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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을 이용한 셰익스피어 작품의 감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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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Hye-Jin, Jonghyun Lee and Jeong-Ah Shin. 2019. Sentiment analysis of 
Shakespeare’s plays using a deep learning technique.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9-4, 817-836. This study examined the sentiment 
movement of Shakespeare’s plays (four tragedies and five comedies) using a deep 
learning technique. Sentiment analyses have been used in several fields to extract 
aspects of opinions using sentiment dictionaries such as ANEW, AFFINE, and 
VADER, which involve an evaluation of a word list for sentiment analysis. 
Nowadays, however, as deep learning algorithms develop, it became possible to 
conduct a sentiment analysis by using deep learning algorithms. This study directly 
compared the output of a simple deep learning model (trained with tweeters) with 
the output of a sentiment dictionary, VADER, targeting Shakespeare’s play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imple deep learning model led to a similar performance 
with VADER for Shakespeare’s tragedies and outperformed the sentiment dictionary 
especially for Shakespeare’s co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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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감정 분석(Sentiment Analysis)은 텍스트 문서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태도, 의견, 성향 등
의 편향성을 바탕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감정 분류하는 분석법으로, 자연어 처리
(National Language Processing; NLP)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감정 분석은 블로그, 
SNS, 신문 기사, 뉴스 등과 같은 다양한 텍스트 문서의 감성을 분류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는 블로그나 SNS의 텍스트의 특징이 신문 기사나 뉴스 등과는 달리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이 많이 표현된 글임을 착안하여, 특정 상품/매장의 선호도 및 여론 
조사 등과 같이, 사람들의 감정이나 의견을 통계적으로 수치화한 편향성을 추적 할 수 있는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에도 활용되고 있다(TTA 정보통신용어사전 2012). 

* 제1저자: 서혜진, 공동저자: 이종현, 교신저자: 신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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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분석은 크게 사전 기반 감정 분석과 기계학습 기반 감정 분석으로 나뉜다(Gilbert 
and Hutto 2014). 사전 기반 감정 분석은 다양한 단어들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감정값이 사전으로 구축되어있으며, 이러한 단어들의 감정값을 토대로 감정 분석을 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기계학습 기반 감정 분석은 각 단어에 대한 감정값을 기계학습으로 
학습시킨 후 감정 분석을 하는 방식이다. 문학 작품의 감정 분석을 연구한 선행 연구에서는 
기계학습 기반 감정 분석보다는 주로 AFFINE이나 VADER와 같은 감정 사전을 활용하여 
감정 분석 연구를 진행해왔다(Nalisnick and Baird 2013, 장세은 외 6인 2019, Jhang et 
al. 2018). AFFINE 감정 사전은 2009년에서 2011년까지 Finn Arup Nielsen 연구자가 0을 
중립으로 –5~5 사이의 정수값을 각 단어에 부여한 것이며, VADER 감정사전은 언어적인 
규칙까지 추가하여 수차례 여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0을 중립으로 –4.0~4.0 사이의 
실수의 값으로 만들어진 사전이다(박호민 2019). 

