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공학석사학위논문

분자 컴퓨팅을 이용한 감성 정보 범주화

Emotional Information Categorization 

by Simulated Molecular Computing

200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인지과학 전공 

김   지   수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분자 컴퓨팅을 이용한 감성 정보 범주화

Emotional Information Categorization 

by Simulated Molecular Computing

지도교수  장  병  탁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인지과학 전공 

김  지  수 

김지수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12월 

심사위원장   김  청  택  (印)

심 사 위 원   장  병  탁  (印)

심 사 위 원   신  효  필  (印)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 i -

국  문  초  록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공지능 기법에 의한 감성 구현 기법과는 근본적

으로 다른 분자 컴퓨팅 기법을 사용하여 감성 텍스트 인식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분자 컴퓨팅을 이용한 인지 과정의 구현은 인지과

학 및 인공지능 영역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면서 그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분자 컴퓨팅의 뛰어난 연산 능력 및 화학 기제를 응용한 실험 

기법 등은 상위 인지 작용을 통한 정보 처리 과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실용성이 높은 영화 대본 속의 감성 문장들을 데이

터로 입력하여 학습한 후 그 학습 결과를 문서 범주화 기법을 통하여 측정

하였으며, 그 결과 높은 정확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휘 간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감성 분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어휘 10개를 

선정하였으며, 이 어휘들을 바탕으로 DNA 컴퓨팅 기반의 version space 실

험을 수행하였다. Molecular version space 실험은 병렬적인 연산 과정을 통

해 다양한 학습 공간에서 주어진 답을 찾아내는 학습 방식으로서, 이를 위

해서는 각 해들의 초병렬적인 결합이 가능한 분자 컴퓨팅 기법이 적합하다. 

실험 결과 이러한 분자 컴퓨팅 기법을 이용하여 테스트 문장의 올바른 감성 

범주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분자 컴퓨팅, 감성, 감성 텍스트, 문서 범주화, version space

학  번 : 2003-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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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 구 배 경  및  목 적 

  상위 인지 과정의 하나인 감성 정보 처리와 관련한 인지 및 인공지능 연

구는 그 성격과 대상의 모호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그

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성이 여타 인지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심리학과 언어학, 인공지능 등의 연구 영역에서 감성 

정보 처리 및 그 구현과 관련된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좀 더 정교한 연구

의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 그 결과, 감성 작용이 학습, 기억, 문제 해결, 의

사 결정, 창의성 등 다양한 인지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됨으로써 그 학

문적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분자 컴퓨팅 연구는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과 매우 흡사한 화학 기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지 과정을 구현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그 연구 대상은 지

각, 학습, 추론 등의 영역뿐만 아니라 창의성 등의 상위 인지 과정으로 확장

되고 있다. 

  기존 인공지능 분야의 다양한 연구가 감성을 인지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

는 여러 방법론들을 제시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감성 에이전트의 실현

과 그 산업적 적용의 가능성 또한 빠르게 검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계산주의적 연구의 성과와는 별개로, 상위 인지 과정의 대표적인 영역으로 

꼽히는 감성 작용의 구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

리즘으로서의 분자 컴퓨팅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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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텍스트 이해가 인지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크게 주목하며, 구

체적으로 분자 컴퓨팅을 통해 감성 텍스트의 인지를 구현하는데 주된 목적

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감성 텍스트의 이해 과정을 귀납

적 학습 과정의 하나로 상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학습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서 범주화 기법 및 version space 방법론을 도입한다.  

  먼저, 감성 문장의 인지 과정에서 감성 어휘가 담당하는 역할에 주목하며, 

문서 범주화(text categorization) 기법을 사용하여 감성 분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감성 어휘들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친 후, 분자 컴퓨팅을 

이용한 version space 방법론을 도입하여 이러한 감성 어휘들이 상호 결합

하는 과정을 제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컴퓨팅 기법으로는 단어의 

수가 늘어날 경우 연산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는 결국 감성 

구현에 있어 분자 컴퓨팅 방식이 좀 더 효율적임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인간의 인지 과정에서 단어 간의 결합이 무작위이며 병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단어 시퀀스 간의 결합이 역시 무작위적이며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자 컴퓨팅 방식이 순차적인 연산 방식보다 좀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본 연구는 기존의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시도된 바 없는 분자 컴퓨

팅 기법의 감성 구현을 최초로 시도함으로써 감성 구현 연구의 새로운 전환

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1.2 논 문 구 성

   

  본 논문에서는 먼저 분자 컴퓨팅 기법 및 인지 구현에 있어서의 그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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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논의한 후, 감성이 다양한 인지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언어 

유형의 감성 정보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감성 표현의 분류와 구

현을 목적으로 수행된 인공지능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본 연구

와의 연계성을 찾는다. 

  이후 다양한 문서 범주화 기법을 이용하여 감성 어휘의 범주화

(classification)를 시도하며, 최종 결과로서 감성 문장의 분류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되는 감성 어휘들을 선정하여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감성 어휘들을 DNA 시퀀스로 디자인하고, 이들이 분

자 컴퓨팅 방식을 통해 다양하게 결합하여 올바른 학습 결과를 도출하는 과

정을 제시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감성 문장을 올바른 감성 유형으로 

분류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감성 텍스트 이해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

아가, 본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향후 연구의 방

향을 제시함으로써 감성 구현의 새로운 모델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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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 성 연 구 

 

2.1 분 자 컴 퓨 팅 과  감 성 정 보 처 리

  분자 컴퓨팅은 DNA의 화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연산 방

식이다. 인간의 세포 하나가 가지고 있는 DNA의 정보 용량은 430억으로서, 

이러한 정보 저장 능력과 DNA 간의 초병렬성을 이용하여 기존의 실리콘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정보처리 능력을 보여준다 (박태현, 2002). 

  감성 정보는 추론 및 학습 등의 상위 인지 과정을 통해 처리되는 병렬 시

스템으로서, 정교한 화학적 통로를 통해 무작위적으로 구현되는 특징을 지

니며, 언어 정보의 처리 역시 상위적 인지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감성 언어 정보의 처리에 있어 감성 문장의 수가 다량으로 증가할 경우 기

존 실리콘 컴퓨터의 순차적 연산 방식으로는 이를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분자컴퓨팅

이다. 

