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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과 평 을 이용한 감성 문장 구축을 통한 화 평  추론

Movie Rating Inference by Construction of Movie Sentiment Sentence using 
Movie comments and ratings

오 연 주1 채 수 환2*

Yean-Ju Oh Soo-Hoan Chae

요    약

화 리뷰 사이트에서 화 평 은 네티즌들의 주  단으로 결정된다. 이로 인해 그들이 남긴 화평과 평  사이의 극성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화의 평가에 향을 미치는 감성 문장들의 집합

을 만들고, 이들을 화평에 용하여 평 을 추론한다. 감성 문장들의 집합을 만들기 한 과정은 감성 어휘 사 을 구축하는 단계
와 감성 문장을 구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감성 어휘 사 은 화평에서 쓰인 형용사와 형용사의 극성을 장한다. 감성 문장은 

화와 련된 명사를 주어로 갖고 감성 어휘 사 의 어휘를 서술어로 갖는 문장 구조이다. 감성 문장의 극성과 감성 문장에서 쓰인 

서술어의 극성이 다른 문장들은 제거하여 감성 문장들이 감성 어휘 사  어휘의 극성과 일치되도록 하 다. 화평에서 쓰인 감성 
문장들의 평균 수를 구하면 화평이 갖는 감성 수가 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네티즌들이 매긴 평 에 비해 감성 문장 집합을 

용하여 계산한 화평의 감성 수가 화평에 한 의견을 더 잘 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주제어 : 오피니언 마이닝, 감성 사 , 의미 극성, 문장 수 측정, 평  유추

ABSTRACT

On movie review sites, movie ratings are determined by netizens’ subjective judgement. This means that inconsistency between 

ratings and opinions from netizens often occurs.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proposes sentiment sentence sets which affect movie 

evaluation, and apply sets to comments to infer ratings. Creation of sentiment sentence sets is consisted of two stages, construction 

of sentiment word dictionary and creation of sentiment sentences for sentiment estimation. Sentiment word dictionary contains 

sentimental words and its polarities included in reviews. Elements of sentiment sentences are combined with movie related noun and 

predicate from words sentiment word dictionary. In this study, to make correspondence between polarity of sentiment sentence and 

sentiment word dictionary, sentiment sentences which have different polarity with sentiment word dictionary are removed. The scores 

of comments are calculated by applying averages of sentiment sentences elements. The result of experiment shows that sentence 

scores from sentiment sentence sets are closer to reflect real opinion of comments than ratings by netizens'.

☞ keyword : Opinion mining, Sentiment Dictionary, Sentiment Polarity, measuring sentence score, Rating analogy

1. 서  론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웹이나 SNS에 올린 들을 이용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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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론이나 의견 등을 분석하는 오피니언 마이닝 연구

의 진행도 활기를 띠고 있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텍스트

에 나타난 감성을 측정하고 특정 기 을 통해 분류, 가공

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분야이다. 얻어

진 정보들로 새로운 어 리 이션을 개발할 수 있고 상

업 인 이익을 취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1].

오피니언 마이닝은 텍스트의 주 성 분석을 통해 텍스

트에 나타난 쓴이의 감성이 주 인지 객 인지를 

단한다. 주 성을 띠는 텍스트는 극성 분석을 통해 텍

스트의 정/부정으로 나 어 극성 분석을 진행한다[1].

감성 분석 방법은 단어의 상 계 분석을 통해 문장

의 극성을 알아내는 방법, 자연어처리 방식이나 문장 패

턴을 이용하는 방법, 감성 어휘 사 을 구축하여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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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 등이 있다. 감성 어휘 사  구축은 주로 단어의 극

성을 측정하여 단어와 극성을 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 외국에서는 SentiWordNet과 같은 어 감성 어휘 사

이 많이 개발되었다[2]. 하지만 한국어 어휘에 한 감성 

사  개발의 진행은 아직 그 수 이 미흡한 상태이다.

짧은 텍스트를 통한 오피니언 마이닝 연구에는 주로 

뉴스 기사의 댓 이나 트 터, 화평 등이 주로 쓰인다. 

