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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고에서는 빈도 정보를 이용한 저자 판별 (authorship attribution) 기법을 한국어에 적용한 연구를 소개
한다. 그 대상으로는 정형화된 장르인 신문 칼럼을, 구체적으로는 조선일보에 연재 중인 4인 칼럼니스트
들의 각 40개 칼럼, 총 160개 칼럼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이들에 대하여  어절, 음절, 형태소, 각 단위 2
연쇄 등의 다양한 언어 단위들의 빈도 정보들을 이용한 저자 판별을 시도한 결과, 형태소 빈도를 기반으
로 하여 최고 93%를 넘는 높은 예측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저자 개인 문체간의 거리도 빈도 정
보로써 계량적 표상이 가능함을 보일 수 있었다. 이로써 빈도 분석과 같은 통계적, 계량적 방법을 통하여 
한국어 텍스트에 대한 성공적인 저자 판별과 개인 문체의 정량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서론

저자 판별(authorship attribution)이라 함은 작자가 무기
명 (anonymous)으로 되어있거나 작자의 진위가 논쟁이 
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 저자를 할당하는 작업이다. 텍
스트에서 추출한 자질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저자 예
측에 사용하는 정량적 (quantitative) 방법은 이미 19세
기서부터 쓰이기 시작하여 이제는 저자 판별의 중심적인 
기법으로 자리 잡았다 ([1], [2]). 실제 상황에서 저자
의 진위가 논란이 되는 텍스트에 대해 저자 판별이 요구
되는 케이스는 ([3], [4], [5]) 흔하지는 않으나 연구 
대상으로서 또 과학적 정밀성이 요구되는 실제 작업으로
서 큰 무게를 가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자가 확정적인 
텍스트들에 대하여 여러 테크닉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저
자 판별을 시험, 이들 기법들의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하
려는 노력들도 저자 판별 연구의 큰 줄기의 하나이다 
([6], [7], [8], [9]). 영미권에서는 카이스퀘어 테스트 
(chi-square test) 등을 이용한 정량적 저자 판별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자연언어 처리 테
크닉과 기계학습 기법을 사용한 전산언어학 분야에서의 
연구도 활성화 되고 있으나 ([10], [11], [12], [13], 
[14]), 한국어에 대해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는 
아직 시도된 바가 없다. 본고에 소개할 연구는 이러한 
정량적 방법론을 한국어 텍스트의 저자 판별에 적용한 
것이다.  

2. 대상 

연구 대상으로 쓰인 텍스트는 현재 조선일보에 연재 중
인 4인 칼럼니스트들을 지정, 그들 각각에 대하여 40개

의 칼럼을 취합한 칼럼니스트 코퍼스이다. 신문 칼럼 장
르는 이미 몇 다른 언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되
어 ([8], [10]) 저자 판별 작업에 적합한 종류의 텍스트
로 확인 받은 바 있다. 저자 판별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판별의 변별성이 순수한 개인 문체의 차이에 의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별 대상이 되는 텍스트들에
서 개인 문체 외의 다른 변인들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런 면에서 신문 칼럼은 대단히 정형화된 장르로서, 
여기에는 매체, 장르, 시대, 겨냥 독자층, 주제, 저자의 
사회적 배경 등의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이 최소로 반영
되며 따라서 텍스트 내에서 개인 문체에서 비롯하는 특
질들의 영향을 최대로 표상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저
자 판별 연구에 최적의 텍스트라 할 만하다. 