  분자 컴퓨팅은 염기 서열의 결합 방식을 응용한 모델로서, 인간의 두뇌에

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지 과정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분자 컴퓨팅의 특성을 이용하여 상위 및 하위 인지 과정의 다양한 측면을 

구현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문제 해결 및 논리 추론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원숭이와 바나나 문제(Monkey and Banana Problem)’를 분자 컴퓨

팅을 기법을 이용하여 모형화한 연구(박의준, 2003), 지각 및 창의성 등의 

상위 인지 과정을 보여주는 anagram 문제 해결에 분자 컴퓨팅 기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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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이은석, 2003), 학습 및 추론과 관련된 기억 기반 학습 과정을 분자 

컴퓨팅으로 구현한 연구(정희재, 2003)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이들 선행 연구를 통해 학습, 추론, 문제 해결 등의 인지 과정

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졌음을 주지하면서,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상위 인지 과정의 대표적인 것으로서의 감성 인식, 특히 감성 텍스

트의 인식을 구현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 정보의 

처리를 감성 문장의 학습을 통해 새로운 문장의 감성 범주를 구분할 수 있

는 학습 모델로 상정하며, 이를 분자 컴퓨팅 기법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감

성 범주의 판단을 위한 일반적인 라이브러리 구축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서 기능한다. 

2.2 감 성 언 어 

  일반적으로 감성(感性, emotion)은 ‘정서(情緖)’ 또는 ‘정동(情動)(이정모, 

2002)’ 등으로 함께 번역되는 개념으로, Damasio는 이를 사적이고 주관적인 

‘느낌(feeling)’과는 달리 신경 생리학적으로 탐구가 가능한 감정 상태를 의미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Damasio, 2001).

  감성에 대한 논의는 Plato, Augustine, Descartes, Kant 등의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부터 시작되어 C. Darwin, J. Dewey, W. James 등의 19세기 말 

경험 철학자 간에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Oatley & Johnson-Laird, 1987). 

전통적으로 감성은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서,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Damasio, 1994; Oatley & 

Johnson-Laird, 1987) (김성봉,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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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근의 다양한 감성 연구를 통해 감성이 여러 인지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Damasio(1994)는 감성이 합리적 의사 결정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Isen, Daubman & Nowiki(1987)는 감

성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또한 감성이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Tikhomirov(1983)에 의해 제기되었고, Ellis 등(1995)은 감

성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Kim, S.(1999), 

Kintsch(1998), Schiefele(1992) 등은 텍스트 이해에 미치는 감성의 영향을 

평가한 바 있다 (김성봉, 2003).

  감성 연구는 시각, 음성 연구 분야와 함께 감성 언어 분야에서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감성 텍스트를 제시하고 이를 추

론하여 표상하는 과정에 대한 여러 심리학적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언어 

이해 과정은 단어나 문장의 명제적 표상(propositional representation)뿐만 

아니라 관련된 상황 모형(situational model) (Van Dijk & Kintsch, 1983) 혹

은 심성 모형(mental model) (Johnson-Laird, 1983)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장윤희, 1995). 따라서 언어 이해는 추론 및 유추 등의 상위 인지 과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감성을 상위 인지 모듈의 복합적 발현으로 

파악할 때, 언어 정보의 처리가 감성의 생성 및 처리에 관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감성 정보, 특히 언어 정보의 처리 및 구현 과정

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감성을 갖춘 인공지능의 구현 가능성을 타진하

고자 한다. 

2.3 감 성 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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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인지 심리학 연구 

  감성 연구는 인지 심리학 및 공학적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인지 심리

학 분야에서 인지와 정서 간 연구는 다음의 세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정서의 초인지적(meta-cognitive) 기능, 즉, 개별적인 정서가 정보 처리 과정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 둘째, 평가 이론을 바탕으로 정서

의 차원이나 범주를 측정하는 기본 정서(basic emotion) 연구(Johnson-Laird 

& Oatley, 1992), 셋째, 글(text)을 제시하여 정서적 정보를 추론하고 표상하

는 과정을 탐구하는 표상 연구(de Vega, León, & Díaz, 1996; 

Gernsbacher, Goldsmith, & Robertson, 1992; Gernsbacher & Robertson, 

1992; 장윤희, 1995) 등이다.

  2.3.2 계산주의 모델 

  공학적 관점에서 이해되는 감성은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에 의한 감각 혹

은 지각으로부터 인간의 내부에 야기되는 고도의 심리적 체험으로서, 기쁨, 

즐거움 등의 적극적인 정서 상태나 혐오, 후회, 분노 등의 소극적인 정서 상

태를 수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95). 감성 구

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관점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및 인지과학적 관점에서의 감성 구현은 기본적으로 계산주의 모

델(computational modeling)을 지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감성 연구는 추론 

단위를 파악하는 관점에서 에이전트 기반 관점(agent architectures) 對 단일 

현상(single phenomena) 관점, 방법론에 있어 연결주의(connectionism) 對 

기호주의(symbolism) 관점, 감성 현상을 보는 관점에 있어 경험적 감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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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관점 (emotions as heuristics used in planning) 對 정신 병리적으로 

파악하는 관점, 그리고 감정(affect)을 인지적 평가 (cognitive appraisal) 로 

보는 관점 對 인지와 감정의 긴밀한 결합(tight coupling)으로 보는 관점 등

으로 구분된다. 

  계산주의적 모델에서 감성 정보 처리 연구는 구체적으로 세 단계로 구분

된다. 첫째, 감성 정보 처리가 구현되는 구조화 단계(architecture-level)에 관

한 연구(Bates & Loyall, 1992; Elliot, 1994; Elliot & Siegle, 1993; Ortony, 

Collins & Clore, 1988), 둘째, 자연 언어 이해(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혹은 특정 문제 해결(problem solving) 등의 단일 과제를 수

행하는 과제 단계(task-level)에 관한 연구(Dyer, 1987; Allen, 1993), 셋째, 

특정 감정 처리를 모사(emulate)하는 메커니즘 단계(mechanism-level)에 관

한 연구(Dyer, 1987; Chwelos  & Oatley, 1994; Ortony, Clore & Collins, 

1988) 등이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감성 추론과 표현을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Illinois 대학에서는 OCC(Ortony, Clore, Collins) 모델

을 통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감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Northwestern 대학에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감성을 정의하고 감성 추론 연

구를 더욱 발전시켰다 (Elliott, 1999; Ortony, 1988). OCC 모델에서는 비슷

한 원인에 의한 결과로 생성되는 감성 군집을 묶어 감성 유형(emotion 

type)을 정의하고 있다. 이 때 감성 유형을 평가하는 세 가지 요소는 사건, 

개체, 에이전트이다. 사건은 에이전트의 목표에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며, 개

체는 서로 동등한 자격으로 존재하는 서로 다른 개체들을 지칭한다. 에이전

트는 실제 감성의 주체로서 사건과 개체에 따라 서로 다른 감성 유형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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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에 따라  최종적으로 28가지 감성 유형으로 나누

어진다. 감성을 평가하는 과정은 에이전트의 목표와 관련된 사건의 만족도, 

에이전트 혹은 다른 에이전트의 행위에 대한 승인 정도, 에이전트의 태도에

서 관련된 대상을 좋아하는지 여부에 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OCC 모델은 감성의 생성과 감성의 강도를 계산할 수 있고, 주어진 

상황의 해석에 따라 특정 감성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OCC 모델에서 정의

한 대표적인 감성은 즐거움(joy), 고뇌(distress), 희망(hope), 두려움(fear), 자

부심(pride), 수치심(shame), 감탄(admiration), 치욕(reproach), 분노(anger), 

감사(gratitude), 만족(gratification), 그리고 후회(remorse) 등이다. 

