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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우울증은  세계 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꾸 히 우울증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이 본인의 스트 스나 감정 상태에 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을 통해 그들의 심리나 정신건강에 

해 악해보고자 하는 맥락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연구 역시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울 경향의 이용자와 그 지 않은 이용자들의 2016년부터 2019년 2월까지의 트 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어떤 

주제 , 어휘 사용의 특성을 보이는지 보고자 하 으며, 우울 경향의 시기별로도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해 우울 경향 측 날짜를 기 으로 하여 이 (before) 시기와 이후(after) 시기를 구분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토픽모델링, 동시출  단어분석, 감성분석 방법을 통해 우울 경향과 비(非)우울 경향 이용자의 텍스트의 주제  

차이를 살펴보았고, 감성 반응에 따라 사용한 어휘에 해서도 살펴 으로써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우울’ 표 을 포함한 텍스트 데이터 수집방법을 통해 비교  긴 기간,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고, 한 우울 경향의 여부와 시기  구분에 따른 심 주제에 한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Depression is a serious psychological disease that is expected to afflict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And studies on depression have been conducted in the context of social media because social media 

is a platform through which users often frankly express their emotions and often reveal their mental 

states. In this study, large amounts of Korean text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determine whether 

such data could be used to detect depression in users. This study analyzed data collected from Twitter 

users who had and did not have depressive tendencies between January 2016 and February 2019. The 

data for each user was separately analyzed before and after the appearance of depressive tendencies 

to see how their expression chang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co-occurrence word 

analysis, topic modeling, and sentiment analysis. This study’s automated data collection method enabled 

analyses of data collected over a relatively long period of time. Also it compared the textual characteristics 

of users with depressive tendencies to those without depressive t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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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우울증은 정신질환 에서 가장 일반 인 형

태  하나이며, 미국에서만 일 년에 약 1,600

만 명 정도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러나 우울증과 련하여 사람들이 지

하는 가장 큰 문제 으로는 우울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문제 의 발견과 이에 

한 한 치료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우울증과 련한 증

상들이 쉽게 방치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분 사

람들이 그들의 정신 건강문제에 해 제 로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Wang, 

2017). 이러한 이유로 차 사람들의 일상에서 

그들의 우울증 증상을 포착해낼 수 있는 특성

을 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

는데, 특히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솔직하게 

공유되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

는 사람들을 별해내기 한 연구가 다수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울증과 련하여 지

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체 으로 연구 상

이 되는 우울증 사람들의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

기 쉽지 않다는 문제와 어 데이터 주로 진

행되었다는 한계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한  데이터를 상으로 토픽모델링, 동시출

단어 분석, 감성분석의 기법을 통해 우울 경

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트 터에서 공유한 텍스

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들의 성향과 심 주제

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우울 

증세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에 해 악

해보고자 하 다. 한 향후 우울증 증상 단

에 있어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의

미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

성을 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1. 트 터 상에서 우울 경향을 보

이는 이용자와 그 지 않은 이용자들 간 

심있는 주제에 해 어떠한 차이가 있

는가?

∙연구질문 2. 트 터 상에서 보이는 우울 

경향 이용자들의 특성이 특정 시기에 따

라 어떠한 차이 을 보이는가?

∙연구질문 3. 트 터에서 찰된 우울 경향

의 이용자들은 어떠한 감성표 의 특성을 

보이는가?

1.2 연구의 범위 및 배경

본 연구에서 우울 경향 이용자들의 트 터 

텍스트 분석을 해 사용한 여러 방법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은 구조화되지 않은 

거 한 문헌 집단에서 주제를 찾아내기 한 

알고리즘  하나로, 량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한 동시출  단어들을 통해 우울 경

향을 보이는 이용자와 그 지 않은 이용자 간 

소셜미디어에서의 담론 내용에 어떤 차이를 보

이는 지 살펴보고자 하 다. 그리고 수집한 우

울 경향 이용자들의 트 터 데이터에 해 시

기별 차이에 해서도 보기 하여 먼  스스

로 본인의 우울증에 해 명확히 언 한 표

이 포함되어 있는 트 터 계정을 상으로 한 

다음, 우울증 진단 표 이 포함된 트 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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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당 월을 decision 구간으로 설정하고, 

이 에 해당하는 기간을 before 구간, 이후 기

간에 해서는 after 구간으로 설정하 다. 

를 들어 2018년 7월에 우울 경향 진단 단서와 

련된 메세지를 언 한 트 터 이용자가 있다

면, 해당 이용자 계정을 타겟으로 하여 이 계정

의 트 터  2018년 7월 한 달 동안 게시한 트

터 데이터가 decision 구간에 해당하며 2016

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데이터가 before, 

2018년 8월 이후부터의 데이터가 after 구간에 

속하게 된다. 보다 쉬운 이해를 하여 우울 경

향 데이터에 한 특정 기간 구분에 한 내용

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기간별로 구분하는 과정을 통해 

우울 경향 이용자들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특

성  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 으며 수

집한 데이터들은 처리 과정을 거친 뒤, 토픽

모델링 등을 통해 우울 경향 이용자가 소셜미

디어 상에서 보이는 특성에 해 감성 값이나 

어휘표 을 살펴보았다. 

2. 이론적 배경

2.1 소셜미디어에서의 우울증 연구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신건강에 해 악

하고자 한 연구들은 소셜미디어에서의 언어 사

용, 사회  표 , 그리고 정신건강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모습을 통해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 다. 한, 소셜미디어

는 온라인상에서 말 그 로 사회의 속성인 사

회  패턴과 정신건강  질환의 부분까지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트 터와 기

타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의 행동에 해 정량화 

할 수 있는 고유한 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정신건강과 련된 연구자들에게 유용

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Coppersmith, Dredze, 

& Harman, 2014).

