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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단어 부정어가

정서가의 극성 전환 및 약화에 미치는 영향
*

이 신 영 함 준 석 김 미 선 방 그 린 고 일 주
†

숭실대학교 미디어학과

오피니언 마이닝과 정서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정서 단어에 부정어를

붙일 경우 긍정, 부정의 극성과 값이 뒤바뀐다고 가정하고 부정어를 처리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서 단어에 부정어가 발생했을 때 극성이 어느 정도 바뀌는지

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정서 단어와 그 부

정형에 대해서 정서가와 각성 차원을 측정하였다. 결과, 정서 단어에 부정형이

올 경우 정서가와 각성 차원의 중간 수준을 기준으로 극성을 뒤바꾸고 값은 약

30~50% 약화되었다. 이 결과를 오피니언 마이닝과 정서 분석 연구에서 부정어를

처리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정서 단어, 부정어, 오피니언 마이닝, 정서 분석, 정서가, 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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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SNS, 블로그, 댓글 등의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사용자의 의견을 수집하는 오피니언 마이닝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텍스트로 이루어진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제품,

영화, 기업 이미지, 정치인에 대한 의견을 긍정, 부정으로 분류한 후 제품 판매량

을 늘리거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등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한편 정서 분석(sentiment analysis)은 오피니언 마이닝의 세부 분야 중 하나다. 오피

니언 마이닝이 주로 긍정, 부정의 극성(polarity)을 분류한다면 정서 분석은 텍스트

에서 긍정, 부정을 포함해 기쁨, 행복, 슬픔, 혐오 등과 같은 세분화된 정서의 흐름

을 분석한다.

단어의 긍정, 부정을 추출할 때에 not, never, 안, 않다 등의 부정어가 쓰이게 되

면 단어의 긍정, 부정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단어에 부정어가 쓰인 것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오피니언 마이닝에 있어서 중요하다. 또한 정서 분석에서도

부정어에 따라 분류되는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어에 대한 처리가 필요

하다. 정서 분석에서 많이 쓰이는 모형으로 정서의 차원 이론이 있다. 정서의 차원

이론은 정서 단어를 정서가(valence)와 각성(arousal)차원으로 분리하여 측정하고 이것

을 정서 분석에 사용한다. 정서가 차원은 긍정, 부정 등 극성을 의미하며 쾌

(pleasant)-불쾌(unpleasant) 차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각성 차원은 각성(arousal)-

수면(sleep), 활성(activation)-비활성(deactivation)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1-7].

부정어의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단어에 부정어가 발생했을 때 단어의

극성을 반전시킬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8-11]. 그러나 부정어가 과연 극성을 반

전시키는지, 또 그 값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정서 단어와 부정형에 대해 정서가를 측정하였다. 또한 부정어

가 각성 차원에 미치는 영향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를 토대로 정서 분석에서 부

정어의 처리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오피니언 마이닝과 정서 분석에서 부정어

에 대한 처리를 한 기존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한국어 정서 단어의

부정형에 대한 측정 방법과 결과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기술하고 부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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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어 정서 단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를 한다.

관련 연구

Polanyi와 Zaenen[8]은 문맥 정서가 이동기(contextual valence shifters)를 제안하여 부

정어를 처리하였다. 부정어가 발생했을 경우에 단순히 극성을 반전시켰는데, 예를

들면 clever(+2) → not clever(-2)와 같다. 또한 감쇠기(diminisher)를 사용하여 극성을

바꾸지 않고 점수만 줄이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면 efficient(+2) → rather efficient

(+1)과 같다.

Hu와 Liu[9]는 고객 평가글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과 문서 요약을 하였다. 문장의

의견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단순한 규칙을 사용하였는데, 의견이

있는 단어 근처에 부정어가 나오면 단순히 긍정, 부정의 극성을 바꾸었다.

