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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차원 공간에서

소설의 지배 정서 분석 및 분류

이 신 영 함 준 석 고 일 주
†

숭실대학교 미디어학과

소설, 블로그, 채팅 메시지, 상품평 등의 텍스트는 전반적인 정서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텍

스트 간의 정서 흐름의 유사도를 비교하면 유사한 정서 흐름을 갖는 텍스트를 분류할 수

있고, 상품 추천이나 의견 수집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에서 정서 단어

를 순차적으로 추출하고 쾌-불쾌, 활성화의 2차원으로 분석하여 텍스트의 정서 흐름을 파악

하였다. 또한 텍스트의 순차적인 흐름을 시간 차원으로 설정하여 텍스트의 전반적인 정서

흐름인 ‘지배 정서(dominant emotion)’를 파악하기 위하여 쾌-불쾌, 활성화, 시간의 3차원 공간

에서 정서 흐름을 탐색하였다. 또한 이 3차원 공간 안에서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여 지배

정서 흐름의 유사도를 계산함으로써 유사한 정서 흐름을 가지는 텍스트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한국 근대 단편 소설들을 분석하여 지배 정서를 분석하였

고 유사한 지배 정서를 가지는 소설들을 분류하였다.

주제어 : 정서 단어, 정서 흐름의 유사도, 정서의 차원 이론, 정서의 계산 모형, 지배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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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계가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고자 진행된 연구들은 주로 기계가 인간의 표정,

몸동작, 위협적인 장면, 음성 등을 인식해서 정서를 분석하고, 다시 기계의 얼굴

표정, 몸동작, 소리, 액정 모니터 등을 통해서 정서를 전달하는 연구들이었다

(Breazeal; 2003, Miwa; 2003, Arkin; 2004). 이들 연구는 주로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데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의 어려움 때문에 정서를 인식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편 인간은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뿐 아니라 일기, 블로그,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 채팅 메시지, 휴대 전화 단문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자신의 정서를

나타내고 의사소통을 한다. 더 나아가서 신문 사설, 소설, 쇼핑몰 상품평, 게시판

댓글 등을 통해서 의견을 표명하면서 정서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텍스트에는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정서 단어를 분석하면 텍스트

가 나타내는 정서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컴퓨터 비전이나 음성 인식으로 정서를 인식하는 것보다

텍스트에 포함된 정서 단어의 추출이 쉽고 구체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정서 단어가

직접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글쓴이의 정서적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는 트위터, 페이스북, 상품평 등의 폭발적인 데이터 증가에 따라 대량의 텍스트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보다 계산량이 적기 때문에

대량의 텍스트를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정서를 가지는 텍

스트를 분류해 낸다면 상품 추천이나 댓글의 의견 파악 등 오피니언 마이닝

(opinion mining)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비교적 긴 분량의 텍스트에는 단일한 정서보다는 여러 정서가 번갈아 가

며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순차적으로 분석하면 텍스트의 정서 흐름을 분석할 수

있으며 유사한 정서 흐름을 가지는 텍스트들을 비교하고 분류할 수 있다. 이것을

소설에 적용한다면 소설의 기승전결에 따른 긴장, 이완, 행복, 슬픔 등 소설이 표

현하는 정서 흐름을 분석할 수 있고, 유사한 정서 흐름을 가지는 소설을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응용하여 독자에게 행복, 슬픔, 공포 등 특정한 정서의 결말을 가지

는 소설을 추천해 줄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행복한 정서 흐름이거나 전반적으로

복잡한 정서 변화를 가지는 소설을 추천해 줄 수 있다. 또한 독자가 원하는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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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말이나 흐름을 가지는 소설을 검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에 포함된 정서 단어를 추출하고 정서의 차원 이

론(dimensional theory of emotion)을 사용하여 정서 단어를 하위 차원으로 분리한 후

정서를 분석하고, 텍스트 간 정서 흐름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유사한 정서 흐름을

가지는 텍스트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을 한국 근대 단편 소설에 적

용하여 소설들의 정서 흐름을 분석하고 유사한 정서 흐름을 가지는 소설을 분류하

는데 적용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기존의 텍스트 기반의 정서 처리

연구 결과와 정서의 차원 이론을 연구한 심리학 분야의 연구 결과를 기술하고 3장

에서는 텍스트에서 정서 단어를 추출하여 정서의 흐름을 분석하고 텍스트의 정서

흐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4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한국 근대

단편 소설들에 적용하여 분석, 비교한 결과를 기술하며 5장에서는 결론 및 논의를

한다.