그 , 우울증에 한 연구는  세계 인구를 

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정신질환  하나

이며, 한 앞으로 차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

의 수가 증가할 것이고 우울증이 래하는 다

<그림 1> 우울 경향 이용자 상 시기별 데이터 구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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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증상들로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는 측이 제

시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꾸 히 연구되고 있

다. De Choudhury, Gamon, Counts, & Horvitz 

(2013)의 연구에서는 들의 참여를 통해 솔루

션을 얻는 방법인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

방법(Snow, O'Connor, Jurafsky, & Ng, 2008)

을 통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이용자들을 모집

하여, 1년 여 간 그들의 트 터 을 분석하여 

행동  특징을 분석했다. 한 우울증을 지닌 

이용자와 그 지 않은 이용자 그룹의 차이 을 

통해 우울증 측 임워크를 한 자질 벡

터(feature vector)도 개발하 는데, 이러한 실

험을 통해 소셜미디어 활동이 개인의 우울증 

증상과 진단을 측하고 단하는데 유용한 근

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소셜미디어에서 드러나는 우울증 이용자

들의 특성을 밝 내고 이를 발 시켜 향후 우

울증 진단 시 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많이 있다. 국

내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울증에 해 살펴

보고자 진행한 사례로는 송호윤, 박한철, 양원

석, 박종철(2017)의 연구가 있다. 그들은 부

분 기존연구에서 텍스트 상에서 포착되는 우울

증 련 증상과 수반되는 감정에 련된 어휘 

“자살, 무기력, 우울감” 등을 심으로 사용자

의 우울증 여부를 측한 시도들에 해 분석하

다. 그 내용으로는 비정형 데이터인 소셜미디

어 텍스트의 특성과 보통 신조어이거나 사  미

등록 어휘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우울증  

감정 련 어휘를 상으로는 우울증 련 어휘

를 모두 포착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 하고 

있다. 이에 어휘 기반 측 모델이 지닌 한계

을 해결하기 해, 문헌  고찰과 찰을 토

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용자에게서 나타나는 

언어학  패턴을 제시하 다. 그리고 이를 용

한 어휘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소셜미디어 사용

자의 우울증 측에 있어서 언어학  패턴 사용

의 효과를 검증하 다.

2.2 동시출현단어 분석과 토픽모델링

동시출 단어 분석은 한 문헌에서 두 키워드

가 동시에 출 하 을 때 주제 으로 연 이 

있다고 보고, 동시출 단어 빈도를 이용하여 

단어 간의 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즉, 같은 

문맥 안에서 자주 함께 등장한 단어는 서로 

한 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시출 단어 분석 기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시출 단어와 련된 실험을 수행

한 연구를 살펴보자면, Jiang과 Yang(2013)은 

차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상에서의 건강 

련 소셜 웹사이트를 상으로 하여 이용자들의 

건강 련 어휘에 하여 분석하 다. 웹 공간

에서의 건강 련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이용자

들이 건강과 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직  정

보를 생산하며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때 이용자들

은 의학 는 약물과 련하여 문 인 지식

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질환이나 증상에 해

서도 여러 표 을 사용한다는 문제 을 보인다.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동시출 단어 분석을 통

하여 이용자가 직  제공하고 사용한 건강 

련 표 을 확인함으로써 고객이 사용하는 건강 

련 어휘의 범 를 확장하고자 하 다. 그리

고 국내 연구에서는 트 터를 상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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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품명을 포함하는 트 터 데이터를 수집

하고, 이를 활용하여 하나의 트 터 게시 에

서 동시에 출 한 단어의 을 이용하여 동시

출 단어 분석을 실시한 내용이 있다. 진설아, 

허고은, 정유경, 송민(2016)은 이러한 동시출

단어 분석 결과를 통해, 트 터 상에서 토픽 

키워드와 토픽이 변화하는 시 과 패턴을 분석

하고자 했다.

DMR(Dirichlet-multinomial Regression) 모

델은, 문헌과 주제 분포를 기반으로 자, 발행 

날짜, 명 등 문헌의 메타데이터 특성을 제3

의 라미터로 설정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문헌 

집합 내에서 주제를 발견하는 토픽 모델이다

(Mimno & McCallum, 2008). 이러한 토픽모

델링을 용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목하여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연구 사례로는 소셜미디어  한 가지 

형태인 트 터와 New York Times라는 통

인 뉴스 매체를 이용하여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주제 분야와 유형에 해 분석한 연구가 

있다(Zhao, Jiang, Weng, He, Lim, Yan, & 

Li, 2011). 그들의 연구에서 이러한 토픽 분석을 

통해 유용한 정보매개체로서의 트 터의 역할

에 해 보여주었다. 한, 국내에서 트 터를 

상으로 동시출  단어 검색, 트 드 변화에 

한 토픽모델링, 그리고 트 터 멘션(mention) 

기반 이용자 네트워크 분석등의 기능을 통해 

2012년 한국 선을 상 사례로 선정하여 트

터에서 생성되는 사회  이슈 동향을 추 할 

수 있게 하는 트 드 마이닝 시스템을 개발한 

연구가 있다(배정환, 손지은, 송민, 2013).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사회  이슈의 출 과 변화를 

반 하는 트 터 이용자 네트워크 추출과 그 

특성을 밝히기 해 이용자들이 작성한 트윗

(멘션)과 그 트윗의 방향성에 한 분석을 

해 DMR을 사용하 다. 

2.3 감성 분석

텍스트 데이터에 포함되어있는 작성자의 

감성이나 태도, 의견을 악하는 감성 분석

(Sentiment Analysis)은 텍스트마이닝, 기계

학습, 자연언어 처리 등에서 많은 양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감성 분석의 

상이 되는 분야로는 상품에 한 만족도  태

도 조사부터 사회 , 정치  상에 한 여론

조사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Wang, Can, 

Kazemzadeh, Bar, & Narayanan, 2012; 서상

, 김 태, 2016). 최근 감성 분석에 한 연구

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기반으로 진

행되고 있으며, 크게 지도학습 방법(supervised 

learning)과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근방법으로 구분되고, 첫 번째 방법인 지도학

습 방법에는 나이  베이즈 분류기, 최  엔트로

피, 서포트벡터 분류기, 의사결정 나무, 인공신

경망 등이 있다(Pang, Lee, & Vaithyanathan, 

2002).

