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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 까지 국내에서는 우리말을 이용하여 ･부정을 단하는 감성분석연구(sentiment analysis)

가 주를 이뤘고, 여러 감정으로 분류하는 감정분석연구(emotion analysis)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한  문서를 기반으로 기계학습 모델을 용하여 7개의 감정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화평에 

용하여 화 장르별 감정특성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 용한 기계학습 모델  ‘다항 네이  베이즈

(Multinomial Naive Bayes) 모델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 다. 이 모델을 ‘네이버 40자 화평’에 용

하여 화 100편에 해당하는 화평의 감정을 분류하고, 요인분석(factor analysis)하 다. 그 결과, ‘생동

감’과 ‘우울’이 상반되는 감정임을 알 수 있었고, 화평에 나타난 ‘친근감’은 화의 평 에 정 인 향

을 미치고, ‘분노’, ‘혼란’, ‘피로감’은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생동감’과 ‘우울’은 

화의 평 에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단일감정을 특성으로 하는 4개의 장르 즉, 공

포-‘긴장감’, 코미디-‘생동감’, 멜로/애정/로맨스-‘친근감’, 범죄-‘혼란’이 화 장르별 감정 특성으로 나타났

다. 트 터(Twitter)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40자 화평’에 용한 이번 연구는 데이터

의 성격을 넘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이 실제 응용분야에서 용 가능함을 보여 다.

키워드: 감정분석, 화장르분석, 기계학습, 베이즈 확률모델

Abstract Recent studies in Korean sentiment analysis mostly focus on binary classification such 

as ‘positive’ or ‘negative’. However, there are few researches have discussed on emotion analysis 

which involves classifying opinions into multiple categories. In this paper, we have developed machine 

learning models based on Korean document and applied these classifiers to movie reviews to extract 

emotional features of various movie genres. We used Multinominal Naive Bayes model which shows 

best classification accuracy. Employing this model, we performed factor analysis on the movie review 

dataset distributed by “Naver” for 100 movies. The experimental result shows that ‘vigor’ and 

‘depression’ are opposite emotions. Meanwhile, ‘friendliness’ positively influences on movie rating, by 

contrast, ‘anger’, ‘confusion’ and ‘fatigue’ affect negatively. Also we have found 4 movie genres which 

has single emotional feature as follows: horror-‘anxiety’, comedy-‘vigor’, romance/love-‘friendliness’ 

and crime-‘confusion’. Finally, cross-corpus evaluation using “Twitter” and “Naver” movie review 

dataset demonstrates that our proposed method can be applicable in practical applications over various 

data attributes.

Keywords: emotion analysis, movie genre analysis, machine learning, bayes model



160 정보과학회논문지 : 데이타베이스 제 40 권 제 3 호(2013.6)

1. 서 론

최근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폭넓은 보 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트 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는 바쁜 일상을 살아

가는 인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 할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SNS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개인의 

일상을 소소하게 남기며 지인들과 근황을 주고받는 매

개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SNS의 사용자가 증함으

로써 SNS는 실시간으로 의 생각을 반 하게 되었

다. 그리고 SNS는 의 의견(opinion)을 분석하는 오

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연구자들의 이목을 집

시켰다.

과거에 블로그(blog), 포럼(forum), 상품평 등으로부

터 의 의견과 감성(sentiment)1)을 분석하던 오피니

언 마이닝 분야는 재 SNS를 분석하는 단계까지 이르

다. 기의 오피니언 마이닝 연구자들은 들의 생

각이 정 인지 부정 인지를 단하고자 하 으나 근

래에는 들의 감정을 분석하는데 집 하고 있다.

온라인 상의 문서를 다수의 감정클래스로 분류하려는 

감정분석 연구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  진행되어 왔

다. 온라인 뉴스기사에 한 독자의 감정을 분석한 [1]

의 연구는 만의 “Yahoo! Kimo News”2)로부터 수집

한 뉴스기사의 댓 과 댓  작성 시 함께 입력하는 행

복(happy), 슬픔(sad), 분노(angry), 놀람(surprising), 

지루함(boring), 따뜻함(heartwarming), 경탄(awesome), 

유익함(useful)과 같은 8개의 감정 클래스(class)를 사용

하 다. 한 블로그 작성자의 감정을 분석한 [2-4]의 

연구에서는 Livejournal3)의 블로그 문서를 활용하 고, 

블로그 작성 시 입력하는 132개의 감정을 감정클래스로 

사용하 다. 트 터로부터 수집한 문서의 감정을 분류하

여 특정 감정이 다우존스 평균주가(DJIA, Dow Jones 

Industrial Average)를 측하는 선행지표가 될 수 있음

을 보여  [5]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POMS(Profile 

of Mood States)[6]의 감정클래스를 사용한 것과 마찬

가지로 GPOMS(Google-Profile of Mood States)를 활

용하는 이 유사하지만, GPOMS에서 사용되는 6개의 

감정은 침착(calm), 경계(alert), 확신(sure), 활기(vital), 

친 (kind), 행복(happy)으로서 본 연구의 감정클래스와 

1) ･부정 극성(polarity) 별 연구(sentiment analysis)에 사용되는 

‘sentiment’는 ‘감성’으로, 여러 감정으로 분류하는 연구(emotion analysis)

