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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학기술 분야의 논문은 2019 년도에 약 6 만 9 천건 

발표되었으며 1 , 발표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많은 

과학기술 문헌들은 유망한 연구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엄청난 양으로 인해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분석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든다[1-3]. 특정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문헌에서 해결하고자하는 문제점,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사용하거나 제안하는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전체 문서 중 특정 문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주요 문장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것이 분석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4-6]. 

논문의 주요 문장은 크게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를 포함하며 이러한 문장은 수사학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논문은 문제를 정의하는 문장이 서론의 

시작이나 끝 문단, 혹은 결론의 도입에 주로 나타나는 등 

글의 구성이 제한적인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전 문장의 

정보가 현재 문장의 수사학적 태그를 분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 e-나라지표, “과학기술 논문 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4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논문을 대상으로 정보의 

효율적인 검색을 돕기 위해 논문 본문의 문장에 대하여 

논문의 의미 구조를 반영하는 수사학적 태그를 자동으로 

부착하는 분류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이전 문장 정보를 

추가 입력 자질로 사용하여 분류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이전 문장 정보를 효과적으로 모델에 

반영하기 위해 현재 문장 정보와의 결합 방법을 제안 및 

검증한다. 

 

2. 관련 연구 

 

문장 분류 모델의 입력 문장 외 추가 자질을 고려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5]는 의학 분야 논문의 초록에 대하여 수사학적 구조와 

관련된 레이블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주변 문장 내 문맥 

정보를 반영하는 계층 순차적 레이블링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문장을 분류하기 위해 

LSTM 계층을 적용하였고, 주변 문장의 문맥 정보를 

통합했을 때 예측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7]에서는 한국 특허 fa 문헌의 섹션 수준에서의 분류에 

대하여 입력 문서에 대한 자질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문맥 정보를 이용한 논문 문장 수사학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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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는 과학기술 분야 논문 내 문장에 대해 논문의 의미 구조를 반영하는 수사학적 태그를 자동으로 

부착하기 위한 분류 모델을 구축한다. 문장의 태그가 이전 문장의 태그와 상관관계를 갖는 특징을 반영하여 

이전 문장을 추가 자질로 사용한다. 이전 문장을 추가 자질로 모델에 입력하기 위해 5 가지 결합 방법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 결과 각 문장에 대해 독립된 인코더를 사용하고 인코더의 결과 벡터를 concatenation 

연산으로 조합하여 분류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논문 문장 분류, 문맥 정보, 과학기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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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하였고, 정보이득, 카이제곱 통계량, 상호정보량, 

우세정보량에 대한 성능비교를 수행하였다. 

[6]는 학술 검색 엔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순차 전이 

학습과 멀티 태스크 학습을 적용하였고, 다른 도메인의 

과학 논문 데이터에 대해 학습된 모델이 이점을 가진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멀티 태스크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순차 

전이 학습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하였다. 

[8]에서는 생물의학과 컴퓨터 과학 분야의 논문 초록 

문장을 배경, 목적, 방법, 결과, 결론으로 분류하기 위해 

컨볼루션 레이어와 양방향 GRU 를 기반으로 하는 분류 

모델을 제안하였고,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동일 의미를 

유지한 컴퓨터 과학 분야 번역 문장을 사용해 데이터를 

증가시켜 성능을 개선하였다. 

 

3. 제안방법 

 

본 논문에서는 논문 문장의 수사학적 분류를 위해 분류 

대상이 되는 입력 문장에 더하여 이전 문장을 추가 자질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문맥 정보가 현재 문장의 

의미를 분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전 문장의 의미 태그와 현재 문장의 의미 태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해보았다. 이전 의미 태그와 현재 의미 

태그의 spearman 상관계수는 0.558, p-value 가 0.0 이기 

때문에 두 값이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이전 태그와 현재 태그의 상관관계 

 

이전 문장의 정보를 현재 문장에 반영하기 위해 5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단순하게 이전 문장과 현재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더하여 인코더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이 때 두 

문장 사이에 ‘[SEP]’ 토큰이 추가되어 모델이 두 문장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Sentence Concat Model). 