세부 인 주제의 감성 분석 연구 시로는 

화 리뷰(이상훈, 최정, 김종우, 2016)나 상품 

후기(장재 , 2009), 경제 뉴스(이 서, 송민, 

2018)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를 

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  소셜미디어에서 

우울증과 련된 감성 분석 연구로는 트 터로

부터 수집한 우울증과 련된 텍스트 데이터에

서 감정을 달하는 단어들의 빈도에 따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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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증에 한 측이 가능한지 보고자 한 연구

가 있다(De Choudhury, 2013). 그리고 감성분

석을 통해 우울한 이용자들은 그 지 않은 이

용자들에 비해 부정 인 감정 어휘들을 더 많

이 사용하고 화를 잘 표 하는 경향을 보인다

는 것을 밝히고, 게다가 우울한 이용자들은 그

들의 우울증 치료 이력등과 같은 개인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기록해두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

 연구도 있다(Park, Cha, & Cha, 2012). 

3. 연구 방법

3.1 데이터 수집

Coppersmith, Dredze와 Harman(2014)의 연

구에서는 많은 양의 트 터 데이터로부터, 스스

로 정신질환을 밝힌(self-expression of mental 

illness diagnoses) 데이터들을 찾아내는 방법

을 시도하 다. 이러한 방법은 단순히 기존 설

문 기반의 데이터 수집 방법을 체하는 것이 

아닌, 상호보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수

집 방법으로서, 통계 분석 등을 해 충분한 양

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는 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와 같은 수집방법을 사용하여 “나 우울증이

래”, “우울증 진단”, “우울증 처방” 등과 같이 

명확한 진단 근거가 있는 표 을 질의어로 하

여 총 2609명의 1,679,287건의 트 터 데이터

를 수집하 다. 한, 우울 경향을 보이지 않는 

이용자에 해당하는 트 터를 수집하기 하여 

특정 표 을 포함하고 있는 우울 경향 이용자 

데이터 수집 방법과는 달리, 보다 일반 인 질

의어를 사용하여 수집을 진행하 다. 를 들

어 텍스트 성격을 한정지을 수 있는 주제 단어

가 아닌 문장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은/ 는/ 

이/ 가”와 같은 조사를 수집 키워드로 사용하

여 일상 인 텍스트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

도록 하 다. 조건을 만족하는 범 한 이용

자들의 트 터 데이터를 우울 경향 이용자 데

이터와 유사한 조건으로 맞추기 하여, 같은 

시간 조건(2016년부터 2019년 2월)과 수집하

고자 한 트 터 이용자 수는 3,000명으로 조건

을 주고, 총 1,447,302건의 텍스트 데이터를 수

집하 다.

3.2 연구 절차

3.2.1 연구 방법

수집한 트 터 데이터에 해서 우울 경향 

이용자와 그 지 않은 이용자로 구분하고 

한 우울 경향 이용자 그룹에서 시기에 따른 기

으로 구분하여 정제한 데이터에 해서 먼

 처리를 수행하 다. 그 후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우울 경향  그 지 않은 이용자들의 

트 터 데이터를 상으로 실험을 해, DMR 

(Dirichlet Multinomial Regression)토픽모델

링을 수행하 다. 하나의 문헌의 주제 분포와 

주제의 단어 분포가 다리클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실제 측되는 문헌의 단어로부터 

문헌별 주제 분포와 주제별 단어분포를 추론해

내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과는 

달리 DMR에서는 문헌에 할당된 명목변수를 

활용하여 주제별 단어분포를 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

른 주제 분포 변화를 분석하기 하여 DMR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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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사용하 다(Mimno & McCallum, 2008).

한, 동시출 단어 분석도 실시하여 우울 

경향 이용자와 그 지 않은 이용자 간의 트

터에서 사용된 단어에 한 반 인 동향을 

비교하고자 하 고, 우울 경향 이용자 에서 

기간별로 그룹을 나 어, 우울 경향 측 시기

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해보았다. 

체 인 연구 방법  과정에 해서는 다음 

<그림 2>로 나타내었다.

3.2.2 처리 과정

본 연구에서 분석의 상이 되는 텍스트들은 

모두 처리 과정을 거쳤다. 먼  트 터의 특

성상, 외국어나 특수기호 그리고 URL 등의 텍

스트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내용

부터 제거하는 단계를 거쳤다. 그 후 형태소 분

석은 코모란(Komoran)을 사용하 는데, 코모

란은 Shineware의 기술로 연구되고 개발된 한

국어 형태소 분석기로써 java library(jar) 형태

로 제공된다. 발 된 형태인 Komoran 3.0은 기

존 버 보다 속도와 정확도가 개선되었으며, 

타 형태소 분석기와는 달리 여러 어 을 하나

의 품사로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용 분

야에 따라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따는 장

이 있다(SHINEWARE, 2013). 이러한 이유

로 코모란을 사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

으며 조사나 어미만을 제외하고 그 외의 품사

들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남기는 과정을 거쳤다. 

한 이후에 형태소의 문맥과 의미 등을 고려

하면서 연구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불용어

들도 제거하여 최종 실험 상 데이터를 구축하

다. 

3.2.3 동시출 단어 분석

우울 경향 이용자들과 그 지 않은 이용자들

이 트 터 상에서 어떠한 주제의 이야기를 나

는지 체 인 주제를 악해보고, 세부 양

상에 해서도 알아보고자 각 이용자 그룹을 

상으로 동시출 단어 분석을 실시하 다. 동

시출  단어는 두 단어가 같은 맥락에서 함께 

사용된 것이므로 이들끼리 매우 한 계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연구 방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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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먼  처리 과정을 거친 각 

이용자 그룹별 텍스트를 상으로 하여 동시출

 빈도를 기반으로 단어 의 출  빈도를 계

산하고 그 결과로 동시출  단어를 구하 다. 

이 때, 동시출 한 횟수가 많을수록, 함께 등장

한 단어들의 계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일정한 

기 (threshold)을 주고 그 기 을 충족하는 단

어 만 남기고 남은 단어 들은 필터링하

다. 한 동시출  단어 분석의 특징을 활용하

여 추출된 단어 들은 Gephi(Bastian, Heymann, 

& Jacomy, 2009)0.9.2 을 활용하여 시각화

를 하 다. 