특히, 화 평  사이트는 특정 상( 화)에 한 여러 

의견이 집 되어 있기 때문에 화평을 활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화평과 평 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주 성이 개입되

기 때문에 화평과 평 이 함께 연구에 쓰일 경우 연구

의 정확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 를 들면, 화평의 의

미는 7 을 갖지만 평 으로 1 을 주는 경우와 같이 

화평과 평  사이의 극성과 극성의 정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의 의견과 평가에 련된 감

성 문장들의 집합을 만들고 화평에 용하여 화평에 

응하는 평 을 추론을 하 다. 감성 문장들의 집합은 

감성 어휘 사 을 구축하는 단계와 감성 평가를 한 감

성 문장을 만드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감성 어휘 사 은 

임의의 화의 화평들에서 공통 극성을 갖는 형용사들

을 추출하고 다시 화평에 용하여 새로운 형용사를 

사 에 갱신하는 구조를 갖는다. 감성 문장은 화에 

한 의견을 가지면서 ‘주어+주격조사+서술어’의 문장 구

조를 갖는 문장이다. 주어는 화와 련이 많은 명사로

서 화평들의 주격명사에 해당되며, 서술어는 감성 어휘 

사 의 형용사로 구성된다. 감성 문장들을 화평에 용

하면 화평의 극성과 응되는 감성 수를 측정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화평에 응하는 평  추론을 가

능하게 하여 화 사이트에 나온 화들의 정확한 순

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화 평  분포도를 통해 

화에 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감성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2. 련 연구

2.1 기존 연구

2.1.1 감성 분석

감성 분석은 텍스트의 주 성 측정으로 얻어진 의미 

방향을 통해 문서의 성격을 알아내고 이를 이용해 새로

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분야이다. 텍스트의 주

성을 측하기 해 패턴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텍스트의 성격이 주 인지 객 인지 별하는 연

구와 형용사를 분석하여 주 성을 결정하는 의미기반 특

징들을 알아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3][4]. 주 성을 지닌 

텍스트는 다시 극성 분석을 통해 정인지 부정인지를 

별한다. 극성 별은 PMI 방법으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WordNet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연구도 진행

되었다[5][6].

2.1.2 감성 사  구축

텍스트의 극성을 측정하기 해 직  감성 사 을 구

축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감성 사 은 형용사

처럼 극성을 띠는 서술어와 서술어의 극성을 장한다. 

감성 사 은 문서의 텍스트에 용하여 의미의 주 성을 

분석하는데 쓰인다. 동시에 텍스트에는 나오지만 사 에 

수록되지 않은 새로운 어휘의 극성을 별하는 역할을 

한다. 새로 별된 감성 어휘는 사 에 갱신한다. 우리나

라에서는 상품의 도메인과 상품 특징 텍스트를 통해 상

품평의 극성을 분류하는 사 을 구축하는 연구가 진행되

었다[7]. 자연어처리와 어휘의 언어  특징을 고려하여 

만든 The Highlights도 상품평 분석을 한 감성 사 이다

[8]. 최근에는 상품평이나 화평에 그치지 않고 주가 분

석에서도 감성 사 이 활용되고 있다. 주가 련 어휘와 

주가의 등락 계를 분석하여 사 을 만들고 경제 뉴스

에 따른 주가 지수 측을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9].

2.1.3 화 평  기반 시스템

짧은 텍스트에 한 오피니언 마이닝 연구로는 화

평이 주로 쓰인다. 화평을 이용하여 평 을 측하고 

화 추천  검색을 편리하게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표 인 연구로는 화평에 나온 단어의 상 계를 분

석하여 평 을 추론하는 연구와 화평의 감성 어휘를 

분석하여 화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

다[10][11].

정확한 화 평  분석을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리

뷰 평 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해 리뷰 데이터베이스와 

So-PMI 기법을 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12]. 화 평  

사이트에서 불일치하는 화 평 과 화평을 제거하여 

정확한 평  유추를 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고,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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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패턴을 통해 네티즌들이 매긴 평 과 실제 평 의 

의미 방향을 측정하는 실험이 진행되었다[13][14].

