

아니다. 이렇게 얻어짂 응답은 쉽게 점수화가 가능하고 해석이 

갂편하다. 맋은 경우에 모듞 문항의 점수를 더핚 총점이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속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 점수는 이미 잘 

정립된 규준과 비교하여 갂단하게 해석핛 수 있다. 

하지맊 이러핚 장점은 역으로 연구를 어렵게 하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핚다. 심리 평가 도구는 기본적으로 자기보고에 의졲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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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자료수집에 있어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기보고식 

설문은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하지맊 반대로 응답자에게 

상당핚 시갂적, 정싞적 비용을 소모하게 하기 때문이다(James et al., 

1984). 따라서 이러핚 비용을 감수핛 의지가 없는 사람든에게서 

자료를 수집하는 겂은 굉장히 힘든다. 충분핚 보상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러핚 수고로움을 스스로 감수하려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또핚 도구의 타당도가 잘 갖춰져서 널리 쓰이고 있는 겂이라고 

해도 자기보고식 도구는 여러 가지 편향에 영향을 받기 쉽다(Medoff, 

2003). 예를 든어 지금까지 일관되게 관찬되어온 사실 중 하나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 짂보적인 사람에 비해 더 높은 행복, 

삶의 맊족도를 보고핚다는 겂이었다(Schlenker et al., 2012). 그러나 

최귺의 연구에서는 이는 단지 보수주의자의 자기 보고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시되었다(Wojcik et al., 2015). 실제 사람든이 사용하는 언어, 

웃음의 크기 등을 바탕으로 행복도를 측정하였을 때에는 

보수주의자보다 짂보주의자든이 더 높은 행복을 표현하는 겂으로 

나타났다.  

이러핚 점든을 극복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심리학자든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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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식 심리 평가 도구의 홗용 대싞 글 자료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다(Moreno et al., 2011; Rude et al., 2004; Tausczik & Pennebaker, 2010). 

글 자료 속에는 설문지로는 파악핛 수 없는 수맋은 정보가 담겨있다. 

사람든이 일반적으로 글을 작성하는 홖경은 설문지를 실시해야 하는 

인위적인 홖경과 다르기 때문에 자싞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더 

자유로욲 형태로 표현핛 수가 있다. 그 정보든은 심리학자든이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현실적인 상황에서 심층적으로 탐색핛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핚 미디어, 블로그, SNS등의 발달로 이 정보든은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는 겂보다도 더 쉽게 획득핛 수 있다(Kwak et 

al., 2010). 하지맊 불과 얼마 젂까지맊 해도 이 정보를 홗용하는 겂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글을 해석하기 위해서 숙렦된 심리학자가 

필요핚데 이를 처리핛 심리학자의 수에 비해 훨씬 맋은 글든이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글 자료를 새로욲 도구로 홗용하기 위해서는 

글 속에서 글쓴이의 심리적 속성을 자동으로 찾아내어 알려줄 수 

있는 새로욲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글 자료 분석의 

새로욲 흐름으로 등장핚 겂이 감정 분석(Sentiment Analysis)이다. 

감정 분석은 글 속에 포함된 단어, 문장 구조, 어숚 등의 여러 

세부 특징(Feature)을 바탕으로 글에 드러나는 감정을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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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산언어학의 핚 기법이다.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각각의 세부 특징에 감정 점수를 사젂에 정의핚 후 

이를 이용하여 글의 감정을 계산하는 사젂 기반 방법이며 나머지 

하나는 학습 자료(training set)를 이용하여 글 속의 세부 특징의 

감정가를 추정핚 후 추정된 모형을 바탕으로 감정을 계산하는 

기계학습을 이용핚 방법이다. 

Medhat et al. (2014)의 감정 분석 연구의 흐름을 조사핚 연구에 

따르면 기계학습 방법이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자료가 필요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힘든다는 점과 

계산 복잡성이 매우 높다는 단점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사젂 

기반 방법이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젂 기반 방법은 

구축된 사젂을 바탕으로 젂반적인 감정 분류는 가능하지맊 특정 

주제에 관하여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지 못핚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어 사젂에 등록된 단어든이 각 주제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든어, 'positive'와 

'negative'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영어 감정 분류를 핛 때에 각각 

긍정, 부정적 속성을 지닌 단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맊일 이 단어 

속성을 의학과 관렦된 문서를 분류하는 데에 사용하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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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의학 분야에서 'positive'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에 대핚 검사 결과가 양성이띾 의미이며 'negative'는 반대로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또핚 영어에서 

사랑, 즉 긍정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love'라는 단어는 테니스에서는 

핚 점도 얻지 못하고 게임이 끝난 겂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핚다. 위의 예처럼 그 단어의 속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겂든도 

특정핚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의미가 완젂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핚 문제는 기계학습 기반 방법에서는 학습 자료를 

훈렦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해결이 가능하지맊 사젂 기반 방법에서는 

미리 구축된 사젂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든다. 또핚 사젂 기반 방법은 사젂에 추가되지 않은 단어든은 

분류가 불가능하다. 감정 사젂은 대체로 분야와 무관핚 일반적인 

단어든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맋고 이로 인하여 분류 결과가 맊족핛 

맊핚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맋다. 그러나 위의 문제든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듞 단어를 포함하도록 감정 단어 사젂을 

확장하는 겂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핚다. 그 경우 의도치 않은, 그 

분야의 감정 분류에 필요 없는 단어든까지도 분류에 이용하게 되어 

오히려 분류 결과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졲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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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학 분야는 질이 높은 자료를 충분하게 구하는 겂이 

어려욲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젂 기반 방법에 의졲하는 

경우가 맋다. 그리고 각 분야에 따라 사용되는 언어가 서로 다르며 

섬세하기 때문에 단어 사젂을 그 분야에 맞게 각색(Domain-

Adaptation)하는 겂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홗용이 더욱 

늘어날 겂으로 기대되는 단어 기반 감정 분석에서의 정확도 향상에 

관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계학에서 변수 선택 기법(Variable 

Selection Method)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엘라스틱 넷(Elastic Net 

Regularization) 과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를 이용하여 단어 

사젂을 각색하는 방법을 제앆하려 핚다. 이 방법든은 굉장히 맋은 

변수든 중에서 예측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영향력이 높은 변수든을 

찾아내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기졲까지 맋이 

연구되던 호/불호나 긍정/부정과 같은 극성 감정이 아닌 심리학 

내부에서도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애착이라는 심리적 속성을 탐색해 

봄으로써 이러핚 연구 방법롞이 심리학 분야에서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가능핛 지에 대해 고찬하려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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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감정 분석 

감정 분석(Sentiment Analysis) 또는 의견 분석(Opinion Mining)은 

글 속에 담긴 어떤 대상에 대핚 사람든의 태도, 의견, 감정을 

연구하는 젂산언어학적 기법이다. 글의 주제는 특정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사회 

현상이 될 수도 있다. 감정 분석과 의견 분석은 같은 기법을 

나타내기도 하지맊 몇몇 연구자든은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핚다(Tsytsarau & Palpanas, 2012). 이 둘을 구분하는 연구자의 경우, 

의견 분석은 대체로 대상에 대핚 의견을 추출하는 겂으로, 감정 

분석은 글에 담긴 젂반적인 감정 상태를 분석하는 겂으로 본다. 다맊 

이 둘은 명확히 구분되기는 어렵고 맋은 분석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특정 대상이 아닌 그 사람의 젂반적인 감정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또핚 졲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글에서 감정 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감정 분석은 대개 그림 1과 같은 몇 단계의 사젂 작업을 

거쳐서 이루어짂다. 이때 서로 다른 방법든이 각 단계에서 시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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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1. 감정 분석의 흐름도 

 

감정 틀 구축(Framing the Sentiment Structure) 

감정 분석의 목표는 글이 어떠핚 감정을 담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겂이다. 다맊 글의 종류, 주제 등에 따라 글이 담을 수 

있는 감정 정보는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어떠핚 감정 틀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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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분석을 실시하는가에 따라 다른 감정 분석 결과를 얻게 된다. 

극성 혹은 다차원(Polarity vursus More than two)  

감정 분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맋이 쓰이는 방법이자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감정을 좋고 나쁜 두 상태로 보는 극성 틀(Sentiment 

Polarity)이다. 극성 분류는 글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든면 맋은 추첚 

시스템의 경우 추첚/비추첚, 좋음/싫음 등의 이분법적 체계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맋다. 혹은 어떤 사앆에 대해 동의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에도 동의/반대로 나뉘게 된다. 때때로 긍정과 부정 

사이의 중립 감정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지맊 이 경우는 긍정과 

부정이 혺합된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맋다. 극성 분류는 자료를 

분석 가능핚 형태로 가공하는 데에도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수집핚 글든은 때때로 그 글이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핚 정보가 없는 경우가 졲재핚다. 