3.2.4 토픽모델링

우울 경향 이용자와 그 지 않은 이용자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각각 해당하는 이용자들이 

어떤 주제에 해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이야기

를 나 며 한, 이들의 트 터 데이터에서 확

인할 수 있는 텍스트 특성의 차이 을 살펴보

기 하여 토픽모델링을 수행하 다. 보다 세

한 분석을 하여 토픽모델링 실험을 해 

‘비우울 경향 이용자’와 우울 경향 이용자에서

도 시기별로 구분한 ‘before 우울’, ‘decision 우

울’, ‘after 우울’의 총 네 그룹을 상으로 하여 

DMR 실험을 수행하 다. LDA 토픽모델링과

는 달리 DMR 토픽모델링의 경우 주제에 한 

사 분포인 알 (α) 즉, 토픽 결과로 문헌에 

들어가는 사  확률(prior probability) 값은 

찰된 문헌의 특성(feature)으로 간주하므로, 문

헌의 고유한 메타데이터 특성 값에 바뀔 수 있

다(송민, 2017). 이러한 DMR 토픽모델링의 특

성을 고려하여, 주제의 갯수와 기타 하이퍼

라미터 들의 조정을 통해 가장 하게 결과

가 나오는 값인 σ=1, β=0.01, ε= 0.005일 때의 

주제 20개 결과를 기 으로 하 다. 

3.2.5 감성 분석

본 연구에서 우울 경향을 보이는 이용자들과 

그 지 않은 이용자들의 트 터 데이터를 상

으로 감성 분석을 실시해 보고, 이후 실험 결과

로 나오는 정과 부정에 해당하는 표 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감성을 보여주는 표 을 하

는지 세부 으로 악해 보고자 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감성 분석 실험을 해 감성 사

(sentiment lexicon)을 사용하 는데, 기존에 

사용되던 한  감성어 사 을 바로 사용하기에

는 분석 상 데이터의 성격이 고려되지 않아 

감성 분석의 결과가 제 로 나오지 않았다.

즉, 분석 상 텍스트로부터 감성을 명확하

게 추출하기 해서는 언어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맥  의미과 새롭게 등장한 

표  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유은지, 

김유신, 김남규, 정승렬, 2013). 따라서 우울 경

향 이용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더욱 정교한 

감성 사 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 다. 이

를 통해, 보다 정확도가 향상된 감성평가 결과

를 얻고자 하 다. 

먼  우울 경향 이용자 데이터를 상으로 

하여 처리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과 

부정단어 목록을 만들었다. 이 때, 부정을 구성

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기존에 다른 연구에서

도 활용되던 한  부정어뿐 아니라, 사회  배

경과 맥락  의미로 부정 인 의미를 지닌 새

로운 표 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수동 

근방법(manual approach)으로 사 을 구축하

다(김재 , 김형 , 2017). 다만 데이터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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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담론의 맥락 속에서 가지는 의미를 기

반으로 구축하 기에 객 성이나 타당성에 있

어서 한계 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  배경과 

시기  문화가 반 된 단어도 고려되었다는 

에서 유의미하다고 본다. 해당 /부정 단어 감

성사 은 이후 부록에 첨부하 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감성 값을 도출하기 한 방법으

로, 한 문장에서 정의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

만큼 +1, 부정의 단어가 등장할 때는 -1을 계산

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 값을 해당 트 터 문장

의 감성값으로 설정하 다. 우울 경향 이용자들

에 해 우울 경향 기간에 따른 정/부정 감성 

분석 실험 과정을 거친 후에는,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시출  단어 네트워크를 그려보았

다. 앞서 실행한 동시출 단어 분석 네트워크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Giant Component를 구

하고 모듈러리티 클래스(Modularity class)를 

기 으로 나타내었다. 

4. 분석 결과

4.1 동시출현단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울 경향 이용자와 그

지 않은 이용자가 트 터에서 어떤 단어들을 

심으로 이야기하는지 반 인 동향을 살펴보

기 해 각 그룹별 트 터를 상으로 동시출  

단어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 상은 각 데이

터 집합에서 동시출  빈도횟수를 기 으로 하

여 상  1,000개의 단어 을 구하 다. 이를 바

탕으로 시각화를 통해 나타내었는데, 그래  상

에서 우울 경향을 보이지 않는 이용자의 네트워

크의 경우 139개의 노드와 312개의 에지를 가지

고 있으며, 우울경향 이용자의 네트워크에서는 

151개의 노드와 249개의 에지를 포함한다. 우울 

경향을 보이지 않는 이용자의 동시출  네트워

크를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비우울 경향 이용자의 데이터에서는 은 비

의 다양한 주제 단어들이 다수의 모듈러리티

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좀 더 효과 인 시각화

를 해 일정 기 에 충족하는 클래스들만 그

래 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 그래 를 통해 해

당 이용자의 네트워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반 인 군집들의 내용들은 “정치”, “시민”, “참

여”, “생활” 등과 같이 보다 일반 이고 매우 

다양한 주제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울 경향 이용자를 상으로 동시출  네트

워크를 나타낸 결과, <그림 4>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먼 , 가장 에 띄는 키워드 군

집에는 “여성”, “여자” 등이 있는데, 동시출

한 다른 단어와의 계와 체 인 문맥을 고

려했을 때 최근 사회이슈로 떠오른 여성 인권 

문제나, 여성을 상으로 한 성범죄 등의 요인

으로 인해 언 된 경우가 많은 편인 것으로 보

여진다. 한 “우울”과 련된 키워드와 동시

출  한 단어들의 군집도 크게 형성되어 있는

데, 연 성이 높은 다른 단어들을 살펴보면 “엄

마”, “친구”, “사랑” 등 주변 인간 계와 련

된 단어들이 크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우울 경향을 보이지 않는 이용자들과 비교했을 

때 우울 경향 이용자들의 데이터에서 인간 계

와 련된 단어들이 더 비  있게 등장한 이유

로는,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

에 비해, 인 계가 비교  특징 인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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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우울 경향 이용자 동시출  단어 네트워크

<그림 4> 우울 경향 이용자 동시출  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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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종종 부부간이나 부모-자녀 간의 갈등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 

(Hammen & Brennan, 2002)와 같이 주변 인

간 계에서 우울증의 원인이 되거나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기때문에 더 쉽게 

향을 받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자살”, 

“자해”와 같은 단어들 역시 우울증과 련된 

증상과 고민  하나로 연 성이 높은 군집으

로 보인다.