에 사용되는 ‘emotion’은 ‘감정’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2) http://tw.news.yahoo.com

3) http://www.livejournal.com

차이를 보인다. POMS가 설문을 통해 분류된 감정이라

면 GPOMS는 구 (Google)이 제공한 용량 웹페이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된 감정이며, 감정의 분류기 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여러 감정을 감정클래스로 활용한 연구를 

찾아볼 순 없지만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감정을 ·부

정으로 단하려는 연구가 있었다. [7]의 연구는 인지 

평가 모델[8]의 22개 감정으로부터 표성을 지닌 10개

의 감정을 추출하여 사용하 다. 하지만 표성에 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10개 감정의 추출기 이 모호하다. 

한 추출한 10개의 감정은 정의 감정인 기쁨(joy), 

안심(relief), 만족(satisfaction), 재미(enjoy), 지(pride)

와 부정의 감정인 분노(anger), 공포(fear), 오(dislike), 

불만(dissatisfaction), 슬픔(sad)으로 구분하여 학습에는 

정과 부정으로 분류하는데 사용되었다. 결국 [7]의 연

구는 감정을 이용하 지만 최종 분류 클래스를 감정으

로 분류하지 않은 한계 을 보 다.

본 연구는 해외의 연구동향에 발맞춰 SNS  하나인 

트 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학습 모델을 학습하고,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화의 장르별 감정특성을 보

여주고자 한다.

2. 기계학습 이론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에서 분류하는 여러 정서이론[9] 

 텍스트 분류를 하는데 가장 합하다고 단되는 POMS 

이론을 용하 다. 다시 말하면, POMS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7개의 감정- 분노(anger), 혼란(confusion), 우

울(depression), 피로감(fatigue), 친근감(friendliness), 긴

장감(tension), 생동감(vigor) -으로 분류하 다. 이 7개

의 감정은 본 연구에 용한 기계학습 이론의 클래스

(class)로 사용하 다. 한, 기계학습 모델은 베이즈 확

률모델(Bayes Probability Model)과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용하 다.

베이즈 확률모델로는 형태소의 출  여부에 따라 참, 

거짓의 이진값으로 표 하는 이진 독립 네이  베이즈

(Binary Independence Naive Bayes) 확률모델과 형태

소의 출  개수로 표 하는 다항 네이  베이즈(Multi-

nomial Naive Bayes) 확률모델을 용하 다[10].

그리고 SVM의 용은 데이터 마이닝 툴인 “Rapid 

Miner 5”4)를 이용하 고, SVM의 커 함수(kernel func-

tion)로 선형(linear)함수, 다항(polynomial)함수, RBF 

(Radial Basis Function)를 사용하 다.

4) http://rapi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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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학습 분류(Classification)

3.1 처리(Preprocessing)

본 연구의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트 터API

를 이용한 문서수집기(crawler)를 통해 2011년 12월 9

일 이 의 트윗을 약 2억개 정도 수집하 다. 2) 한 문

서추출기를 이용하여 앞서 수집한 트윗  한 이 포함

된 트윗 32만여 개를 추출하 다. 3) 마지막으로, 감정

서술어추출기를 이용하여 감정형태소가 서술어로 사용

된 트윗을 한  트윗으로부터 추출하 다.

3.2 감정형태소

본 연구에서의 감정형태소는 감정이 결정된 형태소를 

말하며, 학습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데 결정  역할

을 한다. 그리고 감정형태소는 POMS의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결과를 기 로 한다.

POMS의 연구에서는 설문항목인 65개의 단어를 요인분

석하고, 7개의 감정으로 군집화(clustering)하여 단어가 내

포하는 감정을 결정하 다. 하지만 설문항목이 어로 작

성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번역하여 사용하

다. 다만, ‘한나눔 형태소분석기5)를 용 후 품사가 일반 

동사(pvg), 성상 형용사(paa), 동작성 명사(ncpa), 상태성 

명사(ncps)인 1-그램(gram) 형태소 54개만을 선별하 다.