칼럼니스트 코퍼스는 김창균, 김대중, 류근일, 양상훈 4
인 칼럼니스트들이 저술한 각 40개 칼럼, 총 160개 칼럼
들로 구성되어있다. 출판 연대는 작가마다 조금씩의 차
이는 있으나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이며, 각 파일은 
조선일보 온라인 에디션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것이다. 
사이즈는 전체가 73,454 어절로, 칼럼당 평균은 459어
절이다. 조선일보에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칼럼니스트들
은 이들 넷 이외에도 여럿이 더 있으나, 이들 4인방은 
모두 중년의 남성이며 또한 정치, 사회와 경제를 논설의 
주된 주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들을 선정하였다. 
실제로 이들의 칼럼들을 대상으로 `이명박', `박근혜', `
경제', `정치', `미국', `북한', `안보' 등의 키워드를 샘
플링해 본 결과, 이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칼럼들에 나타
나 칼럼니스트 간의 주제와 내용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
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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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절 O E (O+1-E+1)2/E+1
가능성이 0 0.0001401 1.96280100000245e-09
가능한 0.0021598 0 4.66473604000019e-07
것이다. 0.0043196 0.0069356 6.84345599999975e-07
... ... ... ...

못하고 0.0021598 0.0004376 2.96597284000041e-07
못하면 0 0.0001517 2.3012889999993e-09
... ... ... ...

한나라당 0.0064794 0.0007987 3.22703524899985e-06
한나라당을 0 0.0001892 3.57966399999582e-09
χ2 0.005088377

표 1: 어절 출현 상대빈도와 카이스퀘어를 이용한 유사도 측정

3. 방법론 

3.1. 카이스퀘어 테스트

두 텍스트, 또는 하나의 텍스트와 텍스트 군을 계량적으
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먼저 정량적으로 표상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량화는 텍스트 전체라는 가
장 큰 단위로부터 추출한 더 작은 단위의 정보에 기반하
여 이루어지는데, 그 단계적 범위는 텍스트 > 단락 > 
문장 >  구, 절 > 어절 > 형태소 > 음절 > 음소가 된
다.  이들 단위로부터 추출한 상대적 빈도를 벡터화 한 
것이 한 텍스트의 정량적 표상이 되는 것이다. 일단 두 
빈도 벡터가 얻어지면, 이들 사이의 유사도를 여러 통계
적 테스트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 저자가 알려져 있
는 하나의 텍스트(x)에 대해서 성공적인 저자 예측 여부
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 타겟 텍스트(x)의 실제 저자(A)를 포함한 저자 후보군
(A, B, C, D)을 선정한다, 

2. 저자 후보군 내의 각 저자에 대해 충분한 양의 저작
물 집합(a, b, c, d)을 확보한다. 실제 저자(A)의 경우, 
저자 판별 타겟인 텍스트(x)는 물론 저작물 집합(a)에
서 제외한다. 

3. 타겟 텍스트(x)를 표상(x')화 한다. 
4. 각 후보의 저작물 집합(a, b, c, d)을 같은 방법으로 

정량적 표상(a', b', c', d')화 한다.
5. 타겟 텍스트의 표상(x')과 각 후보 저작물의 정량적 표

상(a', b', c', d') 사이의 유사도를 산출한다.
6. 가장 근접한 유사도를 보이는 후보 저자를 타겟 텍스

트의 저자로 예측한다.
7. 예측된 저자가 실제 저자와 일치할 경우 저자 판별이 

성공한 것. 이외의 경우는 실패.

본 연구의 경우, 4명의 저자가 후보군이 되며, 저자 예측 
시험은 저자당 40개, 모두 160개의 텍스트에 대해서 각
각 시행하였다. 빈도 벡터 측정의 단위를 달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실험할 때마다 총 160개의 예측이 이루어
졌다.  

두 빈도 벡터 사이의 유사도 측정은 카이스퀘어 
(chi-square) 테스트를 이용하였다 ([8], [14]). 카이스
퀘어 테스트는 샘플에 대해 관측된 수치들이 기대치를 
대변하는 특정한 분포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측정하
는 통계 테스트로, 다음의 공식에 따른다. 

   (O: observed, 관측치. E: expected, 기대치)

두 수치 분포들이 유사할수록 카이스퀘어 수치는 0에 가
깝게 된다. 카이스퀘어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기대치가 
항상 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언어적 사용의 상대 빈
도는 0일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특정 어휘가 텍스트
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때) 테스트를 보완할 필요가 

생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관측치와 기대치로 
상대 빈도에 1을 더한 수치를 이용한다. 