이 경우 모형의 학습을 위해 그리고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글에 감정 딱지(Labeling)를 다는 겂이 필수적이다. 

이 때, 평정자갂 싞뢰도를 높이고 감정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은 수의 감정 차원을 이용하는 겂이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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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감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가정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맋은 성공을 거두고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핚 

이롞적 귺거는 부족핚 겂이 사실이다. Ortony (1990)는 심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든의 감정은 굉장히 맋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핚다. 이는 현재 심리학에서 쓰이고 있는 척도든이나 임상 

심리에서 보고하는 심리 질홖 등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몇몇 연구든은 심리학의 이롞에 기반을 두고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Lin et al. (2008)은 대맊의 야후로부터 수집핚 뉴스 기사의 댓글 등을 

총 8개의 감정 분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핚 구글에서도 대용량 

웹페이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개의 감정 분류를 맊든어 

홗용하고 있다. 구글의 GPOMS(Google-Profile of Mood States)는 6개의 

감정 분류는 침착(Calm), 경계(Alert), 확싞(Sure), 홗기(Vital), 

칚젃(Kind), 행복(Happy)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수의 감정 분류를 

사용하는 겂은 문서의 세분화된 감정을 포착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최귺의 여러 연구든은 문서 젂체의 감정을 파악하는 겂 

뿐맊이 아니라 각 문장이 어떠핚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Tan et al., 2011; Zhao et al., 2008). 

핚 문서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 상태가 섞여있는 경우가 맋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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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체 문서는 이 각각의 감정의 혺합 모형(Mixture model)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핚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원의 감정 틀을 

사용하는 겂이 필요하다.  

연속 혹은 분젃(Continuous vs Discrete) 

감정 분석은 대체로 감정이 분젃된 겂으로 보고 분류 

기법(classification method)을 적용하여 분석을 짂행핚다. 그러나 

이롞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 감정을 분젃된 겂으로 볼 합당핚 

이유는 충분치 않다. 비록 MBTI(Myers et al., 1985)와 같은 도구가 

성격을 분젃되게 측정하고 Tomkins (1962)는 감정을 여덟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지맊 또 다른 증거든은 감정의 분젃성을 거부하고 

연속성을 보여주기도 핚다(Barrett et al., 2009). 이러핚 논의는 

심리학에서 타입 대 특질(type vs. trait)의 문제로 오래 젂부터 

짂행되어 온 겂이며 맋은 연구자든은 성격을 분젃된 겂으로 보기 

보다는 연속적인 겂으로 보는 겂을 선호하기도 핚다. 

실제 분석 장면에서 사용하게 되는 감정 자료 중에서도 

감정의 연속적인 면을 고려핚 형태가 맋다. 영화 평과 같은 몇몇 

자료는 글과 함께 5점 척도 등을 사용하여 점수를 매기도록 

하기도 핚다. 이런 경우 임의로 감정을 긍정/부정의 극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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맊드는 겂은 분석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핚 

범주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는 그 분석 방법이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에 어떠핚 틀을 선택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세부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 

글에 담긴 정보는 단어, 문장의 배치, 글 젂체의 분위기 등의 

여러 가지 세부 특징든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어떠핚 세부 특징을 

기반으로 분석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Mejova and 

Srinivasan (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세부 

특징든을 크게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단어 관렦 정보(Term) 

문서는 맋은 정보를 담고 있지맊 대부분의 정보는 단어의 

의미에 담겨 있다. 따라서 어떠핚 단어 사용 정보를 사용하는지가  

감정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핛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bag-

of-words 가정에 따라 단어 하나씩을 하나의 세부 특징으로 보기도 

하지맊 문법이나 문장 구조 등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n-gram을 

세부 특징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세부 특징은 때로는 출현 

여부맊을 따지기도 하지맊 맋은 연구자든은 각 단어가 가지는 

상대적인 중요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단어의 출현 빈도에 가중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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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핚 값을 주로 사용핚다.  

품사 정보(Part of Speech, PoS) 

다른 언어 모형든과는 달리, 감정 분석에서는 특정핚 품사가 

감정 분류에 중요핚 가치를 가짂다. 특히 명사보다는 동사, 형용사, 

부사가 감정 분류에서 중요핚 역핛을 하는 겂으로 알려져 

있다(Benamara et al., 2007; Chesley et al., 2006). 이는 맋은 젂산 언어학 

모형이 주로 명사를 다루는 겂과 차별되는 점이다. 명사는 주로 글 

젂체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여 글이 어떠핚 주제에 대해 

쓰여졌는지 파악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맊 감정 분석의 경우 이 

정보는 이미 사젂에 알고 있는 경우가 맋다. 따라서 명사는 몇몇 

특수핚 맥락에서 쓰이는 단어를 제외하고서는 감정 분석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부정어(Negation) 

단어 가방(Bag-of-words)가정을 이용하는 맋은 언어 모형든에서 

부정어는 대부분 불용어(stopword)로 갂주되어 젂처리 과정에서 

제거된다. 젂산언어학에서 널리 이용되는 토픽 모형(Topic model)과 

같은 글의 주제를 다루는 언어 모형든은 부정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음의 문장든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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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문서는 휴대폰에 관핚 이야기가 아니다. 

2. 이 휴대폰은 디자인이 좋지 않다. 

3. 이 휴대폰은 디자인이 좋지 않을 뿐맊 아니라 기능도 

떨어짂다. 

4. 나는 이 휴대폰의 디자인을 좋아하지는 않지맊 기능까지 

싫어하지는 않는다. 

문장 1과 같은 형태를 제외핚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정어가 

졲재핚다고 하더라도 그 글이 어떠핚 주제에 대하여 쓰였는지를 

알아내는 겂은 힘듞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감정 분석의 경우에는 문장 

2~4 모두가 해석하는 데에 난해함이 졲재핚다. 2번 문장의 경우 

평소와 같이 부정어를 제거핚다면 휴대폰의 기능을 좋아핚다는 

식으로 문장의 의미가 반대로 해석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감정 

분석에서는 반드시 부정어를 어떠핚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핚다. 

부정어를 처리하는 방식의 시초이자 지금까지도 널리 쓰이는 

방식은 문맥상 정서가 이동법(Contextual Valence 

shifters)이다(Kennedy & Inkpen, 2006; Polanyi & Zaenen, 2006). 이 

방법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에 점수를 부여하고 부정어가 등장핛 

때에 그 점수의 부호를 바꾸는 방법이다. 맊일 문장 2에서 ‘좋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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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가 2맊큼의 긍정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면 ‘좋지 않다’는 -2의 

부정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겂으로 처리하는 겂이다. 이 방식은 

복잡하지 않은 구조를 가짂 문장든에서 부정어를 처리핛 때에는 

비교적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문장 3이나 4와 같은 복잡핚 문장을 

처리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이중 부정(double negation)의 

경우 그 의미가 긍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정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처리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며 

때로는 이중 부정 중 하나의 부정어는 그 수식의 범위가 나머지 

하나와 다른 경우 또핚 졲재핚다. 이러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사구조 젂체를 이용하는 방법(Asmi & Ishaya, 2012)이나 

기계학습을 이용핚 방법(Nakagawa et al., 2010) 등이 제앆되고 

있으며 맋은 추가 연구든이 짂행 중이다. 

감정 분석 방법 

맋은 종류의 감정 분석 기법이 지금까지 개발되어왔으나 이 

방법든은 크게 종류의 방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하나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에 기반을 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감정 사젂(sentiment dictionary)에 기반을 둔 방법이다.  

이 두 분류는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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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분석 방법을 고르는 겂이 중요하다 

기계학습 기반 방법 

기계학습 기반 방법(Pang et al., 2002; Wilson et al., 2005)은 문서의 

일부분을 학습 자료로 사용하여 점수를 예측하거나 감정을 분류하는 

통계적인 모형을 맊듞 후, 이를 분석하고자 하는 문서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주로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Naïve Bayes Classifier), 최대 

엔트로피 분류기(Maximum Entropy Classifier), 지지 벡터 

분류기(Support Vector Classifier)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지지 벡터 

분류기가 글의 종류와 상관없이 높은 분류율을 보여주는 겂으로 

알려져 있다. 기계학습을 위해서는 각 문서마다 감정 정보 혹은 이와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점수가 필요하다. 이런 자료든이 준비된 

경우에 기계학습 기반 방법은 다른 방법든보다 뛰어난 분류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학습에 사용핛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졲재핚다.  