셰익스피어 극의 대화 코퍼스를 활용한 감정분석 국외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시작되었으나,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 Nalisnick과 Baird(2013)는 AFFINE 
감정사전을 활용하여 셰익스피어 희극 및 비극 작품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셰익스피어 비극 작품이 희극 작품에 비해서 감정 누적값이 
낮았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작품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작품인 Titus Andronicus가 가장 
낮은 감정 누적값을 보였지만, 비극 작품인 Anthony and Cleopatra는 희극 작품과 비슷한 
감정 누적값을 보여서 희극과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셰익스피어의 비극과 
희극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5막을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비극 작품의 경우 
수평적인 감정선 값을 가지며, 희극 작품의 경우 감정 누적값이 꾸준히 올라가는 오르막 
경사를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Hamlet 작품에서 햄릿과 그의 어머니인 게르크루드의 
감정선을 비교해본 결과 3막 4장에서 두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교차했다고 설명하였다. 
장세은 외 6인(2019)에서는 10편의 비극 작품과 등장인물들 간의 감정 분석을 VADER 
감정 사전을 활용한 감정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기존의 셰익스피어 비평가들은 비극 
작품은 5막에서 감정이 절정을 이루며 비극적으로 극이 끝나기 때문에 5막에서 감정 
누적값 선 그래프가 하강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와 다르게 각 작품별 누적값 선 그래프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10편의 비극 작품 중에서 6편은 5막에서 감정선 그래프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4편에서는 비교적 수평적이거나 하강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더 나아가 Nielsen(2011)의 AFINN(Finn Arup Nielsen) 감정 사전을 활용한 희극 
작품의 감정 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비극 작품과 희극 작품을 비교한 결과, 희극 작품들은 
모두 5막에서 상승선을 가졌으나 비극 작품인 Othello와 Romeo and Juliet에서는 5막에서 
급격한 하강선을 가졌다. 하지만 비극 작품인 Anthony and Cleopatra는 희극 작품의 
양상처럼 작품 전반적으로 상승선 그래프를 그리다가 5막에서는 수평적인 선 그래프를 
가지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렇게 기존 연구들은 VADER와 AFINN 등과 같이 
감정 사전을 이용하여 감정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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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감정 사전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보통 기존에 수작업으로 영어 단어들을 긍정 및 
부정, 중립 감정값으로 분류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복잡한 검증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 하지만,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이용하면,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여 분류하기 때문에 감정 사전을 구축할 필요도 없고,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표현도 감정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의 딥러닝 
알고리즘 기술의 발달로, 딥러닝 모델로 구현된 다양한 텍스트들의 감정 분석 연구들이 
출판되고 있다. 그중에서 트위터 텍스트를 감정 분석 결과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이 71.5%~89.32%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한다(Do, Prasad, Maag and 
Alsadoon 2019). 오영택 외 2인(2019) 연구에서 Parallel Stacked Bidirectional LSTM을 
이용하여 한국어 영화리뷰 감정 분석을 한 결과, 기존 모델들보다 높은 88.95%의 정확도를 
보였다. 수년간의 시간과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여 구축한 감정 사전을 이용하여 연구되었던 
문학작품의 감정 분석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셰익스피어 희극 및 
비극 작품의 감정 분석을 시행하고, 기존의 감정 사전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언어데이터 분석의 발전가능성 및 효용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감정 표현이 많이 표현되어있지 않은 일반 텍스트보다 다양한 감정 표현이 
포함되어있어서 각 단어들의 감정 편향성을 학습시키는데 용이한 트위터 데이터를 
선정하여, 텍스트의 긍정적 및 부정적 감정 편향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수치화하는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였다. 감정분석을 위해서 구축된 트위터 훈련 및 검증 데이터를 
다운(https://github.com/akanshajainn/Sentiment-Analysis-Twitter-word2vec-keras) 
받은 후, 딥러닝 감정 분석 모델을 훈련시켰다. 이미 구축된 훈련 및 검증 데이터에는 각 
대화에 대해서 가장 왼쪽 열(column)에 긍정적인 의미이면 1, 부정적인 의미이면 0으로 
표기가 되어있다(앞으로 이 열을 Sentiment column이라고 지칭하겠다). 이미 정답이 
표시되어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훈련시키는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을 사용하여 
딥러닝 감정 모델을 학습시켰고, 각 대화에 대해서 딥러닝 감정 분석 모델은 0~1.0 사이의 
실수값을 도출해낸다. 0.5보다 크면 긍정적인 의미이며 0.5보다 작으면 부정적인 의미이다. 
모델의 정확도는 구축된 데이터에서 Sentiment column에 표기되어있는 0 또는 1의 값과 
딥러닝 감정 모델이 도출해낸 실수값과 비교하여 구한다. 예를 들어, 어떤 대화에 대해서 
딥러닝 감정 모델이 0.5보다 작은 값을 도출했고, Sentiment column의 값이 0이라면 
딥러닝 감정 모델이 옳게 추측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딥러닝 감정 모델이 
모든 데이터를 판단하고, Sentiment column의 값과 비교하여 정확도를 도출해낸다. 사용된 
모델의 정확도는 85.45%로, 카테고리 범주 분류하는 딥러닝 모델들의 정확도는 90% 넘는 
수치들을 보이지만 좀 더 여러 가지 속성들을 고려해야 하는 감정 분석 모델의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좀 더 낮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수치이다. 본 연구는 
트위터 데이터로 훈련 받은 딥러닝 모델을 셰익스피어 작품의 감정 분석에 적용하여, 
막(Act)과 장(Scene)의 흐름에 따라서 작품의 장르별 감정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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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 각 작품들의 감정선 추세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VADER 감정 
분석을 이용한 장르 및 작품별 감정선과도 비교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딥러닝은 기계학습을 할 때 인간이 직접 입력값들의 특징(feature)을 부여해주지 않아도 