  또 다른 예로 Carnegie Mellon 대학에서 수행한 ‘Oz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에이전트간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감성을 생성한

다(Mateas, 1997). 이러한 상호 작용은 텍스트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상호작용 소설(interactive fiction)과 상호작용 희곡(interactive play)으로 이루

어진다. Oz 프로젝트는 ‘Oz’라는 가상 환경에서 감성을 생성하는 사용자 및 

이와 상호 작용하는 아바타 등의 자율적인 캐릭터를 구현할 수 있는 프레임

워크인 ‘Tok’ 구조를 제안하였다. Tok는 감성을 생성하는 부시스템  ‘Em’과 

목적에 따라 행동 패턴을 생성하는 행위 엔진인 ‘Hap’으로 구성된다. 

  한편, MIT 미디어랩의 Robotic Life Group 에서는 환기성(arousal), 균형성

(valence), 개방성(stance)을 척도로 한 ‘A, V, S’를 기준으로 감성을 구분하

고 있다 (Cynthia, 2003). 즉, 낮은 환기성 (low arousal)과 높은 환기성(high 

arousal), 긍정성(positive valence)과 부정성(negative valence), 개방성(open 

stance)과 폐쇄성(closed stance)으로 구분하여 <그림 1>과 같이 총 1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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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환기성, 균형성, 개방성 기준 감성 유형 

    

  Robotic Life Group에서는 이러한 감성 유형을 바탕으로 인간의 시각 기

능 구현에 중점을 두어 4가지 색상의 CCD 카메라를 장착한 감성 지능형 

로봇 ‘Kismet'을 개발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A, V, S’ 척도를 기준으로 한 감성 유형을 기본 감

성으로 채택하였으며, Robotic Life Group이 제안한 14가지의 감성 유형 중, 

발생 빈도가 낮은 피곤(tired), 완고(stern), 수용(accepting), 조용(calm), 조심

(alert), 즐거움(joy), 놀람(surprise), 불행(unhappy), 역겨움(disgust) 등의 감

성을 제외한 분노(anger), 두려움(fear), 만족(content), 위안(soothed), 슬픔

(sorrow)의 5가지 감성을 1차적으로 채택하였다. ‘분노’와 ‘두려움’의 경우 

stance의 차이만을 보임으로써 서로 연관성이 높은 관계로 두 범주 중 ‘분

노’만을 선택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최종적으로 선택된 감성 범주는 

분노(anger), 만족(content), 위안(soothed), 슬픔(sorrow)의 4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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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 성 범 주 화 실 험 

  본 연구는 1차적으로 기존의 문서 범주화 관련 여러 기법을 사용하여 대

표적인 감성들로 분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어휘들을 선정하고, 2

차적으로 이들 중요 어휘를 중심으로 다양한 감성 문장들을 올바르게 분류

하는 과정을 분자 컴퓨팅을 통해 모의 구현함으로써 감성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먼저 감성 문장 범

주화 실험의 세부적인 실험 절차 및 기법, 그리고 그 결과 및 해석은 다음

과 같다. 

3.1 문 장 범 주 화

  

  문장 범주화(text categorization) 과정은 감독 학습(supervised learning)의 

일종으로서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장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시

스템이다. 문장 범주화 과정은 수집된 문장의 범주화가 가능하도록 형식을 

변환하고 문장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내용어(content word)를 추출하는 전

처리 단계(pre-processing), 선정된 내용어 중 정보량 등이 큰 내용어를 선

택하는 자질 선택(feature selection) 단계, 다양한 문장 분류기에서의 학습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빈도수 등을 이용하여 문장을 표현하는 문장 색인

(indexing) 단계,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장 분류기 등을 이용하여 학습된 문

장을 범주화하는 문장 분류 단계의 4단계로 구성된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문장의 기계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특수 문자 등을 제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 12 -

거하고, 형태소 분석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 문장을 문장 단위로 분할하는 

문장 정규화(document normalization) 과정, 문장의 특징과 내용을 잘 반영

하는 단어들을 추출하기 위해 관사 및 접속사, 대명사, be 동사 등 불용어 

목록(stop-list)에 속하는 어휘들을 제거하는 과정, 그리고 동일한 의미를 갖

는 다양한 어휘 변형 중에서 공통 어간(stem)을 추출하는 어근화(stemming) 

과정 등을 거친다. 

  자질 선택은 다양한 입력 변수 중에서 범주화에 유용하지 않은 내용어들

을 걸러냄으로써 문장 분류기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대표적인 

자질 선택 기준으로는 문장 빈도(document frequency; DF), 정보 획득량

(information gain; IG), 카이 제곱 (χ2-text) 등이 있으며, 이 중 정보 획득량

과 카이 제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Yang, 1997). 먼저, 문장 

빈도는 어떤 용어가 나타난 문장의 빈도수를 기준으로 용어를 선택하는 방

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문장 빈도수가 낮은 용어가 높은 정보량을 가질

수 있는 문제로 인해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다. 한편, 카이 제곱은 용어 t가 

범주 c에 의존하는 의존도(dependency)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써 완전 독립

의 경우 카이 제곱량은 0이 된다. 

  정보 획득량 측정은 학습 문장에 나타나는 모든 용어의 정보 획득량을 계

산하여 일정 임계값 이상의 값을 갖는 용어들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즉, 문

서 내에 특정 단어가 포함되는지를 측정하여 정보량의 비트수를 계산한다. 

이 때 용어가 출현한 빈도와 출현하지 않는 빈도를 모두 고려하여 평균값을 

구하게 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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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획득량 측정 방법은 특정 자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

는 방법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단어들의 IG를 계산하여 중요 어휘를 산출하

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색인 단계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은 벡터 공간 모델(Vector Space 

Model)이다. 벡터 공간 모델은 문장에 나타난 각 자질의 출현 빈도(Term 

Frequency: TF)와 역 문헌 빈도(Inverse Document Frequency: IDF)를 이용

하여 색인어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문장 분류 단계에 사용되는 문장 범주화 모델에는 회귀모델

(regression model)(Yang, 1994), 귀납적 논리 프로그래밍(inductive logic 

programming) (Cohen, 1995), 결정 트리(decision tree) (Lewis, 1994), 인공

신경망(neural networks) (Goh, 1997), Naive Bayes (Mitchell, 1997),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 (Joachims, 1998), HMM 

(Frasconi , 2001)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역적 학습 모델의 일종인 

Naive Bayes 기법과  Decision Tree 기법을 중심으로 문장 범주화를 시도

하고자 한다. 