실례로, 아래의 표 1은 한 텍스트와 한 저자에 의한 텍
스트군을 각각에서 추출한 어절 상대 빈도와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단일 텍스트가 관
측치(O)가 되며, 비교 대상인 저자 텍스트군이 기대치
(E)가 된다. 어떤 어절들은 (예: "것이다") 두 텍스트 양
쪽에서 출현하며, 어떤 어절들은 어느 하나에서만 나타
나는 것을 (예: "가능성이", "가능한") 볼 수 있다. 각 어
절에 대하여 상대 빈도는 그 어절이 관찰된 횟수를 텍스
트의 전체 어절 수로 나눈 것이다. 단일 텍스트가 아닌 
텍스트군집을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어절 빈도는, 각 구
성 텍스트에 대해 측정한 상대 빈도를 전체 텍스트의 개
수로 나눈 평균 상대 빈도로 나타낸다.  

3.2. 빈도 측정의 언어적 단위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판별에 사용할 빈도 자질로는 어
절 외에도 다양한 언어적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어떠
한 언어적 단위가 저자 판별에 가장 효과적인가를 탐색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 10개의 언어적 단위를 
사용하였다. 

(a) 음절
(b) 형태소
(c) 대표형 형태소
(d) 비주제특정 형태소
(e) 품사
(f) 어절
(g) 음절 2연쇄
(h) 형태소 2연쇄
(i) 대표형 형태소 2연쇄
(j) 비주제특정 형태소 2연쇄

(f) 어절은 띄어쓰기를 경계로 자른 단위이며, (a) 음절
은 한글 음절 단위, 한자 글자 단위, 기호를 포함한다. 
음절보다 큰 단위로 형태소가 사용되고 있는데, 형태소 
분석 작업은 확률 기반 자동 태거인 KomaTagger([15])
를 사용하였다. 형태소 (b) 단위로는 개개의 형태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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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절 음절 형태소
대표형

형태소

비주제특정

형태소
품사

형태소

2연쇄

1 국정(國政)은 국 국정/NNG <-- (/SS NNG BEGIN+국정/NNG

2 노무현 정 (/SS <-- )/SS SS 국정/NNG+(/SS

3 여파로 ( 國政/SH <-- 은/JX SH (/SS+國政/SH

4 아예 國 )/SS <-- 아예/MAG SS 國政/SH+)/SS

5 몸살을 政 은/JX <-- 을/JKO JX )/SS+은/JX

6 앓았다. ) 노무현/NNP <-- 았/EP NNP 은/JX+SPACE

7 은 여파/NNG <-- 다/EF NNG SPACE+노무현/NNP

8 노 로/JKB 으로/JKB ./SF JKB 노무현/NNP+SPACE

9 무 아예/MAG <-- MAG SPACE+여파/NNG

10 현 몸살/NNG <-- NNG 여파/NNG+로/JKB

11 여 을/JKO <-- JKO 로/JKB+SPACE

12 파 앓/VV <-- VV SPACE+아예/MAG

13 로 았/EP 었/EP EP 아예/MAG+SPACE

표 2: "국정(國政)은 노무현 여파로 아예 몸살을 앓았다“로부터 추출된 단위 자질들의 예시

빈도자질
김

창균

김

대중

류

근일

양

상훈

성 공

판별

성공률

(%)

어절 33 38 36 25 132 82.5

음절 30 38 38 30 136 85

형태소 34 40 39 36 149 93.1

대표형 형태소 35 40 39 36 150 93.7

비주제특정 형태소 36 40 39 35 150 93.7

품사 36 38 37 33 144 90

음절 2연쇄 31 39 39 33 142 88.7

형태소 2연쇄 34 40 40 33 147 91.9

대표형 형태소2 36 40 40 33 149 93.1

비주제특정 형태소2 30 36 38 31 135 84.4

표 3: 자질별 저자 판별 결과

해당 품사 태그를 함께 고려하였다. (c) 대표형 형태소
라 함은 문법적 형태소들의 이형태를 (예: "었", "았", "
ㅆ") 대표형(예: "었")으로 통합한 것을 일컫는다. 