감정형태소는 1) 앞서 수집한 32만개의 한  트윗을 

형태소분석 후 형태소의 출 횟수가 최소 100회 이상인 

형태소와 2) 유의어 사 6)을 이용하여 명확한 감정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단되는 형태소, 이 두 집단을 수집

하여 확장하 고, 이를 후보 감정형태소라 한다.

후보 감정형태소의 감정은 국어에 능통한 연구자 3명

이 투표방식을 통하여 결정하 다. 이와 같이 확장한 결

과 총 322개의 감정형태소를 확보하 고, 표 1에서 확장

한 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감정형태소의 감정별 개수

는 표 2와 같다.

표 1 감정형태소의 확장 ; POMS의 요인분석 결과로부

터 특정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형태소를 확보하 고, 

이를 유의어 사 과 체데이터의 출 횟수를 이용하

여 확장하 다.

감정형태소 유의어 출 횟수 감정

화나/pvg 성나/pvg 억울/ncps 분노

당황/ncpa 당혹/ncpa 황당/ncps 당황

낙심/ncpa 낙담/ncpa 속상/ncps 우울

기진맥진/ncpa 쓰러지/pvg 귀찮/paa 피로감

공감/ncpa 동감/ncpa 사랑/ncpa 친근감

겁나/pvg 아찔/ncps 두렵/pvg 긴장감

쾌활/ncps 명랑/ncps 재 /pvg 생동감

5) 한나눔 형태소분석기(http://kldp.net/projects/hannanum)

6) http://krdic.naver.com/

표 2 감정별 감정형태소의 개수; 후보 감정형태소로부터 

선별작업에 의해 감정형태소의 감정이 결정되었다.

분노 혼란 우울 피로감 친근감 긴장감 생동감

44 34 54 42 70 35 43

3.3 학습데이터(Training Dataset)

학습데이터로는 32만여 개의 한  트윗에서 감정표

이 명확한 경우만을 사용하고자 하 다. 즉, 감정서술어

추출기를 이용하여 문장의 서술어에 감정형태소가 있으

면, 그 문장의 감정은 감정형태소의 감정으로 결정하

다. 단, 여기서 서술어는 종결어미를 갖는 단어를 말하며, 

학습데이터로 추출 시에는 의문문이나 부정어로 사용되

는 경우는 제외시켰다. 한, 다수의 감정형태소가 하나

의 트윗에 사용된 경우, 각각의 감정형태소가 모두 동일

한 감정으로 사용된 경우만 학습데이터로 이용하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만 7천여 개의 트윗을 추출하

고, 감정에 따른 트윗의 개수는 표 3과 같다.

표 3 감정별 학습데이터 수; 서술어에 감정형태소가 쓰

인 경우 감정형태소에 붙여진 감정으로 트윗의 감

정을 결정한다. 단, 2개 이상의 감정이 다른 감정

형태소가 쓰인 경우는 제외한다.

분노 혼란 우울 피로감 친근감 긴장감 생동감

587 205 1,827 1,510 9,126 899 3,043

3.4 자질 선별(Feature Selection)

학습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각각의 트윗을 형태소 단

로 분리하여 자질로 사용하 다. 형태소 선별 기 은 특

정 감정에서의 형태소 출  비율인 유율(occupancy 

ratio)을 이용하 다.

유율 은 식 (1)과 같이 정의하고, 여기서  는 감

정, 은 형태소를 말한다.

               

 
 (1)

이 유율의 최솟값을 기 으로 출 빈도가 낮은 형

태소를 제거하 고, 이때의 최솟값을 최소 유율(Mini-

mum Occupancy Ratio, MOR)이라 한다. 어떤 형태소

가 어도 하나의 감정에서 최소 유율 이상의 출 빈

도를 가지게 되는 경우 자질로 선별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를 들어 최소 유율이 0.200%일 때 동사 ‘재

/pvg’은 유율이 ‘우울’에서 0.198%이지만 ‘생동감’에

서 14.2%이므로 자질로 사용하게 된다.

‘한나눔 형태소분석기’는 사 에 없는 단어를 분석할 

경우 형태소로 나 지 못하고 입력단어 그 로 출력한

다. 그러므로 띄어쓰기 없이 여러 단어가 붙어있는 단어

나 맞춤법에 어 난 단어를 새로운 형태소로 인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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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델별 정확도 그래 ; 최소 유율이 0.6% 이상인 체형태소군을 자질로 사용한 다항 네이  베이즈의 경

우에 정확도가 가장 높다.(단, 범례의 모델명 뒤에 붙어 있는 A는 체품사군, E는 감정품사군을 말한다.)