관련연구

2.1. 텍스트 기반 정서 처리

텍스트를 정서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형태소 분석하여 단어를 추

출하고 그 단어의 정서적 속성을 부여하여 정서적 분류를 한다. 주요한 정서적 속

성으로는 긍정/부정 등의 극성을 사용한다(김정호 등, 2010; 윤애선과 권혁철, 2010;

황재원과 고영중, 2008). 그런데 단어의 극성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어 시소러스가

없기 때문에 SentiWordNet(Esuli & Sebastiani, 2006)과 같은 극성 정보를 제공하는 영

어 시소러스를 사용하여 극성 정보를 얻은 후 영한사전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SentiWordNet에서 제공하는 극성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윤

애선과 권혁철, 2010), 영어 단어의 극성 정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어

와 한국어의 의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극성 정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단어의 극성 정보만을 사용하면 다양한 정서 상태를 단순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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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따라서 극성 뿐 아니라 단어의 정서적 속성을 세분화해야 다양한 정서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연구들에서 사용된 정서를 분류하는 심리학 이론으로는 주로 Plutchik의 정서

팽이(wheel of emotions) 모형을 사용한다(강상우, 박홍민과 서정연, 2010; 윤애선과

권혁철, 2010). 정서 팽이 모형은 정서를 8개의 기본 군으로 분류하고 이것을 4개

의 대립 쌍으로 설정하며 정서의 강도를 설정하는데, 공학적인 응용이 쉽기 때문

에 많이 사용된다.

2.2. 정서 단어의 정서 차원 분석

심리학 분야의 정서 모형으로서 정서 팽이 모형과 함께 정서 단어를 몇 개의

하위 차원으로 분리하여 탐색하는 정서의 차원 이론이 연구되었다. 정서 단어의

차원 탐색에서 첫 번째 차원은 쾌-불쾌 차원, 두 번째 차원은 각성(arousal)이나 활

성화(activation)와 관련한 차원을 연구자들마다 공통으로 발견하였다(김영아 등,

1998; 김진관, 문혜신과 오경자, 1998; 박인조와 민경환, 2005; 유상, 조경자와 한광

희, 2006). 그런데 차원 탐색 연구들에서 두 번째 차원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는데,

Russell(1978)은 정서 단어 차원 탐색의 연구들을 개관한 뒤 쾌-불쾌와 활성화 차원

이 강하게 지지된다고 하였고, Russell과 Barrett(1999)은 각성, 에너지, 긴장(tension),

활동(activity) 등으로 다양하게 분석되는 두 번째 차원이 활성화 차원의 다른 이름

일 뿐이라고 하였다. 즉, 각성 차원과 활성화 차원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정서

단어의 차원 탐색 연구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차원은 쾌-불쾌이고 두 번째로 중요

한 차원은 활성화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박인조와 민경환(2005)은 한국어 정서 단어 목록을 정서의 차원 이론을 사

용하여 작성하였는데, 정서 단어를 원형성, 친숙성, 쾌-불쾌, 활성화의 4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원형성 차원은 단어들이 정서 단어로서 얼마나 적당한지를 평가한 것

이고, 친숙성 차원은 단어들이 얼마나 친숙하게 느껴지는지를 평가한 것이다. 쾌-

불쾌 차원은 쾌, 불쾌 정서 경험에 대해 단어들이 쾌, 불쾌 정도를 얼마나 잘 함축

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고, 활성화 차원은 단어들의 활성화 경험에 대해 평가

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상규(1998)의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의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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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어휘 빈도’ 자료집을 기초로 하여 최근 10년 동안에 출판된 신문, 잡지, 소

설, 수필, 취미, 교양, 수기, 전기, 국어 교과서, 희곡, 시나리오 등을 대상으로 최종

적으로 434개의 정서 단어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서 단어 목록의 쾌-

불쾌 평정은 학부생 123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쾌 감정 경험과 불쾌 감정

경험에 대한 상황적인 예를 설명하고 단어들이 그러한 정도를 얼마나 잘 함축하고

있는지를 ‘매우 불쾌(1)’에서 ‘매우 쾌(7)’까지 7점 척도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또한

활성화 평정은 다른 학부생 집단 123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활성화 경험과

비활성화 경험에 대한 상황적인 예를 설명하고 단어들이 그러한 정도를 얼마나 잘

함축하고 있는지를 ‘매우 비활성화(1)’에서 ‘매우 활성화(7)’까지 7점 척도에서 평정

하게 하였다.

Russell과 Barrett(1999)의 정서 원형 모형에서 정서의 쾌-불쾌, 활성화 차원만 다루

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정서 단어의 차원 선정에 있어서 박인조와 민경환

(2005)의 연구의 결과인 한국어 정서 단어 목록에서 쾌-불쾌와 활성화 차원만 사용

하여 총 434개의 정서 단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표 1). 박인조와 민경환

(2005)의 정서 단어 목록의 각 차원 값은 1에서 7점 사이의 값으로부터 +1에서 -1

사이의 연속된 값으로 정규화하였는데, 이것은 향후의 정서 흐름의 유사도 계산의

편이를 위해서이다.

