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자연어 처리(NLP)는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항
상 관심의 초점이었다. 자연어 처리에 대한 연구는 
과학자들이 자연어에서 유용한 특징을 추출하고 
이러한 의미론적 특징에 의해 표현되는 의미와 감
정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들의 행동 정
보를 추가로 탐색하고 예측한다. 예를 들어 인기 
있는 상품 추천 시스템, 음성 번역 시스템, 지능형 
로봇 질의응답 시스템 등이 자연어 처리 연구의 
대표적인 응용 분야이다[1, 2]. NLP는 컴퓨터 과학, 
인공 지능 및 언어학의 교차 분야이다. 그 목표는 
컴퓨터가 자연어를 처리하거나 "이해"하여 언어 번
역 및 질문 답변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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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연구

최근 몇 년간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신경망 시
스템에 대한 연구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NLP의 연구 방법을 
기계 학습에서 딥 러닝으로 승격시켰다. 컨볼루션 
신경망, 순환 신경망, 장단기 기억망 등의 딥 러닝 
알고리즘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어 처리의 적
용은 지대하지만 큰 돌파구는 없었다. 자연어 처리
에 적합한 딥 러닝 모델을 구축하는 데에는 매우 
광범위한 공간이 있다. 기존 딥러닝 모델에서 자연
어 처리의 문제는 주로 모델 최적화, 매개변수 조
정, 데이터 정규화 및 학습 효율성에 중점을 둔다.

Ⅲ. 제안방법

자연어 처리 연구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문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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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LSTM과 CNN 딥러닝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 모델을 제안하고, 다중 카테고리 뉴스 
데이터 셋에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다. 실험에 따르면 딥 러닝 기반의 융합 모델이 텍스트 감정 분
류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convergence model based on LSTM and CNN deep learning techniques, and obtains good 
results by applying it to multi-category news datasets. According to the experiment, the deep learning-based fusion 
model significantly improved the precision and accuracy of text sentiment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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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및 의미 분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문장 분석
은 맥락적 내용의 연결 분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CNN은 특징 추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LSTM은 시계열에서 메모리 컨텍스트의 특성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자연어 처리에서 텍스트 감정 
분류에 LSTM과 CNN의 장점을 결합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LSTM-CNN 모델의 구조는 
그림 1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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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STM-CNN 모델 구조 

LSTM-CNN 모델 구조는 크게 word embedding 
layer, LSTM layer, convolution layer, maxpooling 
layer, fully connected layer, output layer로 구성된
다. maxpooling 계층과 완전 연결 계층 사이에 
dropout을 사용하여 모델 과적합을 방지한다. 출력 
레이어에서 분류 함수로 Softmax 함수를 사용한다.

Ⅳ. 실  험

우리는 THUCNews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CNN, RNN, LSTM 및 LSTM-CNN 네트워크에서 
교육 및 테스트를 수행한다.

실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그림 1. LSTM-CNN 모델의 훈련 정확도 곡선

가로축은 훈련된 배치의 수를 나타내고 세로축
은 예측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그림 2. LSTM-CNN 모델의 학습 손실률 그래프

가로축은 훈련된 배치 수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예상 손실률을 나타낸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모델 융합에 기반한 텍스
트 감정 분류 방법을 제안했다. 이 방법은 CNN, 
RNN, LSTM 및 두 가지 전통적인 텍스트 분류 방
법과 비교된다. THUCNews 데이터세트에서 텍스트 
분류 비교 실험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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