되고, 그 결과 새로운 자질로 추가되어 자질의 개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정상

인 형태소는 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최소 유율을 

사용하여 제거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는 비정상 인 형태소가 부분 제거가 되는 최소 유

율 0.2%부터 실험의 분류 정확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1.6%까지 0.2% 단 로 8단계에 나눠서 실험하 다.

3.5 실험군

본 연구에서는 학습에 필요한 자질의 개수를 이면

서 그 지 않은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보일 수 있을지

를 단하기 해 2개의 품사군으로 나눠 실험하 다. 

모든 품사를 자질로 부 사용하는 체품사군과 상태

성명사(ncps), 동작성명사(ncpa), 성상 형용사(paa), 일

반 동사(pvg)로 이 진 감정품사군, 총 2개의 군으로 

나눴으며, 감정품사군 자질 개수는 체품사군 자질 개

수의 1/3 정도이다.

4. 실험

4.1 테스트데이터(Test Dataset)

테스트데이터는 연구자 3명에 의한 수작업으로 표 4

와 같은 216개의 테스트데이터를 확보하 다.

4.2 결과

정확도(accuracy) 는  이 테스트 데이터 체 개

수이고, 감정집합  , 가 정답이

표 4 감정에 따른 테스트데이터 개수; 학습데이터에 사

용되지 않은 트윗으로부터 선별작업에 의해 테스

트데이터가 확보되었다.

분노 혼란 우울 피로감 친근감 긴장감 생동감

39 20 26 21 44 30 36

인 데이터를 로 측한 결과의 개수일 때, 식 (2)와 

같이 계산된다.

                 


∈

 (2)

식 (2)를 이용하여 최소 유율에 따른 기계학습 모델

의 분류 정확도를 계산하여 표 5의 결과를 얻었다. 그리

고 그 결과그래 는 그림 1과 같다. 한, 각 모델별 감

정의 F1- 수(F1-Score)[11]는 부록에 별첨하 다.

비교실험 상(baseline)으로는 테스트데이터에서 가장 

높은 감정 비율을 차지하는 ‘친근감’으로만 분류했을 경

우인 비학습모델로 정하 고, 비학습모델의 정확도는 

20.4%이다.

비학습모델과 기계학습 모델을 비교했을 때 기계학습

모델 모두 비학습모델보다 정확도가 2배 이상 높았다. 

그  체 품사를 모두 자질로 사용한 다항 네이  베

이즈 모델은 최소 유율에 상  없이 다른 기계학습 모

델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 다. 그리고 체품사군을 자

질로 한 다항 네이  베이즈 모델은 최소 유율이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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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계학습 모델과 최소 유율에 따른 정확도; 동일

한 품사군에서 최소 유율에 계없이 다항 네이

 베이즈(MNB)의 정확도가 SVM의 정확도보다 

높게 나왔다. 체품사군과 최소 유율 0.6%의 자

질로 다항 네이  베이즈에 용하 을 때 정확도

가 약 52%로서 가장 높았다.

품사군 종류 학습모델
최소 유율(%)

0.2 0.4 0.6 0.8 1.0 1.2 1.4 1.6

비학습 .204

감정

품사군

베이즈

확률

모델

MNB* .398 .421 .407 .407 .403 .403 .403 .407

NB** .227 .282 .236 .273 .245 .232 .273 .255

SVM

C-SVC

(linear)
.431 .431 .421 .431 .431 .426 .417 .417

C-SVC

(poly)
.426 .426 .426 .426 .431 .431 .426 .421

C-SVC

(rbf)
.403 .417 .421 .421 .426 .431 .431 .431

체

품사군

베이즈

확률

모델

MNB .477 .477 .519 .486 .500 .505 .491 .500

NB .241 .273 .301 .301 .357 .333 .370 .338

SVM

C-SVC

(linear)
.417 .421 .394 .384 .407 .384 .380 .380

C-SVC

(poly)
.352 .352 .361 .343 .352 .352 .361 .366

C-SVC

(rbf)
.310 .296 .301 .319 .333 .329 .338 .333

(*다항 네이  베이즈 모델, **이진 독립 네이  베이즈 모델)

일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 고, 이 때의 분류 정확도

는 51.9% 다.

