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204 - 

1. 서론 
사람들은 대화하거나 글을 읽을 때 긴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강연 도중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뽀로롭니다”란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예상하지 못 했던 말을 들었

을 때 또는 다음에 할 말이 궁금할 때 긴장이 고조된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뽀로로인 이유”가“노는 게 제
일 좋다는 노래 부르면서 돈 받을 수 있어서”라는 유머

나 농담을 들었을 때, 또는 궁금했던 것을 알게 됐을 때 

긴장이 풀린다. 이러한 긴장(tension)은 인간의 의사소

통과 인식, 행동양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컴퓨

터가 긴장을 인식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인

간의 언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자

연언어처리의 난해한 문제로 알려진 풍자(sarcasm)와 유

머(humor)의 자동 인식 문제에 대해 긴장과 이완 관점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긴장이라는 개념은 사람과 사

람 사이의 긴장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적이 있으며 이에 

관련한 자동 예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 2]. 

또한 화용론적 연구에서 두 대화 참여자 사이의 긴장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가 부조화(incongruity)라는 개념에 

대한 연구와 병행되어 진행되어 왔다 [3, 4]. 

본 연구는 이런 넓은 범위의 긴장 개념 중 한 방향으

로 진행되는 대화(예를 들어 강연)내에서 화자(예를 들

어 강연자)의 말에 의한 독자의 긴장을 연구 주제로 한

다. 한 방향성 대화에서의 긴장도 정량화는 화용론적 관

점에서 주로 연구되어 온 긴장도 개념을 일반 문서에 적

                                          
1 앞으로 본 논문에서 “긴장도”라는 단어는 별도의 설명이 

있지 않는 한 화자의 말에 의한 청중의 긴장도를 의미한다. 

용시키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며, 중요한 연구

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화자의 말에 대한 청중의 긴장(혹은 저자의 글

에 대한 독자의 긴장)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것은 세 가

지 측면에서 어렵다. 첫째 긴장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국어사전에서는 긴장을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림”, “정세나 분위기가 평온하지 않은 

상태”로 정의한다. 하지만 사전의 정의에 따를 때, 동

일한 문장에 대해서도 긴장에 대한 판단이 사람마다 달

라질 수 있다. 둘째 긴장에 대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 문화적 지식과 같은 외부 지식이 있어야 한다. 위

의 예시에서“목표”와 “뽀로로”란 단어 사이의 관계

가 일반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두 문

장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이완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자연언어처리 기법을 활용해 화자의 

말에 의한 청중의 긴장도를 정량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

록 하는 기준 말뭉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있어 본 논문은 긴장도의 개념을 기존의 자연언

어처리에서 활용되어 온 감정(sentiment)개념과 의도

(intention)개념을 연결하여 보다 계산적으로 정의하였

다. 정의한 긴장도1를 바탕으로 강연 프로그램인 “세상

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한글 자막을 이용하여 3,032문

장에 대해 주석하였고 문장-긴장도에 대한 새로운 말뭉

치를 구축하였다. 긴장도가 주석된 말뭉치를 바탕으로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s 모델을 사용하여 긴장

도를 분류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긴장도가 문맥의 유무에 따른 감정

 

강연의 자막을 이용한 긴장도 자동 분류 

윤승원O, 양원석, 박종철 

한국과학기술원 

{swyoon, derrick0511, park}@nlp.kaist.ac.kr 

Automatic Tension Classification from Lecture Show Transcripts 

Seungwon Yoon, Wonsuk Yang, Jong C. Park 

KAIST, School of Computing 

 

요 약 

긴장이라는 측면은 의사소통을 하거나 글을 읽을 때 사람에게 항상 영향을 주고 있다. 긴장의 개념은 자

연언어처리 분야에서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는데, 본 논문은 이런 개념 중 강연과 같은 한 방향 대

화에서 화자의 말에 대하여 청중이 가지는 긴장도에 집중하여 이를 정량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한 명의 