정서 단어 쾌-불쾌 값 활성화 값

가뜬하다 0.17 -0.07

가련하다 -0.30 -0.28

가소롭다 -0.51 -0.03

...... ...... ......

<표 1> 정서 단어 데이터베이스의 예

2.3. 정서 원형 모형

정서의 차원 이론을 이용하여 Russell은 몇 가지의 기본 정서를 다차원 척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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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서 원형 모형. Russell과 Barrett(1999)에서 인용

(multi-dimensional scaling)을 통해 하위 차원인 쾌-불쾌, 활성화의 2차원으로 분석한

모형인 정서 원형 모형(circumplex model of affect)을 제안하였다(Russell, 1978; Russell

& Barrett, 1999).

(그림 1)의 가로 차원은 쾌, 불쾌의 정도를 나타내고 세로 차원은 고활성화와 저

활성화의 정도를 나타낸다. 특정 정서 상태는 두 차원 상에서 각각 어떤 값을 갖

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원 내부에 표기되어 있는 정서 단어들은 핵심 정서로, 정서

원형 모형 상에서 정서 상태를 언어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다. 원의 경계선

에 표기되어 있는 정서 단어들은 기본 정서가 정서 원형 모형 상에서 어디에 위치

하는지를 나타낸다. 기본 정서는 정서 원형 모형 상에서 불쾌, 고활성화에 집중되

어 있는데, 이것은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포식자로부터 위험 회피를 위해서

쾌 정서보다 불쾌 정서가 더 필요했고 비교적 높은 활성화 상태의 정서를 요구하

기 때문이다(Johnson-Laird & Oatley, 1989; Shaver et al., 1987). 또한 본 논문의 정서

단어 데이터베이스로 사용되는 박인조와 민경환(2005)의 연구에서도 불쾌, 고활성

화 차원에 위치한 정서 단어가 다른 차원에 위치한 정서 단어보다 발생 빈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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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정서 원형 모형은 쾌-불쾌, 활성화 차원의 값과 특정 정서 단어가 대응된다는

점에서 정서 단어를 2차원으로 분리하여 정서 원형 모형에 표현할 수 있고, 다시

각 차원의 값을 알면 특정 정서 단어를 유추할 수 있다.

텍스트의 정서 흐름 비교

3.1. 텍스트의 정서 단어 추출과 지배 정서 비교 과정

문학 작품, 소설, 블로그, 단문 메시지, 채팅 메시지 등 많은 텍스트들은 정서

단어를 포함하고 있고 텍스트의 흐름인 시간적인 순서(sequence)에 따라 정서 흐

름이 변화한다. 이러한 정서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텍스트의 전반적인 정서의 변

화를 분석할 수 있다. 텍스트의 전반적인 정서 흐름에서 일정한 단위 시간 동안

주로 나타나는 정서를 ‘지배 정서(dominant emotion)’라고 정의한다. 지배 정서는

텍스트를 일정 단위 시간으로 나눴을 때 그 구간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정서이

며, 텍스트의 시간 순서에 따른 지배 정서들을 관찰함으로써 정서 흐름을 알 수

있다.

텍스트의 정서 흐름의 유사도 계산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먼저 입력되는 텍스

트가 “신랑 신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일 경우(a), 형태소 분석을 하여 체언

과 용언의 기본형을 추출하면 ‘신랑’, ‘신부’, ‘놀라다’, ‘그’, ‘그르다’, ‘쳐다보다’와

같이 텍스트가 분리된다(b). 그 뒤 정서 단어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정서 단어 데이

터베이스와 매칭하면 ‘놀라다’가 선택된다(c). 정서 단어 ‘놀라다’는 쾌-불쾌, 활성

화의 2차원 상에 위치한다(d). 계속되는 텍스트 데이터의 입력으로 인해 정서 단어

가 계속 매칭되면, 시간 차원을 확장하여 순서대로 나타낼 수 있고 쾌-불쾌, 활성

화, 시간의 3차원 상에 위치하며, 이것은 곧 텍스트의 정서 흐름이 된다(e). 서로

다른 텍스트의 정서 흐름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텍스트를 같은 단위 시간으로

하여야 하며, 시간 차원을 정규화하여 축소한다(f). 같은 방식으로 다른 입력 텍스

트 문서의 정서 흐름을 나타낼 수 있고, 정서 차원 공간상에서 거리를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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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텍스트의 정서 단어 추출을 통한 지배 정서 비교,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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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서의 계산 모델

서로 다른 텍스트 데이터 간에 정서 흐름의 유사도를 계산한다(g). 정서 흐름 분석

을 위해서는 정서 원형 모형에 사상하여 6가지 기본 정서 중에서 가장 유사한 정

서로 변환한다(h). 그 뒤 출력으로 얻은 6가지 기본 정서들을 분석하여 텍스트의

지배 정서와 정서 흐름을 분석한다(i).

