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461 -

Bidirectional GRU-GRU CRF 기반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식

김선우O, 지선영, 설재욱, 정희석, 최성필

경기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I)

kimsw@kyonggi.ac.kr, sy.ji@kgu.ac.kr, wodnr754@kisti.re.kr, hsjeong@kisti.re.kr, spchoi@kgu.ac.kr

Bidirectional GRU-GRU CRF based Citation Metadata Recognition

Seon-wu KimO, Seon-young Ji, Jae-wook Seol, Hee-seok Jeong, Sung-pil Choi

Kyonggi Univ., KISTI

요  약

 최근 학술문헌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학술문헌간의 연결성 및 메타데이터 추출 등의 핵심 자원으로
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문헌에 대한 활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의 참고문헌
이 가진 각 메타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인식하여 추출할 수 있는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식에 대하여, 연속
적 레이블링 방법론을 기반으로 접근한다. 심층학습 기술 중 연속적 레이블링에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
는 Bidirectional GRU-GRU CRF 모델을 기반으로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식에 적용하였으며, 2010년 이
후의 10종의 학술지내의 144,786건의 논문을 활용하여 추출한 169,668건의 참고문헌을 가공하여 실험하
였다. 실험 결과, 실험집합에 대하여 F1 점수 97.21%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식, 텍스트 마이닝, 정보추출, 심층학습

1. 서론

  최근 다방면의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며, 학술문헌이 급

격하게 발생하며, 연구자들은 선행 연구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다양한 방면의 

정보 추출 기술을 통한 학술문헌의 핵심 정보를 도출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참고문

헌은 각 학술 문헌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와 인용 정보를 

포함하는 핵심적인 메타데이터이다. 참고문헌에 대한 정보 

추출 연구는 본문 내에서의 지식 정보 추출, 논문 간의 연

결성 분석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1].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식은 참고문헌이 포함하고 있는 

논문의 제목, 저자, 발행년도 등의 메타데이터를 식별하여 

자동적으로 추출하는 것으로, 학술 문헌 내의 정보 추출 

및 관리에 대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2]이다. 

이에 대해서는 [3]과 같이 패턴이나 규칙 기반의 정규식 

매칭와 같은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가 일반적으로 진행되었

다. 이후, 품사 태깅과 같은 연속적 레이블링(Sequence 

Labeling) 방법론에 기반하여, CRF(Conditional Random 

Field) 등과 같은 시퀀스 단위의 분석 방법이 활용되었다. 

[4]는 CRF 기반의 방법을 적용하여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식을 수행하였으며, 우수한 성능을 보인 연구 사례이다. 

  최근 심층학습 기술이 대두되면서, 정보 추출 및 텍스트 

마이닝 분야에 대한 활용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품사 태깅이나 개체명 인식, 문장 분리 등의 연속적 레이

블링 방법에 대해서도 다른 기술에 비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식에 대

한 적용 연구도 이뤄지는 추세이다. [2]는 해외의 주요 저

널이 채택한 참고문헌 패턴 데이터를 기준으로 연속적 레

이블링 문제에 대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Bidirectional LSTM CRF 모델을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

식에 적용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식 연

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심층학습 기술을 적용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는 국내 학술지를 기준으로 참고문헌 메타데이

터 인식 데이터셋을 구성하여 실험한다. 또한,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식에 대하여 [2]가 활용한 Bidirectional 

LSTM CRF 모델에 문자 단위의 Bidirectional RNN 층을 추

가 적용하고, 학습 및 예측 속도를 고려해 GRU 셀을 활용

한 Bidirectional GRU-GRU CRF 모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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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추출에 사용한 메타데이터와 태그 명

그림 2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자동 식별을 위한 

Bidirectional GRU-GRU CRF 모델

그림 1 참고문헌 정보 가공 결과 예시

2.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참고문헌의 요소 정보를 자동적으로 인

식할 수 있도록 연속적 레이블링 방법에 기반하여 접근

한다. 심층학습 기술 중에서도 연속적 레이블링 방법에 

대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Bidirectional 

GRU-GRU CRF 모델을 기반으로 인식 모델을 구현하였다. 

