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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드인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SNS)에 대한 데이터의 급격한 증가로 SNS는 실시간 

정보 공유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소셜 미디어는 재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사람들은 

SNS를 이용하여 재난 상황을 공유하고 유용한 정보를 찾

으며 위기에 처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한다[2, 7].  

국제적인 정보검색 평가 대회인 TREC(Text Retrieval 

Conference) 2018의 새로운 태스크인 사건 스트림 트랙 

(Incident Stream Track)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정보 및 

지원 요청을 자동으로 분류하기 위해 설계된 트랙이다. 

재난 사건에 해당하는 트윗을 온톨로지(Report, 

CallToAction, Other)내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태스크다

[8]. 이로 인해 재난 관련 트윗 데이터의 분류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 딥 러닝은 이미지 처리[4, 5]와 자연어 처리[3]

같은 영역에서 크게 발전했다. 컨볼루션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은 문장 분류[3] 연구에

서 현저하게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이미지 분류 연구에

서 컨볼루션 신경망에서 전역 평균 풀링(Global Average 

Pooling)을 사용하여 클래스 활성화 맵(Class Activation 

Map)을 생성하는 기법이 소개되었다[4]. 클래스 활성화 

맵은 특정 클래스에 해당하는 식별 가능한 이미지의 영

역을 나타낸다. 기계 학습에서 데이터의 수가 적은 데이

터 셋을 학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원샷 

러닝(One-shot Learning)은 데이터의 수가 적은 학습 데

이터 셋을 통해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를 학습한다[1, 5, 

6]. 정답 카테고리에 해당하면 유사도를 1로 학습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사도를 0으로 학습한다.  

본 논문에서는 CNN에서 클래스 활성화 맵과 원샷 러닝

을 결합하여 트위터 분류를 위한 딥 러닝 모델을 제안한

다. 트위터 텍스트에 대한 클래스 활성화 맵 생성은 전

역 평균 풀링을 사용하여 분류 주제와 연관된 핵심 어휘

를 강조한다. 완전 연결 계층(Fully Connected Layer)을 

사용하는 원샷 러닝 방법은 학습 데이터의 수가 적은 실

험에서 분류 주제와 연관된 핵심 어휘를 유용하게 처리

할 수 있다. 

제안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TREC 2018 IS 태

스크 학습데이터에 대해 실험을 했다. 

 

2. 트윗 분류를 위한 딥 러닝 결합 모델 생성 
 

본 연구에서는 분류 주제와 연관된 핵심 어휘들을 추

출하기 위해 이미지 지역화 연구에서 사용된 클래스 활

성화 맵을 텍스트 분류에 적용한다. 적은 수의 학습 데

이터에 대해서 분류를 잘 하기 위해 원샷 러닝 기법을 

적용한다. 클래스 활성화 맵과 원샷 러닝을 결합함으로

써 분류 성능을 향상 시키도록 한다. 

 

2.1 텍스트 분류를 위한 클래스 활성화 맵 생성 

 

클래스 활성화 맵은 해당하는 클래스에 반응하는 이미

지의 특정 영역을 강조한다. 클래스 활성화 맵은 특정 

카테고리와 가장 관련있는 이미지 영역의 중요한 부분을 

식별한다. 

이미지 지역화(Image Localization) 연구에서 컨볼루

션 계층(Convolution Layer)의 구분 능력은 분류를 위한 

완전 연결 계층으로 오면 사라지게 된다. 최근 완전 연

결 계층을 사용하는 신경망들은 높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파라미터의 수를 낮추고 있다. 파라미터 수를 낮추기 위

해 완전 연결 계층 대신 전역 평균 풀링을 사용하여 분

류를 했다[4].  

본 연구에서 클래스 활성화 맵을 적용하여 분류 주제

와 연관된 핵심 어휘들을 강조한다. 클래스 활성화 맵은 

컨볼루션 신경망에서 전역 평균 풀링을 사용하는 분류에 

사용된 가중치와 컨볼루션 계층의 가중치를 곱하여 생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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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CNN에서 클래스 활성화 맵과 원샷 러닝을 결합하여 트위터 분류를 위한 딥 러닝 모델을 

제안한다. 클래스 활성화 맵은 트윗 분류에 대한 분류 주제와 연관된 핵심 어휘를 추출하고 강조 표시하

도록 사용되었다. 특히 작은 학습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다중 클래스 분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