기계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이다. 딥러닝은 여러 계층의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으로 이루어지는데 연구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계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주 분류 작업에 쓸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간단한 
피드포워드(Feed forward) 신경망을 사용하였다. 피드포워드란 입력신호가 입력층(input 
layer) → 은닉층(hidden layer) → 출력층(output layer)의 순서로 전달되는 단방향 
신경망이다. 다시 말하자면, 데이터가 입력층으로 입력되고 1개 이상의 은닉층을 거쳐서 
최종 출력층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신경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범주 분류를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피드포워드 신경망을 이용하여 언어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셰익스피어 작품을 
감성 분석해보고자 한다. 

2.1. 데이터

2.1.1 훈련데이터 및 전처리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온라인상에 올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감정 분석을 위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다양한 감정들을 담고 있는 
트위터 데이터를 채택하였다. 훈련 데이터의 크기는 총 800,000 문장이다1. 

1 딥러닝 모델이 평균적으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십만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본 연구
에 사용된 전체 데이터 크기는 총 백만 개의 데이터인데 보통 8:2의 비율로 훈련데이터와 검증 데이
터를 나눈다. 따라서 전체 데이터에서 훈련데이터로는 80만 개의 데이터를 선정하고, 검증 데이터로는 
20만 개의 데이터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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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훈련데이터 예시 

표 1과 같이 훈련데이터는 문장 번호와 문장, 감정값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값은 숫자 0 또는 
1로 구성되어 있으며, 숫자 0은 부정적인 감정인 반면에 숫자 1은 긍정적인 감정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이라는 의미이다. 표 1의 문장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트위터 데이터의 특성상 각 데이터에는 
다양한 기호들과 축약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연어 데이터 전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셰익스피어 작품 감정 분석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훈련데이터를 모델에 학습시키기 
이전에 다양한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각 문장들에서 사용자 아이디(@nationwideclass) 제거, 
웹사이트 주소 제거, 각 기호와 숫자, 이모티콘, 이모지, 불필요한 공백 제거, 같은 철자의 
반복(aaaaaaaaaaaaaaah) 수정과 같은 전처리를 하고, 파이썬(Python) 패키지인 NLTK(Natural 
Language Toolkit)를 활용하여 표제어 추출(lemmatization)과 불용어 제거(removing stop words), 
단어별 분리(word tokenizing)를 진행하였다. 특히,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이모티콘과 이모지와 같은 
감정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최대한 없애고자 하였다.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감정 분석을 학습하였고, 학습 결과 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검증 데이터 기준 약 85.45%). 

2.1.2 테스트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작품(Hamlet, King Lear, Othello, Macbeth)과 5대 
희극 작품(Taming of the Shrew, Twelfth Night, Merchant of Venice, As you like it, 
Midsummer Night’s Dream)을 딥러닝 모델 감정 분석 테스트 데이터로 선정하였다. 장세은 
외 6인 (2019)에서는 현대 영어 어휘로 구축된 다양한 감성 분석 기법으로 근대 영어 시대의 
셰익스피어 작품을 감성 분석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현대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SparkNotes 웹사이트에서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SparkNotes 웹사이트에서 현대 영어로 번역된 셰익스피어 작품으로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코퍼스 구축을 위해서 온라인상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 중에서 연구 목적에 맞는 
유의미한 정보들을 선별하여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웹 
크롤링(Web-crawling) 기법을 사용하였다(Kovacevic et al. 2008). 그 이후에 수집된 자료를 