본 장에서는 참고문헌에 대한 데이터 가공을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구현한 참고문헌 요소 정보 인식을 위한  

Bidirectional GRU-GRU CRF 모델에 대하여 설명한다.  

   2.1 데이터 가공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10종의 학술지를 선

정하고, 각 학술지 내의 2010년 이후의 논문을 별도로 

수집하였다. 수집 결과 도출된 144,786건의 논문을 통하

여 참고문헌 정보를 별도로 추출하였으며, 추출 결과 총 

491,342건의 참고문헌 정보를 추출하였다. 이 중, 참고

문헌 정보 간의 중복을 제거하여, 482,192건의 참고문헌 

정보를 확보하였다. 신문기사 및 웹 정보원 등의 논문에 

해당하지 않는 인용 정보, 참고문헌 표기 오기 등의 문

제에 대한 정보, 10종의 학술지가 각각 채택한 참고문헌 

양식에 부합하지 않은 정보를 제거하는 작업을 거쳤으

며, 결과적으로 169,668건의 참고문헌 정보가 도출되었

다. 

   추출된 참고문헌 정보를 기반으로, 10종의 학술지가 

채택한 참고문헌 양식에 맞게 패턴 정보를 추출하고, 이

를 정규식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태깅할 수 있도록 구

현하였다. 이 때, 추출하고자 하는 참고문헌 내의 메타

데이터를 지정하였다. 표 1은 지정한 메타데이터와 태그 

명을 설명한다.

   자동적으로 태깅된 참고문헌 정보는 특수기호와 띄어

쓰기, 언어유형(숫자, 영문, 국문 등)을 기준으로 토큰

화하였다. 특수기호를 통해 토큰화 과정을 수행할 때에

는 특수기호도 토큰을 별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토큰

화 작업 이후에, 태깅된 정보에 대해서는 BI 태그를 부

착하여, 태깅의 시작(Begin) 정보와 내부(Inside) 정보

를 별도로 표현하였다. 총 8종의 메타데이터에 대해 BI 

태그를 부착하여, 16종의 레이블이 발생하였으며, 추출

하고자 하는 정보가 아님을 표현하는 “O” 태그를 추가

하여, 총 17종의 레이블이 생성되었다. 이후 생성된 데

이터는 수작업으로 검수하여 교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림 1은 참고문헌 정보 가공 과정을 통하여 가공된 데

이터 예시이다.

   

   2.2 Bidirectional GRU-GRU CRF 모델

   참고문헌 요소 정보 인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속적 레이블링에 대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Bidirectional GRU-GRU CRF 모델을 [5]를 참고하여 구현

하였다. 2.1로 구축한 학습 데이터를 통해 해당 모델을 

학습하고 실험한다. 그림 2는 본 모델에서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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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cc. Recall Precision F1

Bi-GRU-GRU CRF
Valid 97.13 97.26 96.75 97.01

Test 97.11 97.31 96.70 97.00

Bi-GRU-GRU CRF

+Features

Valid 97.47 97.78 96.98 97.38

Test 97.41 97.69 96.88 97.21

표 5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식 실험 성능

Parameter Type Range
Token Embedding Dims 30, 50, 100, 300
Character Embedding Dims 10, 30, 50,
CharGRU Dims 10, 30, 50
GRU Dims 30, 50, 100, 300
Optimizer Adam, RMSProp, SGD
Learning rate 0.1, 0.01, 0.001
Dropout 0.3, 0.5, 0.7

표 4 활용한 파라미터의 종류와 범위

Feature 
Name

Explanation Example

Upper
All character is 

upper
“GRU”, “CRF”

Number
All character is 

number
“2006”, “355”

Points Punctuation points “.”, “,”, “·”, “:”
Dashs Dash & Wave dash “-”, “~”

Parentheses
Parentheses

(Squre basket, 
Quotation mark, etc.)

“()”, “[]”

표 2 활용한 언어 자질

Data Information Count
Journal 144,786
Citation 491,342

Citation (Deduplication) 482,192
Citation (Refining) 169,668

Data Set
Train set 135,734
Dev set 16,967
Test set 16,967

표 3 활용한 데이터셋에 대한 통계
Bidirectional GRU-GRU CRF 모델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

이다.