저자에 의해 서술된 문서에 긴장도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한 방향 대화에서의 긴장도를 정량화하는 본 

연구는 긴장도 개념을 일반 문서에 적용할 때에 보다 용이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화자의 말에 대한 청중의 긴장도가 주석되어 있는 새로운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또한 문맥을 고려하

여 긴장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과 이에 따른 긴장도 분류 성능에 대한 실험 결과를 통하여 자동 긴장도 

분류가 계산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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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ment)의 변화와 화자의 의도(intention)를 통해 

정의되고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2. 관련 연구 
화용론적 관점에서 긴장은 부조화가 발생할 때 함께 

나타나는 인지적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다 [3, 4]. 또한 

긴장은 공손함(politeness)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연구되

어 왔는데 [5]에서는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보고하는 메

일을 통해 공손함을 유지할 때 발생하는 긴장의 구조를 

제안했으며, [6]에서는 청자대우법 체계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의 지위, 격식과 사용하는 종결 표현에 따라 달라지

는 화자의 긴장도를 분석하였다. 집단의 의사 결정을 보

조하기 위해 그룹의 상태를 정량화하는 연구에서는 화자

의 상호 의도(intention)와 긴장도를 고려하여 담화를 

분석하였다 [7]. 

자연언어처리 기법을 통한 자동 예측 관점에서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 상호 메시지 분석을 통한 사용자 간의 

긴장 개념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연구가 있었으며[1, 2], 

개개인 사용자가 접촉하는 다른 사용자들의 사회적 긴장

도를 모니터링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 [8].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안점으로 삼는 한 방향 

대화에서 화자의 말에 의해 야기되는 청중의 긴장도를 

정량화하는 연구 및 관련된 말뭉치를 구축하는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적이 없다. 
긴장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정에 대한 인식 연구는 

1974년 Ekman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6가

지 기본 감정으로 분노, 혐오, 공포, 행복, 슬픔, 놀람

을 인식하는 연구를 진행했고, 그의 연구는 충분한 특징

이 주어졌을 때 감정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

다는 것을 보였다[9]. 최근 감정 인식 연구자들은 딥러

닝 기반 감정 인식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0].  

 

 3. 말뭉치 구축 
한국어에서 긴장도에 대해 주석된 말뭉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긴장도 말뭉치를 직접 주석하여 생성

하였다. 말뭉치의 문장은 강연 프로그램인 “세상을 바

꾸는 시간 15분”의 한글 자막을 유튜브(youtube.com)에

서 받아 구성하였는데, 대중 강연의 특성상 긴장을 고조

시키는 문장의 비중이 높다는 점과 말뭉치를 구축할 때 

긴장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리와 같은 비언어적 

특징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연

의 자막을 선택하였다. 

 

3.1 긴장의 구조 
문장에 대해 긴장도를 주석할 때 긴장에 대한 기준을 

사전적 정의에 따라“팽팽한 상태”라고 하거나 상대방

이 한 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들었을 때, 또는 다음에 할 말이 궁금할 때라고 한

다면 사람마다 가진 경험, 시각에 따라 문장에 대한 긴

장도 평가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팀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문장이 가지는 

성질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움”, “예상하지 못한 말”

에 주목하여 긴장도를 보다 보편적인 방식으로 정의하고

자 하였고, 긴장도가 높은 문장의 경우 해당 문장만 보

고 판단한 문장상 의도와 주변 문맥을 고려하고 내린 해

 

표 1 의도 분류 가이드 라인과 예시 문장 

 

의도 분류 가이드라인 예시 

감정적 

의도 

부정 
화자가 화내거나 어떤 대상을 비판, 비난, 비꼬는 

견해나 태도를 가지고 말함 

그래서 사실 저 보고서의 수준을 믿질 못하겠
던거죠. 

중립 
화자의 뚜렷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말,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말. 
저는 올해 쉰 하나에요. 