같은 인코더로 두 문장을 동시에 처리할 경우 

분류하고자하는 문장과 아닌 문장의 가중치가 적절히 

분리되지 못할 수 있다. 더하여 분류 태그는 이전 문장과 

현재 문장을 더한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닌 현재 문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두 문장의 가중치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에 각 문장에 대해 개별 인코더를 사용하고 

인코딩된 정보를 조합하여 분류를 수행하는 모델을 

설계하였다. 두 개의 인코더 결과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두 

벡터를 더하거나(Encoder Plus Model), concatenation하는 

방법(Encoder Concat Model)을 적용하였다. 또한, 이전 

문장의 정보가 분류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벡터 사이 가중치의 

차이를 두고자 하였다. 고정된 가중치 값을 사용하는 대신 

학습 경향에 따라 적절한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모델 

학습 과정에 가중치 연산 레이어를 추가한 모델 구조를 

제안한다(Encoder Plus Gate Model, Encode Concat Lienar 

Model). 이때 Encoder Plus Gate Model 의 gate 는 이전 

논문 문장 정보의 반영 비율을 조절하는 soft gate이다. 

다음 그림 2-6 은 제안하는 모델 구조도이다. 

 

 
그림 2. Sentence Concat Model(SC) 

 

 
그림 3. Encoder Plus Model(EP) 

 

 
그림 4. Encoder Plus Gate Model(EPG) 

 

 
그림 5. Encoder Concat Model(EC) 

 

 
그림 6. Encoder Concat Linear Model(E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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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4.1.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논문을 3,000 문서 

수집하였고, 논문 내 전체 문장을 수동으로 태깅한 

문장의미분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논문 내 문장은 논문의 

의미 구조를 반영하여 가설설정, 기술정의, 대상데이터, 

데이터처리, 문제정의, 성능/효과, 이론/모형, 제안방법, 

후속연구로 정의하였고 태깅되지 않은 문장은 기타로 

태깅하였다. 

 
표 1. 논문 문장 수사학적 분류 데이터셋 통계량 (단위: 문장) 

 학습 검증 평가 전체 

가설설정 1,413 189 184 1,786 (0.6) 

기술정의 2,093 269 229 2,591 (0.9) 

기타 178,483 22,232 22,204 222,919 (76.9) 

대상데이터 5,491 541 519 6,551 (2.3) 

데이터처리 6,236 658 619 7,513 (2.6) 

문제정의 3,187 286 319 3,792 (1.3) 

성능/효과 17,026 1,691 1,770 20,487 (7.1) 

이론/모형 2,861 298 258 3,417 (1.2) 

제안방법 8,379 862 871 10,112 (3.5) 

후속연구 8,379 916 969 10,264 (3.7) 

전체 233,548 27,942 27,942 289,432 

 

4.2. 실험 
 

분류 모델의 인코더로 KLUE BERT-base 모델 2 [9]을 

사용하였고, 완전연결 레이어로 분류 디코더를 구성하였다. 

이 모델 구조를 현재 문장을 입력으로 하여 학습한 모델을 

baseline 으로 정의하고 이전 문장 정보를 추가한 모델의 

비교군으로 사용한다. 이전 문장과 현재 문장에 대한 

인코더는 동일한 구조를 갖지만 모델의 가중치는 

공유하지않는 독립된 인코더이다. 

학습된 모델은 Accuracy와 Macro average F1-score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Accuracy =
∑ (𝑇𝑃! + 𝑇𝑁!)"
!

∑ (𝑇𝑃! + 𝑇𝑁! + 𝐹𝑃! + 𝐹𝑁!)"
!

 

F1�Score =
1
𝐾 ×-

2× 𝑃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 × 𝑅𝑒𝑐𝑎𝑙𝑙!
𝑃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 + 𝑅𝑒𝑐𝑎𝑙𝑙!