문장 번호 문장 감정값
6 @nationwideclass no, it's not behaving at all. i'm mad. why am i 

here? because I can't see you all over there. 0

12200 @switchfoot http://twitpic.com/2y1zl - Awww, that's a bummer.  
You shoulda got David Carr of Third Day to do it. ;D 0

500345 chilin in the Sun ^^ itï¿½s a beautiful day 1
756209 awww bronx wentz is ADORABLE aaaaaaaaaaaaaaaaaaaaah now i 

wanna be a mumm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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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며 일부 잘못 수집된 데이터를 제거하고 수정하는 자료 정제(Data cleaning) 작업을 
진행하였다. 표 2는 각 데이터별 총 단어의 개수(토큰) 및 단어의 종류(타입), 타입-토큰 
비율을 나타내는 어휘밀집도(Type-token ratio, TTR), 총 문장의 수를 정리한 표이다.  

표 2. 테스트 데이터 

2.1.3. 주요 등장인물 선정

각 비극 및 희극 작품에서 등장인물의 토큰이 800개 이상으로 대화한 인물들을 주요 
등장인물로 선정하였다. 아래 표 3은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비극 및 희극 작품 9개에서 각 
작품별 주요 등장인물을 나열한 것이다. 

표 3. 작품별 주요 등장인물 

장르 작품명 평균 문장 길이 
(총 단어 수/총 문장 수) TTR

비극
Hamlet, Prince of Denmark 12.31 30.01

King Lear 15.99 27.01
Othello 14.18 23.31
Macbeth 8.41 33.56

희극
Taming of the Shrew 12.06 29.55

Twelfth Night 13.62 24.62
Merchant of Venice 11.26 27.27

As you like it 11.56 30.39
Midsummer Night‘s Dream 10.01 30.33

장르 작품명 등장인물 총 토큰수 총 단어수
TTR

(총 단어 수 
/총 토큰 수)