  Naive Bayes 기법은 입력 문장이 범주에 속할 확률을 구해서 가장 확률

이 높은 범주로 할당하는 방법이며, 다음의 식으로 기술된다. 

P(c|d)=
P(c)P(d|c)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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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c)의 확률은 범주 학습 문장 c에 출현한 용어 t의 빈도수를 나타낸다. 

결국, Naive Bayes를 이용한 문장 범주화는 입력 문장에 대한 모든 용어에 

대하여 각 범주 c에 속할 용어 t의 확률 값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3.2 실 험 절 차  및  결 과 

  본 연구의 감성 표현 분류 실험은 위의 문장 범주화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영화 대본 중 감성 표현이 잘 드러난 문장을 선정하

여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 둘째, 수집된 각 문장을 전처리하는 과정, 셋

째, 전처리 된 문장 중 정보 획득량이 높은 어휘를 선정하는 자질 선택 과

정, 넷째, 선택된 자질을 대상으로 TF/IDF 가중치를 계산하여 벡터 공간 모

델화하는 과정, 다섯째, Naive Bayes와 Decision Tree 알고리즘을 통해 벡

터 공간화된 문장들을 학습시킨 후 임의로 선택된 테스트 문장의 분류 정확

도를 측정하는 과정, 여섯째, 중요도를 기준으로 선택된 어휘의 개수를 조정

하여 각 어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감성 범주를 시각화하는 과정이다. 

  3.2.1 전처리 및 자질 선택 과정 

  본 연구의 데이터는 영어권 영화 11편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영화 대사

는 해당 시기 해당 언어 발화의 일반적인 쓰임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점을 

가진 데이터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감성 범주가 영화 장르에 따라 편중되

지 않도록 drama에서 3편, SF, comedy, action, thriller 장르에서 각각 2편

씩 선정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될 4가지 감성 분

류, 즉, 분노(anger), 만족(content), 위안(soothed), 슬픔(sorrow) 중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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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및 위안(soothed) 범주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

하여 drama 장르의 작품 1편을 추가했다. 해당 작품과 장르는 다음과 같다. 

장르 (Genre) 영화 제목 (Movie Title)

Drama

 Fried Green Tomato 

 Titanic

 Bagdad Cafe

SF
 A.I.

 Gattaca

Comedy
 Shrek 

 Men In Black

Action
 Lord of the Rings 

 Mission Impossible

Thriller
 JFK 

 Memento 

표 1 - 영화 작품 구성

   

  이들 11편의 작품 중 은어 및 속어가 자주 사용되지 않고 감정 표현이 

명확히 드러난 문장을 선별하여 각각의 감성 범주로 분류하였다. 한편, 감정 

표현이 드러난 문장의 맥락(context)을 고려하기 위하여 해당 문장에 선행한 

두 문장을 함께 입력해 줌으로써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

는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데이터로 수집된 문장들은 <그림 2>와 같이 엑

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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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데이터 입력 예시

  동일한 감성 문장의 경우에도 개인에 따라 감성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감성 문장은 총 3명의 실험 책임자에 의해 분류되

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교차적 검증이 좀 더 정교하게 이루어진다면 감성 

분류의 개연성은 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감성 범주

별 문장의 수는 <표 2>와 같다. 

표 2 - 데이터 구성 

감성 범주 (Category) 문장 수 (sentences)

anger 118

content 85

soothed 48

sorrow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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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이러한 문장 자료에서 관사, 접속사, 대명사 등의 불용어 목록

(stop-list)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용어의 어근을 밝혀 기술하는 

어근화 과정의 경우 단어 형태가 왜곡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생략하였다. 

다음으로, 각각의 알고리즘을 통해 검출된 어휘 중 중요도가 높은 상위 용

어들을 선별하는 자질 선택 작업이 진행되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활용한 자질 선택 기준은 IG였으며, 선택된 어휘의 크기를 10개, 

20개, 30개로 증가시키면서 정확도를 분석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지

표로 활용하였다. 이렇게 선택 어휘의 수를 변화시켰을 때 해당 어휘를 포

함하고 있는 문장의 수는 <표 3>과 같다. 

표 3  - 선정 어휘 수 및  포함 문장 수

Feature size Instances (sentences)

all (310) 280

10 31

20 43

30 46

   

  3.2.2 범주화 과정 

  이렇게 전처리 과정 및 자질 선택 과정을 거친 후 학습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Naive Bayes와 Decision Tree의 J48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각 문

장 분류기의 세부 환경 설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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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classifier 환경 설정 

classifier 알고리즘 환경 설정

Naive Bayes Naive Bayes

 debug (False)

 useKernelEstimator (False)

 useSupervisedDiscretization (False)

Decision Tree J48

 ConfidenceFactor : 0.25

 MinNumObj : 2

 NumFolds : 3

 unprunned (False)

    

  각 문장 분류기에서는 전체 데이터 중 66%를 임의로 선택하여 학습 데이

터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34%의 문장을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또

한 각 테스트 문장이 최초에 지정된 감성 범주에 속하는지를 4개 감성 범주 

모두에 대입하여 확인하는 교차 검정(cross validation)을 시행하였으며, 정

확도를 엄격히 측정하기 위해 각 문장별로 10번의 실행 결과를 평균한 

10-fold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한편,  zero-term 벡터, 즉 테스트 문장 중 중

요 어휘로 선정된 어휘들이 단 한 개도 포함되지 않은 문장은 평가에서 제

외함으로써 학습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학습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수치는 정확도 수치

(correctly classified document percentage) 및 ‘F-measure’ 수치이다. 이 중 

‘F-measure’ 수치는 ‘precision x recall / precision + recall’의 식으로 구해지

는데, 이 때 ‘precision’은 선택된 자질, 즉 용어가  실제로 들어 있는 문장의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 19 -

수를 평가하는 정확도 수치이며, ‘recall’은 선택 용어가 들어 있는 문장 전

체 중 몇 개를 찾아내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F-measure’는 이들의 조화 

평균값으로 나타난다. 

  <표 5>는 선택된 중요 어휘 수에 따른 정확도 수치를 나타내며, <표 6>

은 중요 어휘 수에 따른 F-measure 수치를 보여준다. 