4.2 DMR 토픽모델링

우울 경향을 보이는 이용자와 우울 경향을 

보이는 않는 이용자를 기간별로 구분한 그룹

(before/ decision/ after)을 상으로 DMR을 

수행하여 분류된 토픽들은 자동으로 묶여진 그

룹 내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단어들을 데이터를 

직  확인하여 표할 수 있는 주제명으로 선

정하여 작성하 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다만, 하나의 주제 단어로 표 주제명을 선정

하기 모호한 경우에는 등장한 단어들을 복수 제

시하여 주제명을 지정하 다. 이 때, 주제 항목 

마다 normal(비우울)/ before/ decision/ after 

등의 그룹에 따라 값에 어느 정도 차이를 가지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  우울 경향을 

보이지 않는 이용자들은 <그림 5>와 같이 ‘기록

( , 사진, 그림)’, ‘느낌’, ‘표정/행동’, ‘방송/연

기’ 등의 주제에 더 높은 반응을 보 다. 이와 

반 로 우울 경향 이용자들은 <그림 6>에서와 

같이 ‘젠더’, ‘성범죄’, ‘외모/패션’, ‘우울’이라는 

주제에 비우울 경향 이용자들과 비교하여 반

으로 더 큰 반응을 보이며 많은 담화가 이루

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4.2.1 젠더이슈  성범죄 련 우울 경향 

이용자 분석

우울 경향 이용자를 상으로 동시출  단어 

분석  토픽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우울 경향

을 보이지 않는 이용자와 비교하여 에 띄는 

특징으로는 우울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여

성’과 련된 젠더이슈  ‘성범죄’와 련된 주

제에 더 많은 심과 언 을 보인다는 이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 상 기간이 시기 으로 

당시 사회 체 으로 성범죄 이슈  페미니

즘 논란으로 인해 련 담론이 많이 발생하

다. 이에 우울 경향과 비우울 경향 이용자들의 

데이터 모두에서 이와 련된 내용이 토픽이 

많이 발생한 것에 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

된다. 그러나 실험 상의 우울 경향과 비우울 

경향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우울 경향 이용자 

데이터에서 비교  더 많은 양과 주제의 담화

가 이루어지는 것이 포착되므로 이와 련한 

내용을 더욱 심층 으로 분석해보았다. 

그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은 성별과 

한 련성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이와 같

은 여성과 우울증이 연 되어 등장하는 우울

증 담론이 2007년 이후로 폭증하 으며 ‘여성’

이 이슈가 되고 문제화하는 사회  분 기가 

오히려 다시 우울한 여성들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유림, 

2016).

이와 같이, 성별과 련하여 우울증은 강한 

연 성을 보인다는 것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경향 이용자들

의 트 터 데이터를 월별로 나 어 토픽모델링

을 수행한 후 몇 가지 특정 토픽 - ‘여성/젠더’, 

‘ 오(남성)’, ‘성범죄’, ‘우울증’ 등에 해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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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명 주제 단어