비극

Othello
IAGO 6688 1303 19.48

OTHELLO 5204 1140 21.90
DESDEMONA 2392 615 25.71

EMILIA 1500 456 30.4
CASSIO 1638 572 34.92

BRABANTIO 887 360 40.58

Macbeth
MACBETH 5111 1282 25.08

LADY MACBETH 1708 554 32.43
MACDUFF 1180 455 38.55
MALCOLM 1556 612 39.33

ROSS 1001 441 44.05

King Lear
LEAR 5007 1214 24.24
KENT 2703 834 30.85

GLOUCESTER 2260 710 31.41
EDMUND 2216 749 33.8
EDGAR 2503 878 35.07



서혜진 외 2인 딥러닝을 이용한 셰익스피어 작품의 감정 분석

823

REGAN 1411 500 35.43
GONERIL 1511 562 37.19

FOOL 1307 519 39.70
ALBANY 991 428 43.18

Hamlet

HAMLET 7030 1576 22.41
POLONIUS 2189 615 28.09
CLAUDIUS 2338 731 31.26
HORATIO 1237 476 38.48
OPHELIA 875 385 44

GERTRUDE 899 400 44.49
LAERTES 866 390 45.03

희극

As You Like It
ROSALIND 5549 1280 23.06
ORLANDO 2304 705 30.59

TOUCHSTONE 2243 757 33.74
CELIA 2044 721 35.27
OLIVER 1048 427 40.74
JAQUES 1324 540 40.78

Taming of the Shrew

PETRUCHIO 4041 1109 27.44
TRANIO 2342 724 30.91

BAPTISTA 1164 410 35.22
KATHERINE 1715 612 35.68

GRUMIO 1452 527 36.29
HORTENSIO 1534 560 36.50
LUCENTIO 1368 522 38.15
GREMIO 1283 538 41.93

Twelfth Night

VIOLA 2512 692 27.54
SIR TOBY BELCH 2801 796 28.41

OLIVIA 2169 641 29.55
FOOL 2256 700 31.02

MALVOLIO 1835 583 31.77
ORSINO 1504 514 34.17

SIR ANDREW 1162 429 36.91
MARIA 1157 447 38.63

SEBASTIAN 868 363 41.82
ANTONIO 809 353 43.63

Merchant of Venice

PORTIA 4103 1018 24.81
SHYLOCK 2673 777 29.06
BASSANIO 2121 671 31.63

LAUNCELOT 1351 450 33.30
ANTONIO 1175 433 36.85

GRATIANO 1357 525 38.68
LORENZO 1071 434 40.52

Midsummer Night’s 
Dream

HELENA 1650 539 32.66
BOTTOM 1543 523 33.89
OBERON 1557 544 34.93
HERMIA 1161 408 35.14

LYSANDER 1248 458 36.69
THESEUS 1666 616 36.97

DEMETRIUS 1011 385 38.08
ROBIN 1388 553 39.84

TITANIA 1181 479 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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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비극 및 희극 작품의 막(Act)과 장(Scene) 정규화 

장세은 외 6인 (2019)에서는 전체 작품을 감정값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크기의 
코퍼스를 정규화하였다. 우선 전체 작품의 코퍼스에서 각 막별 대사의 수를 파악하고, 전체 
작품 중에서 막별로 길이가 가장 긴 막의 대화수를 기준으로 정규화를 하였다. 예를 들어, 
각 작품들의 1막을 정규화하는 방법은 표 4와 같다. 

표 4. 1막의 정규화

각 작품의 대화 코퍼스에서 1막의 총 대화 수를 살펴보면 가장 긴 대화수는 King 
Lear이다. 각 작품을 King Lear의 대화수인 240으로 각각 나누어주면 Othello 작품의 대화 
번호의 간격은 2.553이 되므로, 정규화한 번호 간격을 적용하면 Othello는 [1, 2.553, 
7.659, .., 239.982]이 된다. 따라서 마지막 대사 번호가 24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작품에서 각 막들의 대화 번호를 정규화하였다. 

2.2. 딥러닝 모델 구성 

본 연구의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파이썬의 패키지 중 하나인 케라스(keras)를 
이용해서 입력층(input layer)과 출력층(output layer) 사이에 3개의 은닉층(hidden 
layer)을 가진 Vanilla model(피드포워드 신경망; feed-forward neural network)을 
구축하였다. 각 은닉층에서 그 다음 은닉층으로 결과값을 전달할 때는 ReLU(Rectified 
Linear Unit)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였다. ReLU 함수는 입력값이 음수일 때는 0으로 
반환하는 반면에 입력값이 양수일 때는 입력값 그대로를 반환하는 활성화 함수이다. 구현이 
간단하여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함수이다. 그 이후 마지막 은닉층에서 출력층으로 결과값을 
전달할 때는 Sigmoid 함수를 사용하여 0부터 1 사이로 출력층에 값을 전달하게 하였다. 

Othello Macbeth King  
Lear Hamlet As You 

Like It
Taming 
of the 
Shrew

Twelfth 
Night

Merchan
t of 
Venice

Midsum
m e r 
Night ’s 
Dream

대화수 94 49 240 173 156 138 213 84 58
(대화수/
King 
Lear 
대화수)

2.553 4.898 1 1.387 1.538 1.739 1.127 2.857 4.138

마지막 
대사 
번호

239.982 240.002 240 239.951 239.928 239.982 240.051 239.988 2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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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층의 결과값이 1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문장이며, 0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문장이라고 예측한다. 신경망 학습에서 신경망을 구성하는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신경망 학습 과정을 설정하는 것이다. 신경망 학습 과정에서 현재의 
상태를 손실 함수(loss function) 지표로 표현한다.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데이터의 값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손실(loss)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클래스(긍정적 혹은 부정적) 중 하나를 예측하는 신경망 학습에 적합한 Binary cross 
entropy를 손실 함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신경망 학습은 이 손실 함수 지표를 토대로 
손실 함수의 값을 가능한 한 낮추는 최적의 매개변수(가중치와 편향)를 찾는 것이며, 이 
과정을 최적화(optimization)라고 부른다. 최적화를 할 때 한 번 갱신하는 가중치 값의 양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학습률(learning rate)이라고 한다. 학습률을 너무 적게 설정하면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크게 설정하면 최적의 점을 지나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망 학습을 하면서 학습률을 점차 줄여가고 학습률이 크게 떨어져 0에 
가까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RMSProp 최적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림 1. 딥러닝 모델 구성