표 5  - 학습 결과 ― 정확도

Algorithm # terms all 10 20 30

Naive Bayes Avg. 70.7413 96.7742 90.6977 84.7826

J48 Avg. 57.8571 96.7742 86.0465 84.7826

   

표 6 - 학습 결과 ― F-measure

Algorithm # terms all 10 20 30

Naive Bayes F-measure 0.67575 0.945 0.89275 0.823

J48 F-measure 0.43125 0.945 0.84875 0.825

  또한, J48 알고리즘을 통한 분석 트리가 어휘 수의 크기별로 어떻게 그려

지는지 <그림 3.1>부터 <그림 3.4>에서 제시하였다. 각각의 분석 트리는 의

미 있는 상위 어휘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지치기(prunning)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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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 결정 트리 1 (feature=all)

  그림 3.2  - 결정 트리 2 (featur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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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 결정 트리 3 (feature=20)

 그림 3.4  - 결정 트리 4 (feature=30)

  이러한 정확도 수치 및 F-measure 수치, 그리고 결정 트리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는 중요 

어휘의 개수가 10개인 경우였으며, 이들 10개 단어는 정보 획득량 순으로 

‘lost, beautiful, buddy, inside, hell, shut, world, died, wake, left’이었다. 이들 

단어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감성 범주를 도표화하여 <그림 4.1>에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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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 (3/31)

sorrow

100%

ins ide (3/31)

soothe

d

100%

hel l  (5/31)

anger

100%

s hut  (5/31)

anger

100%

world (2/31)

sorrow

100%

wake (2/31)

sorrow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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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 i fu l  (7/31)

conten

t

86%

soothe

d

14%

buddy  (4/31)

conten

t

25%

sorrow

75%

died (2/31)

sorrow

100%

left  (2/31)

sorrow

100%

그림 4.1  - 중요 어휘별 감성 범주 (one word)

  각 어휘의 우측에 나타난 숫자는 해당 단어가 나타난 문장의 수를 의미한

다. 보이는 바와 같이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수가 적은 것은 아직 

데이터, 즉 수집된 감성 문장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

면 ‘lost, world, wake, died, left’ 등의 어휘는 테스트 문장을 슬픔(sorrow)의 

감성으로 인식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며, ‘inside’ 어휘의 경우는 위안

(soothed)을, ‘hell’ 어휘의 경우는 분노(anger)의 감정으로 분류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beautiful’ 어휘의 경우는 만족감(content)으

로 분류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며, ‘buddy’ 어휘의 경우는 ‘슬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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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는데 좀 더 확실한 기준점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특정 어휘

가 포함된 문장이 항상 특정 감성을 나타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각 어휘들이 특정 감성으로 분류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을 제

시할 뿐임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그림 4.2>에서는 이들 10개의 단어 중 특정한 어휘가 2개씩 결합

할 경우에 어떠한 감성의 분류 기준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beautiful∧buddy
 (1/31)

content
100%

buddy∧died
 (1/31)

sorrow
100%

lost∧buddy
 (1/31)

sorrow
100%

wake∧left
 (1/31)

sorrow
100%

그림 4.2  - 중요 어취별 감성 범주 (two words)

  이에 따르면, ‘buddy’가 ‘beautiful’과 결합할 경우 최종적으로 ‘만족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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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지만, ‘lost’ 혹은 ‘died’와 결합할 경우에는 ‘슬

픔’의 감성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감성 어휘를 중심으로 감성 문장을 범주화할 수 있는 

감성 문장의 범주화 실험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이러한 대표 단어들 간

의 결합을 분자 컴퓨팅 기법을 통해 제시하고, 분자 컴퓨팅을 이용한 감성 

표현의 인식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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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 자 컴 퓨 팅 실 험 

4.1 Version Space 

  

  Version space에서는 학습을 수많은 가설(hypothesis) 공간 내에서 훈련 

데이터와 일치하는 해답을 얻는 과정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 때의 가설 공

간들은 다양한 속성(attribute)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

으로 선정된 감성 어휘들을 이러한 속성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어

휘, 즉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인 ‘positive example’들을 다양한 분자 컴

퓨팅 기법을 통해 추출해 냄으로써 각각의 문장들이 어떠한 감성을 표지하

는지 구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자 컴퓨팅은 어휘 간의 병렬적인 결

합이 가능하므로, 어휘의 증가에 따른 성능 저하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이러한 version space 학습 과정을 개략적으로 도식화하면 <그

림 5>와 같다. 

그림 5  - version space 학습 과정 (Lim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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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와 같이 version space에서는 초기의 가설 공간들을 모두 가정

한 후, 새로운 사례가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기법

으로 intersection과 difference 방식이 사용된다. Intersection은 positive 

example 각각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한 모든 가설 공간을 추출하는 과정

이며, difference는 negative example이 하나 이상 포함된 가설 공간을 추출

해 내는 과정이다. 새로운 감성 문장을 분류하는 범주화 과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는데, 첫째, 새로운 문장을 positive로 분류하는 학습 공간이 

최소 하나 이상 존재할 경우 이를 positive로 분류하는 방식, 둘째, 두 개의 

튜브에서 각각 intersection과 difference 과정을 시행하여 어느 쪽의 DNA 

가닥이 더 많은지에 따라 각각 positive와 negative로 분류하는 

majority-voting 방식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후자의 방식에 따라 범주화를 

시도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4.2 실 험 절 차  및  결 과 

  본 연구에서는 학습 과정 및 그 결과의 측정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를 고

려한다. 첫째, 중요 어휘 수와 이를 포함한 문장 수의 증가에 따른 성능 변

화, 둘째, 테스트 문장의 증가에 따른 성능 변화이다. 이 중 첫 번째의 변수

를 고려하여 중요 어휘의 수가 10개와 20개일 때의 학습 결과를 측정하였

으나, 어휘의 수가 20개로 증가할 경우 총 학습 공간의 수는 320개로서, 기

존 자바 기반의 프로그램으로는 이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감

성 어휘의 수가 증가할 경우에 기존의 연산 방식으로는 제어가 불가능하다

는 것은 곧, 병렬적인 연산이 가능한 분자 컴퓨팅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 28 -

증명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가설 공간은 3장의 문장 범주화 기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10개의 단어들로 구성된다. 이들 10개의 단어는 각각 하

나의 속성이 되는데 이것을 포함하는 경우를 1,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0으

로 두며, intersection과 difference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don't care의 

경우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속성은 각각 3개의 해를 가질 수 있으

며, 결국 단어의 시퀀스는 총 30개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분자 컴퓨팅 실험은 크게 다음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첫째, 각 

속성이 가지는 3개의 해로 구성된 30개의 시퀀스 제작. 둘째, 각 감성 문장

의 해가 하나 이상 포함된 positive example과 그렇지 않은 negative 

example을 학습하는 intersection 및 difference 학습 과정, 셋째, 학습의 결

과를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감성 문장의 시퀀스를 넣었을 때 이를 각각의 

감정으로 분류하는 범주화 과정 등이다. 이러한 학습 가설의 생성 및 범주

화 과정에서 시퀀스 간의 상보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hybridization 및 

ligation이 병렬적으로 일어나게 되며, 무작위적인 결합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한 gel-electrophresis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의 학습 및 범주화 과정은 자바 코드를 이용하여 구현되었다. 각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Sequence Design 

  10개의 단어 attribute로 구성된 모든 학습 공간은 총 30개이며, 각  

attribute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을 경우를 1로, 없을 경우를 0으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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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care일 경우를 ?로 표시하여 각각의 attribute를 나타내는 시퀀스 30개

를 <표 7>과 같이 생성하였다. 각 시퀀스는 특정한 결합 규칙을 갖지 않기 

때문에 시퀀스 제작의 특별한 제한은 없다. 