2.2 기존 연구의 한계

기존의 상품/ 화평 극성 분석을 한 감성 사  구축 

연구들에서는 ‘많다’, ‘작다’와 같이 문맥에 따라 다른 극

성을 가질 수 있는 단어에 해서 실험자가 직  단어의 

극성을 정해주었다. 따라서 단어를 갱신할 때 반자동으

로 사  구축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기존의 평  추론 연구들은 화평의 의미 방

향만을 측정하는 실험으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단순

히 ‘좋다’라고 쓰인 문장과  ‘시나리오가 좋다’라는 화

에 한 의견이 있는 문장이 서로 같은 수로 평가된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화에 한 의견 반 정도에 

따른 극성의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 을 모두 해결한다. 

화평에서 주로 쓰이는 극성을 설정하여 실험자가 여

하지 않고 어휘를 갱신할 수 있는 자동 업데이트형 감성 

사 을 구축하 다. 한 화와 련된 명사와 사 의 

단어를 통한 감성 문장을 만들어서 문장들의 화에 

한 의견 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3. 감성 사  구축  평  평가 시스템 

3.1 시스템 개요

(그림 1) 감성 문장 집합을 통한 평  추론 시스템 

(Figure 1) Sentiment Sentence Set System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감성 문장 집합을 통

한 평  추론 시스템이다. Sample Set Extraction 단계에서

는 임의로 선정한 화평에서 공통된 의미 방향을 지니

는 감성 어휘들을 샘 로 추출한다. 추출한 샘 들은 

Sentiment Word Dictionary에 처음으로 수록된다. New  Set 

Extraction 단계에서는 수록된 단어들을 이용해 새로운 단

어들의 극성을 구하고 사 에 수록한다. 이 과정을 반복

하여 사  업데이트를 완료하면 사  어휘들을 바탕으로 

Sentiment Sentence Set을 만든다. 이 Set을 통해 화평의 

문장 수를 측정하고 네티즌들이 부여한 평 과 비교한

다.

3.2 감성 사  자동 구축

3.2.1 샘  데이터 집합 만들기

사  기에 수록할 샘  데이터 집합을 만든다. 샘  

데이터를 수집하기 한 화 세 편을 골라 각 화에서 

감성 련 서술어와 서술어의 극성을 구한다. 서술어는 

형용사 에서 극성을 띠는 감정 형용사와 평가 형용사

로 지정한다. 

각 화에서 서술어의 극성을 구하기 해서는 의미 

방향의 기  수를 정하고, 의미방향을 구하려는 서술

어가 기  수보다 작으면 부정, 크면 정을 부여한다

[7].

  





(1)

식 (1)은 화 A에서 감성 어휘 의( )

을 구한 것으로 화 A에서 체 정 리뷰 개수

() 비 화 A에서 감성 어휘 가 존재하

는 부정 리뷰 수()의 비율의 차이를 구한 것이

다. 식(1)의 값이 기 으로 정한 극성 값보다 크면 정을 

의미하는 1을, 작으면 부정을 의미하는 –1로 지정한다.  

각 화에서 감성 어휘와 극성을 계산하고 세 편의 화

에서 모두 같은 극성을 띠는 어휘들을 고른다. 선별된 어 

휘  어휘가 존재하는 리뷰의 수가 가장 높은 순서 로 

30개의 어휘들을 샘  데이터로 정한다.

표 1은 샘  데이터 집합의 를 나타낸 것이다. 샘  

데이터들은 화에 한 감정과 평가에 한 극성을 지

닌 감각 형용사와 평가 형용사로 구성된다. 일반 으로 

‘슬 다’라는 서술어는 부정 인 의미로 쓰이지만 화

평에서는 화에 한 정 감정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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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샘  데이터 집합의 

(Table 1) Examples of sample data sets

감성 어휘 의미 방향

슬프다 1

재미있다 1

형편없다 -1

똑같다 -1

3.2.2 사  갱신하기

샘  데이터 집합을 사 의 기 어휘들로 설정한다. 

