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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어 감정분석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학습 및 평가 말뭉치 표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본 논문은 한국어 감정분석에 대해 정의하고, 말뭉치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한, 
태깅 가이드라인에 따라 말뭉치를 구축하였으며 한국어 감정분석을 위한 반자동 태깅 도구를 구현하였다.

주제어: 한국어 감정분석, 의견마이닝, 감성분석, 감정분석 태깅 가이드라인

 1. 서론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의 한 분야

인 감정분석(Sentiment Analysis)은 텍스트에 나타나 있

는 어떤 대상에 대한 누군가의 의견이나 평가, 감정 따

위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감정분석은 

“Sentiment”라는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하

느냐에 따라서 감정분석이나 감성분석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의견(Opinion)을 추출한다는 

의미에서 의견마이닝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한다.

감정분석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을 의견대상

(Opinion Target)이라 한다. 상품이나 제품, 기업을 포함

한 조직,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인물 등 다양한 것들이 

의견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더 

쉽고,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의견대

상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는 의견 텍스트(Opinion Text)

는 지금 이 시각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어권에서는 [1]이 손으로 의견, 감정 태깅을 부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신문 

10,000 문장의 말뭉치를 제작한 첫 번째 시도이다. [2]

는 문장 단위의 감정 태깅 말뭉치를 만들기 위해 22 

Grimms’ tale에서 1,580 문장을 손으로 태깅을 달았다. 

[3]은 인도어 감정분석을 위한 말뭉치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감정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하여 

학습과 평가를 위한 데이터 생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이로 인하여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4-9].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감정분석 연구를 위한 태깅 말

뭉치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 태깅 말뭉치를 

제작한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한국어 감정분석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태깅 가이드라인을 설명

하며, 4장에서는 정의한 의견 말뭉치를 구축하는 과정에 

관해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2. 한국어 감정분석 가이드라인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감정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2.1 기본 원칙

감정분석에 사용되는 의견텍스트는 주로 리뷰 문서이

다. 감정분석은 세 가지의 의견구성요소가 있다. 다음 

의견문장(Opinion Sentence)를 살펴보자.

1) “나는 호텔의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다.”

예문 1)을 분석한 의견구성요소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Ÿ 의견주체(Opinion Holder)는 의견을 피력하는 주체로

서 예문에서는 글쓴이 자신이 의견주체에 해당한다.

Ÿ 의견대상(Opinion Target)은 구분 없이 쓰이기도 하

고 주제(Topic)와 부주제(Subtopic)로 나뉘기도 하는

데 주제는 의견 표출의 대상이 되는 사람, 조직, 상

품 등이고 부주제는 주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속

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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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정의

S_POS 긍정적 의견을 담고 있는 문장

S_NEU 중립적 의견을 담고 있는 문장

S_NEG 부정적 의견을 담고 있는 문장

S_OBJ 의견이 담겨 있지 않은 문장

표3. 문장 태그

구분 태그 정의

의견

대상

OT 도메인과 관련이 있는 의견대상

OT_EXT 도메인과 관련 없는 의견대상

의견

단어

OW_POS 긍정적 의견단어 및 표현

OW_NEU 극성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의견
단어 및 표현

OW_NEG 부정적 의견단어 및 표현

표4. 개체형 의견정보

구분 관계명 대상

의견대상

과

의견단어

간의 관계

has_opinion
의견대상을 기준으로 

의견단어와 정관계

is_opinion_of
의견대상을 기준으로 

의견단어와의 역관계

의견대상 

간의 관계

equal
동일한 의견대상을 

다른 명칭으로 사용

has_aspect
주제를 기준으로 

부주제와 정관계

is_aspect_of
주제를 기준으로 

부주제와 역관계

표5. 관계형 의견정보

메타태그 설명

DOC_ID 리뷰 문서 아이디

AUTHOR 리뷰 작성자

LOCATION 리뷰 작성자의 국적

AUTHOR_TYPE 리뷰 작성자의 유형

HELP_COUNT 리뷰 추천 수

LANGUAGE 리뷰 작성 언어

HOTEL 호텔명

TITLE 리뷰 제목

RATINGS 호텔 평점

CONTENT 리뷰 본문

END_OF_REVIEW 리뷰의 마지막 줄

표2. 의견말뭉치의 메타 정보

#DOC_ID:73482019
#AUTHOR:tripadvisor member
#LOCATION:
#AUTHOR_TYPE:
#HELP_COUNT:0
#LANGUAGE:ko
#HOTEL:프레그런스 호텔 오아시스
#TITLE:합리적인가격과 친절한 직원
#RATINGS:4|가격4|장소 3|객실 3|청결도4|서