표 7  - version space 학습을 위한 sequence 생성 결과

Attribute state Sequence

lost 1 AAGGATTGTCCTCACTGGTC

0 TCACACACTACCATGAGGCA

?lost GACATGTCAGGTGGAACGAA

beautiful 1 AAACCGATAAACCCAAGGCG

0 TACAGTGCGCTCCTACTTAC

?beautiful TCAATCGTAATGCCACCAGG

buddy 1 TCCTCGGTTATCAGACTCTG

0 CTTGTTGACTCACGCTCTAA

?buddy CAATGCACAGCGTACCTATG

inside 1 TAGCACTATCTGGTTCCTGG

0 CATGCATGTATACTGGGCGA

?inside ACGACCTCTACTCGTACATG

hell 1 CAAAGCGATTGCAGGGATGT

0 GTTACTCCATTGGCGAATCG

?hell GCCGTTGGTGCTACTTATTC

shut 1 GCCGATCGTACCAATGAAAG

0 AGAGTTCGGCGCGTTATGTT

?shut TAAAATACGATGCCCCCGAG

world 1 GATGAAGACGTGGCTGAGAA

0 AGTGAGAGACATTAGACCGG

?world AGCATGTGGCCTTGGAAAAC

died 1 TGCGCGACCTATATTCTGGT

0 ACAGATTCGCCTGGTAAGTG

?died ACTATGTGGGAGTATTGAGC

wake 1 GTATAGAACCCACTCCCATG

0 GAGCGTCGATTATGCAACTC

?wake TCTTTAGTTGTCGCCCACCC

left 1 ATTAGACCTCCCAGATGCAT

0 ATGATCAGGTCTACACCGTC

?left GAAATAACACCGCGCC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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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시퀀스는 총 3
10개의 결합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를  

Adleman(Adleman, 1994)의 hamiltonian path 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6>과 같다. 

그림 6  - 학습 공간의 Adleman 식 모형

  (2) 학습 과정 

  각 attribute를 나타내는 총 30개의 시퀀스는 sticky ends를 가진 double 

strands로 구성되며, 이들은 모두 테스트 튜브 안에 넣어져 병렬적으로 결합

하는 hybridization 및 ligation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7>은 이러한 

attribute 간의 결합을 통한 학습 공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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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attribute의 hybridization 형태

  이렇게 모든 학습 가설 공간을 생성한 후, 각각의 학습 공간에 대한 

intersection 및 difference 과정이 시행된다. 이들 과정은 각 attribute의 

single strand에 부착된 magnetic beads를 이용한 affinity separa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intersection의 경우에는 positive example에 대한 affinity separation

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positive example이 <1lost, 1beautiful, 1buddy, 1inside, 

1hell, 1shut, 1world, 1died, 1make, 1left>일 경우, affinity separation을 거쳐 선택될 

수 있는 학습 공간의 예는 다음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이 경우 

선택된 학습 공간은 총 2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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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 positive example에 따른 hypotheses의 선택 사례

Hypotheses

positive

example
<1lost, 1beautiful, 1buddy, 1inside, 1hell, 1shut, 1world, 1died, 1make, 1left>

selected 

examples

<?lost, 1beautiful, 1buddy, 1inside, 1hell, 1shut, 1world, 1died, 1make, 1left>

<1lost, ?beautiful, 1buddy, 1inside, 1hell, 1shut, 1world, 1died, 1make, 1left>

<1lost, 1beautiful, ?buddy, 1inside, 1hell, 1shut, 1world, 1died, 1make, 1left>

………

<?lost, ?beautiful, 1buddy, 1inside, 1hell, 1shut, 1world, 1died, 1make, 1left>

<?lost, 1beautiful, ?buddy, 1inside, 1hell, 1shut, 1world, 1died, 1make, 1left>

<1lost, 1beautiful, 1buddy, 1inside, 1hell, 1shut, 1world, 1died, ?make, ?left>

………

<?lost, ?beautiful, ?buddy, 1inside, 1hell, 1shut, 1world, 1died, 1make, 1left>

<?lost, ?beautiful, 1buddy, ?inside, 1hell, 1shut, 1world, 1died, 1make, ?left>

<1lost, 1beautiful, 1buddy, 1inside, 1hell, 1shut, 1world, ?died, ?make, ?left>

………

<?lost, ?beautiful, ?buddy, ?inside, 1hell, 1shut, 1world, 1died, 1make, 1left>

<?lost, ?beautiful, ?buddy, 1inside, ?hell, 1shut, 1world, 1died, 1make, 1left>

<1lost, 1beautiful, 1buddy, 1inside, 1hell, 1shut, ?world, ?died, ?make, ?left>

………

<?lost, ?beautiful, ?buddy, ?inside, ?hell, ?shut, 1world, 1died, 1make, 1left>

<?lost, ?beautiful, ?buddy, ?inside, ?hell, 1shut, ?world, 1died, 1make, 1left>

………

<1lost, 1beautiful, 1buddy, ?inside, ?hell, ?shut, ?world, ?died, ?make, ?left>

………

<?lost, ?beautiful, ?buddy, ?inside, ?hell, ?shut, ?world, ?died, 1make, 1left>

<1lost, 1beautiful, ?buddy, ?inside, ?hell, ?shut, ?world, ?died, ?make, ?left>

………

<?lost, ?beautiful, ?buddy, ?inside, ?hell, ?shut, ?world, ?died, ?make, 1left>

<1lost, ?beautiful, ?buddy, ?inside, ?hell, ?shut, ?world, ?died, ?make, ?left>

………

<?lost, ?beautiful, ?buddy, ?inside, ?hell, ?shut, ?world, ?died, ?make,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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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학습 공간을 얻기 위해서 먼저, ‘1lost’‘ 와 '?lost' attribute의 beads를 

테스트 튜브에 동시에 넣은 후, 이와 결합하는 모든 strand를 추출한다. 이

후, ‘1beautiful’‘ 와 '?beautiful' attribute의 beads를, 그리고 ‘1buddy’‘ 와 '?buddy' 

beads를 차례대로 넣고 hybridized strands를 추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

할수록 선택되는 학습 공간의 수는 감소하게 된다. <그림 8>은 이러한 과정

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8  - intersection 사례

  이렇게 intersection 과정을 통해 positive example에 대한 가능한 모든 공

간을 추출한 후, 반대로 negative example에 대한 가능한 모든 공간을 추출

하기 위해서는 intersection 과정이 아닌, difference 과정이 요구된다. 이 과

정은 negative example에 반대되는 beads를 사용한 affinity selection 과정

을 거쳐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negative example이 <1lost, 1beautiful, 1bu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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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nside, 1hell, 1shut, 1world, 1died, 1make, 1left>일 경우, 얻어내야 하는 학습 공간은 

<0lost, 0beautiful, 0buddy, 0inside, 0hell, 0shut, 0world, 0died, 0make, 0left>이며, 이를 위

해 각각의 attribute를 하나 이상 포함한 모든 가설 공간을 추출하게 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9>와 같다. 

