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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딥러닝의 발달로 인해 Sentiment analysis분야에서도 다양한 기법들이 용되고 있다. 이미지, 음

성인식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던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은 최근 자연어처리 분

야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Sentiment analysis에도 효과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의 머신러닝에서는 lexicon을 이용한 기법들이 활발하게 연구되었지만 word embedding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시도가 차 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lexicon은 여 히 sentiment analysis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SemEval 2017 Task4에서 제공한 Twitter dataset과 다양한 lexicon corpus를 사용

하여 lexicon을 CNN과 결합하 을 때 모델의 성능이 얼마큼 향상되는지에 하여 연구하 다. 한 

word embedding과 lexicon이 미치는 향에 하여 분석하 다. 모델을 평가하는 metric은 positive, 
negative, neutral 3가지 class에 한 macroaveraged F1 score를 사용하 다.

1. 서론

   최근 딥러닝의 발달로 인해 자연어처리 분야에서도 딥

러닝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연어 처

리의 분야  한 분야인 감성 분석은 텍스트 안에 담겨진 

내용이 정인지 부정인지 단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발

달된 Twitter와 같은 Social media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이 담긴 데이터는 

융, 제품에 한 시장 반응 분석 등 다양한 역에서 활용

되고 있다. 기존에는 Naïve Bayes, SVM등의 방법들이 사

용하여 분석하 지만 딥러닝의 발달로 인해 Recurrent 

Neural Network, Recursive Neural Network등의 방법 

한 사용되었다. 최근 제안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은 간단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

능을 보여주었으며 컴퓨터 비 , 음성인식뿐 만 아니라 자

연어처리 연구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CNN모델과 Lexicon을 함께 사용하여 

SemEval-2017 Task4에서 제공한 Tweets Dataset에 

해 Positive, Negative, Neutral 3가지 감성 분석을 수행하

다. 우리 본 연구의 Contribution은 감성분석을 한 새

로운 구조의 모델을 제안하고 lexicon이 감성분석에 끼치

는 향 측정하여 lexicon의 CNN 모델에서 요한 

feature로 사용 될 수 있음을 알아낸 것이다.

2. 모델

 2.1 Word embedding

   본 모델에서는 word2vec을 skip-gram과 negative 

sampling을 이용하여 구 하 으며 Sentiment140 dataset

으로부터 얻은 160M개의 tweets corpus를 통해 각각의 

다른 차원 (50, 100, 200, 400)의 word embedding을 얻었

다. 

 2.2 Lexicon embedding

   Lexicon은 Word embedding이 syntactic과 semantic 

feature를 표 해주었기 때문에 상 으로 덜 사용되었지

만 여 히 의미 있는 feature를 표 해주기 때문에 

Lexicon embedding을 본 모델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Lexicon embedding은 어휘에 따른 Sentiment score의 

vector로 구성되었으며, Sentiment score는 -1부터 +1까지

의 범 를 가진다. -1은 negative, 0은 neutral, +1은 

positive score를 의미한다. 

 2.3 Word and lexicon embedding layer

   모델의 Input data 형태는 단어로 구성된 document이

다. Document는 각 단어는 vector로 나타내며 이때 

document matrix는 ∈ℝ× 
로 정의한다. 이때 는 Word 

embedding의 차원을  은 문서내의 단어 개수를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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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단어는 hand-crafted feature가 아닌 word2vec으로

부터 distributed representation을 가진 vector로 표 되었

다. Lexicon은 sentiment score에 한 정보를 담고 있으

며 lexicon으로 구성된 document는 ∈ℝ× 
로 정의한다. 

이때 는 Lexicon embedding의 차원을 나타내며 lexicon 

corpus의 개수로 정의한다.