2.3 VADER 감정분석

파이썬의 NLTK 패키지의 VADER 감정분석기를 사용하였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NLTK VADER 감정분석기는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입력해주면 각 텍스트의 감정을 
–1.0~1.0 사이의 실수값으로 변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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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화별 VADER 값 예시

딥러닝 모델 학습을 위해 전처리를 한 문장들을 NLTK VADER 감정분석기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각 대화의 VADER 감정값을 구했다.

3. 연구 결과 및 논의
3.1 딥러닝 모델의 감정분석 값과 VADER 감정분석 값의 표준화 

딥러닝 모델로 도출한 셰익스피어 작품의 감정분석 값은 0~1 사이의 값(평균: 
0.45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NLTK VADER 감정분석기로 도출한 감정분석 값은 –1~1 
사이의 값(평균 : 0.093)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렇게 변수들 간에 범위(scale)가 다른 두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R에서 scale 함수를 사용하여 각각의 두 값의 분포가 평균이 0이며 
표준편차가 1이 되도록 표준화 작업을 하였다.2

3.2. 딥러닝 감정분석과 VADER 감정분석 비교를 통한 희극 및 비극의 특징 

  셰익스피어 작품이 막의 흐름에 따라서 장르별 감정선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
해서 막의 흐름에 따른 표준화한 감정값들로 그린 선 그래프는 그림 2이다. 딥러닝 모델 감
정값과 VADER 감정값 둘 다 희극이 비극보다 높게 나왔으므로, 희극 작품이 비극 작품보

2 본 논문에서는 표준화한 딥러닝 감정값은 Standardized prediction value(이하 s.prediction)이라고 
명칭하였으며, 표준화한 VADER 감정값은 Standardized vader value(이하 s.vader)라고 명칭하였다. 

작품 막 및 장 
번호 발화자 대화 VADER 값

Othello 5막 2장 에밀리아
Evil, evil, evil! I can smell it! I 
suspected it earlier. I’ll kill myself out 
of grief! Oh, evil, evil!

-0.987

King Lear 1막 1장 고너릴

Sir, I love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love you more than eyesight, 
space, and freedom, beyond wealth or 
anything of value. I love you as much 
as life itself, and as much as status, 
health, beauty, or honor. I love you as 
much as any child has ever loved her 
father, with a love too deep to be 
spoken of. I love you more than any 
answer to the question “How much?”

0.993



서혜진 외 2인 딥러닝을 이용한 셰익스피어 작품의 감정 분석

827

다 더 긍정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비극과 희극은 3막까지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4
막부터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희극은 감정값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반면에 비극
은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두 값에서 같은 패턴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 세부적으로 4막부터 5막까지의 딥러닝 모델 감정선 그래프와 VADER 감정선 
그래프를 살펴보면, 비극은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희극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딥러닝 감정선 그래프에서는 희극 4막의 후반부부터 감정값이 긍정적으로 
바뀌지만 VADER에서는 4막의 초반부부터 감정값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2. 막의 흐름에 따른 감정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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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별 감정의 누적값 그래프는 그림 4와 그림 5이다. 딥러닝과 VADER 감정 누적값 선 
그래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비극에서는 막이 진행됨에 따라서 누적값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희극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비극 작품의 각 막별 감정 누적값 그래프

그림 3. 4막부터 5막까지 감정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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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딥러닝 모델 감정분석과 VADER 감정분석 비교를 통한 비극 및 희극 작품의 작품별 
세부적 특징 