3.2. 정서의 계산 모델: 정서 차원 공간과 정서 사상 공간

정서 단어를 쾌-불쾌, 활성화 차원으로 분석했을 때 차원의 값은 ‘행복’, ‘슬픔’

등의 정서 상태가 아니고, 단지 정서 상태 이전의 분리된 차원 값이다. 이러한 정

서를 차원으로 분석하였을 때의 차원 공간을 정서 차원 공간(emotion dimension

space)이라고 정의한다(그림 3).

반면에 쾌-불쾌, 활성화 차원으로 분석된 값은 정서 원형 모형에 사상하여 ‘행

복’, ‘슬픔’ 등의 정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적인 차원에서 정서 상태로 사

상된 공간을 정서 사상 공간(emotion mapping space)이라고 정의한다.

정서 차원 공간은 정서를 내부적으로 표상하여 정서의 내부적인 계산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공간이며, 이 정서 차원 공간이 정서 사상 공간으로 사상된 이후에

서야 특정한 정서를 출력으로 갖는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정서의 계산 모델은 텍스트 입력을 받아 정서 단

어를 쾌-불쾌, 활성화 차원으로 분리하여 표상하고 정서에 관한 비교, 계산 등을

수행한 후, 6가지 기본 정서에 사상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를 출력하는 절차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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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쾌-불쾌, 활성화, 시간 차원의 3차원 정서 차원 공간

친다. 정서 사상 공간의 설명은 이후의 3.5절에서 설명한다.

3.3. 시간 흐름에 따른 정서 차원 공간의 확장

정서 단어 데이터베이스와 매칭되는 단어들은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될 수 있

다. 텍스트의 일정한 문장 양에 대해 매칭된 정서 단어들의 차원 값의 평균은 해

당하는 일정한 문장 양에 주로 작용하는 정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위

시간 동안 주로 작용하는 정서인 지배 정서를 분석하면 전체 텍스트의 정서 흐름

의 변화를 알 수 있다.

텍스트의 분석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지배 정서를 기존의 쾌-불쾌,

활성화의 2차원의 정서 차원 공간에서 시간 차원을 확장해서 3차원 정서 차원 공

간으로 확장할 수 있다(그림 4). 시간 차원을 확장하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정서

의 변화를 알 수 있고, 텍스트의 흐름에 따라 정서 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림 4)의 (a)에서 정서 단어 데이터베이스와 매칭된 각 정서 단어가 쾌-불쾌,

활성화 차원 상에서 점으로 표현되고 매칭된 순서에 따라 시간 차원에 나열되었

다. (b)에서 nttt ...,,, 21 는 n개의 일정한 단위 시간을 나타내고, nsss ...,,, 21 는 n

개의 지배 정서 상태로서 한 단위 시간 평면에서 매칭된 정서 단어의 평균값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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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지배 정서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텍스트의 지배 정서 상태 변화를 알 수

있다.

3.4. 정서 차원 공간의 정서 흐름의 유사도 계산

서로 다른 텍스트 데이터들을 정서 차원 공간 안에서 정서 흐름을 비교함으로

써 텍스트 데이터들의 정서적 유사성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m개의 입력 텍스트 문서 집합이 { }mdddD ...,,, 21= 이고 서로 다른

두 텍스트 문서 { }mjiji ,...,2,1,|, Îdd 의 시간 { }nktk ,...,2,1| = 에서의 지배 정서 상

태가 iks , jks 일 때, 두 지배 정서 상태 사이의 거리 ),d( jkik ss 는 유클리드 거리

를 사용하며 식 1과 같다.

22 )()(),d( jkaikajkpikpjkikjkik ssssssss -+-=-= 식 1

여기서 ji ¹ 이며 jkpikp ss , 는 쾌-불쾌 차원 값, jkaika ss , 는 활성화 차원 값으로

+1부터 -1사이의 값을 갖는다.

두 텍스트 문서 ji dd , 는 n개의 단위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배 정서 상태

도 각각 n개씩 있기 때문에, 두 텍스트 문서의 정서 흐름의 거리는 식 2와 같다.

n

ss jkik

ji

å
==

n

1k
),d(

),dist( dd 식 2

두 텍스트 문서의 정서 흐름의 거리가 가장 짧은 것은 두 텍스트 문서의 정서

흐름의 유사도가 가장 높다는 의미임으로, id 와 jd 의 유사도는 식 3과 같으며 유

사도가 높을수록 두 텍스트 문서는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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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두 텍스트의 정서 상태의 거리

3.5. 정서 차원 공간에서 정서 사상 공간으로 사상

정서 차원 공간에서의 쾌-불쾌, 활성화 차원의 값은 정서 단어를 하위 차원으로

분리한 내적인 상태일 뿐이지 ‘행복’, ‘공포’와 같은 정서 상태는 아니다. 또한 정

서 차원 공간의 값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특정한 정서 상태의 출력을 얻기 위해서

는 정서 차원 공간의 값을 정서 사상 공간으로 사상하여 몇 가지의 정서 상태를

출력으로 가져야 한다.