1 반려동물/아이
고양이, 꽃, , 귀엽다, 동물, 아이, 쁘다, 이름, 사랑, 찾다, 하늘, 길, 강아지, 사진, 

별, , 빛, 키우다, 물, 날, 바다, 좋아하다, 세상, 작다, 아름답다

2 기록( /그림/사진)
트다, 그리다, 그림, 마음, 쓰다, 캐다, 올리다, 드리다, , 사진, 당, 친하다, 남기다, 

메다, 탐라, 감사, 맞다, 흔 , 다, 찾아가다 

3 학교
학교, 공부, 학, 반, 선생, 학생, 시험, 친구, 다니다, 어, 수업, 교수, 학년, 배우다, 

듣다, 학원, 쓰다, 졸업, 수학, 싫다, 읽다, 고등학교, 수능, 쌔다, 책

4 일상
하루, 내일, 일어나다, 잠, 먹다, 밤, 아침, 날, 꿈, 나가다, 깨다, 어제, 쉬다, 보내다, 

새벽, 친구, 놀다, 꾸다, 일 , 늦다, 만나다, 춥다, 술, 기분, 피곤

5 젠더
여자, 남자, 여성, 성, 남성, 쓰다, 오, 한국, 당하다, 결혼, 아이, 차별, 폭력, 싫다, 

페미니즘, 엄마, 맞다, , 딸, 본인, 듣다, 섹스, 낳다, 남편, 이야기

6 성범죄
사건, 피해자, 여성, 성, 경찰, 폭행, 성폭행, 가해자, 당하다, 공론, 살인, 처벌, 범죄, 

신고, 성범죄, 성폭력, 촬 , 연 , 피해, 불법, 이수, 남성, 기사, 여자, 부탁

7 외모/패션
입다, 옷, 스다, 사다, 트다, 추첨, 신상, 경험, 쁘다, 피터, 블다, 공유, 토니, 주문, 

바지, 이벤트, 사이즈, 리, 매, 드리다, 디자인, 가격

8 국가
한국, 일본, 서울, 여행, 선수, 미국, 부산, 국, 세계, 나라, 한국인, 독일, 올림픽, , 

러시아, 지역, 제주, 경기, 랑스, , 도시, 이기다, 축구

9 종교
성, 가능, 세계, 필요, 가장, 능력, 모든, 한국, 높다, 불, 나라, 신, 존재, 요, 다르다, 

시 , 이해, 역사, 종교, 의미, 이야기, 사용, 개인

10 감정 - 느낌
귀엽다, 사랑, 스다, 캐다, 흑, 미치다, 쁘다, 쓰다, 울다, 아악, 야, 웃기다, 잇다, 음, 

이쁘다

11 감정 - 생각
사랑, 당신, 마음, 죽다, 버리다, 행복, 좋아하다, 느끼다, 힘들다, 모든, 세상, 듣다, 감정, 

친구, 만나다, 삶, 기억, 이야기, 순간, 싫다, 믿다, 바라다

12 표정/행동
손, , 머리, 얼굴, 버리다, 잡다, 입, 웃다, 앉다, 울다, , 옷, 입다, 치다, 뒤, 쓰다, 

나가다, 맞다, 아 다, 묻다, 들어가다, 표정

13 우울
죽다, 먹다, 우울, 힘들다, 우울증, 아 다, 약, 엄마, 싫다, 병원, 자해, 자살, 울다, 버리다, 

무섭다, 아빠, 기분, 정신, 제발, 심하다, 괜찮다, 불안, 치료, 상태, 스트 스

14 방탄소년단
드리다, 이벤트, 생일, 방탄, 보내다, 부탁, 감사, 축하, 소년단, 참여, 폼, 입 , 투표, 

아미, 호석, 기념, 선물, 진행, 태형, 팬, 매

15 정치
문, 통령, 국민, 당, 정부, 재인, 한국, 뉴스, 김, 나라, 의원, 정치, 권, 민주당, 일본, 

김경수, 정권, 북한, 표, 박근혜, 국가, 법, 국회, 한민국

16 팬/친구
듣다, 노래, 부르다, 팬, 좋아하다, 친구, 치다, 쓰다, 미치다, 돌, 웃기다, 언니, 새끼, 

시발, 상, 아이, 덕, , 오빠, 올리다, 목소리 

17 돈
쓰다, 돈, 사다, 책, 읽다, , 게임, 폰, 사진, 넣다, 올리다, 벌다, 카드, 버리다, 가능, 

찾다, 사용, 회사, 정리, 다, 추천

18 운세
색, 자리, 머리, 좋아하다, 별, 컬러, 운세, 핑크, 쓰다, 닉네임, 행운, 발, 럭키, 열쇠, 

출처, 염색, 어울리다, 바꾸다, 자, 톤, , 별자리 

19 방송/연기
화, 독자, 신, 배우, 최, 캐다, 드라마, 좋아하다, 왕, 박, 사랑, 장면, 작가, 연기, 쓰다, 

작품

20 음식
먹다, 맛, 밥, 마시다, 맛있다, 사다, 술, 넣다, 음식, 좋아하다, 물, 커피, 고기, 치킨, 

빵, 요리, 녁, 우유, 라면, 맥주, 딸기, 굽다, 이크, , 피자

<표 1> 우울 & 비우울 경향 이용자 트 터 DMR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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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비우울 경향 이용자 우세 토픽 비교 

<그림 6> 우울 경향 이용자 우세 토픽 비교

한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했다. 특정 주제를 구

성하는 주제 단어들은 <표 2>에 나타내었다. 앞

서 수행했던 토픽모델링 실험에 비해, 데이터 

수가 충분하지 않아 불명확한 주제 구성 단어

들도 등장하 으나, 여러 번 시도 후 가장 결과

가 잘 나오는 토픽 20개를 추출하 다.

4.3 우울 경향 이용자 대상 감성 분석

우울 경향을 보이는 이용자들을 상으로 기

간에 따라 감성에도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확인 해보기 하여 감성분석을 실시하 다. 

기간별 감성별 추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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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명 4. 여성/젠더 14. 오(남성) 18. 성범죄 19. 우울증 기타 주제명

주제

단어

여성, 성, 여자, 가능, 

한국, 남성, 모든, 쓰

다, 다르다, 느끼다, 

가장, 존재, 높다, 페

미니즘, 능력, 의미 

…

여자, 남자, 싫다, 새

끼, 시발, 치다, 씨발, 

놈, 친구, 욕, 한국, 당

하다, 남자들, 버리

다, 좆 …

여성, 사건, 피해자, 

성, 폭행, 당하다, 가

해자, 경찰, 미투, 여

자, 이수역, 성폭력, 

범죄, 남성, 처벌, 촬

, 불법, 강간, 남자 

…

죽다, 우울증, 힘들

다, 자살, 아 다, 자

해, 싫다, 병원, 울다, 

버리다, 무섭다, 약, 

불안, 기분, 정신, 치

료, 엄마, 환자, 심하

다, 상담 …

1-음식, 2-학교, 3- (취미), 

5-일상, 6-방송/연 , 7-반려

동물/아이, 8-노이즈(감정), 

9-노이즈(이벤트), 10-기분

/감정, 11-외모, 12-청소, 13-

자연, 15-국가, 16-연기/방

송, 17-트 터, 20-가족

<표 2> 젠더이슈 & 성범죄와 련된 주제와 이를 구성하는 주제 단어 시 

<그림 7> 기간별 우울 경향 이용자 감성분석

값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수집한 데이터를 기

반으로 구축한 사 을 통해 정 단어가 등장

할 때 +1, 부정 단어가 등장할 때 -1 값을 주고 

연산하여 해당 트 터의 감성 값을 결정하게 

되는 특성 상, 상쇄되는 경우(+1과 -1의 연산)

이 많이 발생하여 립의 갯수가 제일 많이 등

장하 다(<그림 7> 참조). 

본 연구에서는 감성 분석 실험 후, 정/부

정의 결과 값을 단순히 수치로 비교하는 것이 

아닌 동시출  단어 분석을 통해 어떤 단어들

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 다. 먼

, before 시기의 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

징으로는 크게 ‘사랑’, ‘행복’, ‘감성’의 단어가 

심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부정 

감성을 지닌 단어 구성들을 살펴보면 ‘여성’, 

‘성’, ‘장애’ 등의 단어가 심을 이루어 구성되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단어들은 정의 

감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단어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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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그룹에서는 ‘평등’, ‘다양’, ‘권리’와 같은 

존 의 의미를 지닌 단어들이 등장하 으나 부

정 그룹에서는 ‘추행’, ‘범죄’, ‘낙태’ 등과 같은 

단어들과 연 되어 등장하 다는 에서 차이

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decision 기

간에서 정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사랑’, ‘마음’

이라는 단어 이외에도 ‘우울증’과 련된 단어

들이 주 그룹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decision 

기간 그룹 자체가 ‘우울’을 심으로 수집하고 

정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

로 보인다. 그러나 연 된 단어들이 ‘감정’, ‘의

지’, ‘행복’ 등의 단어들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우울의 상태를 극복하고 나아지기 한 이야기

들이 포착된 것으로 추측된다. 부정 그룹에서

는 우울증이 ‘자해’, ‘자살, ‘사건’, ‘성’ 등의 단어

들과 연 되어 나타났다. 이는 이 의 before 그

룹과 비교했을 때, 더욱 구체 인 우울증 증상 

- ‘자해’, ‘자살’ 들의 단어들이 두드러졌고, ‘사

건’과 련한 단어들의 경우 단순히 성범죄, 성

폭행과 같이 포 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 

‘연 ’, ‘이수’와 같이 구체 인 범죄 사건에 

해 언 하고 있었다. 이는 해당 시기와 련되

어 페미니즘 논쟁  이수역 사건에 해 언

한 것으로 보여진다. 계속해서 after 기간의 

정 그룹에서는 ‘사랑’이라는 주제가 가장 크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행복’, ‘친구’에 한 

내용도 련 단어들과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지

만, 이  다른 기간들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  

덜 다양한 주제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 로 after 기간의 부정 그룹에서는 이

 기간의 그룹들과 유사한 주제들 - ‘우울증’, 

‘여자/남자’, ‘성’, ‘사건’ 등이 등장하 지만 훨

씬 다양한 단어들까지 포함하여 등장하 다. 