Nalisnick과 Baird(2013)는 셰익스피어의 비극과 희극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5막에서 AFFINE 감정 누적값을 사용하였다. 비극 작품의 경우 수평적인 감정선 값을 
가지며, 희극 작품의 경우 누적값이 꾸준히 올라가는 오르막 경사를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VADER 감정 누적값을 사용한 장세은 외 6인(2019)에서는 희극에서는 누적값 
선 그래프가 꾸준히 올라가지만 비극에서는 각 작품별 누적값 선 그래프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Hamlet은 희극의 양상과 비슷하게 오르막 경사를 갖는 경향이 있고, Othello, 
King Lear는 내리막 경사를 갖는 경향을 보였다. Macbeth는 AFFINE의 누적값 선 
그래프와 유사하게 수평선을 보였다고 말하였다. 본 연구에서 딥러닝 모델로 도출한 
감정값과 VADER 감정값에서는 선행 연구들과 또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Hamlet은 
딥러닝 및 VADER 감정 누적값 선 그래프에서 수평선을 보여주었다. 그 이외의 비극 
작품들은 기존 비평가들이 많이 주장했던 양상대로 내리막 경사를 보여주었다.  

그림 5. 희극 작품의 각 막별 감정 누적값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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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극 작품들은 딥러닝 감정 누적값 선 그래프에서는 작품별 다른 특징들을 보였다. 좀 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서 작품별 감정선 그래프를 보면, 희극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5막 
초반부에서 중반부로 갈수록 부정적인 감정값이 지속되다가 후반부부터 긍정적인 감정값이 
꾸준히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8 참조). 

그림 6. 비극 작품의 5막 감정 누적값 그래프

그림 7. 희극 작품의 5막 감정 누적값 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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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모델 감정분석과 VADER 감정분석기로 비극 작품과 희극 작품의 감정누적값과 
감정값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슷한 양상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The Merchant of Venice에서는 딥러닝 모델 감정분석과 VADER 
감정분석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The Merchant of Venice는 바사니오가 사랑하는 연인인 
포샤에게 청혼할 수 있게 거상이자 바사니오의 친구인 안토니오는 돈을 제때 갚지 못할 시 
본인의 심장에서 제일 가까운 살점 1파운드를 샤일록이 취할 수 있다는 증서를 쓰고 
샤일록에게 거액의 돈을 빌리게 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안토니오의 배가 난파되면서 
샤일록에게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어 안토니오는 심장에서 제일 가까운 살점 1파운드를 
도려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포샤의 지혜로 샤일록을 통쾌하게 무릎 꿇리게 되는 
희극이다. 하지만 The Merchant of Venice는 1597년경 쓰여진 작품으로 셰익스피어가 
희극 작품을 왕성히 쓰다가 비극 작품을 쓰기 시작한 시기에 완성된 작품이며, 악덕한 
고리대금업자로 나오는 샤일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비극이 될 수도 있고 희극이 
될 수도 있다. 결말에서 샤일록의 완전한 몰락으로 인해 어두운 면모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희극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이행수 2002). 또한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5막의 중반부에서는 포샤가 바사니오를 시험하면서 두 인물이 갈등을 겪는 대화들이 
이어진다. 

그림 8. 희극 작품의 5막 딥러닝 감정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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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The Merchant of Venice 대화 일부 발췌 

The Merchant of Venice의 5막에서의 감정 누적값 그래프를 살펴보면, VADER 감정 
누적값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지만 딥러닝 모델로 감정분석한 감정 누적값은 5막 
중반에 하강곡선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딥러닝 모델 감성분석이 작품에서 나타난 
감정의 흐름을 더 잘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 결론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개발 중인 다양한 인공 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AI) 
알고리즘은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대표되고 있다. 이러한 딥러닝 알고리즘은 인간에 의해 
세팅된 단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면서 성장해 나간다는 점은 
전세계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 연구의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주게 되었다.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영어 데이터에 대한 생성, 수집, 분석, 표현을 그 특징으로 하는 빅 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영어교육의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김혜영 외 4인 2019). 영어학 
및 영어교육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술의 원리와 기초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을 활용한 감정 분석(Sentiment Analysis)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작품(햄릿과 리어왕, 오셀로, 맥베스)에 적용하여 각 작품 및 등장 인물들의 
감정선을 고찰해보았다. 또한, 딥러닝을 활용한 감정 분석과 파이썬 NLTK(Natural 
Language Toolkit)에 내장된 VADER(Valence Aware Dictionary and Sentiment Reasoner) 
감정분석기를 사용한 감정분석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딥러닝 모델 감정 분석은 NLTK VADER 감정 분석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비극과 희극을 분류하였다. 전반적으로 비극에서는 막이 진행됨에 
따라서 감정선 누적값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희극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극은 주로 인간 존재에 대해 다루며 해결 할 수 없는 갈등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막 
(장) 발화자 대사 

5막 
1장

바사니오 Maybe I should cut off my left hand and swear I lost the ring 
defending it. 