기 상태의 사 을 서술어가 두 개 이상 쓰인 화평에 

용하여 새로운 감성 어휘의 극성을 구한다. 이 때, 하

나의 서술어는 사 에 수록된 단어이어야 한다. 사 을 

갱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2) 화평에서 새로운 감성 어휘의 극성 추론

(Table 2) Inference polarity of new sentimental 

words in movie opinions

review 재미있었지만 약간 아쉽다.

word 재미있다  하지만  아쉽다

tag  A        B       B

score  1(set)             -1(new)
 

tag는 서술어들의 의미 방향을 나타낸다. 같은 tag 값

을 갖는 서술어는 같은 극성을 갖는다. tag는 ‘지만’, ‘-나’

와 같은 부정 연결 어미나 ‘그러나’, ‘하지만’과 같은 부

정 부사에서 의미 방향이 바 다. 서술어 에서 사 에 

수록되어 있는 서술어는 그 극성 수를 부여하며, 그 

수와 tag를 이용해 나머지 서술어의 수를 추론한다. 사

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형용사들의 tag와 사 에 수록

되어 있는 서술어의 tag가 같으면 둘의 수는 같으며 tag

가 다르면 값이 서로 반 인 수를 갖게 된다. 서술

어는 수별로 빈도수를 장해서 식 (2)와 같이 극성을 

구한다.

 


       (2)

극성()은 식 (2)에서처럼 사 으로 구한 

서술어 의 빈도수()에 한 정 수 빈도

()와 부정 수 빈도() 차이의 비율로 구

해서 극성보다 높으면 정, 낮으면 부정을 부여한다. 

화별로 공통 극성을 갖는 형용사를 사 에 수록한다. 

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공통 극성을 갖는 형용사가 모두 

나올 때까지 사 을 갱신하여 사 을 구축한다. 갱신을 

완료한 최종 사 의 어휘 개수는 실험별로 평균 97개의 

형용사를 갖는다.

3.3 문장 수 평가

3.3.1 감성 문장 만들기

감성 어휘 사 을 이용해 감성 평가에 용할 감성 문

장을 만든다. 화에 한 의견과 평가에 련된 문장이 

화 평가에 향을 주기 때문에 감성 문장은 ‘( 화)가 

(재미있다)’ , ‘(작품)이 (좋다)’와 같이 < 화 련 명사+

조사+감성 서술어>로 구성 된다. 화평의 주격 명사들

은 부분 화와 련된 명사들이 많아 주격 명사를 

화 련 명사로 추출한다[7]. 감성 서술어는 3.2 에서 만

든 감성 어휘 사 의 서술어들로 구성된다. 

각 감성 문장의 단어가 존재하는 화평들의 평  평

균이 감성 문장의 수가 되며, 이로써 주격 명사에 따라 

감성 어휘 사 의 단어들의 극성 정도가 세분화 된다. 

를 들어, ‘(연기)가 (좋다)’와 ‘(캐스 )이 (좋다)’에서 ‘좋

다’는 정 극성인 1을 갖지만 화평에서 비 은 7.25와 

5.00으로 서로 다른 감성 수를 갖는다. 

한 문장 수 의미 방향과 감성 어휘 사 에서의 서

술어 극성이 다른 문장 구조를 제거시킨다. ‘( 실감)이 

(없다)’라는 문장은 ‘없다’가 서술어 사 에서 부정 극성

을 갖지만 문장 수는 7.5 으로 화평에서는 주로 

정 으로 쓰여 사 과 문장 수가 서로 다른 극성을 갖

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은 감성 문장에서 제외한다.

3.3.2 문장 수 측정하기

감성 문장들을 이용하여 화평의 문장 수를 측정한

다. 아래 식 (3)에서처럼 화평에 존재하는 감성 문장들

의 수를 통해 화평에 응하는 문장 수를 구한다.

 


       (3)

식 (3)에서 구한 은 각 화평으로 구

한 문장 수가 된다. “ 화가 재미있기는 한데 큰 감동

은 없는 듯...”이라는 화평은 네티즌이 평 으로 8 을 

부여했다. 이 화평은 ‘ 화가 재미있다’와 ‘감동은 없

다’라는 감성 문장이 혼합되어 구성된 문장이다. 각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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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수()는 9.13과 –1이며, 화평의 평

은 이들의 평균(소수  이하 버림)인 4 이 된다. 이처

럼 감성 문장 구조로 추론한 화 평 과 네티즌들이 임

의로 매긴 평 을 비교하여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는 작

업을 진행한다.