감정품사군만 자질로 선택했을 경우 입력데이터로 사

용되는 자질의 개수는 체품사군을 자질로 했을 경우

의 1/3 정도이다. 학습  테스트에 사용되는 자질 개수

가 을수록 모델의 학습  테스트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감정품사군 만으로 체품사군과 비슷한 정확도

를 보인다면 더 효율 인 모델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단하 으나, 감정품사군에서 제외된 다른 품사들 - 일반

명사, 조사 등 - 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러 기계학습 모델을 용하여 문서를 주제별로 분

류하는 [12]의 연구에서는 SVM이 베이즈 확률모델보다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문서의 감정을 분류하는 본 

연구에서는 다항 네이  베이즈 모델이 SVM보다 정확

도가 더 높았다. SVM의 경우 학습된 결과인 결정 평

면의 해석이 어렵지만, 트윗의 경우 문서 길이가 140바

이트로서 상 으로 다른 온라인 문서들보다 짧기 때

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즉, 형태

소 출 횟수가 부분 0이거나 1로서 편차가 작기 때문

에 결정 평면이 감정 클래스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SVM과 베이즈 확률모델을 비교해 보면 

베이즈 확률모델에서는 감정품사군만 자질로 사용했을 

때보다 체품사군을 자질로 사용했을 경우 정확도가 

더 높았다. 반 로 SVM의 경우에는 감정품사군만 자질

로 고려한 경우가 체품사군을 자질로 고려한 경우보

다 정확도가 더 높았다.

이 실험에서 소수의 감정품사군만을 자질로 사용하여 

체품사군을 자질로 사용했을 때와 비슷한 분류 정확

도를 보여주고자 하 으나, 체품사군을 자질로 사용했

을 때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여 본 연구에서는 최

소 유율 외에 자질의 수를 더 일 수 없었음을 밝힌

다. 하지만 SVM의 경우 본 연구에서 의도했던 감정품

사군으로 자질의 수를 이면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려있음을 시사하 다.

5. 응용

이번 장에서는 트 터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된 모

델을 ‘네이버 40자 화평7)’에 용하고, 그 결과를 이

용하여 감정간 혹은 감정과 화평  간의 상 계를 

설명한다.

5.1 네이버 40자 화평

본 연구에서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의 개

작  100편의 화를 무작 로 선정하여 해당 화의 

‘네이버 40자 화평’을 수집하 고, 총 개수는 550,927

개이다. 단, 해당 화의 화평이 1000개 이상 작성된 

화로 제한하 다. 한 화의 장르는 ‘네이버 화’8)

에서 제공하는 메타데이터(metadata)를 이용하 다.

5.2 기계학습 모델 용

4장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 던 다항 네이  베

이즈 모델을 ‘네이버 40자 화평’에 용하여 각각의 

화평에 해 감정을 분류하 다.

분류된 화평을 각각의 화별로 감정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 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여기서 “고

지 ”의 결과를 보면 감정별 평균이 각각 달라 어느 감

정이 이 화의 특징으로 나타나는지를 단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Z-

수(Z-Score)[11]를 이용하여 감정비율을 정규화(standar-

dization) 하 고, 이는 식 (3)과 같다. 여기서, 는 

화 에서 감정 의 감정비율, 는 감정 의 평균, 

는 감정 의 표 편차이다.

                 

 
 (3)

7) http://movie.naver.com/movie/point/af/list.nhn

8) http://movi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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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고지 ”의 화평에서 나타난 감정비율; ‘친근감’

이 반을 넘는 58.6%로서 지배 이지만, 평균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감정

항목
분노 혼란 우울 피로감 친근감 긴장감 생동감

“고지 ”의 

감정비율
5.9% 0.6% 8.5% 2.0% 58.6% 2.0% 22.3%

체 화평균 3.8% 0.5% 8.9% 3.7% 57.3% 2.2% 23.5%

표 7 “고지 ”의 화평에서 나타난 감정비율의 Z- 수; 

Z- 수를 통해 객들이 “고지 ” 람 후 ‘분노’의 

감정을 가장 많이 느 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감정

항목
분노 혼란 우울 피로감 친근감 긴장감 생동감

“고지 ”의 

Z- 수
0.99 0.38 -0.09 -0.97 0.21 -0.08 -0.18

표 7은 “고지 ”의 화평에 나타난 감정비율을 Z-

수를 계산하여 정규화한 결과이다. 정규화 결과를 이용

하여 한 화에서 느끼는 감정의 차이를 수치상으로 확

인이 가능하다. 를 들어 ‘친근감’이 0.21인데 비해 ‘분

노’가 0.99로서 “고지 ” 람 후 ‘친근감’보다 ‘분노’의 

감정을 더 많이 느 다고 해석할 수 있다.