Jia, Yu와 Meng[10]은 문장에서 부정어가 발생했을 때 의견의 극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부정어 처리를 하였다. 또한 세 가지 부정어 범위(scope of negation)의 예외

를 설정하여 부정어가 발생했지만 부정어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를 설정했다. 첫

째, ‘not only’, ‘not just’, ‘not to mention’과 같이 부정어가 발생했지만 부정의 의미

가 아닌 경우, 둘째, 부정적 부가의문문일 경우, 마지막으로 조동사 뒤에 부정어가

따르는 경우는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고 보고 부정어 범위 예외로 처리하였다. 이

연구 또한 부정어가 발생한 단어는 단순히 극성을 바꾸어서 처리하였다.

정유철, 최윤정, 맹성현[11]은 블로그 문서를 정서 기반으로 분류하면서 부정어

처리를 하였다. 정서 단어로서 ANEW(Bradley & Lang, 1999) 목록을 사용하였다.

ANEW 목록에는 1000여개의 정서 단어에 대해 P(pleasure), A(arousal), D(dominance)의

차원값이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P와 A 차원은 각각 정서가와 각성 차원과 같은

의미이다. PAD값을 [-1, +1]로 정규화한 후, 정서 단어 앞에 no, never, not과 같은

부정어가 포함되었을 경우 P와 A의 극성을 단순 반전시켰다. 자체적인 실험 결과

부정어에 대해 D값을 반전시키면 분류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D의 반전은 제외하

였다.

이처럼 정서 분류에서 부정어 처리를 위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정어가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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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어 정서 단어의 정서가, 각성 차원 분포

을 경우 정서 단어의 극성의 값을 단순히 반전시켰다. 그러나 단순 반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행복하다’는 강한 긍정의 의미이지만 부정형인 ‘행복하지

않다’가 ‘행복하다’와 같은 값을 가지면서 강한 부정의 의미는 아니다. 또한 ‘행복

하지 않다’가 ‘행복하다’의 반의어인 ‘불행하다’의 의미도 아니다. 특히 ANEW 목

록과 같이 정서 단어를 정서가, 각성의 차원으로 분류한 데이터에서 부정어가 발

생했을 경우 단순히 정서가, 각성 차원값을 반전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한국어 정서 단어 부정형의 정서가, 각성 차원 측정

그림 1은 박인조와 민경환[3]의 한국어 정서 단어 목록 중 일부를 정서가와 각

성 차원에 표시한 그림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부정어가 발생하였을 때 정서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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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차원의 값을 모두 반전시키거나(그림 1의 a) 정서가 차원의 극성만 반전시켰다

(그림 1의 b). 그림 1의 우측 상단의 ‘기쁘다’를 이러한 부정어 처리 가정에 적용하

여 정서가와 각성 차원 모두 변하는 a와 같은 변환을 하면 ‘기쁘다’의 부정형은

‘우울하다’이어야 한다. 또한 정서가 차원의 극성만 반전시키는 b와 같은 변환을

하면 ‘기쁘다’의 부정형은 ‘화나다’, ‘분하다’, ‘괘씸하다’, ‘억울하다’, ‘불쾌하다’,

‘괴롭다’ 중 하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은 ‘기쁘다’의 부정형인 ‘안 기쁘

다’, ‘기쁘지 않다’와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 오히려 그림 1의 좌측 중하단의 점선

으로 표시한 ‘실망하다’, ‘낙담하다’와 유사하다. 이러한 관찰을 토대로 정서 단어

부정형의 정서가, 각성 차원의 값은 반전되면서 값도 같이 줄어든다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어 정서 단

어와 그 단어의 부정형에 대해서 각각 정서가, 각성 차원의 값을 측정하였다.

참가자

수도권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 50명(남성 20명, 여성 30명)으로 구성하였다. 평균

나이는 25.1세(SD=2.73)였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으며 참가자는 자

율적인 신청을 받아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이 완료된 후 문화상품권으로 보상하

였다.