정서 사상 공간은 정서 원형 모형 중에서 6가지 기본 정서만 사용하여 구성하

였다. 즉, 정서 상태의 출력은 ‘놀람’, ‘공포’, ‘화남’, ‘혐오’, ‘슬픔’, ‘행복’의 6가지

상태이다. 그러나 정서 원형 모형상의 6가지 기본 정서의 정확한 위치는 결정할

수 없다. 정서 단어를 다차원 분석법으로 평정하여 차원으로 분리하는 연구들은



이신영․함준석․고일주 / 정서 차원 공간에서 소설의 지배 정서 분석 및 분류

- 311 -

실험에 사용한 변인과 통제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또한 피험자들마다 주관적인

정서의 차이가 있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정서 단

어들의 정서 원형 모형 상의 대략적인 위치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결정할

수 없다. Russell과 Barrett(1999)도 6가지 기본 정서의 정확한 위치는 명시하지 않고

공통적이고 대략적인 개념적 지도(schematic map)를 통해서 정서 원형 모형을 설명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서 원형 모형의 개념적 지도를 바탕으로 6가지 기본

정서의 위치를 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서 차원 공간에 위치한 정서 단어들이

6가지 기본 정서 중에서 유클리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정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정서 단어 ‘겁나다’와 가장 가까운 정서는 ‘공포’이고, 정서 단어 ‘매료

되다’와 가장 가까운 정서는 ‘행복’이다. (그림 6)에서 시간 차원은 생략하였다.

그림 6. 정서 사상 공간에서의 정서 상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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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가
형태소

수

매칭된

정서

단어수

제목 작가
형태소

수

매칭된

정서

단어수

감자 김동인 1554 19 빈처 현진건 3613 119

고향 현진건 1444 44 뽕 나도향 3894 90

공장신문 김남천 2601 45 사냥 이태준 2360 35

광염 소나타 김동인 4461 139 산 이효석 1553 28

교대 시간 송 영 4554 70 산촌 한설야 5190 80

그믐밤 최서해 7025 96 소낙비 김유정 2982 63

금 따는 콩밭 김유정 2611 70 술 권하는 사회 현진건 2628 59

날개 이 상 5853 131 옛날 꿈은 창백하더이다 나도향 3658 120

도시와 유령 이효석 3163 67 운수 좋은 날 현진건 2577 55

돈(돼지) 이효석 1246 23 원고료 이백 원 강경애 2088 58

동해 이 상 4973 95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 김사량 3633 128

레디메이드 인생 채만식 5977 136 자기를 찾기 전 나도향 5123 92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2110 37 장삼이사 최명익 3880 81

목화와 콩 권 환 2417 25 지하촌 강경애 8580 142

물레방아 나도향 3146 68 치숙 채만식 3620 83

배따라기 김동인 3236 73 탈출기 최서해 2318 56

벙어리 삼룡이 나도향 2985 84 태형 김동인 3596 56

복덕방 이태준 3219 51 팔려간 몸 채만식 1413 24

분녀 이효석 5527 146 홍수 이기영 7313 107

불우선생 이태준 2091 37 홍염 최서해 4161 57

붉은 산 김동인 1314 26 B사감과 러브레터 현진건 1383 41

비오는 길 최명익 6176 157

<표 2> 실험에 사용된 한국 근대 단편 소설의 목록과 매칭된 정서 단어 수

실험 및 평가

4.1. 실험 환경 및 절차

제안된 방법을 통하여 텍스트의 정서 단어 추출을 통한 정서 분석과 비교를 수

행하였다. 사용된 텍스트 데이터는 한국 근대 단편 소설 43편으로 기승전결이 분

명하여 정서 흐름을 명확히 알 수 있고 한 편당 내용이 짧아서 분석에 많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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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걸리지 않으며 저작권이 만료되어 원문을 수집하고 사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선택했다.

데이터는 형태소를 분석하여 체언과 용언의 기본형을 추출하여 전처리를 하였

다. 이를 정서 단어 데이터베이스와 매칭하여 텍스트의 정서 단어들을 추출하였다.

형태소 분석은 강승식(2002)의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KLT 버전 2.10b)를 사용

하였다. KLT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 자동색인(색인어 추출), 한글 맞춤법 검사/교

정, 복합명사 분해, 한글 자동 띄어쓰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32비트용 윈도우 및

리눅스에서 동작하며 분석 정확도가 높고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 텍스트 데이

터의 목록과 전처리 한 형태소의 수 및 형태소 중 정서 단어 데이터베이스와 매칭

된 정서 단어 수는 <표 2>와 같다. 텍스트 데이터에서 같은 단어가 중복하여 나

타나 매칭된 정서 단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중복된 정서 단어를 모두 나타냈다.