긍정 
화자가 기뻐하거나 유머, 농담을 하거나 어떤 대상을 

칭찬함, 호의적인 시각으로 말함. 

그러니까 나는 작년에 뉴욕 가서 3개월 있는데 
너무 좋아 죽는 줄 알았어요. 

논리적 

의도 

호응  

유도 

청중의 호응을 높이기 위해,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말 또는 질문. 
나 보고 싶었어요? 

의견 
강연자의 주장, 판단, 견해, 가정, 결론. 사실이  

아닐 수 있음. 

세상에 소용없고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
다. 

인용 
강연자의 의견을 청중에게 설득하기 위해 전문가, 

유명인, 그룹의 말을 인용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할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과 

바꾸겠대요. 

일화 
강연자의 의견을 청중에게 설득하기 위해 개인적인 

경험, 사건, 구체적인 예시를 말함 

이게 올해 초의 저희 회사 직원들을 데리고 전
부 워크샵을 간 건데요. 

사실 
강연자의 의견을 청중에게 설득하기 위해 통계자료, 

연구,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을 언급함 
구글에서 2011년 직원 6천명을 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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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문장의 의도에 대한 판단이 불일치하는 구조를 가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예시와 같이 강연자

의“미쳤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해주세요 내가 진짜 미

쳤다! 진짜”라는 말을 보면 문장의 의도는 부정적인 관

점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뒤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즉 문맥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해당 문장은 

청중을 웃기려는 긍정적인 의도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미쳤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해주세요 내가 진짜 미쳤  
다! 진짜 
우리 군대도 갔다 왔잖아요 3년도 버텼는데 5초를 못
버팁니까 
 
 관찰한 긴장의 구조인 문맥을 고려 여부에 따른 의도

의 변화로 긴장을 정의하기 위해 먼저 의도의 범주를 정

하였는데, 의도를 세분화하여 3가지 감정적 의도(긍정, 

중립, 부정)와 5가지 논리적 의도(호응 유도, 의견, 인

용, 일화, 사실)로 정하고 표 1과 같이 의도 분류 가이

드라인을 설정하였다. 호응 유도의 경우 강연의 특성상 

자주 등장하여 논리적 의도 범주에 추가하였다.  

 

3.2 의도 주석  
5명의 주석자(annotator)들이 주석에 참여했고 주석자

간 일치도(inter-annotator agreement)를 평가하기 위해 

각 문장에 대해 반드시 2명이 표 1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주석을 하도록 했다. 표 2의 예시와 같이 문맥을 고려하

지 않았을 때 의도를 주석하기 위해 강의의 자막에서 문

장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3가지 감정과  5가지 의도를 분

류했다. 문맥을 고려했을 때 의도를 주석하기 위해 강의

의 자막을 순서대로 보면서 감정과 의도를 분류하도록 

했다. 비언어적 표현이 의도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

록 하기 위해 강연 영상을 보거나 소리를 듣지 않고 텍

스트만 읽도록 하였다. 결과 총 14편의 강의에 대한 한

글 자막 3,032개에 대해 주석하였다. 주석 과정에서 동

일한 문장에 대해 주석자 간의 분류에 차이가 생기면 주

석자 중 연구팀의 저자가 직접 주석한 것을 정답으로 하

였다. 

주석 결과 표 3과 같은 분류 분포를 얻었다. 감정적 

의도의 경우 대부분의 문장이 중립으로 주석되었고 논리

적 의도의 경우 호응 유도, 의견, 일화가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문맥 고려 여부에 따라 논리적 의도의 분포는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감정적 의도 범주에서 부정, 중립, 

긍정의 비율이 소폭 변하였다.  

 주석자간 일치도를 평가하기 위해 κ (Conhen’s 

kappa coefficient)값을 사용했는데 식 1에서 는 2명의

주석자 간 일치 확률, 는 우연히 두 주석자에 의하여 

일치된 평가를 받을 비율을 의미한다. 문맥 고려 여부와 

의도 범주에 따른 일치도 κ 를 표 4에 나타냈다.  

