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텍스트 분석은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여론 모니터
링, 서비스 평가 및 만족도 분석 작업 등 다양한 분
야에 적용되어 왔다[1]. 현재까지 효과가 좋은 텍스트 
분석 알고리즘은 대부분 통계적 학습 방법에 기반하
고 있다. 최근 딥러닝 기술은 텍스트 분석 등 자연어
처리에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법으로 자연어처리
에 필요한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다.
  현재 딥러닝 기술 중 CNN과 RNN은 텍스트 분석 
작업에 좋은 성능을 보여왔다. 실제 텍스트 분석 작
업에서는 RNN보다 CNN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
만, 우수한 텍스트 분석을 위해 CNN과 RNN 모델을 
결합한 모델도 제안되었다[2]. 이들 모델을 통해 스팸 
메일 분류, 쇼핑 및 영화 리뷰 감성 분류, 뉴스 분류 
등 다양한 텍스트 분석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RNN의 기본적인 방법인 장단기 메
모리(Long Short-Term Memory: LSTM)와 게이트 
순환 유닛(Gated Recurrent Unit: GRU)을 각각 연
구 논문의 분류에 적용하고, CNN에 LSTM과 GRU를 
각각 결합한 모델을 연구 논문 분류에 적용하고 각각
의 성능을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2. 시스템 흐름도
   본 논문의 연구 논문 분류 기법에 관한 전반적인 

1) 교신저자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논문 분류 기법의 전반적인 흐름

 

  
   (그림 1)에서 논문 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은 
“Science Direct”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FGCS(Future Generation Computer Systems) 저
널의 초록 부분을 웹크롤링하여 수집하고 활용한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리 및 전처리 작업을 수행한다. 
그런 다음, 워드 임베딩과 데이터 사전 훈련 기반으
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초록 
데이터를 사전 훈련된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를 기반
으로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3. 데이터 처리
   약 5,659개의 연구 논문에서 초록(abstract) 데이
터를 수집하여 논문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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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집된 데이터를 Gensim 라이브러리[3]를 활용하
여 토큰화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단어 단위로 분할을 
한다. 그런 다음, 문장 내의 단어들 중에 URL, 숫자, 
구두점, 불용어 등 불필요한 단어들을 제거한다. 또
한, 워드 임베딩 작업 준비를 위해 각 단어들을 명사
형으로 변환한 후, 워드 임베딩 작업을 수행한다.
   
4. 워드 임베딩 
   본 논문에서는 word2vec 기반의 워드 임베딩 방
식[4]을 사용한다. word2vec은 2-계층 신경망을 사
용하여 단어 임베딩을 학습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이다. 한편, 워드 임베딩은 텍스트 분류
를 위해 word2vec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대표적 방
식으로 Mikolov[5]가 제안한 2가지 학습 방법인 
CBOW(Continuous Bag of Words)와 Sg(Skip- 
gram)가 있다. 이들 방법의 주요 차이점은 CBOW가 
컨텍스트를 사용하여 대상 단어를 예측하는 반면, Sg
는 단어를 사용하여 대상 컨텍스트를 예측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 논문의 초록에 있는 모든 단
어를 사용하여 word2vec 모델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임베딩의 차원 수는 100으로 설정하였다. 대상 
단어와 대상 단어 주변의 단어 사이의 최대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 윈도우 크기를 5로 설정하였으며, 1회 
이상 나오는 단어만을 대상으로 100번의 반복을 수
행하였다. 한편, 워커(worker)의 수는 3으로 설정하
였다. 이런 설정에 기반하여 훈련 알고리즘으로 
CBOW와 Sg를 word2vec 모델에 각각 적용하였다.

5. 제안 모델 구조
5.1 LSTM 모델 구조
   LSTM은 RNN에 비해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장기 
종속성을 유지하는 특수한 유형의 RNN이다[6]. 
LSTM은 (1) 입력 게이트, (2) 삭제 게이트, (3) 셀 상
태, (4) 출력 게이트와 은닉 상태를 사용하여 각 노드 
상태에 허용될 정보의 양을 신중하게 조절하기 때문
에 기울기 소실 문제를 극복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5.2 GRU 모델 구조
   GRU[7]는 LSTM 아키텍처를 단순화한 모델이다. 
GRU에서는 업데이트 게이트와 리셋 게이트 두 가지 
게이트만이 존재한다. GRU는 LSTM과 비슷하지만 
출력 게이트가 없으므로 LSTM보다 매개변수가 적다. 
또한, LSTM보다 학습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졌지만 
대부분의 평가나 작업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여 왔다.

