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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은 텍스트에 나타나는 작

성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분석하는 자연어처리의 한 응용

이다. 특정 상품 및 영화 리뷰 등에 대한 감성분석 결과

는 중요한 마케팅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데, 날로 증가

하는 리뷰 데이터들을 모두 읽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은 실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대용량의 텍스트로부

터 작성자의 의견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감성분석 

기술은 그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최근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이 등장하

여 감성분석을 비롯한 여러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순환신경망의 복잡한 네트

워크 구조 때문에 순환신경망이 어떠한 근거로 예측 결

과를 제시했는지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잘 학

습되어 좋은 성능을 보이는 감성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케팅 지표로 활용할 때, 단지 좋은 성능만을 보이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타당한 정보를 줄 수 없다

면 지표를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을 것이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관련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설명 가능

한 인공지능은 잘 학습된 모델이 예측한 결과를 도출하

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은 기존 학습 모델에 역산

과정을 추가하거나 학습 모델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1,2,3]. [1,2,3]은 기존 학습 모델에 역산 과정을 추가

하는 방법으로 입력에 대한 출력의 민감도를 구하는 민

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과 상위 계층에 가장 많

은 기여를 하는 하위 계층을 구하는 계층간 관련성 전파 

방법(layer-wise relevance propagation)이 있다. 기존 

모델을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어텐션 메커니즘[4]이 있는

데,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는 [1,2,3]과 달리 학습 과정

에서 입력과 출력 값 사이의 연관성을 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순환신경망의 예측을 분석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 방법을 순환신경망으로 학습된 감성분석 

모델에 적용한다. 또한 이를 어텐션 메커니즘과 비교하

고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2. 감성분석을 위한 순환신경망 모델과 예측 분석 

방법 
 

본 장에서는 감성분석에 사용한 순환신경망 모델과 순

환신경망의 예측을 분석하기 위한 어텐션 메커니즘 및 

민감도 분석에 대해 설명한다.  

 

2.1. 순환신경망 모델 
 

순환신경망은 순차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적합한 형태

로 디자인되어 있어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처리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입력 문장이 길어질수록 역전파 

단계에서 미분 값이 사라지는(vanishing gradient 

problem)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순환

신경망의 그래디언트 소멸 문제를 해결한 LSTM(long 

short-term memory) RNN 모델을 감성분석에 적용한다. 입

력 단어 열을 𝑥 = {𝑥1, 𝑥2, … , 𝑥𝑇} , 은닉층의 유닛 열을  

ℎ = {ℎ1, ℎ2, … , ℎ𝑇}라 할 때 LSTM RNN은 식(1)과 같이 정의

된다. 

 

𝑖𝑡 =  𝜎(𝑊𝑖𝑥𝐸𝑥𝑡 + 𝑊𝑖ℎℎ𝑡−1 + 𝑊𝑖𝑐𝑐𝑡−1 + 𝑏𝑖)  (1) 

𝑓𝑡 =  𝜎(𝑊𝑓𝑥𝐸𝑥𝑡 + 𝑊𝑓ℎℎ𝑡−1 + 𝑊𝑓𝑐𝑐𝑡−1 +  𝑏𝑓) 

𝑐𝑡 =  𝑓𝑡 ⊙ 𝑐𝑡−1 + 𝑖𝑡 ⊙ tanh(𝑊𝑐𝑥𝐸𝑥𝑡 + 𝑊𝑐ℎℎ𝑡−1 + 𝑏𝑐) 

𝑜𝑡 =  𝜎(𝑊𝑜𝑥𝑥𝑡 + 𝑊𝑜ℎℎ𝑡−1 + 𝑊𝑜𝑐𝑐𝑡 + 𝑏𝑜) 

ℎ𝑡 =  𝑜𝑡 ⊙ tanh(𝑐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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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순환신경망은 여러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순환신경망의 복잡한 네

트워크 구조 때문에 순환신경망이 어떠한 근거로 예측 결과를 제시했는지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순환신경망이 적용된 자연어처리 시스템이 도출한 결과의 타당성을 제공하고 자연어처리 시스

템에 중요한 자질을 선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어처리 분야의 하나인 감성분석

에서 순환신경망의 예측을 분석한다. 학습된 감성분석 시스템의 예측을 해석하기 위해 입력 자질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어텐션 메커니즘과 비교하고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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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σ는 sigmoid 함수이고, 𝑥𝑡는 현재 입력, ℎ𝑡−1