비스5
#CONTENT
<#:S_OBJ>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들어갔는데 

규모가 큰 호텔이 아니다 보니 정확한 주소를 보여줘
야 합니다

<#:S_OBJ> 근처에 비슷한 호텔들이 많아서 
그런거 같아요

<#:S_POS> <방:OT>은 <작지만:OW_NEG> <깨끗
했습니다:OW_POS>

<REL>has_opinion;방;작지만;1;2</REL>
<REL>has_opinion;방;깨끗했습니다;1;3</REL>

#END_OF_REVIEW

그림1. 말뭉치 예제

Ÿ 의견단어(Opinion Word)는 의견대상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써 긍정 혹은 부정의 극성을 띄고 

있다. 일반적으로 극성을 가진 형용사가 의견단어로 

취급된다.

Ÿ

  2.2 의견말뭉치의 메타 정보

그림1은 본 논문에서 구축한 말뭉치의 예제이다.

문서의 형식은 간단히 덱스트 처리를 통해 메타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상단에 ‘#’ 기호로 시작

되는 것들이 메타정보이며, 트립어드바이저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메타정보에 대한 설명을 

표2로 정리하였다.

  2.3 말뭉치 구축 태그셋

감정분석은 문서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견이나 감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

에서는 문장을 극성에 따라 크게 긍정(POS), 중립(NEU), 

부정(NEG), 의견이 담겨 있지 않은 객관 문장(OBJ)으로 

구분한다. 표3에 문장 태그를 정리하였다.

개체형 의견정보는 문장에 나타난 명사나 명사구를 대

상으로 도메인과 관련성에 따라 의견대상을 태깅하며 의

견단어는 어절 단위로 묶어서 극성(긍정/부정/중립) 정보

를 함께 태깅한다. 표4에 개체형 의견정보를 정리하였다.

관계형 의견정보는 의견대상 간 또는 의견대상과 의견

단어와의 관계 형태의 정보를 의미한다. 정관계는 문서

의 기준이 되는 것이 먼저 기술된 경우이고 역관계는 기

준이 되는 것이 나중에 기술된 경우이다. 표5에 관계형 

의견정보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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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태깅명> 문장태깅

<REL>관계명;의견대상/의견단어;위치정보;</REL>

3. 태깅 가이드라인

  3.1 문장 태깅

문장의 시작 부분에 위치하며 문장의 극성에 따라 <#;

문장태그명>을 표기해준다.

Ÿ S_POS(긍정적 문장): 문장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S_POS로 분석함.

예) <#:S_POS>나는 호텔의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다. 

Ÿ S_NEU(중립적 문장)

- 중립적 의견을 담고 있는 경우 S_NEU로 분석함.

예) <#:S_NEU>나는 호텔 서비스는 나쁘지 않았다.

- 한 문장에 긍정과 부정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S_NEU로 분석함.

예) <#:S_NEU>호텔 서비스는 좋지도 나쁘지 않았다.

Ÿ S_NEG(부정적 문장): 문장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견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S_NEG로 분석함.

예) <#:S_NEG>나는 호텔의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았다.

Ÿ S_OBJ(객관 문장): 문장에 글쓴이의 의견이 나타나지 

않는 객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S_OBJ로 분석함.

예) <#:S_OBJ>호텔에 수영장이 있다.

  3.2 개체형 의견정보

개체형 의견정보는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 말뭉치에서 개체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의

견대상은 단어 단위, 의견단어는 어절 단위로 태깅한다.

Ÿ 의견대상

(1) 의견대상은 도메인과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구분.

(2) OT는 도메인과 관련 있는 의견대상.

(3) OT_EXT는 도메인과 관련 없는 의견대상.

예) 한 번 더 <한국:OT_EXT>에 가고 싶고, 다음에 가

게 되면 이 <호텔:OT>에 묵고 싶습니다.

Ÿ OW_POS(긍정적 의견단어)

(1) 긍정적인 의견단어나 표현이 담겨 있는 경우.

예) 호텔의 서비스가 <좋다:OW_POS>.