5.3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이번 장에서는 100편의 화에 한 7개 감정의 Z-

수와 화평 을 요인분석[13]한 결과를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감정 간 혹은 감정과 화평  간

의 상 계를 분석하기 해 요인분석을 하 으며, 분

석 도구로는 SPSS9)를 사용하 다. 요인추출 방법으로

는 변수들의 분산으로부터 가  많은 부분을 설명하

는 요인을 추출하는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 다. 그리고 요인의 개수는 고윳값

(eigenvalue)을 이용하여 결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고윳값이 1.0 이상인 2개의 요인을 주

요인으로 추출하 고, 이때의  설명력은 66.7%로서 

체분산의 66.7%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주요인과의 요인 재량의 댓값이 0.7이상일 경

우에 그 요인과 한 계가 있다고 가정하 다. 요인1

과 ‘분노’, ‘혼란’, ‘피로감’의 요인 재량이 각각 0.887, 

0.816, 0.760으로서 0.7이상이기 때문에 이 3개의 감정들

과 요인1은 한 계가 있음을 보 다. 그리고 화

평 과 ‘친근감’은 요인 재량이 각각 –0.871, -0.703으

로서 –0.7이하이므로 요인1과 상반되는 계에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화평에서 ‘분노’, ‘혼란’, ‘피로감’의 수

가 높으면 낮은 평 을 받을 수 있고, ‘친근감’의 수가

9) http://www.spss.co.kr

표 8 회 된 요인행렬; 요인 재량이 높을수록 요인과 

한 계이다. 요인1에서는 ‘피로감’, ‘분노’, ‘혼란’이 요

인1과 한 계이며, 평 과 ‘친근감’이 상반된 

계에 있음을 보 다. 요인2에서는 ‘우울’과 한 

계이며, ‘생동감’과 상반된 계를 나타냈다.

요인

변수
요인1(불쾌) 요인2(슬픔과 감동)

피로감 0.887 -0.010

평 -0.871 0.019

분노 0.816 0.211

혼란 0.767 0.125

친근감 -0.705 0.405

긴장감 0.487 0.164

생동감 -0.139 -0.970

우울 0.038 0.766

높으면 좋은 평 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상식 으

로 화 람 후 지루하고, 짜증나고, 답답함을 느낄 때 

“ 화가 재미없다”라고 표 하며, 그 화에 낮은 평 을 

주게 되는 상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이유로 요인1의 명칭을 ‘불쾌’요인이라 하 다.

요인2의 경우 ‘우울’의 요인 재량이 0.764로서 0.7이

상이기 때문에 요인2와 ‘우울’은 한 계이고, ‘생동

감’의 요인 재량은 –0.971로서 –0.7이하이기 때문에 요

인2와 매우 상반되는 계 다. 화 람 후 느끼는 우

울함은 슬픔과 감동이 지배 이므로 요인2의 명칭은 ‘슬

픔과 감동’으로 정하 다.

요컨  그림 2에서 ‘우울’과 ‘생동감’이 ‘슬픔과 감동’

요인에서 반 의 감정이고, ‘분노’, ‘혼란’, ‘피로감’, ‘긴장

감’과 ‘친근감’은 ‘불쾌’요인에서 서로 반  감정임을 보

다. ‘생동감’은 정 으로, ‘우울’은 부정 으로 화

의 평 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요인분석

그림 2 회 공간에서의 요인 도표; ‘분노’, ‘혼란’, ‘피로

감’은 ‘평 ’, ‘친근감’과 서로 상반되는 계이

며, ‘우울’과 ‘생동감’ 한 서로 반 되는 치

에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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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생동감’과 ‘우울’은 평 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4 화 장르별 감정특성

수집한 100편의 화에 해당하는 장르는 모두 16개로

서 공포, 액션,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 쟁, 범죄, 

SF, 멜로, 코미디, 모험, 타지, 가족, 느와르, 애니메이

션, 뮤지컬이 이에 해당된다.

체 100편의 화  10편 미만인 장르는 해당 장르의 

특성을 보여주기에 무 작은 표본이라 단되어 고려하

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으로 장르별 감정의 Z- 수 평균

을 계산한 결과가 표 9이다. 각 장르별 감정의 평균 Z-

수는 ‘분노’, ‘혼란’, ‘피로감’, ‘긴장감’은 공포 장르에서, ‘우

울’은 드라마 장르에서, ‘친근감’은 멜로/애정/로맨스 장르

에서, ‘생동감’은 코미디 장르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 다.

그리고 표 9를 그림 3처럼 방사형 그래 로 도식화하

다. 이 그래 를 통해 장르가 공포, 멜로/애정/로맨스, 

코미디, 범죄인 경우 하나의 감정으로서 장르의 특징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장르의 특징을 설명하는 감정은 

각각 공포에서 ‘긴장감’, 멜로/애정/로맨스에서 ‘친근감’, 

코미디에서 ‘생동감’, 범죄에서 ‘혼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나머지 장르의 경우는 여러 감정의 혼합된 형태

로 나타났다. 즉, 가족 장르의 경우는 ‘생동감’, ‘친근감’, 

‘우울’을 특징으로 하는 장르인 것으로 나타났고, 드라마 

장르의 경우는 ‘친근감’과 ‘우울’ 감정을 특징으로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 , 본 연구는 요인분석의 결과로부터 ‘친근감’과 