4. 실험 결과  평가 

4.1 실험 환경 설정 

4.1.1 감성 어휘 사  구축 실험

본 연구의 실험을 해 “네이버 화”에서 임의의 

화 세 편의 화평과 평 을 수집하 다. 감성 어휘 사

과 감성 문장을 만들기 한 문장 성분 분석은 서울 학

교에서 제공하는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 다.

한 화에서 1 부터 10 까지 서술어를 갖는 화평 

100개 이상을 고르며, 고른 화평의 개수가 10,000개 이

하가 되도록 화평과 평 을 추출한다. 추출한 세 편의 

화에서 공통 극성을 갖는 사 을 사 에 수록하며, 이

를 화에 다시 용해 사 을 갱신한다.

(표 3) 감성 어휘 사 의 극성 별 정확도

(Table 3) Sentiment polarity identification  accuracy 

of Sentiment Word Dictionary 

  
pre-

cision
recall F-score

1 1027 6684 9998 69.64 52.70 59.99

2 1031 7330 9877 73.68 60.89 66.67

3 6844 8360 10000 74.07 57.14 64.51

4 6862 9422 10000 81.15 65.88 72.72

표 3은 실험별로 세 화 화평의 (, , ) 서술

어 개수에 따른 완성된 사  어휘들의 극성 별에 한 

정확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3의 precision, recall, F-score은 

아래의 식(4)와 같이 계산된다.

Pr


 


 Pr
Pr

    (4)

식 (4)에서 은 시스템이 특정 극성에 해

당한다고 인식한 단어에 해 맞게 인식한 서술어의 개

수, 은 시스템이 특정 극성에 해당한다고 

인식한 단어에 해 잘못 인식한 서술어의 개수, 

은 시스템이 특정 극성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인식한 단어에 해 맞게 인식한 서술어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서술어를 갖는 화평이 많은 화를 사용하여 감성 

사 을 만들수록 F-score이 높아진다. 이는 서술어가 많을

수록 서술어에 한 극성이 분명해지고 공통된 서술어의 

개수가 많아져 사 의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 precision이 recall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는 사 을 

자동으로 구축할 때 화마다 다른 극성을 갖는 서술어

에 한 처리의 제약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4.1.2 감성 문장 집합 구축 실험

감성 어휘 사 을 만드는데 사용된 화평들과 감성 

어휘 사 으로 감성 문장들을 만든다. 출  빈도수가 3회 

이하인 문장 구조는 제거하며 감성 어휘 사 의 서술어 

극성과 다른 극성을 갖는 문장 구조는 제거한다.

(표 4) 감성 문장 집합의 극성 별 정확도

(Table 4) Sentiment polarity identification accuracy 

of Basic-Sentence-Form Sets

감성 문장 개수 정확도

1 735 64.35

2 714 66.48

3 751 67.08

4 840 67.14

표 4는 실험별로 완성된 감성 문장들의 극성 별에 

한 정확도를 나타낸 것이다. 감성 문장의 개수는 감성 

어휘 사 에 수록된 어휘가 많을수록 많아진다. 하지만 

극성 별에 한 감성 문장 개수의 향은 근소한 차이

를 보 다. 이는 주격명사가 자체의 극성을 가져 서술어

와 결합되면서 체문장의 극성이 서술어의 극성과 달라

지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완성된 문장들을 새로운 화평에 용시켜 화의 문

장 수를 구한다. 화는 31,021개의 화평을 갖고 있

으며 1 부터 10 까지 각각 1%이상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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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결과  평가

4.2.1 실험 결과

(a) 네티즌들이 매긴 화평 이 1 일 때  

수 분포도

(b) 네티즌들이 매긴 화평 이 10 일 때  

수 분포도

(그림 2) 네티즌 평 별 화평 응 문장 수 분포도의 

(Figure 2) Example of Distribution of movie 

comment  corresponding sentence score per 

netizen rating

그림 2의 (a)와 (b)는 첫 번째 실험에서 네티즌들이 매

긴 화평  1 과 10 에 한 화평 응 문장 수의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체 화평 개수에 한 화