 

 = −1 −  (1)

 

표 4에서 감정적 의도가 논리적 의도보다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감정적 의도의 경우 범주가 3가지이고 

논리적 의도의 범주는 5가지로 범주의 개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감정적 의도, 논리적 의도 모두 문맥

을 고려했을 때 일치도가 상승했다. 일치도가 0.61 일 

때 주석에 대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표 4 주석 결과의 일치도 κ 

 

의도 분류 
문맥을 고려 하지 

않았을 때 

문맥을 고려 했

을 때 
전체

감정적 의도 0.62 0.68 0.63

논리적 의도 0.58 0.66 0.61

전체 0.58 0.66 0.61

 

3.3 긴장도의 분류 
주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적 의도와 논리적 의도의 

조합, 문맥 여부에 따른 의도의 변화에 따라 긴장도를 

평가하였다. 이 때 “이 문장이 긴장을 고조시키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건에 

따른 상대적인 긴장도를 비교하고자 하였고 3 명의 

표 2 문맥 고려 여부에 따른 의도 주석 예시 

 
분류 발화 주석자1 주석자2 

문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저 친구는 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 의견> <부정, 의견> 

문맥을 고려할 때 

두번째, 주커버그 한번 가볼까요? 
저 친구는 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라틴 고전을 원전으로 읽는 게 취미였대요. 
<긍정, 일화> <긍정, 의견> 

 

표 3 주석 결과 각 범주의 비율 

의도 분류 
문맥을 고려 하지 

않았을 때 

문맥을 고려 했을 

때 

부정 13.68 11.78 

중립 77.02 74.06 

긍정 9.3 14.16 

호응 유도 21.77 22.84 

의견 54.99 52.64 

인용 2.37 2.1 

일화 17 18.38 

사실 3.86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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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표 5에 있는 17가지 조건과 예시를 보여주고 

설문을 통해 긴장도의 상대적인 순위를 매기게 했다. 

부정→중립으로 표시된 조건은 문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감정 의도가 부정이었으나 문맥을 고려하면 감정 

의도가 중립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부정, 호응 

유도>로 표시된 조건은 문맥을 고려했을 때 문장이 

가지는 감정 의도가 부정이고 논리 의도가 호응 유도인 

것을 의미한다.  

설문의 결과로 표 5 와 같이 합의된 긴장도의 순위를 

얻었고, 순위에 따라 크게 3 가지 긴장도(상, 중, 하)로 

분류하였다. 3.1 에서 관찰한 긴장의 구조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부정→중립, 부정→긍정 조건 외에도 감정 

의도가 부정인 조건의 경우 <부정, 사실>을 제외하고 

긴장도가   상으로 분류 되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의도를 가진 말일수록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상하지 못한 말인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긴장도의 분류가 감정 의도의 분류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긴장도가 감정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긴장의 구조인“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포착하기 위해 문맥에 따른 감정의 변화를 

고려하고 <부정, 사실>과 같이 의도에 따라 부정 감정 

임에도 긴장도가 하로 분류되는 조건이 있는 것을 볼 때 

긴장도가 기존에 연구되던 감정 분류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의도 조건에 따른 긴장도의 분류 

 

순위 조건 예시 
분

류 

1 부정→중립 
어차피 불가능한 거니까요 
/ 백 번 양보해서라도 내가 

못 생겼다면 

긴

장

도 

상 

2 부정→긍정 

저 친구는 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모른다" / 이런 
이중적인 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3 
<부정, 호응 

유도> 

여러분이 기업 오너인데 
누가 저런 보고서를 갖고 

왔다 

4 <부정, 의견> 
그런 직함으로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5 <부정, 일화> 
거의 생을 마감하는 듯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6 <부정, 인용> 
"너는 절대 안 돼 그렇게 

안 될거야" 