   먼저 토큰화하여 구성한 정보를 기준으로 각 토큰을 

표현할 수 있도록, 무작위로 초기화한 동적 임베딩 벡터

를 구성하였다. 또한, 각 토큰을 문자 단위로 분리하여 

토큰 단위의 연결적 자질을 추출할 수 있도록 

Bidirectional GRU 층을 활용하였으며, 해당 자질 분석 

결과를 토큰 임베딩 벡터에 병합하는 형식으로 적용하였

다. 한편, 메타데이터 인식의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각 

토큰에 대한 언어 자질을 추출하여 적용하였다. 추출한 

언어 자질은 5가지로 나누어 이진벡터로 구성하였다. 표 

2는 추출한 5가지의 언어 자질을 설명한다.

   토큰에 대한 동적 임베딩 벡터와 각 토큰에 대한 문

자 단위의 Bidirectional GRU 분석 결과 값, 각 토큰에 

대한 언어 자질 이진 벡터를 병합하여, 연결적 자질 분

석을 위한 Bidirectional GRU 층의 입력 값으로 활용한

다. 양방향의 GRU 층을 통하여 입력된 참고문헌 토큰 간

의 연결적 자질을 분석한 결과는 시퀀스 단위의 학습 및 

성능 측정을 위하여 태그 간의 전이확률을 계산하고 활

용하는 CRF(Conditional Random Field)에 입력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은 CRF를 통하여 계산된 Log- 

likelihood 값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수행한

다. 

3. 실험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10종의 학술지에 대한 추출 참

고문헌 정보 169,668건에 대하여, 무작위로 섞어 8:1:1

의 비율로 학습집합, 검증집합, 실험집합을 나누어 실험

하였다. 표 3은 활용한 데이터셋에 대한 가공 및 활용 

건수에 대한 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데이터셋 중에서도 학습집합을 통하여 Bidirectional 

GRU-GRU CRF 모델을 학습하였으며, 학습 과정에서 최적

화된 성능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파라미터를 활용하

여 성능 최적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성능 최적화 실험은 

표 4의 제시된 다양한 파라미터에 대하여 검증집합에 대

한 성능을 기준으로 비교분석 하는 형식으로 수행하였으

며, 수행 결과 도출된 파라미터는 굵게 표기하였다.

 

  성능 최적화 실험 결과 도출된 파라미터 세트에 대하

여, 실험 집합을 통한 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성능에 

대한 지표는 BI 태그를 기준하여 청킹한 결과에 대한 일

치도, 재현율, 정확률, F1 점수로 선정하였다. 성능 실

험에는 언어 자질을 적용한 모델과 적용하지 않은 모델

을 나누어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와 같이, 언어 자질을 추가하지 않은 모델의 경우 

실험 집합에 대하여 97.00%의 F1 성능을 보였다. 한편, 

언어 자질을 추가한 모델의 경우, 97.21%의 F1 성능을 

보였다. 검증 집합에 대해서도 0.37%의 성능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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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이는 언어 자질을 활용하는 것이 참고문헌 메타

데이터 인식 과정에서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이다.

4. 결론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학술문헌 정보에 대하여, 각 

학술문헌 간의 연결성과 논문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담고 있는 참고문헌 메타데이터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참고문헌이 각 

메타데이터에 대한 연결성과 패턴 정보를 담고 있음을 

파악하여, 연속적 레이블링 방법론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심층학습 모델 중 연속적 레이블링에 대하

여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Bidirectional GRU-GRU 

CRF 모델을 적용하여 2010년 이후의 국내 10종의 학술지 

논문 144,786건을 대상으로 169,688건의 참고문헌 정보

를 추출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

한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식 모델은 실험 집합에 대하

여 97.21%의 F1 점수를 보이며 그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향후에는 보다 많은 종의 논문을 수집하고 가공하여 

모델에 활용할 것이다. 또한, Attention Seq2Seq 등의 

연속적 레이블링에 대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다른 심층학습 모델을 별도로 구현하여 참고문헌 메타데

이터 인식 과정에 대한 각 모델의 성능비교 연구도 수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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