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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문용어의 수가 급증하면서 전문용어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문용어를 

인식하기 위해서 전문용어의 범위를 정한 뒤 그 전문용어의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생물/

의학 사전정보와 CRF(Conditional Random Fields) 기계학습 기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기계학습

을 위한 자질로 품사, 접사,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단서어휘 등을 사용한다. 특히 단서어휘와 사전정

보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여, 3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실험한다. 총 분야의 개수는 7개이며, 각 분야별로 

정확률, 재현율, F-measure를 측정한다. 경계인식은 83.92%의 정확률, 96.42%의 재현율, 89.73의 

F-measure가 결과로 나타났고, 분야분류는 79.29%의 정확률, 91.06%의 재현율, 84.77%의 F-measure

가 결과로 나타났다.

주제어: 전문용어 인식, CRF, 생물/의학 전문용어

1. 서  론

문용어는 문  개념을 지칭하는 어휘 는 어휘의 

집합을 말한다. 이러한 문용어는 각 분야의 문문서

에 사용되지만, 문서 내의 단어 는 어휘가 문용어인

지 선별해 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1]. 지식 

정보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함에 따라, 문분야 문서와 

문분야 개념과 이를 지칭하는 문용어도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용어 증가양상 때문에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의 장애, 컴퓨터간의 정확한 정보 

달 장애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해결

하기 해 문용어 추출  인식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문용어 인식은 문용어 후보가 될 

용어의 경계를 인식한 후, 문맥 는 분야에 당한 

문용어를 선별해 내는 것을 뜻한다. 문용어 선별 방법

으로 사 을 기본 으로 이용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새

롭게 만들어지는 문용어의 악에는 한계가 있다. 그

래서 최근에는 주로 용어의 빈도수 등과 같은 통계  방

법, 언어의 형태, 어휘, 문맥 등의 자질을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 방법, 사람의 직 과 여러 가지 패턴을 이용한 

규칙  방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생물/의학 분야의 문용어 자질을 바

탕으로 Conditional Random Fields(CRF)기법을 이용한 

문용어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2. 련 연구

문용어 자동 인식 연구는 크게 규칙 기반 연구와 통

계 기반 연구, 그리고 앞의 두 연구방법을 병행하는 혼

합형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규칙 기반 연구는 사 이

나 규칙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람의 수작업을 통한 규

칙의 정확률과 사 의 크기가 인식의 정확률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통계 기반 연구는 지도식 학습과 비지도식 학

습으로 나눠진다. 지도식 학습은 사람의 단을 통해 만

들어진 량의 말뭉치가 비되어 있을 때 사용하기 좋

은 방법이고, 비지도식 학습은 소량의 말뭉치를 상으

로 기 규칙을 학습․인식의 과정을 반복해 성능을 향상

시키는 방법이다. 일반 으로 비지도식 학습보다 지도식 

학습이 좋은 인식 결과를 보인다. 학습에 사용되는 통계 

모델은, 은닉 마코  모델(hidden markov model), 신경

망(neural network), SVM(support vector machine), 최

 엔트로피 모델(maximum entropy model)등이 있다. 

국내외의 최근 문용어 인식 경향은 다음과 같다.  
특정 분야 하나에 해서 약어, 이형태, 사 등을 세

하게 분석한다[2, 3, 4]. 그리고 형태 , 구문 , 의미  

의성을 발생시키는 용어에 해서 집 으로 처리한

다[5]. 혹은 2개 혹은 여러 개의 언어를 상으로 문

용어를 분석해 정리하는 연구가 발표되었고[6, 7], 최근

에는 문용어 인식의 기반이 되는 사 을 구축하는 연

구도 진행되고 있다[8]. 