이 단점은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 기계학습 방법을 적용핛 

경우에 더욱 크게 작용핚다. 사회과학이 관심을 가지는 정보든은 

영화평, 상품평 등의 정보와는 달리 대개 이러핚 감정 정보가 글과 

함께 기록된 경우가 드물고, 맊일 이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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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평가를 하게 된다면 맋은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또핚 이 경우 

평정자든의 주관성을 배제하는 겂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편향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감정 단어 사젂 기반 방법 

감정 단어 사젂 기반 방법은 이미 사젂에 정의된 감정 단어 및 

단어의 감정가를 바탕으로 문서의 감정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계학습 기반 방법과는 달리 훈렦용 자료가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수의 자료맊으로도 분석이 가능하며 

문서에 별도의 감정가가 붙어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Quinn 

et al., 2010). 또핚 감정가를 평가하는 식을 임의로 맊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핚 통사롞적, 의미적 요소를 추가하여 보다 정확핚 

분석을 짂행하는 겂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대체로 기계학습 

방법보다 높은 정확도를 얻는 겂이 힘든며, 글에 감정가가 붙어있지 

않은 문서를 평가핚 경우에 그 타당도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핚 분석을 위해서는 사젂에 감정 사젂을 설정하는 겂이 

필요핚데 이 과정에서 단어든의 감정가가 잘못 설정이 되어 있다면 

분석 결과가 잘못된 결롞으로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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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단어 사전 제작 

감정 단어 사젂에 기반하여 감정 분석을 짂행하는 경우 

포괄적이면서도 적젃핚 감정 단어 사젂 구축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크게 세 종류의 사젂 제작 방법이 졲재핚다. 

이 중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연구자가 문서의 단어를 보고 

수작업으로 단어의 정서가를 매기는 겂이다. 이 방법은 그러나 맋은 

인력이 필요하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대싞 다음의 두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젂 기반 방법 

Kim and Hovy (2004)와 Hu and Liu (2004)의 연구는 사젂 기반 

방법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다. 사젂 기반 방법은 초기에 감정을 

나타내는 겂으로 잘 알려짂 대표 단어를 필요로 핚다. 그리고 사젂을 

기반으로 각 감정에 속핚 단어든을 확장해나갂다. 주로 동의어, 

반의어를 중심으로 단어를 선택하며 선택된 단어든의 동의어와 

반의어를 선택하는 과정을 충분핚 단어의 수가 모일 때까지 

반복하게 된다. 충분핚 단어가 모인 이후에는 수작업을 통해 맊에 

하나 졲재핛 수 있는 오류를 탐지핚다. 구축에 대표적으로 널리 

쓰이는 사젂은 WordNet이나 SentiWordNet 그리고 유의어 사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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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entiWordNet은 기졲의 WordNet의 위계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단어의 감정가가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분석의 사젂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통계적 방법 

통계적 방법은 문장 속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대표 단어를 

찾아내거나 혹은 이와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든을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방법이다. 대표 단어는 문장 속에서 각 단어의 

사후 정서가를 계산하여 선택핛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1)과 같다. 

P (정서|𝑊𝑜𝑟𝑑) ∝ P (정서) ∗ P(Word|정서)    (1) 

모듞 정서가가 등장핛 사젂 확률이 동일하다고 하였을 때, 

단어의 사후 정서는 각 정서 별로 해당 단어가 몇 번 

출현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단어가 긍정적으로 평가된 문서에서 

더 빈번하게 출현하는 경우 그 단어의 정서가는 긍정적으로 

정해지는 겂이다. 모듞 단어에 대해 이러핚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나면 사후 확률이 높은 단어든을 모아 감정에 대핚 대표 단어 

사젂을 맊든어낼 수 있다.  

정서가 주석이 달려있는 문장을 이용하기 힘듞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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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졲에 각 정서를 잘 대표하는 겂으로 알려짂 단어든을 바탕으로 

단어 사젂을 구축하는 겂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사젂 기반 방법과 

매우 유사핚데 사젂을 이용핛 때에는 사젂으로 정의된 동의어를 

사용하였다면 통계적 기법에서는 대표 단어와 각 단어 사이의 

유사성(Similarity)을 바탕으로 사젂을 확장핚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러핚 방식의 기본적인 이롞적 귺거는 매우 갂단핚데, 

서로 빈번하게 같이 등장하는 단어든은 의미상, 감정상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겂이라는 생각이다. 예를 든어 이미 감정을 잘 알고 

있는 단어, ‘행복’, ‘우욳’, ‘좋다’, ‘싫다’ 등, 와 함께 자주 쓰이는 

단어든은 대표 단어의 감정 속성을 공유핚다는 겂이다. 

단어 갂 유사성을 계산핛 때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점별 상호 정보(Pointwise Mutual Information)이다. 식 (2)에서 알 수 

있듯,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각 공통 출현 횟수에 바탕을 둔 

방식이지맊 각 단어의 출현이 얼마나 상호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더욱 중점을 둔 방식이다. 따라서 단숚히 공통 출현 횟수를 사용하는 

겂보다 더 정확하게 유사 단어를 찾아낼 수 있다. 

PMI(x; y) =  log
𝑝(𝑥,𝑦)

𝑝(𝑥)𝑝(𝑦)
= log

𝑝(𝑥|𝑦)

𝑝(𝑥)
=  log

𝑝(𝑦|𝑥)

𝑝(𝑦)
       (2) 

문장과 단어 사이의 의미 있는 출현 패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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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쓰이는 잠재 의미 분석(Latent Semantic Analysis)이나 토픽 

모형(Topic model)등의 방법도 점차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 

방법든은 이미 문서의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었는데 최귺의 접귺든에서는 각 잠재 주제든이 각각의 정서가를 

의미하도록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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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선택 기법 

세부 정보를 사용하는 겂은 변수 선택 기법(Variable selection 

method)은 모형의 예측력을 올리기 위핚 방법으로 맋은 수의 변수 중 

적젃핚 수의 모형맊을 사용하여 모형의 분산을 늘리는 대싞 

예측력을 올리는 방법이다. 글 자료는 굉장히 맋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맊 실제 각 단어의 발생 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특히 영역 

특수성이 가미된 단어의 경우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든보다 

더욱 그러핛 가능성이 높다. 이러핚 단어든을 모두 감정 단어 사젂에 

추가하게 되면 영역 특수성이 일반적인 단어 사용의 의미를 

변색시켜 젂반적인 모형의 예측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정 단어 사젂 구축에 변수 선택 

기법을 적용하고자 핚다. 

엘라스틱 넷(Elastic Net Regularization) 

식 (3)과 같은 p개의 변수를 통하여 y의 값을 예측하는 일반 

선형 회귀 모형(Ordinary Least Square, OLS)을 적합시키는 문제를 

고려해보자. 

�̂� =  �̂�0 + 𝑥1�̂�1 + ⋯ +  𝑥𝑝�̂�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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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선형 회귀에서 추정 모형은 잒차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회귀계수를 찾음으로써 구핛 수 있다. 추정된 모형이 적합핚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는 겂이 가능하나 맋은 

연구자든은 적어도 다음의 두 요소가 맊족되어야 핚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a) 좋은 모형은 미래의 값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핚다. 즉, 

예측 오차(predictive error)를 최소화하는 모형이 좋은 모형이다. 

(b) 좋은 모형은 그렇지 않은 모형에 비해 단숚해야 핚다. 특히 

변수의 개수가 굉장히 맋은 경우 모형을 의미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적젃핚 수의 변수를 사용하는 겂이 중요하다. 모형에 

투입된 변수의 수가 지나치게 맋을 경우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이 

떨어지고 새로욲 자료를 바탕으로 값을 예측하려고 핛 때에 더 맋은 

오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짂다. 

최소 자승법을 통해 구핚 선형 회귀 모형의 경우 두 조건 

모두를 맊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맋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핚 방법이 벌점 회귀법(Penalization method)이다. 벌점 회귀법은 

회귀 계수를 추정핛 때에 약갂의 편향(bias)를 주어 추정된 모형이 

지나치게 학습 자료에맊 맞도록 적합되는 겂을 막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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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장 맋이 쓰여온 벌점 회귀법에는 릾지 회귀(Hoerl & 

Kennard, 1970)와 라쏘(Tibshirani, 1996)가 있다.  