"

!

 

 
2 https://huggingface.co/klue/bert-base/tree/main 

 

4.3. 실험 결과 
 

표 2. 제안 모델별 분류 성능표 

Model F1-Score Accuracy 

Baseline 0.7101 0.8814 

Sentence Concat 0.7085 0.8877 

Encoder Plus 0.7176 0.8861 

Encoder Plus Gate 0.7143 0.8839 

Encoder Concat 0.7191 0.8859 

Encoder Concat Linear 0.7186 0.8849 

 

표 3. 레이블별 분류 결과 개선 샘플 개수 
데이터 SC EP EPG EC ECL 

가설 설정 1 3 -1 3 4 

기술 정의 -28 -12 -11 -12 -2 

기타 91 139 81 41 161 

대상 데이터 -37 -12 -19 -22 -35 

데이터처리 -24 -10 -1 4 8 

문제 정의 -10 -3 -6 -11 -8 

성능/효과 205 -15 -20 8 -34 

이론/모형 5 -1 -11 4 4 

제안 방법 -26 14 22 41 -17 

후속연구 -1 29 36 44 47 

 

표 2 는 각 모델의 분류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단순히 

문장을 결합하여 분류를 수행한 경우 전제적으로 정답을 

맞추는 샘플의 수는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나 다수의 

레이블에서 성능이 하락하여 F1-Score 의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전 문장과 현재 문장에 각각 다른 

인코더를 사용했을 때는 현재 문장만 사용한 것보다 F1-

score 와 accuracy 모두 성능이 향상되었다. 이를 통해 

이전 문맥 정보다 현재 문장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개의 인코더 결과값을 조합하는 방법은 성능 향상 

정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다만 두 인코더 사이 

가중치 차이를 두었을 때 차이를 두지 않았을 때보다 

성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추가된 문장이 

노이즈로 동작하여 오류를 발생시키기 보다 분류에 

도움되는 추가 자질로써 동작하며 가중치를 주어 이전 

문장의 정보의 반영 비율을 줄였을 때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두 개의 인코더 결과값을 조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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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f1-score와 accuracy의 성능 향상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제안 방법이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베이스라인의 예측 결과를 기준으로 각 레이블에서 

오답에서 정답으로, 정답에서 오답으로 예측값이 변한 샘플 

수를 측정하였다. 표 3 은 ‘(제안 방법 적용 후 정답을 

예측한 샘플 수)-(제안 방법 적용 후 오답을 예측한 샘플 

수)’의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값이 높을 수록 좋은 

성능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 데이터에 대한 평균 성능인 

f1-score 와 accuracy 의 성능 차이는 미미하지만, 두 

인코더의 결과를 concat 하여 분류를 수행하는 모델의 

경우 성능이 개선된 레이블이 고르게 분포한다. F1-score의 

개선을 위해서는 레이블의 성능이 고르게 높은 것이 

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encoder concat model 이 가장 

적합하다. 두 인코더 결과를 더하여 분류를 수행하는 경우 

두 인코더 결과값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가 되며 정보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정보를 구분하여 유지할 수 있는 

concatenation 방법의 성능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논문 내 나타나는 문장에 

대해 논문 의미 구조를 반영하는 태그를 자동으로 

부착하고자 분류 모델을 구축하였고, 이전 문장 정보를 

자질로 추가하여 성능을 개선하였다. 실험 결과, 단순히 

문장을 하나의 입력 문서로 만들어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독립된 인코더를 이용하여 이전 문장과 

현재 문장을 분리하는 것이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두 인코더의 결과를 적절히 조합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려하였고 인코더 결과를 concatenation 연산으로 

결합하여 분류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문맥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바로 직전의 

문장만을 추가 자질로 사용하였는데, 문맥 정보가 현재 

문장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전 

문장을 얼마만큼 볼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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