재료

재료는 박인조와 민경환[3]의 한국어 정서 단어 목록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이

목록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 개발연구원의 ‘현대 한국어 어휘 빈도 자료집’을 기

초로 하여 최근 10년 동안에 출판된 신문, 잡지, 소설, 수필, 취미, 교양, 수기, 전

기, 국어 교과서, 희곡, 시나리오 등을 대상으로 434개의 정서 단어 목록을 작성한

것이다. 이 목록에는 ‘긍지’, ‘의혹’과 같은 부정어를 붙이기 힘든 명사형 정서 단

어와, ‘기껍다’, ‘샐쭉하다’와 같이 잘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434개 중 부정어를 붙였을 때 친숙한 101개의 단어를 다시 선정하

였다. 단어 선정을 위해서 숭실대학교 인공 정서 연구실에서 정서 연구를 하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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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정 연구원 4명이 434개 정서 단어의 부정형에 대해 친숙 정도에 따라 0~3점

의 점수를 부여하였고 평균 2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정서 단어 101개를 최종 선정

하였다.

절차

먼저 101개 정서 단어에 대해서 정서가와 각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정서가와 각

성의 개념이 일반인에게는 어려우므로 설문 참가자에게 정서가와 각성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제시되는 정서 단어에 대한 느낌이 “긍정적인, 행복한, 기쁜, 만족한,

희망적인”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불행한, 짜증나는, 불만족한, 우울한, 절망적인”

지 점수를 부여하게 하였다. 그리고 각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흥분한, 자극적

인, 열광적인, 각성된, 긴장한”인지 아니면 “침착한, 이완되는, 고요한, 지루한, 졸

린”인지 점수를 부여하게 하였다. 정서가는 긍정, 부정의 의미이고 이것은 양수,

음수의 개념과 유사하므로 +3에서 -3점까지 7점 척도로 선택하게 하였다. 또한 각

성은 높고 낮은 상태만 있으므로 1점에서 7점까지 7점 척도로 선택하게 하였다.

이어서 ‘기쁘지 않다’, ‘슬프지 않다’와 같이 앞서 측정한 정서 단어의 부정형에

대해서 정서가와 각성 수준을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정서가와 각성

값은 다시 각각 [-1, +1]와 [0, +2]로 정규화하였다.

결과

그림 2는 정서가가 양수인 긍정 정서 단어와 부정형 값의 변화를 나타낸다. ‘o’

기호는 정서 단어의 정서가, 각성 차원의 값을 나타내며 ‘x’ 기호는 부정형일 때

변화한 값을 나타낸다. ‘’ 기호는 각각의 군집의 중앙을 나타낸다. 긍정 정서 단

어의 정서가 평균은 0.66(SD=0.17)이고 각성 평균은 1.24(SD=0.38)이었다. 긍정 정

서 단어 부정형의 정서가 평균은 -0.48(SD=0.12)이고 각성 평균은 0.73(SD=0.2)이었

다. 긍정 정서 단어의 부정형은 정서가의 극성이 바뀌어 정서가가 음수인 영역으

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정서가 값은 완전히 반대가 아니고 각 군집의 중앙을 기준

으로 볼 때 약 30%가 감소하였다. 또한 각성 차원을 기준으로 볼 때 각성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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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긍정 정서 단어와 부정형의 정서가, 각성 차원값

그림 3. 부정 정서 단어와 부정형의 정서가, 각성 차원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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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단어는 각성 값이 낮아졌고, 각성 값이 낮은 단어는 오히려 각성 값이 높아

졌음을 알 수 있다. 즉, 각성 차원의 중간 수준(약 0.9)을 기준으로 바뀌지만 값도

역시 약화되었다. 그림 3은 정서가가 음수인 부정 정서 단어와 부정형의 변화를

나타낸다. 부정 정서 단어의 정서가 평균은 -0.55(SD=0.19)이고 각성 평균은 0.93

(SD=0.41)이었다. 부정 정서 단어 부정형의 정서가 평균은 0.29(SD=0.1)이고 각성

평균은 0.91(SD= 0.15)이었다. 마찬가지로 부정 정서 단어의 부정형도 정서가의 극

성이 바뀌어서 양수인 영역으로 측정되었지만 각 군집의 중앙을 기준으로 볼 때

값은 약 50%가 감소하였다. 또한 각성 차원도 마찬가지로 각성의 중간 수준(약

0.9)을 기준으로 값이 바뀌면서 감소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 정서 단어,