샷 러닝 방법을 적용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검증하기위해 TREC 2018 태스크의 사건 스트림(TREC-IS) 학

습데이터를 사용하여 비교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에서 CNN 기본 모델의 정확도는 58.1%이고 제안 방법

의 정확도는 69.6%로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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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텍스트 분류를 위한 클래스 활성화 맵 생성 

그림 1은 텍스트 분류를 위한 클래스 활성화 맵의 생

성을 보여준다. 분류 주제와 연관된 핵심 어휘는 원샷 

러닝 학습 단계에서 확장된 입력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연구에서 영역을 강조하는 것을 

텍스트에 적용하여 트윗 문서에서 어휘를 강조하는 부분

으로 적용했다. 

 

2.2 원샷 러닝을 적용한 CNN 

 

딥 러닝은 큰 데이터 셋에 대해서 학습하는데 최근 원

샷 러닝의 발전으로 학습 데이터의 수가 적은 실험에서

도 학습이 잘 된다. LSTM(Long-Shot Term Memory)에서 원

샷 러닝을 적용한 연구들이 있었다[5, 6]. 

CNN에 원샷 러닝을 적용하는 방법은 완전 연결 계층에

서 나온 문서 벡터와 각 카테고리를 나타내는 카테고리 

벡터를 사용한다. 원샷 러닝은 문서 벡터에서 정답 카테

고리에 대응하는 카테고리를 찾은 후 그 결과가 같으면 

유사도를 1로 학습하고 결과가 같지 않으면 유사도를 0

으로 학습하는 방법이다. 

 
그림 2. 원샷 러닝을 적용한 CNN 

그림 2는 컨볼루션 신경망에서 원샷 러닝을 적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학습데이터의 수가 적은 데이터 셋을 원

샷 러닝을 적용하여 분류 성능을 향상시킴을 보인다. 

 

2.3 클래스 활성화 맵과 원샷 러닝을 결합 컨볼루션 

신경망 

 

클래스 활성화 맵에서 생성된 분류 주제와 연관된 핵

심 어휘는 텍스트 분류에서 강조된다. 분류 주제와 연관

된 핵심 어휘를 기존의 CNN의 데이터 입력 행렬에서 확

장하고 원샷 러닝을 적용한다. 분류 주제와 연관된 핵심 

어휘의 가중치는 학습을 통해 계속해서 변경된다. 클래

스 활성화 맵에서 생성된 상위 N개의 클래스 관련 어휘

를 확장해서 입력했다. 

 

3. 실험 
3.1 실험 집합 

제안하는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TREC 2018 태스크의 

사건 스트림(TREC-IS) 학습데이터를 사용하여 비교실험

을 했다. (현재 공개된 학습데이터에 대해서 실험하였다. 

테스트 데이터는 22,160개의 문서로 구성되었으며 분류 

적합성을 평가 중이다.) TREC-IS 학습데이터는 6가지의 

재난(2012년 코스타리카 지진, 2012년 콜로라도 화재, 

2013년 콜로라도 홍수, 2012년 태풍 파블로, 2013년 LA공

항 총격사건, 2013년 텍사스 서부 폭발)으로 트윗 문서 

개수는 1,335개이다. 실험에 사용된 실험 집합은 학습데

이터(80%) 801개, 검증 데이터(10%) 264개, 테스트 데이

터(10%) 270개로 구성된다. 분류 카테고리의 개수는 23개

(Report-Official, CallToAction-Donations, Other-

ContinuingNews 등)로 구성된다.  

실험 집합은 재난 지역과 관련된 어휘, 해쉬태그를 이

벤트 개체명으로 표현하고, 카테고리와 관련된 어휘들을 

카테고리 개체명이라고 표현하고, 재난 관련 어휘를 재

난관련 개체명으로 표현했고, 트윗에서 나온 URL과 트윗 

사용자 정보를 표현했다. 

컨볼루션 신경망에서 가장 적합한 하이퍼파라미터

(Hyperparameter)를 찾기 위해 아래의 파라미터를 조합

해서 실험했다. 드랍아웃율(Dropout Rate) ∈ {0.2, 0.4, 

0.5}, 미니배치 사이즈(Minibatch Size) ∈ {32, 64, 

128}, 차원(Embedding Dimension) ∈ {128, 256}, 세대

(Epoch) ∈ {100, 200}. 