‘분노’, ‘혼란’, ‘피로감’이 반  감정이며, ‘생동감’과 ‘우

표 9 장르별 감정의 평균 Z- 수; 장르별 감정 특성을 

수치상으로 보여 다. 공포에서는 ‘긴장감’, 코미디

에서는 ‘생동감’, 멜로/애정/로맨스에서는 ‘친근감’

이 화에서 느낄 수 있는 주요 감정으로 나타났

다. 16개의 장르  화의 개수가 10편 미만인 

장르의 경우 장르의 특성을 보여주기에 무 작은 

표본이기에 상에서 제외되었다.

장르 분노 혼란 우울 피로감 친근감 긴장감 생동감 평

공포 0.41 0.55 -0.14 0.63 -0.52 1.93 -0.53 6.86

코미디 -0.41 -0.52 -0.59 -0.31 0.16 -0.45 0.65 8.04

스릴러 0.34 0.79 0.01 0.28 -0.30 0.49 -0.16 7.59

타지 -0.15 -0.29 0.23 0.53 -0.44 -0.37 0.29 7.43

드라마 -0.07 -0.08 0.26 -0.32 0.28 -0.18 -0.23 8.21

멜로/애정/

로맨스
-0.15 -0.20 0.03 -0.36 0.65 -0.42 -0.25 7.96

액션 0.05 0.07 -0.32 0.37 -0.41 -0.08 0.47 7.43

SF 0.21 0.46 -0.17 0.49 -0.34 -0.14 0.23 7.37

범죄 0.01 0.39 -0.29 0.02 -0.07 0.02 0.22 8.13

모험 -0.05 -0.13 -0.03 0.50 -0.39 -0.30 0.36 7.36

가족 -0.86 -0.93 0.06 -0.70 0.36 -0.54 0.36 8.76

그림 3 장르별 감정 그래 ; 공포에서 ‘긴장감’, 코미디

에서 ‘생동감’, 멜로/애정/로맨스에서 ‘친근감’이 

하나의 감정을 특성으로 하는 장르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다수의 감정이 섞인 형태로 장르의 특

징을 나타냈다. (※방사형 그래 의 축은 12시축부

터 시계방향으로 분노, 혼란, 우울, 피로감, 친근감, 

긴장감, 생동감을 나타냄)

울’이 반  감정임을 보여주었다. 한 화평에서는 나

타나는 ‘친근감’은 평 에 좋은 향을 미치고, 그 반  

감정인 ‘분노’, ‘혼란’, ‘피로감’은 악 향을 끼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분석의 정을 단하

는 기 으로 ‘친근감’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반  감정들

은 부정을 단하는 기 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생동감’과 ‘우울’은 평 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감정은 감성분석에서 고

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 화의 장르별 특성을 방사형 그래 를 통해 도

식화하여 장르와 감정의 계를 직 으로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었다. 이해를 돕기 해 장르의 감정특성을 

통해 설명하 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화가 갖는 감정

특성으로서도 설명이 가능함을 밝힌다.

6. 결 론

본 연구는 기계학습 모델을 용하여 ‘분노’, ‘혼란’, 

‘우울’, ‘피로감’, ‘친근감’, ‘긴장감’, ‘생동감’의 7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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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화평을 분류하 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각 감정

간 혹은 감정과 평  간의 상 계와 화장르의 특성

을 분석하 다.

감정간 특성으로서 ‘친근감’과 ‘분노’, ‘혼란’, ‘피로감’

이 반 되는 감정이고, ‘생동감’과 ‘우울’이 상반되는 감

정임을 보 다. 한, 화평에 나타난 ‘친근감’은 평

에 정 인 향을 미치고, ‘분노’, ‘혼란’, ‘피로감’은 부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화평

에 나타난 ‘생동감’과 ‘우울’은 화의 평 에 향을 미

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르의 특성으로는 공포 장르는 ‘긴장감’, 코미디 

장르는 ‘생동감’, 멜로/애정/로맨스 장르는 ‘친근감’, 범죄 

장르는 ‘혼란’을 주요소로 하는 장르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 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감

정분석이 데이터의 성격을 넘어 실제 응용분야에 용

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향후 화의 평 이 아닌 

감정별 순 를 매겨 보여주는 검색엔진의 개발이 가능

하고, 특정 정치인에 해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과 선 

혹은 총선의 결과와 비교하는 연구에 용이 가능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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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11 기계학습 모델과 최소 유율에 따른 F1- 수; 단,   ⋅  
  