포샤 Which ring did you give away, my lord? Not the one I gave you, I 
hope.

바사니오 If I could make things better by lying, I’d deny it. But you see my 
finger doesn’t have the ring on it. It’s gone. 

포샤
Just as there’s no ring on your finger, there’s no trugh in your 
heart. I swear I’ll never get into your bed until I see the ring 
again. 



서혜진 외 2인 딥러닝을 이용한 셰익스피어 작품의 감정 분석

833

주인공은 절망감 속에서 비장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결말로 끝난다. 또한 비극에는 대체로 
음모가 있기 때문에 주요 등장인물들이 불가피하게 몰락 할 수밖에 없도록 치밀한 사건 
전개 과정이 수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희극에서는 갈등 상황이 해소되면서 결혼이나 
화해, 용서 등과 같은 결말로 끝난다. 희극은 비극에 비해서 세부적인 사건 전개 과정이 
동반되지 않고 극의 전개에 필수적이지 않지만 작품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웃음이나 풍자의 요소들이 가미된 것이다(심상교 2013). 비극과 희극의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비극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삶 전반에 관해서 진중한 태도를 보이며 
능력이나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갈등을 빚게 되어 독자들의 
연민과 공포를 일으킨다. 희극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신분이나 지위에 맞지 않게 모자르거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웃음과 풍자를 유발한다. 이러한 경박한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 
인물들이 의도치 않게 큰 피해를 입히면서 역설적인 면모를 피력한다(김헌 2011). 
종합하자면, 비극은 개연성있는 연속적인 사건 전개를 거쳐서 극이 진행되고 등장인물의 
성격이 점잖고 진중한 면모를 보이지만, 희극은 비극보다 상대적으로 단조롭게 사건 전개가 
되며 등장인물들이 본인의 자질에 맞지 않는 경박한 행동을 한다. 이러한 비극과 희극의 
작품의 특징 차이가 본 연구의 감정 분석에서 잘 포착된 것 같다. 하지만, 각 작품별 
감정분석을 했을 때 희극 작품에서 딥러닝 모델과 VADER 결과에서 차이가 있었다. 특히 
희극적인 요소와 비극적인 요소가 동시에 표현되어있는 The Merchant of Venice 작품의 
갈등 요소를 딥러닝 모델 감정 분석 결과가 더 잘 포착하였다.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사전 기반 감정 분석법과 달리 빠른 시간 내에 구축 
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감정 분석 결과가 사전 기반 감정 분석기인 NLTK VADER와 비슷
한 양상으로 희극과 비극 작품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언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발전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
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훈련 데이터는 형태론 및 구조론과 같은 언
어학적 자질이 아직 고려하지 않았고, 다양한 딥러닝 모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딥러닝 모
델을 사용하였다.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딥러닝 기술과 언어학적인 자질이 동시에 고려된다
면 사람이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만 가능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보다 더 신속하
고 정확하게 언어 데이터의 특징을 잘 포착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딥러닝 모델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문장의 구조, 
내용, 문맥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컴퓨터가 효율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언어학 정보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언어학 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기존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다양한 언어적 특징들을 언
어학 연구에서 진행해왔다. 앞으로는 사람-컴퓨터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언어학 연구
가 이어진다면 사람이 포착하기 힘든 언어 데이터의 특징들까지도 언어학 연구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 분석을 위해서 가장 간단한 딥러닝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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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서는 언어적 특징을 더 명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딥러닝 모델을 다양하게 구축하고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더욱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문학 작품의 장르뿐만 아니라 다양한 텍스트의 인물들의 성격과 관련된 감정분석을 
진행하고 선행 연구와 비교·분석하면서 실증적 연구 방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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