5.3 CNN과 LSTM, GRU 모델 구조
   최근 들어, RCNN(Recurrent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또한 텍스트 분류에 적용되고 있
다. 이 기술의 주요 아이디어는 반복 구조로 컨텍스
트 정보를 캡처하고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하여 텍
스트 표현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아키텍처는 두 가

지 기술의 장점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 RNN과 CNN
을 결합한 것이다. (그림 2)는 CNN에 LSTM 혹은 
GRU를 결합한 모델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2) CNN에 LSTM 혹은 GRU의 결합 모델의 구조   

   본 논문에서는 CNN에 LSTM 혹은 GRU를 결합
한 모델을 각각 활용하여 연구 논문의 분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RCNN 임베딩 레이어 
뒤에 다차원 CNN과 맥스 풀링 레이어를 추가하였다. 
길이가 2, 3, 4인 필터가 사용되었으며, 각각은 128
개의 세트로 구성하였다. LSTM과 GRU 각각 레이어
에 100개 메모리를 적용하였고, 그 뒤에 리턴 시퀀스
와 순환 드롭아웃을 설정하였다. 그런 다음, 모델 체
크포인트와 콜백을 사용하여 검증 정확도가 최대일 
때 모델 가중치를 저장하도록 하였다. 풀링 레이어는 
표준 길이 2를 사용하여 특징 맵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였다.
   본 논문에서는 FGCS 저널 논문의 초록 데이터에 
대해서 텐서플로우[8]에서 제공되는 토큰화 라이브러
리를 사용하여 단어별로 토큰화를 수행하였으며, 각 
논문마다 단어 개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
로 154개로 설정하여 임베딩 레이어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워드 임베딩 기법에 적용할 단어는 초록에서 
50번 이상 출현한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10개 
단어만을 추출하였다. 이들 10개 단어에 대해서 특정
한 단어가 초록에서 5번 이상 나오면 그 단어가 해당 
논문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5.4 모델 학습 및 테스트 결과
  본 논문에서는 CBOW와 Sg 임베딩을 기반으로 
LSTM과 GRU 모델을 사용하여 텍스트 분류를 수행
하며, CNN에 LSTM와 GRU를 각각 결합한 모델에 
대해서도 텍스트 분류를 수행하였다.
  학습 반복수(epoch)에 대한 CBOW와 Sg 모델 각
각의 학습 정확도는 (그림 3)과 (그림 4)에서 보여준
다.

(그림 3) CBOW 기반 모델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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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Sg 기반 모델의 정확도

   (그림 3)과 (그림 4)의 결과를 분석하면, CBOW와 
Sg 기반 모델 모두에 대해서 LSTM과 GRU를 사용하
는 CNN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한편, (그림 3)의 결과로부터 CBOW의 
경우 GRU를 사용하는 CNN 모델이 좀 더 빠르게 수
렴함을 알 수 있으며, (그림 4)의 결과는 Sg의 경우 
LSTM을 사용하는 CNN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 좀 
더 빠르게 수렴함으로 보여주었다.

6. 실험 결과
   제안 기법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정밀도
(precision)와 재현율(recall)에 기반한 F-Score[9]를 
사용하였다.

Precision TPFP

TP            (1)

Recall TPFN

TP             (2)

FScore Precision Recall

× Precision×Recall        (3)

여기서, TP, FN, FP는 각각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를 의미한다. 
   한편, scikit-learn 라이브러리[10]를 활용하여 수
집된 연구 논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셋과 테스트셋
로 분리하였으며, 이들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모델의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5) 4가지 모델에 대한 F-Score 결과

  (그림 5)는 CBOW와 Sg 임베딩을 기반으로 LSTM, 

GRU, 그리고 LSTM과 GRU를 사용하는 CNN 모델의 
F-Score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5)의 결과를 분석하
면, 4가지 모델 중에서 CNN에 LSTM와 GRU이 각각 
결합된 모델에 대해서 Sg 기법이 CBOW 기법에 비
해서 높은 F-Score 값을 보여주었다. 한편, 워드 임
베딩에 기반한 Sg 기법은 CBOW 기법보다 좀 더 좋
은 성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워드 임베딩 기법을 적용하여 

LSTM과 GRU를 사용하는 CNN 기반의 연구 논문 분
류를 바탕으로 연구 논문의 추천 방법을 제안하였다. 
4가지 모델인 CNN, LSTM, 그리고 CNN에 LSTM과 
GRU을 각각 결합한 모델을 연구 논문의 분류에 적용
하였으며, F-Score를 활용하여 이들 모델의 성능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CNN에 LSTM과 GRU을 결합한 
모델은 다른 모델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
여주었으며, 성능평가 결과는 워드 임베딩 기반한 Sg 
기법이 CBOW 기법에 비해 높은 성능을 가짐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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