 2.4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의 기본 인 구조는 Kim (2014)이 제안한 모델을 

변형해서 사용했다. 본 모델은 2-layer CNN으로 구성되

어있으며 max-pooling layer와 concatenation layer를 통

해서 최종 feature를 추출하 다. 본 모델의 구조는 실험

을 통해 결과 값을 고려하여 결정하 다. CNN의 각 filter

는 document matrix 의 feature들을 추출하게 되며 이때 

filter는 ∈ℝ × 
 로 나타낸다. 은 filter의 길이를 나타낸

다. feature를 추출할 때는 multichannel 방법을 사용하여 

첫 번째 document matrix channel은 학습된 word2vec을 

고정하여 사용하 고 나머지 document matrix는 학습을 

통해 embedding이 변할 수 있게 하 다. Lexicon 

embedding에 해서 feature를 추출할 때는 Shin(2016)이 

제안한 separate convolution 방법을 사용하 다. 각 

convolutional layer를 통과한 값에 한 Activation 

function은 ReLU를 사용하 다.

 2.5 Concatenation layer

   1-layer CNN에서는 low level feature를 얻을 수 있으

며 여기서 나온 결과 값 한 추가 인 feature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1-layer CNN의 결과 값을 사용하 다. 한 

2-layer CNN의 결과 값은 상 으로 high level feature

를 얻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 고 lexicon으로부터 얻은 결

과 값까지 합쳐서 하나의 vector로 재구성하 다. 

Concatenation layer은 ∈ℝ
 로 나타낸다.

  ⊕⊕     (1)

여기서 ⊕은 concatenation operator를 의미하며 

과 은 tweet데이터에 해서 CNN의 

각 1-layer, 2-layer를 지난 후 max-pooling한 결과를 의

미하고 은 lexicon데이터에 해서 CNN의 1-layer

를 통과한 후 max-pooling된 결과값을 의미한다.

 2.6 Fully connected layer

   Concatenation layer에서 합쳐진 feature들 분류하기 

해 fully connected(FC) layer를 사용하 다. 본 layer에 

사용된 weight는 ∈ℝ × 로 표 되며 bias는 

∈ℝ
로 표 된다. 이 때, 는 class 개수를 의미한다.

 2.7 Softmax layer

   모델은 tweet에 해 3가지 class (positive, 

negative, neutral)로 분류하며 FC layer의 결과 값을 

classification 확률로 변환하기 해 softmax function을 

사용하 다.

 

(그림 1) 모델의 체 구조

2.8 Regularization

   본 모델에 한 Overffiting을 막기 해 CNN의 결과 

값과 FC layer에 해 dropout을 사용하 으며 각 노드를  

50%의 확률로 제거했다. 한  normalization을 용하

으며 cost function에 해 ∥∥


의 term을 추가했다. 

이 때, 는 regularization의 향을 결정하는  parameter

이며 ∈는 FC layer의 parameter를 의미하며 CNN 

layer의 parameter를 사용할 경우 학습 과정이 불안정하

기 때문에 제외하 다.

3. 실험  분석

본 모델은 SemEval 2017 Task4에서 제공한 데이터 셋

을 통해 실험  분석을 진행하 으며 평가를 해 

Positive, negative, neutral 3가지 class에 한 

macroaveraged F1 measure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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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us Total Positive Negative Neutral
Train 2013 9,684 3,640 1,458 4,586
Dev 2013 1,654 575 340 739
Train 2015 489 170 66 253
Train 2016 6,000 3,094 863 2,043
Dev 2016 1,999 843 391 765
DevTest 2016 2,000 994 325 681
Test 2013 3,547 1,475 559 1,513
Test 2014 1,853 982 202 669
Test 2015 2,390 1,038 365 987
Test 2016 20,632 7,059 3,231 10,342
TwtSarc 2014 86 33 40 13
SMS 2013 2,094 492 394 1,208
LiveJournal 2014 1,142 427 304 411

<표 1> Overview of datasets

(50) (100) (200) (400)