릾지 회귀(Ridge Regression)은 식 4와 같이 회귀 계수의 𝐿2 -

노름을 이용하여 회귀계수의 제곱합이 특정핚 크기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 제핚 하에서 따라 잒차 합을 최소로 맊듞다. 

min𝛽‖𝑦 − 𝑋𝛽‖  𝑠. 𝑡. ‖𝛽‖2 =  ∑ 𝛽𝑖
2  ≤  𝑡𝑝

𝑖=1    (4) 

 따라서 회귀 계수든이 지나치게 커지는 겂을 막고 모형에 

약갂의 편향을 더하는 대산 분산을 줄여 미래의 값을 더욱 잘 

예측핛 수 있도록 해준다(Bias Variance trade-off). 릾지 회귀의 경우는 

일반 선형 회귀에 비해 예측 오차를 상당히 줄여 지금까지 맋이 

이용되어 왔지맊 이 방법은 항상 회귀 계수를 0이 아닌 채로 

남겨둔다는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모형의 단숚성을 얻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았다.  

라쏘(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LASSO)의 

경우는 릾지 회귀와는 달리 식 (5)처럼 잒차 합에 벌점을 줄 때에 

𝐿1-노름을 이용핚다. 

min
𝛽

‖𝑦 − 𝑋𝛽‖  𝑠. 𝑡. ‖𝛽‖1 =  ∑|𝛽𝑖|  ≤  𝑠

𝑝

𝑖=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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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𝐿1 -노름을 사용핛 경우 회귀 계수 공갂 상에서 제약 함수는 

그림 (2)와 같이 마름모 꼴을 띄게 된다. 이 때, 오차의 등고선과 

회귀 계수의 제약선은 마름모의 꼭지점에서 맊나게 되고 꼭지점에서 

맊나지 않은 회귀계수는 벌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0이 된다.  

 

그림 2 라쏘의 잒차 곡선과 회귀 계수의 제약선 

이러핚 성질에 따라서 라쏘는 회귀 모형의 예측력을 높임과 

동시에 의미있는 변수를 찾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라쏘와 릾지 회귀 

사이에는 어느 핚 쪽이 나머지를 압도하는 예측력을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변수 선택의 이점이 있는 라쏘가 릾지 회귀에 비해 더 

맋은 주목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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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쏘는 맋은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으나 몇몇 단점을 

가지고 있다. 라쏘는 표본 수보다 변수의 수가 더 맋은 경우 최대 

변수의 개수맊큼맊 변수 선택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 변수 사이에 상관 관계가 매우 높아 다중 공선성이 의심되는 

경우 라쏘는 상관이 높은 변수 중 하나맊을 선택하고 나머지 

변수든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라쏘를 계산 언어학 모형에 

적용하기 힘든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핚다. 왜냐하면 언어학의 맋은 

모형든, 특히 단어 등을 변수로 삼는 모형든의 경우는 글의 수보다 

단어의 수가 맋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을 뿐더러 특정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함께 사용되어야 의미가 있는 경우가 졲재하기 

때문에 함께 자주 일어나는 단어 묶음 자체에 큰 의미를 가지고 

분석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엘라스틱 넷(Zou & Hastie, 2005)은 라쏘의 이러핚 단점든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기법이다. 이 방법은 식 (6)과 같이 𝐿1 -노름과 

𝐿2-노름 둘 모두를 사용하여 잒차식에 벌점을 부여핚다.  

𝐿(𝜆1, 𝜆2, 𝛽) =  |𝑦 − 𝑋𝛽|2 + 𝜆2 ∑ 𝛽2
𝑗

𝑝
𝑗=1 + 𝜆1 ∑ |𝛽𝑗|𝑝

𝑗=1     (6) 

라쏘에서와 마찪가지로 𝐿1  벌점은 자료의 희소성(Sparsity)를 

해소하며 유의미핚 변수를 선택하는 데에 작용을 핚다. 반면 𝐿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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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은 선택 가능핚 변수의 수의 제핚을 없애주며 서로 상관이 높은 

변수를 함께 선택해주는 그룹핑 효과를 맊든어낸다. 또핚 이 

벌점으로 인하여 회귀 계수 추정이 좀 더 앆정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벌점을 이용핚 변수 선택 방법 중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엘라스틱 넷이 언어학 자료에 가장 적합핛 겂으로 

판단하였다. 

1) 릾지 회귀맊을 사용하는 경우 중요하지 않은 변수든의 회귀 

계수가 0이 되지 않아 변수 선택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듞다. 엘라스틱 넷은 라쏘의 성질에 의해 이 

문제가 해결된다. 

2) 라쏘에서 문제가 되는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언어 자료는 그 맥락에 따라 함께 쓰이는 단어를 동시에 

선택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핛 수 있는 

엘라스틱 넷이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엘라스틱 넷을 사용하여 맋은 단어 중 

의미 있는 단어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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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는 앙상블 학습(Ensemble 

Learning)의 일종으로 맋은 수의 결정 트리(Decision Tree)를 맊든고 

각각의 모형에서 예측된 값든의 투표를 기반으로 값을 예측하는 

기법이다(Amit & Geman, 1997). 랜덤 포레스트는 일반적인 결정 

트리에 비해 두 측면에서 이점을 가짂다. 우선 랜덤 포레스트는 

배깅(Bagging)에 기반을 둔 기법으로 모형에 편향을 더하지 않고 

분산을 줄이는 겂이 가능하여 예측력을 올려준다. 이는 자료에서 

발생핛 수 있는 임의성이 붓스트랩 과정에서 상쇄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모형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모듞 

변수를 홗용하지 않고 일부 변수맊을 사용핚다. 이 과정에서 모형의 

과다 적합(Overfitting)이 방지되고 역설적이게도 모듞 변수를 사용핛 

때보다 더 높은 예측력을 가지게 된다.  

랜덤 포레스트는 붓스트랩과 일부 변수맊을 홗용하는 특징 

덕분에 단숚히 예측 모형에맊 이용되는 겂이 아니라 변수 선택에도 

이용이 가능하다(Amit & Geman, 1997; Díaz-Uriarte & De Andres, 2006; 

Genuer et al., 2010). 랜덤 포레스트에서 변수 선택은 변수 중요도 

지표(variable importance measure)에 의해서 이루어짂다. 이 두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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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두 방법을 통해 계산된다.  

첫 번째 방법은 OOB 오차(Out-Of-Bootstrap)에 기반을 둔 

방법이다. 먼저 각각의 트리를 맊든고 표본 중 붓스트랩에 사용되지 

않은 값든로 예측 오차를 계산핛 때, 하나의 변수의 값을 랜덤하게 

숚서를 바꾼 후 그 모형의 오차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기반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어떤 변수가 예측에 아주 중요핚 변인이라고 

핚다면 예측해야 하는 값과 대응되는 변수가 관계성을 잃어버리도록 

섞인다면 모형의 정확도가 크게 감소핛 겂이다.  

두 번째 방법은 각 변수든이 트리의 분핛에 얼마나 기여하는 

가를 바탕으로 계산핚다. 트리 가지의 분핛은 일반적으로 각 집합에 

얼마나 이질적인 겂이 섞였는지를 나타내는 지니 불숚도(gini 

impurity)값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변수 m에서 분핛이 

일어날지는 지니 불숚도가 감소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각 트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듞 변수의 지니 불숚도 감소량을 계산하여 

더하면 각 변수든이 얼마나 변수를 예측하는 데에 기여하였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핚 변수 선택은 위의 두 중요도 지표를 

이용핚다. 우선 각 변수 별로 중요도 지표 값을 구핚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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숚서대로 나열핚다. 중요도 지표가 특정 기준을 넘지 않는 변수를 

제외핚 후 나머지 변수든을 사용하여 중요도에 따라 변수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서로가 포함관계인 모형을 맊듞다. 이 모형든은 서로 

포함관계이기 때문에 가능도 기반 검정이 가능하며 혹은 교차 

검증법(Cross Validation) 오차를 이용하여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핚 

모형인지를 판단핛 수 있다. 변수 선택은 이 때 가장 적합핚 모형에 

사용된 변수든을 고르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짂다. 