 

3.2 비교 실험 방법 

 
 CNN: 기존 CNN 모델 [3] 

 CNN-Oneshot: 원샷 러닝을 적용한 CNN 모델 [5,6] 

 Proposed: 클래스 활성화 맵과 원샷 러닝을 결합한 
CNN 모델 

 성능은 정확도(Accuracy, A), 재현율(Recall, R), 
정확율(Precision, P), F1 값(F1)로 측정했다. 

 

3.3 실험 결과 

 

표 1는 실험 집합에 대한 비교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제안하는 방법은 실험 집합에서 CNN 모델보다 높은 성능

을 보였다. 각 모델의 정확도는 CNN모델 58.1%, CNN-

Oneshot 모델 65.2%,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한 모델은 

69.6%로 제안하는 방법의 정확도가 다른 모델을 사용했

을 때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 실험 집합 실험 결과 

모델 A 
Micro-averaged  Macro-averaged  

R P F1 R P F1 

CNN 0.58 0.58 0.58 0.58 0.32 0.47 0.38

CNN-

Oneshot 
0.65 0.65 0.65  0.65  0.35 0.70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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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0.69 0.69 0.69 0.69 0.42 0.79 0.55

표 2. 실험 집합의 각 카테고리 별 실험 결과 

카테고리 
CNN CNN-Oneshot Proposed 

R P F1 R P F1 R P F1

Requ

est 

Informatio

nWanted 
0 0 0 0 0 0 0 0 0 

GoodsServi

ces 
0 0 0 0 0 0 0 0 0 

SearchAndR

escue 
0 0 0 0 0 0 0 0 0 

Call

ToAc

tion 

Donations 0 0 0 0.33 1.00 0.50 0 0 0 

Volunteer 0 0 0 0 0 0 0 0 0 

MovePeople 1.00  0.83  0.91  0.60 1.00 0.75 0.60 1.00 0.75

Repo

rt 

EmergingTh

reats 
0.71  0.42  0.53  0.14 1.00 0.25 0.57 1.00 0.73

Factoid 0.75  0.68  0.71  0.71 0.95 0.82 0.82 0.82 0.82

ThirdParty

Observatio

n 

0 0 0 0 0 0 0.33 1.0 0.50

FirstParty

Observatio

n 

0 0 0 0 0 0 0 0 0 

Weather 0.22  0.50  0.31  0.44 0.57 0.50 0.44 0.67 0.53

Hashtags 0 0 0 0 0 0 0 0 0 

CleanUp 0 0 0 0 0 0 0 0 0 

Multimedia

Share 
0.76  0.59  0.67  0.76 0.66 0.70 0.80 0.71 0.76

Official 0.55  0.50  0.52  0.55 0.67 0.60 0.55 0.67 0.60

ServiceAva

ilable 
0 0 0 0 0 0 0 0 0 

Significan

tEventChan

ge 

0.14  0.33  0.20  0 0 0 0.29 0.67 0.40

Othe

rs 

Advice 0.13  0.50  0.20  0.38 1.00 0.55 0.38 0.75 0.50

Continuing

News 
0.74  0.64  0.69  0.94 0.57 0.71 0.92 0.64 0.75

Discussion 0.40  0.80  0.53  0.40 0.80 0.53 0.50 0.71 0.59

Irrelevant 0.42  0.44  0.43  0.73 0.49 0.59 0.70 0.54 0.61

KnownAlrea

dy 
0.78  0.82  0.80  0.91 0.78 0.84 0.91 0.81 0.86

PastNews 0 0 0 0.33 1.00 0.50 0.33 1.00 0.50

Sentiment 0.89  0.50  0.64  0.82 0.73 0.77 0.89 0.73 0.80

Unknown 0 0 0 0 0 0 0 0 0 

 

표 2는 실험 집합의 각 카테고리 별 성능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방법의 F1값은 비교 실험 모델의 F1값 보다 향

상되었다. 표 2에 강조 표시된 카테고리가 F1값이 향상

된 카테고리다. 

 

4. 결론 
 

CNN에서 클래스 활성화 맵과 원샷 러닝을 결합한 모델

이 재난 관련 트윗 분류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제안하는 

방법은 CNN 모델과 CNN-Oneshot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제안하는 모델을 사용하면 학습 데이터의 수가 

적은 실험에서도 분류 주제와 연관된 핵심 어휘가 성능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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