텍스트에서 특정 정서 단어가 중복으로 쓰였다는 것은 특정 정서를 강조하려는 의

도가 크기 때문이다.

실험 데이터 중 김동인의 소설 ‘감자’의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그 뒤 ‘감자’와

나머지 42편 소설 간 정서 흐름의 유사도를 비교하였고, ‘감자’와 가장 유사도가

높은 소설과 낮은 소설의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4.2. 정서 단어 추출을 통한 지배 정서 분석

지배 정서 분석을 한 소설 ‘감자’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자란 복녀는 어린 나이에 돈에 팔려 나이 많고 능력 없고

게으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 그런 남편과 다툼이 잦았고 가난하여 빈민굴에 살

며 구걸을 하는 비참한 생활을 한다. 그러다가 일하던 중 감독관과 잠자리를 한

후 편한 대접과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

게 되고 편하고 수익이 좋은 생활을 누린다. 그러던 중 오랫동안 잠자리를 가져온

중국인 부자 왕서방이 젊은 색시를 들여온다는 것을 알고 왕서방과 다투다가 왕서

방에게 살해당한다. 그러나 왕서방은 돈으로 복녀의 남편과 의사를 매수해 복녀가

병으로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복녀는 억울하게 공동묘지에 묻힌다.

김동인의 ‘감자’에서 정서 단어 데이터베이스와 매칭된 정서 단어는 중복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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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감자’의 매칭된 정서 단어를 쾌-불쾌, 활성화 차원에 표현

어를 포함하여 19개였고 쾌-불쾌, 활성화 차원 상에 나타냈다(그림 7). 매칭된 정서

단어는 크게 고활성화-쾌와 고활성화-불쾌의 두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감

자’가 크게 두 영역의 정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7)의 쾌-불쾌, 활성화 차원에 표현된 매칭된 정서 단어를 매칭된 순서에

따라 시간 차원을 확장하여 쾌-불쾌, 활성화, 시간의 정서 차원 공간에 나타내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의 (a)에 매칭된 19개의 정서 단어를 19개의 단위 시간으

로서 모두 표시하였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정서의 흐름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

화 할 필요가 있고 다른 텍스트와의 비교를 위해서도 단위 시간을 축소하여 정규

화 해야 한다. 따라서 (그림 8)의 (b)에 9개의 단위 시간으로 축소하여 정규화하였

는데 정서 흐름이 보다 명확해졌다.

단위 시간을 너무 많게 설정하면 정서의 변화가 복잡하여 전체적인 정서 흐름

을 분석하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적게 설정하면 정서의 변화가 거의 없어서 정서

흐름을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단위 시간 설정은 경험적인 방법

에 의해서 해당 텍스트의 정서 흐름을 잘 표현한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설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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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간 차원 확장

(b) 시간 차원 정규화

그림 8. ‘감자’의 매칭된 정서 단어를 정서 차원 공간에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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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쾌-불쾌, 활성화, 시간 차원 (b) 쾌-불쾌, 활성화 차원

(c) 쾌-불쾌, 시간 차원 (d) 활성화, 시간 차원

(그림 9) 정서 차원 공간상에서 ‘감자’의 정서 흐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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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에 시간 차원을 정규화하여 정서 흐름 분석을 하였다. (b)에서 쾌-불쾌,

활성화 차원을 중심으로 보면 고활성화 된 정서들이 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마찬가지로 (d)에서 활성화, 시간 차원을 중심으로 보면 전반적인 시간 흐름 동

안 고활성화 된 정서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c)에서 쾌-불쾌, 시간 차원을

중심으로 보면 불쾌, 쾌, 불쾌의 순서로 정서의 흐름이 변한다.

그러나 정서 차원 공간상에서의 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서의 쾌-불쾌, 활

성화 정도만 알 뿐이지 어떤 정서가 나타났는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서 사상

공간에 사상하여 6가지 기본 정서를 출력으로 가져야 한다. (그림 10)에 정서 차원

공간을 정서 사상 공간으로 사상하여 6가지 기본 정서인 지배 정서로 나타냈다.

지배 정서의 흐름은 {화남, 놀람, 놀람, 놀람, 행복, 행복, 행복, 놀람, 공포}의 순서

로 나타났다.

그림 10. 정서 사상 공간의 지배 정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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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감자’와 42개 소설의 유사도

이는 소설의 주인공인 복녀가 소설의 초반에는 가난한 삶속에서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는데 이것은 화남, 놀람의 정서로서 불쾌와 고활성화 정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중반에는 복녀가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지면서 수입이 좋아지는데

이것은 행복의 정서로서 쾌와 고활성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후반에는 복녀가 왕

서방과 다투다가 살해당하는데 이것은 놀람, 공포의 정서로서 불쾌와 고활성화 상

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서 차원 공간의 쾌-불쾌, 활성화 분석을 통해 텍스트의 쾌-불쾌, 활성

화 흐름을 알 수 있고, 정서 사상 공간의 지배 정서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텍스트

의 전반적인 정서의 흐름을 알 수 있다.