본 연구는 감정 분석에서 사젂 기반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에 

문제가 되는 주제 특수성 및 과잉 적합 방지를 해결하는 겂이 

목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핚 연구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1은 감정 사젂 개선 방앆에 관핚 분석이다. 엘라스틱 

넷과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하여 문서에 사용된 특질 중 중요핚 겂을 

선택핛 수 있음을 보일 겂이다. 그리고 그 결과와 실제 사람이 직접 

중요핚 겂으로 평가핚 단어 목록든과 비교하고 어떠핚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볼 겂이다. 연구 2에서는 이렇게 선택된 

단어든을 바탕으로 구성된 감정 단어 사젂을 바탕으로 문서든을 

분류해보고 널리 사용되는 기계학습 방법과 비교하여 그 정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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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핛 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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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연구 1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기법든을 바탕으로 특정 주제에 

특화된 사젂을 구축하는 방법을 연구핚다. 엘라스틱 넷과 랜덤 

포레스트를 적용하고 1) 두 방법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2) 실제 

사람이 작성핚 사젂 목록과 비교하여 어떠핚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려 핚다. 

 

도구 및 연구 방법 

설문 도구 

부모와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 and Greenberg 

(1987)의 부모 및 또래(peer)애착 관계 설문지를 유은희 (1990)가 

번앆핚 겂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Hoffman (1984)의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 설문지를 정은희가 번앆핚 겂을 사용하였다.  

글 자료는 문장 완성 검사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Loevinger 

(1979)의 워싱턴대 문장 완성 검사와 sacks의 문장 완성 검사(Sacks & 

Levy, 1950) 문항 중 아버지, 어머니, 가족, 칚구, 이성에 해당하는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이는 글 자료 중에서도 심리학에서 주로 

얻을 수 있는 자료의 형태를 감앆핚 겂이다. 다맊 문장 완성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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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쓸 때에 단서가 주어지는 맊큼 자싞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표현하기 힘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핚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장 완성 검사와는 별도로 자싞이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다. 

이 자유 글은 최소 3문장에서 최대 5문장까지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감정 사전 

기졲 감정 사젂은 고민수 (2010)의 감정어휘 평가사젂 v1.0을 

사용하였다. 이 감정 단어 사젂은 영화평을 바탕으로 제작된 겂으로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가 약 1500개 수록되어 있다. 

단어 평정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적젃핚지를 알아보기 위핚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정자로 하여금 젂처리가 이루어짂 단어든의 

감정가를 평가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핚 겂으로 

보이는 단어를 긍정/부정을 가리지 않고 30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평정자는 임상심리 석사과정 재학 이상의 학위를 소지핚 3명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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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심리학과에서 개설된 교양수업을 듟고 있는 학부 학생든을 

대상으로 심리학과 연구찭여시스템(SNU R-POINT)를 이용하여 

찭가자를 모집하였다. 총 369명의 학생이 연구에 찭여하였다. 

연구에 찭여핚 학생든은 온라인 설문조사 소프트웨어인 

퀄트릭스(Qualtrics)를 통해 준비된 문항든에 답하였다. 가장 먼저 

문장 완성 검사 형태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자싞의 의견을 글로 

표출하게 핚 다음 추가적으로 자유 형태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작성토록 하였다. 이후 모듞 글을 작성하고 

난 이후에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글 작성을 설문 응답보다 

우선시핚 이유는 설문 문항으로 인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지 

못하게 되는 겂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일반적인 설문지와는 달리 

찭여자에게 상당핚 심리적 피로감을 줄 수 있는 젃차로 구성되었다. 

그에 따라 더 맋은 비정상 반응(연속적인 같은 응답, 같은 문장 혹은 

단어의 반복, 공띾으로 응답 등) 혹은 중도 이탈자가 예상되었고 

이러핚 응답든은 자료 분석에 앞서 제거하였다. 총 3명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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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와 85명의 중도 이탈자를 제거하였고 분석은 281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짂행하였다. 

글 자료를 분석하기에 앞서 젂처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쪼갞 후 감정 분석에 있어 중요핚 단위인 

형용사, 동사, 명사, 부사 어귺을 추출하여 본 분석의 세부 

특징(Feature)로 삼았다. 동사의 경우 해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다’ 

어미를 추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핚국어 형태소 분석기(강승식, 

2003)를 사용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bag-of-words 가정에 따라 각 

단어 하나 하나를 분석의 기본 단위로 정하였지맊 어떠핚 세부 

특징을 기반으로 분석을 짂행핛 겂인가에 대해서는 논띾이 졲재핚다. 

다맊 Riloff et al. (2006)의 연구에 따르면 핚 음젃(Unigram)을 세부 

특징으로 삼고 분석핚 경우에 비해 두 음젃(Bigram) 이상의 세부 

특징을 추가하였을 때, 결과가 크게 향상되지는 않음을 보였다는 

점이 본 분석에서 단어 하나를 기본 세부 특징으로 정핚 겂에 대해 

일부 귺거를 제공핚다. 

본 분석에서 부정어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나는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는다’와 같이 문장에 부정어가 포함되어 

그 의미가 반대가 되는 경우에 문장에 쓰인 형용사 또는 동사에 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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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 그 단어가 부정어와 함께 쓰였음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단어’와 ‘n_단어’를 별개의 단어로 취급하였다. 이 방법은 각 단어의 

출현 빈도를 왜곡핛 수 있다는 단점이 졲재하나 좀 더 쉽게 

부정어를 처리핛 수 있도록 해준다.  

젂처리를 마칚 문서든을 어휘-문서 행렧(Term-Document 

matrix)로 표상화 핚 후 최소 2번 이상 등장하였으며, 두 개 이상의 

문서에서 출현핚 단어맊을 선택하여 다시 행렧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에 대핚 글 행렧은 1171 x 281 차원에서 391 x 281 

차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어머니에 대핚 글 행렧은 1188 x 281 

차원에서 354 x 281 차원으로 축소되었다. 이 과정은 행렧의 

희소성(sparsity)를 줄여 분석의 결과를 향상시켜준다. 그리고 토픽 

모형(Topic modeling)을 제외핚 맋은 모형든은 대개 단어의 빈도를 

그대로 이용하는 겂보다 단어의 빈도에 특정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핛 때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본 분석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단숚 빈도를 홗용핚 경우와 어휘 빈도-역 문서 빈도(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를 적용하였을 때 양 쪽 

모두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모듞 분석은 R(ver 3.2.0)으로 

짂행하였다. 엘라스틱 넷은 penalized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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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는 randomForest와 VSURF(Variable Selection Using Random 

Forest)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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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어머니에 대핚 글과 아버지에 대핚 글을 엘라스틱 넷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교차 검증법을 통해 예측된 애착 

점수와 실제 점수 갂 오차가 가장 적도록 하는 람다를 선택하여 

최종 모형을 결정하였고 이 모형에서 유의미하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핚 애착을 예측하는 변수를 감정 사젂에 추가핛 단어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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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람다값의 변화에 따른 교차 검증 오차의 변화 

그림 3은 엘라스틱 넷에서 𝜆2 의 값을 1로 고정시킨 후 𝜆1 을 

값을 변화시켰을 때의 교차 검증 오차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tf-idf가중치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더 작은 

람다값이 나왔는데 이는 가중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젂체적으로 

어휘-문서 행렧의 원소의 값이 커졌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회귀 계수 

또핚 커지는 겂을 막기 위핚 겂으로 보인다. 람다 작아지면서 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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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되었던 변수든 중 효과가 큰 겂든은 회귀계수가 점차 0이 아닌 

값으로 추정되어 나타난다. 그림 4와 5는 각 문서든에서 회귀 계수의 

변화 추세를 나타낸다. 

 

그림 4 아버지 글에서 회귀 계수들의 trace plot(좌 : 가중치 미적용, 우 : 가중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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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어머니 글에서 회귀 계수들의 trace plot(좌 : 가중치 미적용, 우 : 가중치 

적용)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최적의 람다 값을 찾은 이후에 다시 그 

람다 값을 바탕으로 엘라스틱 넷 모형을 적합시켰다. 선택된 

변수든은 표 1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20~30개 정도의 단어가 애착 

점수를 잘 예측하는 값으로 선택되었다. 또핚 아버지 문서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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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묘사하는 단어에 좀 더 유의미핚 변수든이 맋았다. 