(d)에 제시된 "비주제특정 형태소 (non-topic-specific 
morphemes)"라는 단위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 단위는 형태소에서 품사에 의거해 동사, 일반
명사, 고유명사, 외국어, 한자어를 제외하고 조사, 어미, 
조동사, 의존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부사, 기호 부류만
을 남긴 것이다. 전자의 부류는 글의 내용을 반영하는 
정도가 크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즉, 비실질 문법 형
태소 부류와 일부 제한적인 실질 형태소 부류가 이 "비
주제특정 형태소"에 속하는데, 형용사와 부사, 접속부사 
등을 포함한 것은 담화 표지와 수식어 등이 저자의 개별 
문체 특성을 반영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따라
서 이 "비주제특정 형태소" 단위의 목적은 글의 내용과 
주제에서 비롯되는 빈도 특성을 최소화 하고 저자의 개
인 문체에서 비롯되는 빈도 특성을 부각시키는 데 있다. 

(g-j)에 제시된 단위들은 일부 기본 단위들의 2연쇄
(bigram)이다. 이들의 사용은 빈도 측정 단위를 좀 더 
넓은 관찰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저자 판별에 도움이 
되는지를 탐색해 보기 위한 것이다. 

4. 저자 판별 결과

실험은 10개의 각 빈도 자질에 대해 160개 각각의 텍스
트에 대해서 저자 판별을 시도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표 3은 단위 자질별 결과이다. 

전체를 통틀어 (b) 형태소, (c) 대표형 형태소, (d) 비주
제특정 형태소의 세 형태소 기반 자질들이 93.1%과 
93.7%의 정확도로 저자 판별에 가장 강력한 자질들임을 
알 수 있다. 가장 약한 자질은 어절 빈도로, 160개 텍스
트 중 132개를 정확히 예측하여 82%의 정확률을 구현
하였다. (g-j)의 2연쇄 자질들은 복합적 결과를 보여준
다. 음절 단위에 대해서는 2연쇄를 취하는 것이 성능의 

향상을 가져오지만 (85% vs. 88.7%), 단일 단위로서 좋
은 성능을 보여주었던 세 형태소 단위에 있어서는 2연쇄
화는 오히려 성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93.1-93.7% vs. 84.4- 93.1).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개개 음절은 지나치게 작은 단위로
서 저자 판별에 크게 변별적이지 않으나, 음절 2연쇄는 
크기 면에서 음절과 단어 내지는 형태소 사이쯤에 위치
하여 단일 음절보다 정보적이므로 저자 판별에 보다 유
용하다. 반대로, 형태소 단위는 이미 충분히 변별력을 가
지는 단위이며, 형태소 연쇄 각각은 단일 형태소보다 더
욱 정보적일지 모르나 전반적으로는 연쇄화가 필연적으
로 야기하는 분포의 희박성(sparseness)이 성능에 불리
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낳는다. 분포의 희박성이 저자 판
별 성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또 한 예는 어절 
자질의 성과 부진이다. 어절은 형태소보다 큰 단위로, 개
개 단위가 보유하는 정보의 양은 더 크지만, 이를 빈도 
벡터로 표상했을 때는 분포의 희박화가 불가피하다.   

하나 주목할만한 점은 기대에 반해 비주제특정 형태소 
단위가 형태소 단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만큼의 
뚜렷한 성능 향상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비
주제특정 형태소라는 단위 자체가 일반 형태소에 비해 
문체 구분에 있어 특별한 이점을 갖지 않는다는 결론으
로도 이어질 수 있고, 아니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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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평균 정확도 최고 성공률 최저 성공률