4.3. 정서 흐름의 유사도 분석

텍스트 간의 지배 정서의 유사도를 분류하기 위해서 소설 ‘감자’와 나머지 42편

의 소설을 비교하였다. 텍스트 간의 비교를 위하여 단위 시간은 모두 9로 정규화하

였다. (그림 11)는 비교 기준이 되는 텍스트를 '감자'로 하였을 때, 유사도가 높은 순

서로 정렬한 그림이다. ‘감자’와 지배 정서가 가장 유사한 텍스트는 최명익의 ‘비오

는 길’로서 식 3에 의한 두 텍스트의 유사도는 sim(‘감자’, ‘비오는 길’) = 2.79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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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쾌-불쾌, 활성화, 시간 차원(정서 차원 공간) (b) 쾌-불쾌, 시간 차원(정서 차원 공간)

(c) 활성화, 시간 차원(정서 차원 공간) (d) 쾌-불쾌, 활성화, 시간 차원(정서 사상 공간)

그림 12. ‘감자’와 가장 유사한 ‘비오는 길’의 정서 흐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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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쾌-불쾌, 활성화, 시간 차원(정서 차원 공간) (b) 쾌-불쾌, 시간 차원(정서 차원 공간)

(c) 쾌-불쾌, 활성화, 시간 차원(정서 사상 공간)

(그림 13) '감자'와 가장 유사하지 않은 ‘탈출기’의 정서 흐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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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에 ‘감자’와 ‘비오는 길’의 정서 흐름을 비교하여 나타냈다. (a), (b), (c)에서

굵은 점선은 ‘감자’의 정서 차원 공간상의 정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얇은 점선

은 ‘비오는 길’의 정서 차원 공간상의 정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b)에서 쾌-불쾌,

시간 차원을 중심으로 보면 두 텍스트가 유사하게 불쾌, 쾌, 불쾌의 순서로 변화하

였다. (c)에서 활성화, 시간 차원을 중심으로 보면 ‘비오는 길’이 ‘감자’보다 전반적

으로 활성화가 조금 낮으나, 두 텍스트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d)에서는 두 텍스

트를 정서 사상 공간에 사상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굵은 실선은 ‘감자’의 지배 정

서 흐름이고 얇은 실선은 ‘비오는 길’의 지배 정서 흐름이다. ‘비오는 길’의 지배

정서는 {공포, 화남, 행복, 슬픔, 행복, 놀람, 행복, 놀람, 슬픔}의 순서였고 ‘감자’

의 지배 정서와 유사하였다.

반면에 ‘감자’와 가장 유사하지 않은 텍스트는 최서해의 '탈출기'로서 두 텍스트

의 유사도는 sim(‘감자’, ‘탈출기’) = 1.549로 두 텍스트의 거리가 가장 멀었다. (그

림 13)은 ‘감자’와 ‘탈출기’의 정서 흐름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a)는 정서

차원 공간에서 쾌-불쾌, 활성화, 시간 차원을 중심으로 본 그림이고 (b)는 정서 차

원 공간에서 쾌-불쾌, 시간 차원을 중심으로 본 그림이다. 굵은 점선은 ‘감자’의 정

서 차원 공간상에서 정서 흐름을 나타내고 얇은 점선은 ‘탈출기’의 정서 차원 공

간상에서 정서 흐름을 나타낸다. (b)를 보면 ‘탈출기’는 초반에 쾌 정서였다가 이후

끝까지 불쾌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감자’의 정서 흐름과 매우 다르다.

(d)는 두 텍스트를 정서 사상 공간에 사상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탈출기’의 지

배 정서는 {행복, 화남, 화남, 혐오, 혐오, 혐오, 혐오, 화남, 화남}의 순서를 보여주

고 있다. ‘탈출기’는 초반부터 후반까지 일관적으로 화남, 혐오, 슬픔의 높은 불쾌

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으며, ‘감자’의 지배 정서와는 매우 다르다.

결론 및 논의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에서 정서 단어를 추출하여 쾌-불쾌, 활성화, 시간의 3차원

으로 분석하여 텍스트 간의 지배 정서 흐름의 유사도를 비교하였다. 정보 입력, 정

서의 비교/계산, 정서 출력을 갖는 정서의 계산 모형을 제안하였는데, 정서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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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정서 사상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정서 차원 공간은 쾌-불쾌, 활성화, 시간

의 3차원 공간에서 정서 흐름의 유사도 비교, 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정서 사상

공간은 정서 차원 공간을 정서 원형 모형에 기반한 6가지 기본 정서에 사상함으로

써 외적인 정서 상태의 출력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다.

여러 텍스트 간의 지배 정서 흐름의 유사도를 유클리드 거리에 기반하여 계산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한국 근대 단편 소설에 적용하여 지배 정

서를 분석하였고 지배 정서가 가장 유사한 텍스트를 분류하였다.