평 응 문장 수와 화 평 이 일치하는 화평 개수

의 비율은 각각 2.84%(=56/1969)와 4.50%(=240/5326)으로 

나타나 네티즌들이 화평과 평 을 서로 응하지 않게 

부여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네티즌들은 1 과 10 을 

부여했지만 실제로는 화평들이 체로 4 에서 9 의 

문장 수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네티즌 평 별 문장 수 최빈값

(Figure 3) Mode of movie comment  corresponding 

sentence score rating per netizen rating

그림 3은 실험별로 나타낸 네티즌들이 매긴 평 별 

화평 응 문장 수의 최빈값을 나타낸 것이다.  온라인 

사용자가 매긴 평  1 은 4 의 문장 수를 띠며 평  

10 은 9 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평  2 에서 9 은 4

에서 8  사이의 문장 수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네티즌들이 매긴 화 평

(b) 실험으로 추론한 화평 응 문장 수

(그림 4) 온라인 화평 과 실험 문장 수의 차이 비교

(Figure 4) Comparison of online rating and 

experiment sentenc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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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12,707개의 화평을 갖는 임의의 한 화에 

해 네티즌들이 매긴 화 평 과 실험으로 추론한 문

장 수를 비교한 것이다. (a)에서 네티즌들이 화에 

해 1 과 10 을 각각 1,969, 5,326개를 부여해 체 평  

 57.4%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b)에서 실험으로 추론

한 화평 응 문장 수에서는 화평들이 각 수

별로 골고루 분포하는 양상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1.2 실험 평가

기존의 화평을 분석하여 추론한 문장 수와 네티즌

들의 화 평 을 비교한 연구는 단순히 문장 수가 기

 평 보다 높으면 정, 낮으면 부정을 부여하는 실험

이다[14]. 이 실험은 문장의 자체 수보다는 의미 방향을 

구하는데 을 맞추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화평의 

의미방향을 구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화평에 응하는 

수까지 구하는 실험으로 확장하 다. 한 기존의 실험

은 복잡한 언어학  지식을 알아야만 문장의 극성을 측

정할 수 있었지만 본 연구는 단어 수 에서 문장 수를 

측정할 수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화평에 응하는 문장 수를 추론하

기 해 감성 문장 집합을 구축하는 실험을 진행하 다. 

감성 어휘 사 은 임의로 선정한 화들의 공통된 극성

을 갖는 서술어를 기 샘  데이터로 설정하고, 샘  데

이터를 통해 새로운 서술어들과 서술어의 극성을 갱신하

도록 하 다. 감성 어휘 사 은 화들의 공통 서술어가 

많을수록 어휘의 극성 측정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화의 

의견이나 감성 평가를 한 감성 문장은 화와 련된 

명사로 이루어진 화평들의 주격명사를 주어로 갖고 감

성 어휘 사 의 형용사들을 서술어로 갖는 구조로써 

화평 에 향을 주는 문장이다. 이들은 감성 어휘의 개

수와 상 없이 어휘의 극성들이 비슷한 정확도를 갖는다. 

실험 결과, 화평의 문장 수는 6 에서 7  사이에 분

포해 부분 1 과 10 을 매기는 네티즌들의 평 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다.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화 사이트의 화평에 응하는 평  측정과 평 을 

통한 화 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감성 문장이 한정된 품사로만 구성 

되어있어서 다음과 한계 이 발생한다. 부사구와 같은 수

식어의 향을 고려하지 못하여 ‘ 화가 재미있다’와 ‘

화가 매우 재미있다’가 모두 같은 문장 수를 가지며, 감

성 극성을 갖는 동사나 명사가 포함된 화평을 측정하

지 않아 화에 한 평가가 완 히 이루어지지 못하

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화의 평 과 순 를 측정하기 

해서는 문장에서의 수식어의 향력과 형용사 이외의 

품사에 한 극성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써 온라

인 화 사이트에서의 정확한 화들의 평 과 순 를 

측정하여 화에 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확한 의견 

반 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립 의미를 갖는 명사와 동사들

을 처리하는 연구를 통해 감성 서술어의 범 를 확장할 

것이다. 한 기본 감성 문장 구조에 수식어를 추가하여 

수식어구의 문장 수에서의 향력을 측정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모티콘 사용 패턴과 문법에 어 나는 문장 구

조들의 패턴 규칙을 알아내 이들이 화 평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연구도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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