김창균 83.7% 90% 75%

김대중 97.2% 100% 90%

류근일 96.2% 100% 90%

양상훈 81.2% 100% 62.5%

표 4: 저자별 저자 판별 결과

원저자

예측
김창균 김대중 류근일 양상훈 계

김창균 335 2 2 51 390

김대중 10 389 13 22 434

류근일 8 4 385 2 399

양상훈 47 5 0 325 377

계 400 400 400 400 1600

표 5: 저자 예측의 혼동 패턴

랭크 저자쌍 문체간 거리

1 김창균 -- 양상훈 0.42 * 10-3

2 김대중 -- 양상훈 0.79 * 10-3

3 김대중 -- 류근일 0.87 * 10-3

4 김창균 -- 김대중 1.1 * 10-3

5 김창균 -- 류근일 1.46 * 10-3

6 류근일 -- 양상훈 1.63 * 10-3

표 6: 저자 문체간 거리

한 조선일보 4인방 칼럼니스트 코퍼스가 디자인 과정에
서 의도한 대로 주제라는 변인이 이미 잘 통제되어 있어
서 주제특정 어휘의 제거가 직접적인 성능향상으로 이어
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만일 후자
의 경우라면, 저자들이 각자 특정한 주제와 내용을 선호
하는 또다른 저자 코퍼스를 연구 대상으로 했을 때 비주
제특정 형태소는 일반 형태소 단위에 비해 저자 판별에
서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이다. 이점은 장래의 연구 과제
로 남겨두기로 한다. 

5. 개인 문체간 거리의 계량화

표 4는 저자별 판정 결과인데, 이는 저자별로 10개의 빈
도 단위별 성공률을 평균화한 것이다. 김대중과 류근일
이 판별 성공률이 높은 저자이며, 김창균과 양상훈은 상
대적으로 판별 정확성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기 위해, 저자 예측 패턴을 
혼동 매트릭스(confusion matrix)화 하면 다음과 같다.  

이 매트릭스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의 대각
선 축은 성공한 예측을, 여기서 벗어난 셀들은 실패한 
예측을 나타낸다.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김대중
과 류근일의 칼럼들이 다른 저자의 것으로 오인되는 일
이 적다는 것이다.  그 둘 사이에서는 류근일 칼럼은 김
대중 칼럼으로 오판되는 경우가 다소 (13개) 보인다. 예
측은 김대중에 몰리는 편이며 (434개) 따라서 김대중으
로 예측된 케이스 중에서 오판의 빈도(10, 13, 22개)는 
류근일 예측 케이스(8, 4, 2개)보다 높다. 원저자 축과 
예측 축을 함께 고려하면, 류근일이 단연 다른 저자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 된다 (원저자 축 오류 2, 13, 0, 
예측 축 오류 8, 4, 2). 다른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김
창균과 양상훈 사이의 혼동이 심하다는 점이다 (51개, 
47개).  또한, 양상훈은 김창균 뿐 아니라 김대중의 저
작으로 오판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22개). 

이러한 개별 문서의 저자 판별 작업에 있어서의 오류 양
상은 두 저자의 문체 사이의 거리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이번에는 개인 문체간의 거리에 대한 
계량화를 시도해 보았다. 이는 두 저자의 개인 문체를 
빈도 벡터로 표상하여 그 사이의 거리를 카이 스퀘어 값
으로써 계량한 것이 된다. 단, 기대치와 관측치 사이에서 
비대칭적인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보완하기 위해, 두 저
자를 번갈아 가며 관측치(O)와 기대치(E)로 둔 두 카이
스퀘어 값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실험에는 10개
의 모든 자질을 다 시험하지 않고 형태소 빈도만을 사용
하였다. 개인 문체를 표상하기 위해서는 40개 칼럼 각각
의 빈도벡터의 평균값이 사용된다. 6개의 저자쌍에 대한 
문체간 거리의 수치는 다음과 같다. 