구체 인 사건과 련된 키워드 - ‘이수’, ‘연 ’

를 포함하여 ‘경찰’, ‘색출’ 등과 같이 그 후속 

사건 처리와 련된 내용까지 활발하게 이야기

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 

지 까지 살펴본 우울 경향 이용자들의 기간

별 감성분석 결과는 다음 <표 3>에 요약하여 나

타내었다.

5. 결 론

5.1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트 터 데이터를 상으로 우울 

경향을 나타내는 표 을 통해 이용자들의 성향 

Before 기간 Decision 기간 After 기간

정 

군집핵심 단어

‘사랑’, ‘행복’, ‘감사’, ‘성’, ‘여성’, ‘이

벤트’, ‘추첨’
‘사랑’, ‘마음’, ‘우울증’, ‘추첨’ ‘사랑’, ‘행복’, ‘친구’, ‘게이’, ‘이벤트’

부정 
군집핵심 단어

‘여자’, ‘남자’, ‘여성’, ‘성’, ‘장애’, ‘우
울증’

‘우울증’, ‘우울’, ‘자해’, ‘자살’, ‘성’, 
‘여성’, ‘연 ’, ‘이수’

‘우울증’, ‘성’, ‘사건’, ‘여자’, ‘남자’, 
‘여성’, ‘우울’, ‘강간’, ‘ 결’

특징
정/부정에서 형성된 군집 핵심 

단어를 심으로 다양한 범 에 해
당하는 내용 언

기간 설정을 해 쿼리로 포함시킨 
‘우울증’과 련된 내용 뿐 아니라, 

성범죄 련 구체  사건(‘연 ’, 
‘이수역’)에 한 언

‘우울증’, ‘여성’, ‘성범죄’와 련하
여 추상 인 내용이 아닌, 구체 인 

사건과 후속처리(‘경찰’, ‘ 결’)와 
련된 반 인 내용에 해 언

<표 3> 우울 경향 기간별 감성 분석에 따른 동시출 단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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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주제를 악해보고자 하 다. 단순히 

우울 경향 이용자와 우울 경향을 보이지 않는 

이용자와의 차이 을 보이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울 경향 이용자 에서도 구간을 나

어 우울 경향의 기간별 특성에 해서도 살

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해 트 터에서 우울 경향의 

이용자들의 데이터와 우울 경향을 보이지 않은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동시출  단어

와 토픽모델링, 감성 분석을 통해 그들의 성향

이나 심 주제에 한 차이 을 보았다. 연구 

결과로 먼  우울 경향 이용자와 비우울 경향 

이용자가 트 터 상에서 공유하고 심을 가지

는 이야기의 주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토픽모델링과 동시출  단어분석을 통한 주제 

단어들을 살펴보면, 보다 일상 이고 다양한 성

격의 주제 어휘들을 많이 사용하는 비우울 경향 

이용자들에 비해 우울 경향 이용자들은 ‘여성’ 

 ‘성범죄’등 여성 인권, 사회 이슈, 인간 계와 

련된 단어, 그리고 우울증 증상인 ‘자살’, ‘자

해’ 등 성격이 뚜렷한 주제 단어들이 많이 보이

는 것을 포착하 다. 한 우울 경향 이용자들

의 시기에 따른 세부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시기의 변화에 따라서도 트 터에서 나 는 담

론의 내용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시기에 상 없이 공통 으로는 우

울증과 련하여 사람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

는 상황에 한 내용이나 우울증 증상, 그리고 

우울증과 련된 주변 환경을 의미하는 단어들

이 등장하 다. 세부 으로 before 그룹에서는 

비교  ‘약’, ‘병원’, ‘의사’와 같이 우울증 질환에 

해 병원 진단과 치료 과정에 한 주제가 보

고, decision 그룹에서는 우울증을 겪으며 도

움이 될 수 있는 ‘반려동물’이나 ‘서 ’과 같이 

의지하고 로받을 수 있는 존재에 한 언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after 그룹에서는 

‘담배’나 ‘술’과 같이 정신 , 감정 으로 힘들 

때 의존하게 되는 상들이 등장하 으며 ‘죽음’

과 같이 극단 인 어휘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감성분석의 결과 우울 경향의 이용자들

이 보이는 감성 표 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정/부정의 값을 형성하는 단어들이 유사한 

성격의 단어들 심으로 형성되더라도, 기간이 

before에서 after 시기로 갈수록 더 넓은 주제 

범 의 이야기를 나 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에 해서 

소셜미디어  트 터를 통해 기존에 주로 

어로만 수집되고 수행되었던 연구와는 달리, 

한 로 된 많은 양의 트 터 데이터를 수집하

고 분석을 시도하 고 우울 경향을 보이는 이

용자와 그 지 않은 이용자 간 트 터에서 보

이는 성향  심 주제의 차이뿐 아니라 우울 

경향의 시기별로도 특성을 보고자 한 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데이터 수집  구분 기 에 해 수동

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편향된 내용

이 발생하 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 비교에 

있어서 객 성이나 분석 내용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짧은 

길이의 트 터 텍스트 데이터 분석에 더욱 

합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용하고, 우울증 

이용자에 한 기 이나 분석 내용의 근거에 

있어 여러 번의 반복  통계  검증을 통한 검

토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연구가 이루어진

다면 더욱 유의미한 결과 발견의 향상을 기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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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우울 경향 이용자 대상 감성분석 사전 리스트