7 
<긍정, 호응 

유도>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뽀로롭니다 
긴

장

도 

중 
8 <긍정, 인용> 

"제가 형님한테 명예를 
찾아드릴 테니까 저한테 

가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9 <중립, 인용>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할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과 
바꾸겠대요 

10 <긍정, 일화>

피아노 학원 가서 피아노 
문 부수고 말타기하다가 다 
넘어뜨리고 이러는 바람에 

쫓겨나고 

11 
<중립, 호응 

유도>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게임 많이 하실텐데요 

긴

장

도 

하 

12 <중립, 의견>
자신의 삶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13 <중립, 일화>
학원을 갔다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예고를 

가야겠대요 

14 <중립, 사실>
구글에서 2011 년 직원 
6 천명을 뽑습니다. 

15 <긍정, 의견>
자기가 주인이 되는 시간이 

돼서 그렇습니다 

16 <긍정, 사실>
사실 저희 서비스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가 
'꿀알바'로 돼있습니다 

17 <부정, 사실>

모차르트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평생 자기를 

괴롭히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4. 긴장도 분류 모델 및 실험 
 

4.1 모델  
긴장도를 분류하는데 있어 문맥을 고려한 의도를 파악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동일한 단어라고 해도 어떤 

문장에서 사용 했는지에 따라 문맥적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표 5의 <긍정, 일화> 조건의 예시에

서는“쫓겨나고”라는 부정적인 뜻의 단어가 사용됐지만 

해당 문장은 앞 뒤 맥락 상 농담이라는 긍정 의도를 표

현하고 있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

은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는 단어와 문장을 계

층적으로 인코딩하며 각 계층에서 어텐션(Attention)을 

통해 주변 맥락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문서를 분류할 수 

있는 모델[12]로서 긴장도를 분류하는데 적합하다고 판

단하여 활용하였다. 

 단어 인코더(word encoder)는 식 2와 같이 단어 를 

임베딩 행렬 과 곱해 임베딩 한 후, 양 방향에서 단어

를 읽는 bidirectional GRU를 이용해 단어의 특징	 ℎ =[ℎ , 	 ℎ ]을 추출하여 단어 어텐션 계층으로 넘긴다.  

 = , ∈ [1, ] ℎ = , ∈ [1, ] ℎ = ,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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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어텐션 계층에서는 식 3과 같이 tanh 활성 함수를 

통과한 단어의 특징 에 대해 단어 별로 해당 문장의 

의도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결정하는 단어 

별 가중치 를 곱해 합한 값으로 문장 표현 벡터 를 

만든다.  = tanh ℎ  = exp	∑ exp	  = ℎ  

(3)

문장 인코더와 문장 어텐션 계층에서도 같은 과정으로 

문장의 특징을 추출하고 중요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

고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softmax)를 통해 특정 분류에 

속할 확률을 표현한다. 

 

4.2 실험 설정 
실험을 위해 구축한 문장-긴장도 말뭉치의 3,032개의 

문장을 사용하였고 표 6과 같이 훈련(Train), 개발(Dev), 

검증(Test) 데이터 셋을 구성하였다. 이 때 맥락을 고려

할 수 있게 문장의 강연의 흐름 상 앞, 뒤에서 사용된 

한  문장 씩을 추가하여 입력을 구성하였다.  

입력: <i-1번째 문장, i번째 문장, i+1번째 문장> 
출력: i번째 문장의 긴장도 

 

입력 문장은 어간 추출(stemming)과 POS 태깅을 거친 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강연”의 한글 자막 21,052

개를 window size 5로 훈련한 skip-gram모델의 word2vec

를 통해 200차원의 벡터로 임베딩(embedding) 하였다.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

기 위해 바이 그램(Bigram)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모델에 대한 실험도 함께 진행하였다.  