은 이전 은닉층 유닛의 출력을 나타내고, 𝑊및 𝐸는 가중

치 행렬, b는 bias 벡터를 나타내며 ⊙는 벡터 사이의 

element-wise product를 나타낸다. 𝑖, 𝑓, 𝑜, 𝑐는 각각 입력 

게이트, 잊기 게이트, 출력 게이트, 메모리 셀 벡터이며 

각 벡터의 크기는 은닉층 유닛의 벡터 크기와 같다. 가

중치 행렬의 아래 첨자는 연결된 각 유닛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𝑊𝑖ℎ는 은닉층과 입력 게이트 사이의 가중치 

행렬을 나타낸다. LSTM RNN 모델을 감성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LSTM RNN 은닉층의 마지막 유닛의 출력을 문맥 벡

터로 사용하며 식 (2)와 같이 나타낸다. 

 

𝑐 =  ℎ𝑇      (2) 
𝑦 =  𝑠𝑜𝑓𝑡𝑚𝑎𝑥(𝑊𝑦ℎ𝑐 + 𝑏𝑦) 

 

식 (2)에서 𝑐는 입력 열을 고정된 크기로 압축한 문맥 

벡터이며 ℎ𝑇는 입력 열의 마지막 은닉층 유닛이다. 𝑦는 

LSTM RNN 모델의 출력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양방

향 LSTM RNN을 사용하며 그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BiLSTM RNN 모델 

 

2.2. 어텐션 메커니즘 
 

2.1의 LSTM RNN 모델은 입력 문장을 길이에 상관없이 

항상 고정된 차원의 벡터로 압축하는데, 이로 인해 입력 

문장이 길어질 경우 성능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있다. 어

텐션 메커니즘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계 

번역에서 연구된 기술로 RNN의 은닉층 중 출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더 높은 가중

치를 주어 문맥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어텐션 메커

니즘이 추가된 양방향 LSTM RNN은 수식 (3)과 같이 정의

되며, 그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𝑠𝑡 = 𝑣𝑎
Tℎ𝑡     (3) 

𝑎𝑡 =  
exp (𝑠𝑡)

∑ exp (𝑠𝑁)𝑁
 

c = ∑ 𝑎𝑡ℎ𝑡
𝑡

  

 

식 (3)에서 𝑣𝑎는 어텐션을 구하기 위한 가중치 벡터이

고, ℎ𝑡는 각 시간별 은닉층의 출력 벡터를 나타낸다. 𝑎𝑡

는 어텐션 벡터로 새로운 문맥 벡터 c를 구할 때 각 ℎ𝑡에 

대한 가중치 역할을 한다. 

 
그림 2. Attention BiLSTM RNN 모델 

 

2.2.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은 기존 학습 모델에 역산 과정을 추가하

여 학습된 모델과 입력 사이의 연관성을 구하는 방법이

다. 즉, 분류 문제를 처리하는 학습된 순환신경망과 분

류에 사용될 입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입력 데이터가 

예측 결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하는 것

을 말한다. 민감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입력 데

이터를 𝑥, 입력 데이터의 차원을 𝑑, 학습된 모델을 𝑓𝑐, 

출력 결과의 클래스 수를 𝑐라고 할 때, 민감도 행렬(𝑥 

* 𝑑)은 수식 (4)와 같이 정의된다. 

 

𝑅𝑑 =  (
𝜕𝑓𝑐

𝜕𝑥𝑑
(𝑥))

2

∙    (4) 

 

수식 (4)의 민감도 행렬 값을 구하기 위해 입력 문장을 

2.1의 BiLSTM RNN 및 2.2의 어텐션 메커니즘이 적용된 

Attention BiLSTM RNN에 의해 학습된 모델의 입력으로 주

고 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래디언트 값을 얻은 후 이

를 민감도 계산에 사용한다. 각각의 입력이 𝑑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입력 문장 전체의 민감도 벡터는 

식 (5)와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민감도로 이

루어진 하나의 벡터가 된다. 

 

Relevance_of_Sentence = ‖∇𝑥𝑓𝑐(𝑥)‖2
2   (5) 

 

3.실험 및 결과 
 

순환신경망의 예측 설명을 위해 사용한 감성분석 데이

터는 NSMC(네이버 영화 리뷰 데이터셋)[5]와 IMDB[6] 데

이터셋이다. NSMC 데이터셋은 총 15만개의 학습 문장과 5

만개의 평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긍정과 부정 2

개의 클래스가 1:1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IMDB 데이터

셋은 학습 문장과 평가 문장이 각각 2만5천 문장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긍정과 부정 2개의 클래스가 1:1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모델 학습을 위해 학습 데이터를 8:2 비

율로 나누어 학습 및 개발 문장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실험은 먼저 BiLSTM RNN 및 Attention BiLSTM RNN 모델

을 학습하여 학습된 모델을 구하고, 학습된 모델의 역산 

과정을 통해 2.3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어텐션 값

의 경우 Attention BiLSTM RNN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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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얻을 수 있다. 