F1 score 0.6065 0 . 6 0 97 0.594 0.5841

<표 2> word embedding의 차원과 F1 score

Model Twt2013 Twt2014 Twt2015 Twt2016

All features 0.6116 0 . 6 2 0 2 0.6109 0.6194
w/o lexicon 0.5453 0.5741 0.5458 0.5883

w/o WE 0.5872 0.5825 0.5811 0.5810
w/o both 0.5317 0.5392 0.5349 0.5584

<표 3> Test set에 한 F1 score

 3.1 Dataset

  3.1.1 Tweets

  본 모델에서는 SemEval 2017에서 2013년부터 2016년

도의 Twitter로부터 얻은 어로 된 training set과 

development set을 사용하 다. 추가로 word embedding

을 training시키기 해 sentiment140 corpus를 사용하

다.

  3.1.2 Lexicons

  Sentiment score를 포함하고 있는 총 7가지 Lexicon

을 사용하 다. 단순히 positive, negative로만 되어있는 

lexicon의 경우 +1, -1로 변환하 으며 –1부터 +1까지의 

구간을 넘어가는 스 일을 가진 score의 경우 –1과 +1사

이로 정규화 하 다. 추가로 lexicon에 포함되지 않은 단

어의 경우 neutral score로 지정하여 0을 부여하 다.

•SemEval-2015 English Twitter Sentiment 

Lexicon (2015).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 (NRC) 

Hashtag Affirmative and Negated Context 

Sentiment Lexicon (2014). 

•NRC Sentiment140 Lexicon (2014). 

•Yelp Restaurant Sentiment Lexicons (2014).

•NRC Hashtag Sentiment Lexicon (2013).

•Bing Liu Opinion Lexicon (2004). 

 3.2 Preprocessing

   Dataset에 속한 모든 tweets과 lexicon에 해 다음과 

같이 처리를 진행하 다.

• Lowercase: tweet  lexicon내의 모든 문자에 

해서 소문자로 변환

• Tokenization: NLTK의 Tweet tokenizer를 이

용하여 모든 tweet에 해 토큰화 진행

• Cleaning: URLs 는 hashtag내의 ‘#’ 토큰을 

제거하여 representation의 sparseness 제거

 3.3 Training and hyperparameters

   Adam optimizer를 통해 본 모델을 훈련시켰으며 

exponential decay 방법을 사용해서 learning rate를 조

했다. Training에 사용된 configuration은 다음과 같다.

• Embedding dimension = (50, 100, 200, 400) 

• Filter size = (2,3,4,5,6) 

• Number of filters = (128) 

• Batch size = (64) 

• Number of epochs = (80) 

• Starter learning rate = (0.0001) 

• Exponential decay steps and rate = (3000, 0.96) 

• Dropout rate = (0.5) 

• Regularization lambda = (0.005) 

4. 결과

실험결과 word embedding과 lexicon feature가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표2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word embedding의 차원은 성능에 향을 끼침

을 알 수 있으며 실험에서는 100차원일 때 가장 좋은 성

능을 얻을 수 있었다. 표3에서는 lexicon에 한 feature

가 용될 때  word embedding보다 체 으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기에 더욱 요한 feature로 작용할 수 

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1호(2017. 4)

- 918 -



있음을 보여주었다. lexicon feature의 경우 없는 word에 

해 neutral score를 부여한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

히 sentiment analysis에서 유용하고 필수 인 feature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lexicon과 CNN을 결합하여 sentiment 

analysis에 용한 모델에 하여 기술하 다. 본 모델에

서는 document에 한 더 나은 representation을 얻기 

해 1-layer CNN과 2-layer CNN의 결과 값을 모두 고려

하 고 multichannel을 용함으로써 data의 manifold를 

더 잘 측하려는 시도를 하 다. Lexicon과 word 

embedding의 feature는 sentiment analysis에 매우 요함

을 확인하 으며 특히 lexicon이 여 히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표3을 통해 확인하 다. 본 모델의 성능은 

lexicon의 coverage를 높이거나, Attention mechanism 

는 CNN모델에 한 ensemble 기법 등을 용할 때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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