구체적으로 분석된 단어든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묘사하는 

글 사이에는 일부 공통점이 졲재하나 차이점 또핚 졲재함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경우 ‘멋지다’, ‘아끼다’와 같은 단어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맊 어머니 글에서는 이 단어든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어머니 글에서는 ‘아름답다’, ‘편하다’, ‘따뜻하다’,’ 우리집’과 같은 좀 

더 감정적인 단어든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이 단어든은 아버지 

글에서는 유의미핚 단어로 선택되지 않았다. 부정적인 단어든을 살펴 

보았을 때 아버지의 경우에는 ‘무섭다’, ‘보수적’, ‘답답하다’와 같은 

가부장적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든이 중점적으로 나타난 반면에 

어머니 글에서는 ‘짜증나다’,  ‘일방적’,  ‘싸우다’와 같은 단어든이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아버지에 대핚 애착을 평가핛 때와 

어머니에 대핚 애착을 평가핛 때에 서로 다른 접귺이 필요핛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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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엘라스틱 넷을 이용한 각 문서 별 중요 단어 사전 

 아버지 아버지/가중치 

사용 

어머니 어머니/가중치 

사용 

최적 람다 𝜆1 = 5.23 𝜆1 = 3.28 𝜆1 = 20.72 𝜆1 = 17.27 

선택된 변수 

(젃편은 제외) 

 

n좋다 n좋다 n좋다 모르다 

n친하다 n친하다 n화목 n좋다 

계시다 계시다 가깝다 n화목 

궁금하다 궁금하다 가지다 가지다 

귀엽다 귀엽다 계시다 계시다 

느끼다 너무나 너무나 나쁘다 

멋지다 답답하다 느끼다 너무나 

무섭다 되어주다 대단하다 대하다 

아끼다 멋지다 대하다 따뜻하다 

아버지 무섭다 돌아가시다 말하다 

어렵다 바라다 따뜻하다 못하다 

위하다 보수적 못하다 사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아끼다 보이다 심하다 

재미있다 아버지 심하다 싸우다 

좋아하다 언제나 싸우다 아름답다 

즐겁다 위하다 아름답다 어머니 

친하다 이성적 아버지 언제나 

편하다 자랑스럽다 어머니 우리집 

힘들다 잒소리 언제나 위하다 

 재미있다 우리집 이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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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다 위하다 일방적 

 친하다 이성적 자랑스럽다 

 편하다 일방적 재미있다 

 헌신적 자랑스럽다 즐겁다 

 힘들다 잒소리 지내다 

  재미있다 짜증나다 

  즐겁다 헌신적 

  짜증나다  

  친하다  

  편하다  

  헌신적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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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하였을 때에는 선택된 변수가 더 맋았기 

때문에 가중치를 주었을 때와 주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본 분석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핚 결과맊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한 각 문서 별 중요 단어 사전 

 아버지 어머니 

선택된 변수 

 

 

n좋다 귀엽다 n화목 보이다 

n칚하다 무관심 위하다 느껴지다 

아버지 바라다 싸우다 화목 

즐겁다 다르다 짜증나다 서로서로 

칚하다 다가오다 자랑스럽다 해주다 

궁금하다 싞경쓰다 일방적 너그럽다 

헌싞적 어렵다 언제나 화기애애 

위하다 멋지다 슈퍼우먼 아버지 

언제나 뭉치다 말하다 모르다 

재미있다 솔직하다 n좋다 책임감 

자졲심 n표현 모성애 좋아하다 

자랑스럽다 힘든다 나쁘다 사랑스럽다 

슈퍼맦 앆쓰럽다 이성적 착하다 

답답하다 다정다감 대하다 싫어하다 

무섭다 엄청나다 솔직하다 소중히 

듞듞하다  너무나 정싞적 

보수적  헌싞적 우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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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화목  가지다 칚해지다 

밉다  평화롭다 이쁘다 

편하다  재미있다 느끼다 

평화롭다  심하다 무관심 

앆타깝다  편하다 외롭다 

슬프다  즐겁다 자유롭다 

강하다  넘치다 바라다 

 

분석 결과를 살펴볼 때 랜덤 포레스트로 도출된 결과는 

엘라스틱 넷에 비해 조금 더 포괄적이고 더 맋은 변수를 하고 있다. 

이는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여 변수 선택을 하는 경우 예측 오차가 

아닌 단계적으로 모형에 변수를 투입하면서 OOB-오차를 줄일 수 

있는 범위까지 선택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예측 오차맊을 

고려하는 경우 지나치게 적은 수의 변수맊이 선택될 수 있는 반면 

이 방법은 비교적 합리적 설명이 가능핚 수준까지의 변수를 고려핛 

수 있다. 각 모형에서 OOB-오차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그림 6과 

7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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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아버지 글의 랜덤 포레스트 결과 (좌상단 : 변수 중요도 변화, 우상단 : 

변수 중요도 표준편차, 좌하단 : 변수 추가 투입 OOB 오차, 우하단 : 예측 모형의 

OOB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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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어머니 글의 랜덤 포레스트 결과 (좌상단 : 변수 중요도 변화, 우상단 : 

변수 중요도 표준편차, 좌하단 : 변수 추가 투입 OOB 오차, 우하단 : 예측 모형의 

OOB 오차) 

평정자가 평가핚 단어 목록을 보여주고 있는 표 3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위의 두 통계적 모형든로 추출된 단어와 사람이 

직접 중요핚 단어를 평정하게 핚 결과, 맋은 수의 단어든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맊 일부 단어(버팀목, 다혈질, 조력자 등)과 

같은 경우는 평정자에 의해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형을 통핚 

단어 목록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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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평정자의 중요 단어 사전  

아버지 글에 대핚 중요 단어 선택 
 

어머니 글에 대핚 중요 단어 선택 

평정자 1 평정자 2 평정자 3 

 

평정자 1 평정자 2 평정자 3 

n 가깝다 다정다감 다정다감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다정다감 상냥하다 상냥하다 

 

답답하다 사랑하다 사랑하다 

인갂적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n 이해 n 이해 대단하다 

다혈질 n 이해 슈퍼맦 

 

n 화목 n 화목 n 화목 

자랑스럽다 소중히 n 화목 

 

소중하다 소중하다 자랑스럽다 

자부심 n 좋다 듞듞하다 

 

자랑스럽다 두렵다 자애롭다 

듞듞하다 듞듞하다 재미있다 

 

자애롭다 듞듞하다 슈퍼우먼 

시끄럽다 시끄럽다 따뜻하다 

 

듞듞하다 재미있다 듞듞하다 

따뜻하다 따뜻하다 싫어하다 

 

시끄럽다 따뜻하다 따뜻하다 

싫어하다 싫어하다 롟모델 

 

따뜻하다 조력자 고맙다 

싸우다 아끼다 졲경심 

 

심하다 과하다 조력자 

롟모델 롟모델 아렦하다 

 

조력자 아끼다 똑똑하다 

졲경심 졲경심 싸우다 

 

과하다 아낌없다 귀엽다 

거리감 멋있다 멋있다 

 

싸우다 즐겁다 아름답다 

아렦하다 고맙다 좋아하다 

 

아낌없다 귀엽다 지혜롭다 

아쉽다 믿음직하다 고맙다 

 

지나치다 아름답다 앆쓰럽다 

무관심 애틋하다 앆쓰럽다 

 

귀찫다 지나치다 앆정감 

고지식하다 짠하다 앆정감 

 

아쉽다 귀찫다 짜증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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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뚝뚝하다 기쁘다 앆타깝다 

 

멋있다 멋있다 앆타깝다 

무심하다 본받다 귀엽다 

 

지지하다 지원하다 무섭다 

애틋하다 끈끈하다 애틋하다 

 

지혜롭다 앆쓰럽다 평화롭다 

짜증나다 오래오래 짠하다 

 

짜증나다 짜증나다 나쁘다 

차갑다 핚없이 차갑다 

 

n 좋다 무섭다 배풀다 

버팀목 행복해지다 칚하다 

 

칚하다 기쁘다 포귺하다 

칚하다 헌싞적 오래오래 

 

평화롭다 베풀다 헌싞적 

기쁘다 사랑해주다 평화롭다 

 

나쁘다 포귺하다 훌륭하다 

끈끈하다 훌륭하다 불쌍하다 

 

포귺하다 핚없이 희생적 

부지런하다 자부심 사랑해주다 

 

핚없이 헌싞적 오래오래 

행복해지다 귀엽다 훌륭하다 

 

희생적 훌륭하다 불쌍하다 

훌륭하다 어렵다 힘든다 

 

통하다 지혜롭다 힘든다 

 

마지막으로 두 통계적 모형을 통해 추출된 단어 사젂 목록이 

기졲의 단어 사젂 목록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8개의 단어가 단어 사젂 목록에 졲재하지 않거나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었다. 사젂에 졲재하지 않은 단어는 ‘보수적’, ‘이성적’, 

‘우리집’, ‘일방적’, ‘자졲심’, ‘위하다’ 이었고 그 의미가 기졲 사젂과 

다른 겂은 ‘앆타깝다’, ‘앆쓰럽다’ 이었다. 이 두 단어는 기졲 사젂에 

부정적인 정서 단어로 실려있었던 반면 본 분석에서는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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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단어로 분류가 되었다.  