재 국외에서는 생물/의학분야에서 개체명과 문용

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일반 으로 개체명은 

PLO(Person, Location, Organization)을 나타내지만, 국

외에서는 세포명, 유 자명, 질병명 등도 개체명으로 보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체명과 문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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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용어 인식 시스템 구조도

3. 문용어 인식

문용어 인식을 해 경계인식과 분야분류 두 단계가 

필요하다. 두 단계를 나 어서 각각 기계학습을 실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분야정보를 세부 으

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야수가 많지 않다. 그래서 

경계인식과 분야분류 두 단계를 하나로 묶어서 기계학습

을 수행하 다. 경계인식은 B, I, O 태그를 사용한다. 
문용어가 단일어이면 B는 문용어의 시작과 끝을 나타

내며, 복합어이면 B는 시작을 나타내며, I는 간과 끝을 

나타낸다. O는 일반어를 나타낸다. 문용어의 인식결과

태그는 다음과 같이 ‘(B, I)-분야 어명’으로 표기하

다. 생물/의학분야의 분야 종류는 유 자, 단백질, 질병, 
세포, 조직 등 몇 가지로 나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KISTI에서 제공한 생물/의학분야 문서 내의 문용어 분

야 개수 총 7가지를 사용한다. 분야정보는 <표 1>과 같

다.

번호 어명 한 명

1 Disease 질병

2 Drug 약

3 Gene 유 자

4 Organism 생물·조직

5 Protein 단백질

6 TechTerm 기술용어

7 Others 기타

<표 1> 생물/의학 분야 7가지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문용어 인식을 

한 시스템의 구조도이며 구제 인 설명은 이하의 에서 

기술할 것이다.

3.1 자질

기계학습을 하기 해 품사(f1), 체가 문자인지 

여부(f2), 소문자가 섞여있는지 여부(f3), 숫자 포함 

여부(f4), 특수기호 포함 여부(f5), 두사 2개(f6), 
미사 3개(f7), 문용어 복합어 내의 앞에 나오는 F단서

어휘 여부(f8), 문용어 복합어 내의 간에 나오는 M
단서어휘 여부(f9), 문용어 복합어 내의 마지막에 나

오는 E단서어휘 클래스(f10), 총 10가지 자질을 사용하

다.

자질 수 표  형식

f1 36 NN, NNS, NP, NPS, JJ, ...

f2 2 +, -

f3 2 +, -

f4 2 +, -

f5 2 +, -

f6 - Di, Al, Ch, pn, sy, an ...

f7 - dia, ity, ion, mia, ncy, ...

f8 2 +, -

f9 2 +, -

f10 7 Disease, Drug, Gene, Organism ...

<표 2> 자질의 종류와 표  형식

생물/의학분야 문용어  소문자로만 구성된 용어가 

반 이상이지만, 특정 질병, 단백질, 약, 유 자의 이름

에 해당하는 문용어는 문자, 숫자, 특수기호 등을 포

함한 경우가 많다. ( :5HT2a, BHC110/LSD1, CaMKII) 
그래서 소문자가 섞여있는지 여부를 묻는 자질과 숫

자, 특수기호의 포함 여부를 묻는 자질을 사용하 다. 생
물/의학분야의 문용어는 알 벳 20자 이상의 용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약어로 표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두 문자인지 여부를 묻는 자질을 사용하 다. 한 

생물/의학분야의 문용어는 그리스 라틴어원의 용어들

이 많다. 이런 용어들은 두사, 미사와 같은 형태소로 

구성되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아래의 <표 3>는 특

정  두사, 미사가 가지는 의미와 를 보여 다.

사 의미

-algia pain talalgia ankle

-cele hernia gastrocele stomach

-dynia
pain, 
swelling

urodynia urine

-gen
producing, 
beginning

carcinogen cancer 

-oma tumour adenoma gland

-osis abnormal 
condition dermatosis skin

sulfa- antibiotic sulfacetamide

cef-

ceph-
cephalosporin 
antibiotic cefaclor; cephalexin

<표 3>  Disease, Drug 련 두사,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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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echTerm에 한 단서어휘

사의 길이는 유동 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 ('-iasis', '-osis') => '-sis'

  ◈ ('-dynia', '-penia') => '-nia'

특징만 뽑아낼 수 있도록 미사는 3개의 알 벳, 
두사는 2개의 알 벳을 자질로 사용하 다. 문용어  

복합어 형태가 있다. 이러한 문용어들을 각 분야의 

문용어 사 마다 어 별로 나 어서 제일 앞에 나오는 

어 (F단서어휘), 간에 나오는 어 (M단서어휘), 마지

막에 나오는 어 (E단서어휘)로 나 어 빈도별로 정리한 

것이 단서어휘이다. 아래의 (그림 2)는 TechTerm에 

한 단서어휘이다.