그림 9  - difference 사례

  본 연구에서는 감성 범주가 4개로 나누어지므로, version space는 총 4개

로 구성되며, 따라서 학습 과정 역시 각 감성 범주별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테스트 문장이 1개인 경우, 문장 범주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

로 선정된 10개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 31개 중 각 감성 범주별로 1

개씩의 테스트 문장을 제외한 27개 문장을 범주별로 positive examples, 

negative examples로 분류하여 학습하였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테스트 문장의 증가에 따른 성능의 변화를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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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문장이 1개 때와 2개일 때로 나누어 학습 결과를 측정하였다. 

<표 9>는 각 감성 범주별 학습 문장 및 테스트 문장 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위안’ 감성의 경우 전체 문장의 수가 4개 정도로 매우 적으므로, 각 범주별 

테스트 문장의 수를 최대 2개로 설정하였다. 

표 9  - 감성 범주별 training size 및 test size 변화

Class
Total 

Examples

Positive 

Examples

Negative 

Examples

Positive 

Training Size
Test Size

anger

31

10 21
9 1

8 2

content 6 25
5 1

4 2

soothed 4 27
3 1

2 2

sorrow 11 20
10 1

9 2

  한편, 학습이 진행될수록, 즉 학습 문장의 수가 많아질수록 학습 공간의 

수, 즉 molecule의 수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각 감성

별로 문장의 수가 0, 9, 18, 27개로 늘어나는 경우에 대한 molecule의 수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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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학습 경과에 따른 molecule 수의 변화

  (3) 범주화

  이렇게 다양한 학습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새로운 문장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범주화하였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여러 

0 9
18

27

anger

content

soothed
sorrow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300
320
340
360
380
400

m
o
le
c
u
le
s

examples

anger

content

soothed

sorrow

anger 59049 258 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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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가 결합된 다양한 학습 공간을 동일한 양으로 두 개의 튜브에 각

각 넣고, 새로운 문장에 대하여 각각 intersection과 difference 과정을 거쳐 

어느 쪽의 결합 가닥이 더 많은지를 gel-electrophoresis 등의 방법으로 측정

하는 majority-vot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들 과정은 자바 언어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되었다. 

  <그림 11.1>은 감성 범주별 테스트 문장이 1개일 경우의 범주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1  - 범주별 감성 범주화 결과 (test size=1)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 38 -

  위의 출력 결과에는 각 범주별 테스트 문장이 제시되어 있으며, 해당 문

장을 어떤 감성으로 분류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미리 ‘분노’로 분

류되었던 ‘So you just shut up and pay attention! You are mean to me, 

you insult me, you don't appreciate anything I do! You're always pushing 

me around or pushing me away' 라는 문장을 version space 학습을 통해 

성공적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슬픔’ 의 경우도 새로운 문장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만족감’ 과 ‘위안’의 경우는 테스트된 감성 

문장이 네 가지 감성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은 <그림 10>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습 결과 추출된 strand가 하나도 남

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표 9>에서도 보여지듯이 ‘만족감’ 

및 ‘위안’의 총 문장 수가 각각 6개와 4개로서, ‘분노’ 및 ‘슬픔’ 문장 수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점, 그리고, 각 문장의 attribute 결합이 매우 폭넓게 분

포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문장의 범주화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그림 11.2>와 같이 테스트 문장

을 2개로 늘렸을 경우에도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각 감성 어휘별 문장 데이터의 수를 늘리는 작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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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 범주별 감성 범주화 결과 (test siz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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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5.1 연 구 결 과 요 약  및  해 석 

  본 연구는 상위 인지 과정의 하나인 감성 정보의 처리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는 언어적 정보 처리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 언어 정보 처리를 하나의 학습 모델로 상정하고 문장 범주화 기법을 

사용하여 감성 텍스트를 분류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감성 분류 연

구를 바탕으로 감성 범주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실제의 언어 활용이 가

장 잘 드러난 자료로 판단되는 영화 대본을 주요 데이터로 선정하였다. 이 

중 감성 표현이 잘 드러난 문장을 각각의 범주로 분류하여 학습한 후 새로

운 감성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학습 결과를 Naive Bayes, Decision Tree의 

J48 등의 알고리즘을 통해 살펴보았다. 중요도가 높은 10개 단어를 중심으

로 정확도를 측정할 경우 96% 이상의 학습 정확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학습 

결과는 매우 만족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들 10개의 중요 어휘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성 표현 문장의 

범주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병렬적 특성을 지니는 분자 컴퓨팅 기법을 적용

하였다. 이를 위해 귀납 학습의 분자 컴퓨팅 구현에 적합한 version space 

학습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positive example과 negative example에 대한 학

습이 진행될수록 해당하는 strand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최종

적인 해답을 찾기 위한 학습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장을 테스트한 결과, 대체로 성공적인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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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감성 텍스트의 범주화가 기존의 문장 범주화 기법을 통해 효과

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나아가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컴퓨팅으로는 불가능한 문장 범주화가 분자 컴퓨팅 기법을 이용하여 성공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관찰함으로써 감성 연구 및 문장 범주화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언어학 

및 심리학 분야에서의 감성 연구의 성과를 인공지능의 다양한 기법을 통해 

구현했다는 점에서 간 학문적 성격을 지니며, 다양한 인지 모듈의 중첩으로 

나타나는 상위 인지 과정의 일종인 감성 정보의 처리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인지과학적 연구 모델로서의 감성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5.2 향 후 과 제    

  본 연구는 감성 텍스트의 범주화를 분자 컴퓨팅 방식으로 구현한 최초의 

연구이며, 따라서 향후 다양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

서 사용된 감성 텍스트 데이터는 그 분산 정도가 매우 큰데, 이는 입력된 

데이터의 수가 적은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데이터 

수가 적은 감성 범주의 경우 긍정적인 version space 학습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 따라서 분자 컴퓨팅을 이용한 감성 범주화가 좀 더 정교하게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데이터가 추가로 입력됨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감성 텍스트의 범주화가 좀 더 정확히 이루

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자 컴퓨팅 기법들이 함께 개발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Kernel-based PLM 기법 등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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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분자 컴퓨팅 분야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언어학 

분야의 다양한 온톨로지(ontology) 연구와 접목시켜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작