, A: 분노, C: 혼란, D: 우울, F: 피로감, 

R: 친근감, T: 긴장감, V: 생동감. NB: Naive Bayesian, MNB: Multinomial Naive Bayesian

모델명 감정
감정품사군의 최소 유율(MOR) 체품사군의 최소 유율(MOR)

0.2 0.4 0.6 0.8 1.0 1.2 1.4 1.6 0.2 0.4 0.6 0.8 1.0 1.2 1.4 1.6

NB

A .276 .388 .242 .346 .175 .143 .178 .161 .318 .372 .389 .418 .450 .400 .430 .414

C .134 .171 .181 .214 .200 .189 .200 .187 .061 .207 .205 .227 .245 .214 .261 .217

D .167 .150 .229 .294 .378 .285 .433 .343 .291 .244 .216 .176 .368 .181 .285 .378

F .264 .139 .256 .223 .188 .200 .207 .143 .281 .296 .263 .232 .229 .303 .278 .188

R .000 .045 .088 .086 .120 .122 .122 .160 .035 .040 .205 .235 .351 .297 .334 .322

T .500 .536 .588 .588 .560 .584 .612 .612 .314 .366 .486 .524 .577 .640 .588 .600

V .256 .139 .157 .204 .222 .222 .353 .326 .250 .127 .213 .089 .291 .327 .386 .327

MNB

A .204 .245 .204 .204 .204 .204 .204 .204 .530 .431 .448 .400 .455 .507 .485 .455

C .174 .182 .308 .370 .385 .385 .370 .370 .182 .095 .250 .250 .286 .370 .357 .483

D .445 .534 .524 .550 .550 .550 .564 .564 .429 .470 .577 .565 .560 .510 .490 .510

F .294 .353 .375 .364 .313 .313 .313 .313 .390 .416 .465 .445 .476 .421 .450 .353

R .428 .422 .398 .398 .395 .395 .393 .393 .558 .593 .599 .556 .558 .556 .536 .516

T .584 .638 .625 .612 .600 .600 .600 .612 .530 .539 .621 .600 .607 .582 .561 .610

V .431 .438 .407 .380 .380 .380 .386 .414 .432 .438 .450 .394 .412 .441 .431 .493

CSVC-E

(linear)

A .204 .167 .167 .204 .208 .171 .167 .167 .167 .171 .167 .171 .167 .171 .171 .171

C .429 .414 .414 .414 .467 .467 .414 .400 .333 .333 .261 .182 .261 .261 .333 .320

D .579 .579 .595 .595 .551 .595 .595 .595 .600 .650 .579 .595 .595 .595 .595 .595

F .313 .322 .313 .322 .322 .313 .313 .267 .343 .325 .294 .278 .334 .303 .303 .343

R .393 .396 .396 .398 .396 .394 .391 .391 .403 .395 .372 .381 .388 .378 .370 .364

T .727 .741 .727 .727 .704 .692 .667 .692 .604 .593 .556 .615 .654 .565 .522 .553

V .419 .433 .373 .400 .400 .426 .426 .426 .434 .456 .456 .371 .424 .393 .393 .373

CSVC-E

(poly)

A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133 .175 .175 .175 .171 .171 .175 .178

C .414 .414 .414 .414 .414 .414 .414 .400 .000 .000 .174 .091 .091 .091 .174 .174

D .564 .579 .579 .595 .595 .595 .595 .595 .564 .564 .564 .564 .564 .579 .579 .579

F .303 .303 .303 .303 .313 .313 .313 .259 .251 .251 .251 .251 .251 .259 .251 .259

R .400 .398 .398 .396 .396 .396 .394 .394 .391 .370 .374 .342 .366 .351 .351 .360

T .692 .717 .717 .717 .717 .717 .692 .692 .350 .391 .391 .381 .391 .391 .429 .429

V .433 .407 .407 .407 .433 .433 .433 .433 .414 .414 .417 .408 .414 .439 .450 .444

CSVC-E

(rbf)

A .204 .204 .204 .204 .204 .208 .208 .209 .047 .047 .047 .047 .093 .090 .090 .090

C .414 .414 .414 .414 .414 .467 .467 .46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D .579 .595 .595 .595 .595 .595 .595 .595 .411 .457 .389 .411 .471 .425 .471 .471

F .294 .303 .313 .313 .313 .313 .313 .267 .077 .072 .072 .200 .200 .276 .276 .276

R .391 .391 .394 .394 .394 .396 .394 .391 .353 .333 .330 .351 .343 .344 .345 .357

T .600 .667 .704 .704 .717 .727 .717 .717 .122 .020 .316 .324 .411 .324 .368 .326

V .380 .407 .380 .380 .407 .380 .407 .433 .538 .475 .481 .475 .481 .507 .514 .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