결과는 기대했듯이 개별 문서의 저자 판별에서 보인 혼
동 양상과 부합하고 있다. 먼저, 앞서 상호간 혼동 정도
가 크게 나타났던 김창균과 양상훈 사이의 문체 거리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예측이 김대중에 몰
려 있음을 보았는데, 김대중을 낀 세 저자쌍이 유사도에
서 2, 3, 4위를 차지했다. 또한, 개별 텍스트 판별에 있
어 가장 성공적이었던 류근일을 낀 김창균-류근일과 류
근일-양상훈 쌍이 5위와 6위로 저자간 문체 거리가 가
장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텍스트의 저자 판별
에 있어서의 오류 양상이 저자들의 개인 문체간의 거리
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개별 언어 자질의 판별 공헌도

정량적 방법이 아닌, 정성적 기법을 사용하는 저자 판별
에서는 저자 개인이 즐겨 쓰는 어휘나 표현과 같은 특정
한 언어 자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정량적 기법을 
사용할 경우에도 개별 언어 자질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이 판별에 기여하는 공헌도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언어 자질들이 저자 판별에 크
게 기여하며, 그들의 공헌도는 어떻게 따져 볼 수 있을 
것인가? 

표 7은 류근일 칼럼 1개와 김창균 저작 전체의 형태소 
빈도를 카이스퀘어로 비교한 결과를 공헌도가 큰 순서에 
따라 정렬한 것이다. 공헌도는 맨 오른쪽 칼럼의 값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들 값을 합산한 것이 맨 아래줄에 
보인 카이스퀘어 값이며, 따라서 이 칼럼의 값이 클 수
록 카이스퀘어 값에 크게 기여하여 카이스퀘어 값으로 
대변되는 두 텍스트간의 거리(distance)에도 역시 큰 기
여를 한 것이 된다. 한 형태소에 대해 때로는 류근일 칼
럼에서의  출현 빈도(O)가 높으며, 때로는 김창균 저작
에서의 출현 빈도(E)가 높다 (진한 폰트가 높은 값).



2008년도 제2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 33 -

빈도자질 4명(%) 3명 2명

word and punctuation profile 89 92 95

character 2-gram profile 88 91 94

character 3-gram profile 88 91 94

character 4-gram profile 85 89 93

grapheme1) and punctuation mark 84 87 93

first and last 6 words in sentence 82 86 92

word profile 80 85 88

표 8: 영어에서의 저자 판별 성능 (Grieve, 2007)

형태소 O E (O+1-E+1)2/E+1
1 '/SS 0.0363 0.0030 0.0011072

2 ./SF 0.0210 0.039 0.0003342

3 다/EF 0.0201 0.335 0.0001752

4 것/NNB 0.0210 0.0080 0.0001670

5 "/SS 0.0134 0.0021 0.0001261

6 ㄴ/ETM 0.0287 0.175 0.0001234

7 의/JKG 0.0239 0.156 6.8092173e-0

8 는/ETM 0.0201 0.120 6.4994469e-05

9 를/JKO 0.0038 0.119 6.4661862e-05

10 았/EP 0.0027 0.102 5.4079175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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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6 때문/NNB 0.0009 0.0009 6.0016808e-10

χ2 0.0038720

표 7: 개별 빈도 자질의 판별 공헌도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기호와 문법 형태소가 상위를 차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상위 30개 형태소 자질 중 
실질 형태소는 "후보/NNG", "대통령/NNG", "이념/NNG"
의 셋에 불과했으며, 비실질 형태소가 리스트의 위쪽에 
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실질 형태소의 개수는 문법 형태소의 총 개수에 
비해 월등히 많으므로, 범주적으로 비실질 형태소의 공
헌이 실질 형태소의 공헌보다 더 크다고 말하기는 힘들
겠다. 또한, 성공적인 저자 판정은 절대적 카이스퀘어 수
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카이스퀘어 수치
들 사이의 상대적인 순위에 의해 결정되므로 저자 판별
에 있어서 이들 개별 언어자질의 공헌도는 보다 간접적
인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이런 고려를 하더라도, 기호와 비실질 형태소가 이처
럼 큰 무게를 가지는 점은 내용을 반영하는 실질 어휘보
다도 비실질적, 문법적 어휘와 문장 부호의 사용이 개인 
문체 판별에 보다 큰 변별력을 가짐을 어느 정도는 입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비교: 영어에서의 저자 판별 (Grieve, 2007)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선행 연구로 
영어를 대상으로 한 Grieve(2007, [8])에서의 저자 판
별 연구 사례가 있다. Grieve(2007, [8])는 영국의 텔레
그래프(Telegraph)지에 기고하는 40명의 칼럼니스트들
을 대상으로 저자당 40개의 칼럼을 사용하여 진행한 연
구로서, 여러 빈도 자질의 저자 판별에 대한 공헌도를 
시험하는 것과 저자 후보군의 크기에 따라 성공률이 어
떻게 달라지는지를 탐색하는 두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
다. 빈도 자질로는 단어, 단어 2, 3, 4그램, 문자와 같은 
자질 외에도 상대적 위치를 고려하는 "문장내의 첫 6 단
어와 마지막 6단어", 단어와 문장 길이의 빈도 등과 같
은 보다 다양한 자질들이 고려되었다. 저자 후보군의 크
기가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7회에 걸쳐 40
명, 20명, 10명, 5명, 4명, 3명, 2명의 각 다른 저자 그
룹 크기에 대해 저자 판별의 성공률을 조사하였다. 