업도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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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감성 어휘 목록 (feature size=310(all))

lost

good

jerome

beautiful

buddy

inside

fucking

nice

hell

shut

fuck

world

died

knew

wake

left

kill

pretty

worry

trust

thing

calm

grief

bridge

ve

office

born

early

wonderful

hurt

decided

rest

real

outta

woman

shit

wife

madam

talking

eugene

today

people

yeah

easy

guy

mission

found

idiot

told

chance

door

retard

whore

life

child

doesn

taking

feel

sir

hour

memory

floor

relax

understand

gotta

uh

son

bitch

happened

unremarkable

events

face

proud

sweet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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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

princess

style

lord

means

celebration

glad

titanic

jenny

find

great

computer

open

amazing

years

morning

eyes

perfect

gonna

day

call

wrong

put

thought

president

america

mouth

husband

killed

morrow

director

places

selection

virtually

guaranteed

birth

blessed

physical

intellectual

gifts

arduous

undertaking

genetic

quotient

antonio

portable

honey

beaten

bad

check

nametag

tonight

precious

land

earlier

minds

days

deep

ocean

frodo

hey

home

stop

hair

base

pain

miles

mother

talk

reason

rude

throat

bastard

death

bay

martin

cut

henry

leonard

memories

live

diabetic

pay

scared

weapon

king

die

clean

supposed

path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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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

ass

guys

hand

coming

men

fool

sold

selfish

gutter

rat

imagining

purposely

harm

lenny

clue

time

don

man

boy

vincent

parents

sense

terrible

anymore

hospital

dealey

plaza

priest

happen

blubbering

shot

jack

eye

close

swamp

end

shrek

jim

arms

crowd

break

money

position

lifeless

legs

cover

shock

revelation

ahead

read

times

human

minute

freely

enticing

wow

couple

heart

david

teddy

made

father

safe

children

work

back

love

car

year

fine

hundred

thousand

happy

enjoy

party

care

miss

ring

careful

direction

hit

cops

mommy

facts

wasn

shy

deal

writ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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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aid

called

show

business

stupid

alive

leave

didn

big

things

book

ruin

stuff

blood

damn

remember

hands

friend

required

town

condition

lot

give

living

room

space

turn

aunt

ruth

excuse

service

deny

couldn

jesus

seventy

mind

dad

bathroom

kind

class

ship

moment

coffee

risk

family

fun

allright

make

ago

night

hmm

accept

hope

god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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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성 어휘 목록 (feature size=10)

lost

beautiful

buddy

inside

hell

shut

world

died

wake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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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감성 어휘 목록 (feature size=20)

lost

beautiful

buddy

inside

hell

shut

world

died

wake

left

knew

selection

places

guaranteed

virtually

director

husband

mouth

morrow

k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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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감성 어휘 목록 (feature size=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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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ddresses emotional information processing in the domain of 

text recognition. Massive parallelism and chemical reaction-based 

information processing give molecular computing an advantage in 

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We used emotional sentences in movie scripts as data sets which 

represent contemporary discourse. Then we tested the learning ability  by 

text categorization with correctly classified results. Then, we chose ten 

words which feature emotional categories. Using these words, a molecular 

computing based version space search was designed. The version space 

method is an inductive learning method which searches for a correct 

hypothesis in the spaces of conjunctions of attributes. 

  After designing DNA sequences of 30 attributes, we conducted positive 

and negative learning process. The selected strands correctly categorized 

each emotion - anger, content, soothed and sorrow. This molecular 

version space demonstrates its advantages in emotional categorization 

above silicon-based sequential operation for its higher capacity. 

Kewywords : molecular computing, emotion, emotional text, text 

categorization, version space

Student Number : 2003-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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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거친 땅이었습니다. 이랑조차 나누어지지 않은 넓은 들판에 이랑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물과 영양을 쉼없이 주며 이제서야 작고 조악한 밭 하나를 일구어 낸 느낌

입니다. 

  서툰 쟁기질에도 호된 말씀 한 마디 없이 항상 자상하게 이끌어주셨던 장병탁 선

생님, 선생님과의 대화 속에서 제 머릿속의 우주는 매번 고요하게 폭발하곤 했습니

다. 학자는 학문을 하는 사람임을, 언제나 말없이 실천으로 보여주신 것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부탁을 받아 주시고, 한없이 부족한 저의 자질과 노력에 따가운 질책과 

뜨거운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두 분 선생님, 김청택 선생님과 신효필 선생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항상 넉넉한 웃음과 인품으로 서툴고 미숙한 

저에게 힘을 주셨던 김청택 선생님, 연구자로서의 자세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를 세

심하게 가르쳐 주셨던 신효필 선생님. 두 분께서는 미숙한 저에게 지식 이상의 지

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찾고 그 빛을 좀 더 뚜렷한 것으로 만들 용기와 자신감

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이오지능 연구실과 인지과학 선배 및 동학들의 도움 없

이는 애초부터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험의 기초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함께 했던, 그리고 저에게 협동과 배려의 자세를 가르쳐주었던 김병희 동학께 가장 

큰 고마움을 전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실험 디자인과 시뮬레이션 작업에 너

무도 큰 도움을 주었던 이인희 선배, 뛰어난 연륜으로 최초의 밑그림을 설계하는데 

자신감을 주셨던 엄재홍 선배, 그리고 벽에 부딪힐 때마다 기꺼이 시간을 내어 방

향을 잡아 주셨던 바이오지능 연구실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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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의 길고 또 짧은 시간동안 고락을 함께하며 젊음을 불태웠던 인지과학의 선

배, 동학들. 탁월한 재치와 유머로 항상 즐거움을 선사하며 최종 논문이 완성되기까

지 꼼꼼히 살펴봐 주었던 은석 선배, 사람 좋은 웃음으로, 또 오랜 연륜으로 방황하

는 신세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던 윤현 선배, 조교 업무를 맡아 지각대장인 

저의 스케줄을 항상 챙겨주고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수동 선배, 가끔씩 뵈어도 항

상 따뜻한 온기로 품어주었던 소영 선배, 입학 초기 불투명했던 시절을 함께 보내

며 세심한 배려와 조언으로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젠틀맨 현승, 함께 들어

와 많은 것을 공유하며 지식에의 열정과 인간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누었던 나의 

사랑하는 동기들, 지현, 지영, 정욱, 산이, 그리고, 늦게 만나게 되었지만 생활의 묘

미와 즐거움을 한껏 선사해 주었던 사랑하는 후배들, 형주, 아림, 은정, 윤정, 미선, 

재명, 정옥, 세웅, 민수. 당신들과의 그 즐거운 추억들이 떠나는 저의 걸음 뒤에 한

없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논문 기간 내내 마음으로부터의 응원과 격려를 주었던 영혼의 친구 동주, 아끼는 

동생 유경, 단짝 선영, 옆집 아줌마 은경, 그리고 사랑하는 여위 친구들. 믿음과 애

정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라는 진부한 말밖에는 드릴 수 없는 엄마 아빠. 

사랑하는 언니들과 성민이, 민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는 당신들로부터 

나옵니다. 당신들께 졸고를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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