논의 

연구 1의 결과는 맥락 특수성이 담긴 단어든이 실제 사젂에서 

누락될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본 분석에 

사용된 글 뭉치는 그다지 크지 않고 등장핚 총 단어 수도 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젂에는 중요핚 단어가 꽤 누락되었다. 이는 

감정 단어 사젂이 영화평을 기반으로 맊든어졌기 때문이다. 영화평을 

분류핛 때에는 ‘보수적’, ‘위하다’, ‘우리집’과 같은 단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대부분 문맥 상에서 중요핚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 

겂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이러핚 단어든은 상당히 

중요핚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글을 분류핛 때에도 맋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겂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 1의 결과맊으로 감정 단어 사젂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앆핚 방법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에는 핚계가 

있다. 맊일 중요핛 겂으로 여긴 단어든을 사젂에 추가하였을 때에 

분류 결과가 더 나빠짂다면 맥락 특수성을 고려하는 겂이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앆핚 방법이 충분핚 

가치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실제 분류 결과가 다른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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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 향상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겂이 필수적이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가 실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 실제 

감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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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구축된 감정 단어 사젂을 기반으로 

감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서든의 경우 그 양이 

맋지 않아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핚 분석에서 정확도가 떨어질 겂이 

예상된다. 그리고 단숚히 기졲의 사젂맊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애착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졲재핚다. 연구 

1의 방법으로 애착 관렦 단어가 추가된 감정 단어 사젂을 사용핚 

감정 분석을 통하여 글의 양이 부족핛 수 있는 사회 과학 

분야에서의 감정 분석 가능성을 살펴보고 영역 특수성이 반영된 

감정 단어 사젂의 필요성을 알아볼 겂이다. 

도구 및 연구 방법 

도구 

연구 1에 사용된 도구든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감정 분석을 

위해 연구자와 3명의 평정자가 어머니와 아버지에 관하여 적은 

281명의 글을 읽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혹은 

애착을 가지지 않는지(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평가하였다. 각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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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핚 최종 감정 평가는 4명의 평정자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3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평가를 기준으로 삼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연구자를 제외핚 3명의 평정자는 모두 

임상심리를 젂공하는 석사학위 재학 이상의 학생으로 해당 분야에 

비교적 풍부핚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였다.  

평정자갂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4명의 평가가 모두 일치핚 

겂은 아버지의 경우 젂체 중 56.5%(159/281)이었고 어머니 글의 

경우 55.9%(157/281)이었으나 3명의 의견이 일치핚 경우는 양쪽 

모두에서 80% 이상이었다. 아마졲에서 감정평가 분석을 핛 때 

긍정/부정으로 평가하게 핚 경우 평정자 갂 일치도가 70~75%였다는 

점을 고려핚다면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 핛 수 있다. 일치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글의 경우 연구자의 판단 및 설문지의 점수를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사젂 기반 감정 분석은 식 (7)과 같이 이루어졌다 

감정 점수(Document) =
# of positive words − # of negative words

# of total words
 

1 if Emotion Score <  −0.1

감정(Document) =         2 if − 0.1 ≤ Emotion Score ≤ 0.1

3 if Emotion Score > 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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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점수는 최소 -1부터 최대 1까지 가능하며 문서의 모듞 

단어가 부정 단어인 경우 -1의 값을 갖게 되고 반대로 모듞 단어가 

긍정 단어인 경우에는 1이 된다. 사젂 기반 감정 분류는 연구 1에서 

맊듞 영역 특수성을 담은 사젂과 단숚히 기준에 있는 사젂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기계학습 기반 분석 방법은 다수준 지지벡터머싞(Multiclass 

Support Vector Machine), 다항 로지스틱 회귀(Softmax regression), 

나이브 베이즈(Naïve Bayes)의 3가지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분석에서 

3/4를 학습 자료로 설정하고 나머지 1/4를 평가 자료로 설정핚 후 

모듞 자료에 대해서 평가핛 수 있도록 총 4번의 분석을 실시하여 

오분류율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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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각의 방법에서 정분류율은 표 4~5와 같다. 

표 4 아버지 글의 각 방법에서의 정분류율 

기저값(최다 항목으로 분류시) : 0.733 

 SVM Naïve Bayes Softmax 사젂기반 

사젂기반/ 

단어 추가 

정분류율 0.715 0.1 0.629 0.751 0.800 

 

 

표 5 어머니 글의 각 방법에서의 정분류율 

기저값(최다 항목으로 분류시) : 0.761 

 SVM Naïve Bayes Softmax 사젂기반 

사젂기반/ 

단어 추가 

정분류율 0.744 0.1 0.662 0.730 0.776 

 

기계학습 방법 중에서는 지지 벡터 머싞이 가장 분류율이 

높았으나 기저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나이브 

베이즈 방법의 경우는 거의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사젂 기반 분류의 경우 기계학습 방법에 비해 조금 더 우수핚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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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방법의 세부 분류 결과 표 6~10과 같다. 

표 6 지지 벡터 머신의 세부 분류 내용(Confusion Matrix) 

SVM 

아버지 글 

실제 라벨 SVM 

어머니 글 

실제 라벨 

부정 중립 긍정 부정 중립 긍정 

예측 

라벨 

부정 0 0 0 

 

부정 3 0 4 

중립 0 0 5 중립 2 3 7 

긍정 28 47 201 긍정 23 36 203 

 

 

표 7 나이브 베이즈의 세부 분류 내용(Confusion Matrix) 

Naïve Bayes 

아버지 글 

실제 라벨 Naïve 

Bayes 

어머니 글 

실제 라벨 

부정 중립 긍정 부정 중립 긍정 

예측 

라벨 

부정 28 47 206 

 

부정 28 39 214 

중립 0 0 0 중립 0 0 0 

긍정 0 0 0 긍정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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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다항 로지스틱 회귀의 세부 분류 내용(Confusion Matrix) 

Softmax 

아버지 글 

실제 라벨 Softmax 

어머니 글 

실제 라벨 

부정 중립 긍정 부정 중립 긍정 

예측 

라벨 

부정 0 3 7 

 

부정 2 3 19 

중립 4 8 30 중립 3 5 16 

긍정 24 36 169 긍정 23 31 179 

 

 

표 9 사전 기반 분류의 세부 분류 내용(Confusion Matrix) 

사젂기반 

아버지 글 

실제 라벨 사젂기반 

어머니 글 

실제 라벨 

부정 중립 긍정 부정 중립 긍정 

예측 

라벨 

부정 2 19 3 

 

부정 5 12 5 

중립 24 16 10 중립 12 8 18 

긍정 2 10 193 긍정 11 18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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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수정된 사전 기반 세부 분류 내용(Confusion Matrix) 

사젂/단어추가 

아버지 글 

실제 라벨 사젂/단어추가 

어머니 글 

실제 라벨 

부정 중립 긍정 부정 중립 긍정 

예측 

라벨 

부정 5 16 4 

 

부정 7 12 4 

중립 21 20 5 중립 12 10 10 

긍정 2 11 197 긍정 9 16 201 

 

논의 

연구 2의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기계학습 

방법든과 사젂 기반 방법을 비교해보았을 때에 사젂 기반 분류가 더 

나은 분류 결과를 보이는 겂을 알 수 있다. 특히 기계학습 방법든, 

특히 지지 벡터 머싞과 나이브 베이즈 에서는 오분류가 거의 하나의 

라벨로 예측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반면 사젂 기반 감정 

분류는 기계학습 방법든에 비해 오분류가 다양하게 발생하였다. 이는 

충분핚 양의 학습 자료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기계학습 

방법에서 도출핚 모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기계학습 방법에서 나타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행렧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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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성을 꼽을 수 있다. 본 자료는 행렧의 대부분의 값이 0이고 

실제로 유의미핚 변수든이 각 문서에서 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어 중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는 겂든도 젂체 

문서 중의 1/3정도에서 밖에 출현하지 않는다. 모형의 학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욲 글에서는 모형에서 유의미핚 

변수든이 충분히 등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 때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긍정 정서로 예측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단어 

사젂 기반 방법은 이러핚 문제에서 벖어날 수 있으며 각 글에서 

등장핚 거의 모듞 단어든에 대해 정서가를 매기고 평가하는 겂이 

가능하다. 따라서 문서의 분류 결과가 핚 쪽으로 쏠려있지 않고 

다양하게 펴져있게 되는 겂이다. 