단서어휘는 본 논문의 시스템에 자질로 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복합어인 문용어  마지막 단어는 경계인

식 뿐 아니라, 분야 결정에 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단어가 단서어휘 사 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한 여

부뿐 아니라, 분야정보도 자질 값에 포함시켰다. 

단서어휘의 형태는 소문자, 숫자, 특수기호, 약어, 
복수형태 등의 유무와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이형태들

이 나타난다. 
  ) (Hodgkin Disease), (HODGKIN DISEASE), 

      (Hodgkin's Disease), (Hodgkin's disease),

      (Disease, Hodgkin)

이러한 요소는 시스템의 재 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체가 문자, 숫자, 
기호인 단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어에 해서 일반화 

작업을 하 다. 에서 제외한 단어는 약어로 볼 수 있

는  단어이며, 일반화 작업으로 인해 다른 단어와 의

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 다. 일반화 작업은 

우선 단어를 모두 소문자로 교체하고 복수형인 단어를 

단수형으로 교체한다.

3.2 CRFs(Conditional Random Fields) 
 CRFs는 조건부 확률을 최 화하기 해 훈련된, 방향

성이 없는 그래  모델이다. 선형 체인 CRF 모델은 유

한 상태 기계에 응되는 그래  구조를 가지며, 연속 

이블링에 당하다. 매개변수를 갖는 선형 체인 CRFs

는 아래의 식과 같이 입력 순열 x가 주어진 상태 순열 y

에 한 조건부 확률로 정의된다.

 










     (1)

(식 1)에서 y는 출력상태 ( 를 들어, B-Gene, 
I-Disease 등)를 나타내며, x는 앞에서 선정한 자질들을 

나타낸다.

4. 실험  평가

본 논문에서는 CRF++ 도구를 이용하여 학습과 실험

을 하 다. 이 도구는 C++로 구 되어 있으며 LBFG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빠르게 수렴하도록 학습을 수행한

다. 실험은 문용어의 경계인식과 분야분류를 동시에 

수행하 고, 인식결과를 분석하여 경계인식과 분류에 

한 각각의 정확률, 재 율, F-measure를 측정하 다. 정

확률은 경계인식  분류된 용어의 개수에서 올바르게 

인식  분류된 용어의 비율을 나타내고, 재 율은 정답

문서에 나타나는 각 분야별 모든 문용어  인식된 

문용어의 비율을 나타낸다. F-measure는 정확률과 재

율을 통합 으로 나타내는 평가 기 으로 사용하 다.

정확률  시스템에서분류된용어의개수
정확하게분류된용어의개수

재현율  정답문서에나타난전문용어의개수
정확하게분류된전문용어의개수

 정확률재현율
×정확률×재현율

 

4.1 실험데이터

KISTI에서 제공한 생물/의학 분야의 논문과  354
개의 문서(8,303문장)를 실험데이터로 이용하 다. 이 

문서는 문용어와 개체명에 해 총 10가지 분야로 수

작업 태깅된 문서이다. 이  개체명분야(Person, 
Location, Organization)를 제외한 나머지분야(Disease, 
Drug, Organism, Protein, TechTerm, Others)를 상으

로 문서를 9:1의 비율로 나 어 학습  실험 데이터로 

사용하 다. 사 으로 BioLexicon과 GeneOntology 명사 

사 을 사용하 다. 