본 논문의 중요한 특징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학 분야의 정서 연구

에서 많이 사용하는 정서의 차원 이론을 사용하여 정서 흐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인공지능적 연구에 응용하였다. 둘째, 주관적인 정서 연구를 수리적으로 형식화하

여 입출력을 정의한 정보처리적 관점에서의 정서의 계산 모형을 제안하였다. 마지

막으로 유클리드 거리에 기반한 지배 정서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전반적인 정서의

흐름이 유사한 텍스트를 분류함으로써 주관적인 정서의 변화와 흐름을 계량화하여

정서간의 유사함을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응용하여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채팅 메

시지, 휴대 전화 단문 메시지 등에서 정서를 파악하여 사용자의 감성에 맞는 서비

스를 제공하는 감성 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으며 쇼핑몰 상품평, 게시판 댓글의 의

견 파악 등 오피니언 마이닝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설, 영화 시나리오 등 문학

작품의 정서 흐름을 파악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서의 문학 작품을 추천하거나 검

색하는 서비스에 응용할 수 있다.

정서 단어가 부정어에 의해 수식될 경우 쾌-불쾌 극성이 바뀌지만, 정서 단어에

부정어가 쓰인 비율이 전체 텍스트에서 매우 낮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정서 단

어의 부정에 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정서 흐름 분석과 비교를 위해서 시간 차원을 축소하여 단위

시간을 정규화하였는데, 여기서 전체 텍스트를 고정된 크기의 단위 시간을 사용하

여 균등한 분할을 하였다. 고정된 크기의 단위 시간을 사용하였을 때의 문제점은

텍스트 내에 다른 빈도로 발생한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예를

들어 텍스트의 초반부에는 적은 빈도의 정서가 매칭되어서 단순한 정서 흐름을 나

타내고, 텍스트의 후반부에는 많은 빈도의 정서가 매칭되어서 복잡한 정서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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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낼 때, 고정된 크기의 단위 시간으로 분할하여 분석하면 텍스트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서로 다른 매칭된 정서의 빈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를 보안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서로 다른 크기의 가변적인 크

기의 단위 시간으로 분할하여 매칭된 정서의 빈도를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도움

이 된다. 그러나 본 논문의 주요한 점은 서로 다른 텍스트들의 정서 흐름의 비교

와 분류를 하는 것이고, 텍스트들이 각각 매칭된 정서 단어의 빈도가 다르므로 고

정된 크기의 단위 시간을 사용하여야 서로 다른 텍스트들의 정서 흐름을 비교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 한 단위 시간 안에 발생한 여러 정서는 평균하여 하나의 정

서로 사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한 단위 시간 안에 “슬픔”과 “놀

람”의 정서가 같은 빈도로 발생하였다면 (그림 6)의 정서 사상 공간 안에서 두 정

서의 평균인 “화남”으로 사상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 단위 시간 안에

여러 개의 정서가 매칭되어 복잡한 흐름을 나타낼 때, 이를 평균한 시간 차원의

정규화를 통해서 정서 흐름을 단순화 하였고, 텍스트에 전반적으로 작용하는 주요

한 정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간의 지배 정서 흐름의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정서

차원 공간에서 유클리드 거리에 기반한 정서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으나, 유클리드 거리뿐만 아니라 문서의 유사도 계산에 많이 사용하는 코사인 유

사도(cosine similarity)나 외곽선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외곽선 모멘트(contour moment)

등의 여러 다른 유사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정서 사상 공간에서 사용한 6가지의 기본 정서를 확장하면 좀 더 다양하

고 구체적인 정서를 출력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정서 흐름 분석 방법의 정확도 개선을 위해서 사람이 소설

을 읽고 정서 흐름을 평정한 것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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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zing and classifying emotional flow of story in

emotion dimension space

Shin-Young Rhee Jun-Seok Ham Il-Ju Ko†

Department of Media, Soongsil University

The text such as stories, blogs, chat, message and reviews have the overall emotional

flow. It can be classified to the text having similar emotional flow if we compare the

similarity between texts, and it can be used such as recommendations and opinion

collection. In this paper, we extract emotion terms from the text sequentially and analysis

emotion terms in the pleasantness-unpleasantness and activation dimension in order to

identify the emotional flow of the text. To analyze the 'dominant emotion' which is the

overall emotional flow in the text, we add the time dimension as sequential flow of the

text, and analyze the emotional flow in three dimensional space: pleasantness-unpleasantness,

activation and time. Also, we suggested that a classification method to compute similarity

of the emotional flow in the text using the Euclidean distance in three dimensional space.

With the proposed method, we analyze the dominant emotion in korean modern short

stories and classify them to similar dominant emotion.

Key words : emotion terms, similarity in emotional flow, dimensional theory of emotion, computational

model of emotion, dominant e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