부정 정서 단어, 그리고 각각의 부정형의 군집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수식을 구성

하면 식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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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

여기서 valence와 arousal은 각각 정서 단어의 정서가와 각성 값이고,

Negationvalence 과 Negationarousal 은 각각 정서 단어 부정형의 정서가와 각성 값이다. 정

서 단어 부정형의 정서가 값( Negationvalence )은 긍정 정서 단어(valence>=0)일 때

-0.48±0.12의 범위로 이동하며, 부정 정서 단어(valence<0)일 때 0.29±0.1의 범위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긍정 정서 단어를 부정하면 정서가 수준은 약 -0.48의

부정 의미로 값은 약화되며 극성이 바뀜을 의미하며, 부정 정서 단어를 부정하면

정서가 수준은 약 0.29의 긍정 의미로 값은 약화되며 극성이 바뀜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 단어 부정형의 각성 값( Negationarousal )은 긍정 정서 단어(valence>=0)

일 때 0.73±0.2의 범위로 이동하며, 부정 정서 단어(valence<0)일 때 0.91±0.15의

범위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긍정 정서 단어를 부정하면 각성 수준은 0.73

근방으로 수렴하고, 부정 정서 단어를 부정하면 각성 수준은 0.91 근방으로 수렴함

을 의미한다. 이 수식의 의미는 결국 정서 단어의 부정형은 정서가, 각성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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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수준을 기준으로 극성이 바뀌면서 값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결론 및 논의

본 논문에서는 오피니언 마이닝과 정서 분석 연구에서 부정어가 발생 했을 경

우 긍정, 부정의 극성이 바뀐다는 기존 연구들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어 정

서 단어와 정서 단어의 부정형에 대해 정서가와 각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정서 단어의 부정형은 정서가와 각성 차원의 중간 수준을 기준으로 극성이 바뀌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두 차원의 값은 모두 정확히 반대의 값은 아니었고 약화되

는 결과를 얻었다. 즉, ‘기쁘다’는 긍정 값이 매우 큰 단어인 반면 ‘기쁘지 않다’는

부정 값이 크지 않다. 특히 정서가 차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긍정 정서 단어는 약

30%, 부정 정서 단어는 약 50%로 값이 감소하였다. 긍정 단어의 부정형보다 부정

단어의 부정형을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기쁘지 않다’는 꽤 부정적으로 느끼지만 ‘화나지 않다’는 별로 긍정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오피니언 마이닝과 정서 분석 연구에서 부정어가

발생했을 때 긍정, 부정의 극성을 바꾸어서 처리하되 강도는 긍정 단어의 경우 약

30%, 부정 단어의 경우 약 50% 약화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정서 단어에 대한 정

서가, 각성 차원의 측정값은 언어, 문화, 집단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와 언어 사용자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긍정, 부정 정서 단어 모두 부정형의 군집의 크기가 원래 정서 단어들의 군

집의 크기보다 작아졌다. 이것은 인간은 넓은 범주의 정서가와 각성 차원의 정서

단어를 표상하고 있지만, 문장 안에서 부정어로 인한 정서 단어의 부정형에 대해

서는 좁은 범주로 표상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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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negated emotional words on polarity

reversal and weakening value in valence

Shin-Young Rhee Jun-Seok Ham Mi-Sun Kim Green Bang Il-Ju Ko

Department of Media, Soongsil University

Previous studies on opinion mining and sentiment analysis have supposed that the

polarity and value of an emotional word is reversed when a negation word is attached.

However, there are no quantitative studies on how much the polarity is changed when a

negation word is following. Therefore, we measured the valence and arousal dimensions for

Korean emotional words and their negations. Consequently, the polarity of valence and

arousal was reversed on their intermediate level. Also, the value was reduced by about 30%

to 50%. We propose this result as a guideline for processing negation words for studies on

opinion mining and sentiment analysis.

Key words : emotional word, negation word, opinion mining, sentiment analysis, valence, arous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