 

표 6 각 데이터 셋의 문장 수 

 
분류 긴장도 상 긴장도 중 긴장도 하 합계 

Train 335 218 2,024 2,577

Dev 30 19 175 224 

Test 34 17 180 231 

 

4.3 실험 결과 
 표 7은 검증 데이터 셋에 대한 두 모델의 긴장도 분

류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HAN) 모델이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모델과 비교하여 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었다. 긴장도 

상과 중의 경우 F1-score가 긴장도 하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긴장도 하 범주의 데이터 비율이 전체 

데이터의 약 78% 를 차지하는 클래스 불균형(class 

imbalance)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림 2는 

검증 데이터 셋에 대한 HAN 모델의 Confusion Matrix로 

범주 별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표 8과 표 9는 긴장도 분류와 동일한 입력으로부터 3. 2 

의도 주석 과정에서 주석한 문맥을 고려한 감정과 논리 

의도를 예측했을 때의 성능을 나타낸 표이다. 이 때 데

이터의 의도 별 분포는 표 3과 같다. 감정과 논리 의도 

분류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어온 문제이며, 감정 분류

에 대한 성능이 이에 대한 최근 연구[10]와 상응하는 것, 

또한 긴장도 분류와 감정, 논리 의도 분류의 성능이 HAN 

모델의 F1-score를 기준으로 유사한 것을 볼 때 자동 긴

장도 분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비교적 잘 작동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 방향 대화에서 화자의 말에 대한 청

중의 긴장도를 문맥에 따른 감정(sentiment)의 변화와 

화자의 의도(intention)를 통해 보다 더 계산적으로 

표 7 모델 별 긴장도 분류 성능 

 
모델 긴장도 Precision Recall F1 

Logistic 

Regression 

상 0.33 0.28 0.31 

중 0.17 0.18 0.17 

하 0.81 0.82 0.82 

전체 0.69 0.70 0.69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HAN)

상 0.33 0.44 0.38 

중 0.37 0.41 0.39 

하 0.85 0.79 0.82 

전체 0.74 0.71 0.72 

그림 1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s 분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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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검증 데이터 셋에 대한 HAN 모델의 

Confusion Matrix 

 

표 8 모델 별 감정 의도 분류 성능 

 
모델 감정 의도 Precision Recall F1 

Logistic 

Regression 

부정 0.40 0.33 0.36 

중립 0.76 0.80 0.78 

긍정 0.39 0.35 0.37 

전체 0.65 0.66 0.65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HAN) 

부정 0.42 0.47 0.44 

중립 0.77 0.76 0.77 

긍정 0.39 0.38 0.39 

전체 0.66 0.66 0.66 

 

표 9 모델 별 논리 의도 분류 성능 

 
모델 논리 의도 Precision Recall F1 

Logistic 

Regression 

호응 유도 0.54 0.50 0.52 

의견 0.73 0.67 0.70 

인용 0.20 0.17 0.18 

일화 0.67 0.82 0.73 

사실 0.15 0.25 0.19 

전체 0.63 0.62 0.63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HAN) 

호응 유도 0.68 0.64 0.66 

의견 0.79 0.77 0.78 

인용 0.67 0.33 0.44 

일화 0.65 0.75 0.69 

사실 0.18 0.25 0.21 

전체 0.71 0.70 0.70 

 

정의 하고 문장-긴장도에 대한 새로운 말뭉치를 구축하

였다. 또한 문맥을 보다 잘 고려할 수 있는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 모델을 통해  긴장도를 

분류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연

구되어온  감정, 논리 의도 분류 문제에 대한 성능과 비

교하여 긴장도 분류가 잘 작동함을 보였고 이를 통해 자

동 긴장도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긴장도

를 정의 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과 논리 의도에 대한 주

석의 경우 주관성이 크게 개입되므로 구축한 말뭉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 문장에 대한 주석자의 수와 말뭉치

의 크기를 늘릴 것이다. 또한 긴장의 구조를 관찰하여 

보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긴장도를 정의하고 긴장도 

자동 분류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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