실험에 사용된 모델의 파라미터는 배치 사이즈 32, 은

닉층의 유닛 크기 128, 학습률 0.001, 학습횟수(에폭) 20

으로 두 모델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NSMC 데이터셋

의 경우 형태소 분석을 거친 문장을 입력으로 사용하였

고(형태소 단위 입력), IMDB 데이터셋의 경우 문장의 모

든 단어를 소문자로 만들고 띄어쓰기 단위로 단어를 분

리하여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였다(단어 단위 입력). 

또한 NSMC 데이터셋은 fastText[7]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학습한 100차원의 워드임베딩을 사용하였고, IMDB 데이터

셋은 GloVe[8]로 학습된 공개된 300차원의 워드임베딩을 

사용하였다. 실제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된 데이터의 길

이는 NSMC 데이터셋은 60, IMDB 데이터셋은 500으로 제

한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모델은 PyTorch[9] 라이브러리

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그림 3과 4는 모델 학습을 통해 얻은 입력 문장의 민

감도와 어텐션을 이용해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입력을 

순차적으로 삭제하였을 때 IMDB 및 NSMC 평가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그림 3의 세로 축은 평가 정확

도이며 가로 축은 평가 데이터에서 관련성(민감도 및 어

텐션)이 높은 순으로 삭제된 입력 데이터의 개수이다. 

 

 
그림 3. 입력 데이터 삭제에 따른 IMDB 평가 정확도 

그래프 

 
그림 4. 입력 데이터 삭제에 따른 NSMC 평가 정확도 

그래프 

그림 3에서 어텐션을 이용하여 입력 데이터를 삭제하

였을 때의 성능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민감도 

분석의 경우 성능 하락이 완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를 통해 어텐션이 민감도 분석보다 입력 문장과의 연관

성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

한 서로 다른 모델을 통해 계산된 민감도 그래프가 서로 

비슷한 모양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민

감도 분석이 BiLSTM RNN 모델과 Attention BiLSTM RNN 모

델에서 큰 차이 없이 동작함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4

의 그래프 또한 그림 3의 그래프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

고 있으나 그림 3과 달리 어텐션을 이용한 그래프가 민

감도 분석을 이용한 그래프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

다. 이는 입력 데이터의 길이와 특성에 따른 차이로 보

인다. 

첨부 1과 2는 각각 IMDB 평가 데이터와 NSMC 평가 데

이터에 민감도 분석과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한 결과이

다.  첨부 1과 첨부 2의 ‘+’는 긍정을, ‘-‘는 부정

을 나타내며 ‘Gold’는 정답 레이블, ‘Prediction’은 

학습된 모델이 예측한 레이블이다. 

‘sentences[sensitivity analysis, attention]’은 각각 

민감도 분석과 어텐션 메커니즘을 입력 데이터에 적용하

여 히트맵으로 표시한 예제이다. 진한 색상일수록 높은 

관련성을 나타낸다. 첨부 1의 1번째 예제에서 민감도 분

석을 적용했을 때 보다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했을 때 

더 많은 입력에 대해 연관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앞서 보았던 그림 3의 성능 하락그래프와 연관 지

어 생각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순환신경망의 예측을 분석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 방법을 학습된 BiLSTM RNN 감성분석 모델

에 적용하였다. 또한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입력과 예

측 사이의 관련성을 모델링 하는 Attention BiLSTM RNN 

모델에 민감도 분석을 적용하고 이를 어텐션 메커니즘

과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민감도 분석 및 어텐

션 메커니즘 모두 입력 데이터와 예측 결과 사이의 관

련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

텐션이 민감도 분석보다 더 나은 관련성을 제공함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민감도 분석이 어텐션 메커니즘

에 비해 낮은 관련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어텐션 메커니

즘과 달리 추가적인 학습 단계가 필요하지 않아 더 빠

른 적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학습 모델에 적용 가능했다. 

향후 연구로는 다른 자연어처리 분야에 민감도 분석

을 적용하고, 상위 계층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하위 

계층을 구하는 계층간 관련성 전파 방법을 감성분석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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