정 단어 목록 부정 단어 목록

사  

구성 

단어

행복, 사랑, 노력, 감사, 쁘다, 귀엽다, 좋아하다, 원하

다, 쉽다, 놀다, 편하다, 도와주다, 도움, 용기, 웃다, 자유, 

희망, 의지, 친하다, 착하다, 성공, 지키다, 고맙다, 맛있

다, 응원, 안정, 나아지다, 인정, 로, 웃기다, 이쁘다, 

진심, 괜찮다, 다행, 재 다, 즐겁다, 좋아, 낫다, 기쁘다, 

이기다, 소 , 애정, 멋지다, 새롭다, 승리, 박, 존 , 

따뜻, 단, 이루다, 강하다, 최고, 견디다, 꾸 , 배려, 

공감, 아름답다, 선물, 즐기다, 보상, 힘내다, 즐겁다, 

배려심, 순진, 잘생기다, 뿌듯, 상냥, 장 , 귀여움, 흐뭇, 

짱, 깨끗, 편하다, 친 , 편안, 나이스, 도움, 호의, 근사, 

완벽, 축하, 어울리다, 추천, 존맛탱, 강추, 달콤, 멋지다, 

경이, 상냥, 당당, 기 , 의, 깨닫다, 웃음소리, 존경, 

감동, 환 , 흥미, 신선, 해맑다, 흡족, 편안, 만족, 재미, 

즐거움, 부드럽다, 교훈, 다정, 감동, 맑다, 센스, 헤아리

다, 섬세, 지지, 풍요, 안정, 깔끔, 천국, 행운, 특별, 가치, 

아끼다, 기쁨, 빛나다, 승승장구, 극진, 미소, 반갑다, 

웃음, 순수, 최선, 편하다, 감사, 용기, 들뜨다, 상쾌, 자유, 

축하, 축복, 포근, 인연, 사귀다, 응원, 큐트, 성취감, 해내

다, 자랑, 친 , 다독이다, 평온, 이해하다, 낫다, 인정, 

실력, 합리, 신뢰, 양보, 천재, 꽃피우다, 성취, 굿, 인기, 

박, 매력, 뻐죽겟, 청량, 스윗, 칭찬, 자신감, 용감, 

순박, 향력, 합격, 놀다, 졸귀탱, 애교, 미모, 상큼, 신비, 

훌륭, 선호, 살아남다, 옳다, 해맑다, 기여움, 미인, 반갑

다, 모양처, , 싱그럽다, 안심, 벅차다, 열심히, 

당당, 정의, 단정, 반듯, 해피엔딩, 명, 따스함

가해, 경악, 억압, 다투다, 상처, 한남충, 강간, 단, 털리

다, 포주, 색출, 수사, 하다, 낙태, 죄, 헌, 좆국, 그만두

다, 실패, 사찰, 심각, 침해, 분노, 의심, 변질, 총공, 털다, 

좆같다, 폐지, 미상, 좆같다, 박탈, 막무가내, 유린, 규탄, 

취조, 다, 벌, 벌주다, 불편, 안, 망하다, 독하다, 죽다, 

오류, 냄져, 놀리다, 시 , 오 , 오, 얼룩지다, 죄, 

탄핵, 속상하다, 묻히다, 방 , 핑계, 각성, 탈코, 아가리, 

편 , 폭력, 여 , 불법, 쟁, 국뽕, 하소연, 물어뜯다, 

페미, 싫다, 악마, 반성, 꼴, 성희롱, 지껄이다, 폐지, 개씹

꼰, 고소, 따 , 질함, 역겹다, 차별, 반말, 조롱, 당하다, 

자보, 더럽다, 덧 우다, 소름, 갈등, 치다, 메갈년, 

간음, 강제, 추행, 항소심, 유죄, 감옥, 음란물, 의, 조사, 

편견, 단 , 성폭력, 모욕, 박, 감 , 죽다, 거부, 워마, 

악행, 딸년, 싸가지, 기, 처하다, 공격, 비겁, 치졸, 숨기

다, 빡치, 공범, 힐난, 돼지, 들다, 무시무시, 몰카, 빻다, 

피살, 가해자, 세뇌, 피, 맘충, 징역, 죽이다, 사망, 징역, 

범죄, 오열, 욕, 들끓다, 음란, 욕구, 거르다, 싸지르다, 

놈, 무섭다, 패다, 빌미, 강제, 스쿨미투, 엽기, 의심, 흐리

다, 새끼, 실망, 물의, 죄송, 멍자국, 한녀, 왕따, 지우다, 

징계, 사과문, 내쫓다, 울다, 피해, 선동, 몸싸움, 트페미, 

몹쓸, 폭행, 진압, 망하다, 뜯기다, 못되다, 충격, 추악, 

질투, 망하다, 망신, 충돌, 무섭다, 비난, 과하다, 짜증, 

멍청, 비 , 도촬, 욕, 걱정, 지 지 , 잘못, 욕하다, 드럽

다, 잘못, 허구, 기만, 비속어, 어이없다, 추락, 사망, 죄, 

격분, 시달리다, 압박, 멍청, 자살, 씹새끼, 노 , 살인, 

, 유포, 추행, 문란, 폭행, 편 , 후려치다, 범행, 황당, 

비하, 망신, 험, 짜증, 타격, 모욕, 조롱, 씨발, 새끼, 

시발, 끔 , 훔치다, 빻다, 나쁘다, 환멸, 싸우다, 극 하

다, 속이다, 모순, 망하다, 한남, 한심, 메갈, 개빡, 면, 

서운, 서러움, 은폐, 고통, 깝깝, 아 다, 슬 다, 곪다, 

지옥, 분노, 실패, 좆, 잔혹, 울 , 불안, 울다, 멍청이, 

싫어하다, 심하다, 힘들다, 복잡, 슬픔, 답답, 역겹다, 

일베들, 워마드, 끔 , 불안, 스트 스, 혼란, 걱정, 못나

다, 지치다, 별로, 불행, 샹, 사악, 갉아먹다, 외로움, 최악, 

해악, 치욕, 무례, 수치, 쪽팔리다, 멸망, 지랄, 지겹다, 

두렵다, 하찮다, 악몽, 아픔, 때려치다, 앓다, 엉엉, 미친

년, 구린내, 좃, 좆, 환멸, 창피, 불안증, 창녀, 탐욕, 안타까

움, 외롭다, 고독, 착취, 자해, 죽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