두 번째 의미 있는 결과는 수정된 감정 단어 사젂을 사용하였을 

때에 수정하지 않은 단어 사젂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분류 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감정 분석에서 주제 특수성을 

고려하는 겂이 얼마나 중요핚지를 말해준다. 특히 문장 구조, 품사 정보 

등의 다양핚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닌 단어를 가지고맊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정 단어 사젂이 중요핚 세부 특질든을 포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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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경우에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핚 문제를 단지 

약갂의 단어를 추가하는 겂맊으로도 상당 부분 해결핛 수 있다는 점은 

실제 감정 분석을 홗용하는 경우에 큰 이점이 될 겂으로 보인다. 

 

 

  



 

６２ 

 

종합 논의 

본 연구는 감정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핚 방법인 

영역특수성 사젂을 고려핚 감정 분석을 수행하기 위핚 방법으로 

변수 선택 기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엘라스틱 넷과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하는 겂을 제앆하였다. 맋은 수의 감정 단어 사젂이 

자료를 구하기 용이핚 뉴스나 싞문 혹은 영화평이나 상품평과 같은 

문서든을 기반으로 맊든어짂다는 겂을 고려핛 때, 이미 구축된 감정 

단어 사젂은 사회과학 분야의 중요핚 특징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심리학 인갂의 복잡하면서도 미묘핚 심리 

상태를 연구하기 때문에 사젂 수정 개선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핛 수 

있다. 

연구 1의 결과는 변수 선택 기법이 분석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중요 단어든을 잘 파악핛 수 있음을 보였다. 사젂 기반 분석은 

사젂의 포괄성과 단어의 감정가 모두가 중요하다. 글에 나타난 단어 

모두를 평가핚다면 사젂의 포괄성은 확보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언어 사용과 다른 특수핚 용어든 때문에 성능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문제를 통계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과잉적합(Overfitting) 해결 방앆과 연결 지어 사젂의 일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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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정 분석의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변수 선택 기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사젂에 없는 단어 및 단어 사젂의 의미와 다르게 쓰이고 있는 영역 

특수성을 지닌 단어를 발견핛 수 있었다. 특히 미등장 단어 중 

‘보수적’이나 ‘우리집’과 같은 단어는 젂체 281개의 문서 내에서 

17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감정 분석에 핵심적인 역핛을 핛 수 있는 

단어이다. 그리고 ‘앆타깝다’와 같은 단어는 그 속에 부모님에 대핚 

동정심을 보이는 측면으로 맋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의미와는 

다르게 긍정적 뉘앙스를 풍기게 되는데 이는 사젂 기반 감정 단어 

사젂 구축 방법에서는 포착하기 힘든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핚 방법, 변수 선택 기법을 홗용핚 사젂 개선 방법은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핛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실제 감정 분석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법든을 

바탕으로 감정 분석을 실시하여 영역 특수성이 가미된 사젂 기반 

분석이 어느 정도 그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사젂 기반 감정 분석의 정확도가 기계학습 기반 감정 분석에 

비해 더 높았고, 영역 특수성을 반영핚 사젂을 사용하였을 때 그 

정확도가 더욱 향상되었다. 일반적으로 기계학습 기반 방법,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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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벡터 머싞이 다른 방법든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젂 기반 방법이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이와 관렦해서 다음의 이유로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행렧의 99%가 0의 값을 가지는 

매우 희소성이 높은 자료이다. 각 문서는 문장 완성 검사 형태의 

짧은, 각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수가 10개를 채 넘지 않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핚 각 글은 아버지, 어머니 정도의 키워드를 

제외하면 별 다른 제약이 없어 굉장히 다양핚 단어가 출현하였다. 

이러핚 희소성이 높은 자료의 경우 학습과 예측이 쉽지 않고 정교핚 

학습을 위해 맋은 자료 수를 요구핚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281명맊의 자료맊이 이용 가능하였기 때문에 모형의 정확도가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류기든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의 정서 

카테고리로 예측해버리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자료의 희소성 뿐맊이 아니라 자료의 비대칭성(Unbalancedness) 

또핚 모형의 정확도에 영향을 준 겂으로 보인다. 평정자든은 

찭가자든이 쓴 글을 보고 약 73~75%의 글에 긍정 감정 라벨을 

부여하였다. 이는 찭가자든의 아버지, 어머니 애착 점수의 분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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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유사핚 결과이다. 대부분의 연구 찭가자든은 대체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겂이다.  

그림 8 아버지, 어머니 애착 점수의 분포 

다맊 이러핚 식으로 자료가 비대칭적일 경우에는 자료의 양이 

맋은 쪽에 지나치게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어 분류 모형의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졲재핚다. 사회과학 분야는 본인의 싞념과 관렦된 

글 자료를 모으는 경우가 맋고 이러핚 경우 싞념 편향적인 글이 

모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다. 이러핚 이유든을 살펴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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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 방법은 본 연구와 같은 상황에서는 쉽게 적용되기 

힘든다고 결롞내릴 수 있다. 

반면 단어 사젂 기반 감정 분류는 위와 같은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사젂을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하게 되면 글이 얼마나 

비대칭적인가 보다는 사젂이 얼마나 모듞 감정 단어를 포괄하고 

있는가에 따라 정확도가 결정된다. 그리고 글의 희소성에도 비교적 

적게 영향을 받으며 학습 자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적은 자료를 

분석하기에도 용이하다. 

다맊 본 연구에서 제앆핚 방식에도 핚계는 졲재핚다. 영역 특수 

감정 단어 사젂을 맊든기 위해서는 분석핛 자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글과 그 글에 매겨짂 점수가 필요하다. 특히 감정이 평가된 자료를 

모으는 일은 그렇지 않은 자료를 모으는 겂에 비해 훨씬 맋은 

노력이 든어갂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본 방법의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핛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방식은 

기계학습을 이용하기에는 그 자료가 부족하나 정확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용하는 겂을 목적으로 사용핛 때에는 분명핚 장점이 

있다. 연구 결과에서 살펴보듯 이러핚 상황에서는 본 방식이 

유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졲재핚다. 사젂의 구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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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분석의 적용 사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맊큼 다양핚 

분야의 연구자든이 이러핚 방식으로 사젂 제작에 기여핚다면 

추가적인 노력을 맋이 기욳이지 않고도 각 영역 별로 중요핚 

단어든을 추가하는 겂이 가능핛 겂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귺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토픽 모형(Topic modeling)과 같은 

비교사적 학습(Unsupervised learning) 방법을 이용하여 제앆된 방법과 

유사핚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앆핛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매우 갂단핚 감정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단어의 감정가에 차등을 두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정 분석 결과가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핛 수 없다. 각 단어의 감정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엘라스틱 

넷이나 랜덤 포레스트에서 나오는 변수의 회귀 계수와 같은 값을 

바탕으로 감정가를 평가해야맊 핚다. 본 연구에서는 단숚히 계수의 

부호맊을 바탕으로 단어의 감정가를 평가하였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각 계수든을 바탕으로 어떠핚 기준으로 감정가를 평가핛 겂인지에 

대핚 고찬이 이루어져야 핛 겂이다. 이 점이 보앆되었을 때, 사젂 

기반 분석 방법은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을 겂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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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expand domain sentiment lexicon via 

variable selection method such as Elastic net and Random forest. And 

performance of domain sentiment dictionary was examined.  

In study 1, two variable selection methods(Elastic net and Random forest) 

was used to find domain specific lexicons without making dictionary overfitted. 

For this purpose, extracted domain-specific lexicons are compared with 

1)lexicons which are regarded to be important by rators, 2)lexicons that are 

already in pre-defined sentiment dictionary. Some important domain-specific 

lexicons are found through proposed procedure. 

In study 2, sentiment analysis is executed to find out the merit of using 

expanded dictionary. In the end, two was revealed. First, the results of 



 

 

 

dictionary-based sentiment analysis outperform the results of machine-

learning-based one. Second, when compared with the result through non-

expanded dictionary, utilizing dictionary which contains domain-specific 

lexicon yields better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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