Ÿ OW_NEU(중립적 의견단어)

(1) 극성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의견단어 및 표현.

예) 호텔의 서비스가 <좋지도 싫지도 않다:OW_NEU>

Ÿ OW_NEG(부정적 의견단어)

(1) 부정적인 의견단어나 표현이 담겨 있는 경우.

예) 호텔의 서비스가 <싫다:OW_NEG>

  3.3 관계형 의견정보

관계형 의견정보는 의견대상과 의견단어, 의견대상과 

의견대상 간의 관계 형태 두 가지로 분류된다. <REL>로 

시작하여 </REL>로 닫는다. 의견대상과 의견단어의 위치

정보는 1부터 시작하여 표기한다.

Ÿ has_opinion

- 서로 관련 있는 의견대상과 의견단어

- 문장에 의견대상이 먼저 기술되어 있는 정관계의 경우 

태깅

예) <서비스:OT>가 <좋았다:OW_POS>.

<REL>has_opinion;서비스;좋았다;1;2</REL>

Ÿ is_opinion_of

- 서로 관련 있는 의견대상과 의견단어

- 문장에 의견대상이 나중에 기술되어 있는 역관계의 

경우 태깅

예) <좋은:OW_POS> <서비스:OT>였다.

<REL>is_opinion_of;좋은;서비스;1;2</REL>

Ÿ equal

- 두 의견대상이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명칭으로 사용

된 경우

예) <호텔:OT>은 산책하기에 <좋은:OW_POS> <거점:OT>

이었다.

<REL>equal;호텔;거점;1;3</REL>

Ÿ has_aspect

- 의견대상과 의견대상 간의 관계 형태 정보

- 주제를 기준으로 부주제와 정관계 

예) <호텔:OT>의 <서비스:OT>가 좋았다.

<REL>has_aspect;호텔;서비스;1;2</REL>

Ÿ is_aspect_of

- 의견대상과 의견대상 간의 관계 형태 정보

- 주제를 기준으로 부주제와 역관계

예) 최고의 <서비스:OT>를 제공하는 <호텔:OT>

<REL>is_aspect_of;서비스;호텔;1;2</REL>

4. 의견 말뭉치 구축

본 논문에서 사용한 말뭉치는 트립어드바이저[10]에서 

제공하는 호텔 리뷰 문서로 전 세계의 호텔에 대한 다국

어 리뷰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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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태깅 안 된 말뭉치 태깅된 말뭉치 합계

리뷰 4,853 2,000 6,853

문장 41,934 14,495 56,429

어절 372,478 125,369 497,847

표6. 한국어 감정분석을 위한 트립어드바이저 말뭉치

그림2. 한국어 감정분석 반자동 태깅 도구 : Kasen

인기 있는 15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별로 최대 150개의 

호텔 리뷰 전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리뷰 중에서 한국

어 리뷰는 총 6,853개이다. 그중에서 2,000개의 리뷰를 

대상으로 의견대상을 포함한 몇몇 정서 정보를 부착하여 

태깅된 말뭉치(Labeled Corpus)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

에서 사용한 실험 말뭉치의 통계량은 표6과 같다.

본 말뭉치는 딥러닝 학습을 위한 충분한 양의 말뭉치

는 아니지만, 한국어 감정분석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서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어 감정분석을 위한 태깅을 위하여 반자동 태깅 

툴인 Kasen을 개발하였다. 그림2의 화면에서 편집하며, 

각각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① 신규/불러오기/저장

② 되돌리기/다시 실행/다시 출력/재배열/패널 제거

③ 보기 모드 선택/관계 태깅 추가

④ 문서 편집/삭제

⑤ 마술봉1)/글꼴 변경/툴 정보

⑥ 문장태그/개체형 의견정보

⑦ 관계형 의견정보

문장태그와 개체형 의견정보 태그 후 위치 정보만 배

치해주면 관계형 의견정보는 자동생성된다. Kasen은 감

정분석을 위한 말뭉치 구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

는 기능을 갖췄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감정분석을 위한 말뭉치 구축 

1) 사전을 이용한 자동 초기 태깅 기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딥러닝에 사용

할 수 있는 대량의 말뭉치를 구축 중이다. 향후 이 가이

드라인을 보완하고 이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또한, GAN 

기술을 활용하여 대량의 말뭉치를 고속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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