1) 26개의 영어 알파벳을 가리킨다.

표 8은 4명 이하의 저자후보군에 대해 가장 성과가 우수
했던 빈도 자질들이다. 4명에서 3명, 또 2명으로 저자 
후보군의 크기가 작을수록 저자 판별의 성공률은 향상된
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4명 후보군을 기준으로, 영어에
서의 성능은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보인 한국어에서의 
저자 판별 성능보다 떨어짐을 볼 수 있다. 영어에서 가
장 성공적이었던 자질은 단어와 문장부호 빈도 프로파일
(word and punctuation profile)로서, 89%의 성공률을 
보여 93.7%의 성공률을 보였던 (기본, 비주제특정) 형
태소를 사용한 한국어의 케이스에 못 미친다.  한국어의 
4명 후보군의 성공률은 영어에서 3명 후보군의 성공률보
다 오히려 높아서, 3명 후보군과 2명 후보군 성과의 중
간쯤에 위치하고 있다. 

자질 면에서 살펴 보자면, 한국어에서 가장 성공적인 자
질이었던 형태소에 가장 근접한 영어의 단위를 단어와 
문장부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빈도 프로파일(word 
and punctuation profile)이 영어에서도 역시 가장 성공
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자 판별에 있어서의 
두 언어 사이의 공통점이 된다.  

또 하나 주목해야할 점으로는 영어에서의 캐릭터 단위 
자질 연쇄(2-, 3-, 4-gram)의 선전이다. 한국어에서 
음절 단위 자질의 연쇄가 성능 향상을 가져왔듯이, 영어
에서도 캐릭터 단일 단위라고 볼 수 있는 "grapheme 
and punctuation mark profile"에서보다 캐릭터 2-, 3-, 
4-연쇄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한국어의 형
태소에 근접하는 영어 단위인 "word and punctuation"에 
대한 연쇄화 실험은 이루어진 바가 없어 이의 연쇄가 성
능의 향상 또는 한국어에서처럼 오히려 성능의 저하로 
이어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7. 결론

이로써 빈도 정보와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이용한 계량적 
저자 판별 기법이 한국어의 저자 판별에 성공적으로 적
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한국어에서는 형태소가 저자 판
별에 성공적으로 작용하는 언어적 단위이며, 이를 바탕
으로 4인의 저자 후보군을 놓고 저자를 판별하는 데에 
93%를 넘는 높은 정확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저
자들의 개인 문체간의 거리를 계량화하는 데에도 같은 
기법이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앞으로의 연구는 더욱 큰 저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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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예정이며, 저자 후보군의 크기에 따른 판별 성공률도 
탐색해 볼 계획이다. 또한, 형태소 연쇄나 비주제특정 형
태소의 연쇄와 같은 자질들에 대한 실험을 여러 종류의 
장르를 포함하는 또다른 저자 코퍼스에 대해 시행하는 
것 역시 흥미로운 연구 방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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