4.2 실험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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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정확률 재 율 F-measure

사 : X

단일: X

사 : X

단일: O

사 : O

단일: O

사 : X

단일: X

사 : X

단일: O

사 : O

단일: O

사 : X

단일: X

사 : X

단일: O

사 : O

단일: O

Disease 87.78 82.67 82.49 74.19 79.50 95.87 80.42 81.05 88.68

Drug 60.53 51.22 90.48 25.00 34.24 92.94 35.36 41.04 91.69

Gene 84.62 39.24 71.88 22.92 64.58 95.83 36.07 48.82 82.14

Organism 84.13 83.59 73.91 74.65 77.70 95.07 79.11 80.54 83.16

Protein 64.71 47.85 86.89 49.62 75.19 79.70 69.35 58.48 83.14

TechTerm 69.35 57.91 82.06 65.71 87.14 87.14 67.48 69.58 84.53

Others 64.73 55.94 75.69 46.50 70.19 86.29 54.12 62.26 80.64

 체 76.47 65.65 79.29 59.32 73.11 91.06 66.81 69.18 84.77

<표 5> 문분야별 문용어 분야분류 결과

Bound

정확률 재 율 F-measure

사 : X

단일: X

사 : X

단일: O

사 : O

단일: O

사 : X

단일: X

사 : X

단일: O

사 : O

단일: O

사 : X

단일: X

사 : X

단일: O

사 : O

단일: O

B, I 87.23 75.94 83.92 67.61 84.59 96.42 76.17 80.03 89.73

<표 4> 문용어 경계인식 결과

실험은 다음의 2가지 경우를 고려하 다.
  ㉠ 사 을 이용한 경우 

  ㉡ 단서어휘를 일반화한 경우

 2가지 경우를 바탕으로 3가지의 결과를 정리하

다.
  ⑴ ㉠과 ㉡ 모두 사용하지 않은 실험

  ⑵ ㉡만 사용한 실험

  ⑶ ㉠과 ㉡ 모두 사용한 실험

  

문용어 경계인식의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

다. 정확률은 ⑴의 경우가, 재 율은 ⑶의 경우가, F- 
measure는 ⑶의 경우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 다. ⑴의 

경우 87.23%로 정확률은 높았지만 재 율이 히 낮

은 것을 볼 수 있다. 사 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

험데이터 내에 많은 문용어를 찾지 못했지만, 찾은 것

에 해서는 부분 정확히 경계를 인식했다고 볼 수 있

다. ⑵의 경우 정확률은 ⑴의 경우보다 약 11%가량 떨

어졌지만 재 율은 약 19%가량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단서어휘의 일반화가 재 율에 많은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⑶의 경우 사 과 단서어휘 일반화를 동시

에 사용할 때 반 으로 높은 성능을 보 다. 

문용어 분야인식의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

다. 각 분야별로 정확률, 재 율, F-measure는 정리하

다. 분야분류에서는 모두 ⑶의 경우가 좋은 성능을 보

다. 반 인 양상은 경계인식의 결과와 비슷했다. 그러

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분야별로 정확률과 재 율 차

이가 격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실험 말뭉치 내에 각 분야별로 어휘수가 많이 차이가 났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도학습을 해서는 정확하게 만들어진 용량의 태

깅된 말뭉치가 있을수록 좋은 성능을 낸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학습말뭉치가 약 7,000문장에 불과해 학습으

로 인한 많은 성능 향상을 바라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단서어휘 일반화  사 에 재 율이 보다 많은 향을 

받은 것 같다.

일반 으로 생물/의학분야 문용어 인식 연구에 

Genia 말뭉치가 많이 사용된다. Genia 말뭉치는 생물/의
학과련 2,000개의 논문 요약(abstract)으로 이루어져 각 

분야별로 태깅되어있다. 분야명이나 종류가 조  상이하

지만 본 연구에서 수정된 Genia 말뭉치를 추가해 사용했

다면, 보다 보편 이고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Genia 말뭉치를 사용한 다른 논문의 결과

들과 비교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CRF 기계학습기법과 사 을 이용한 생

물/의학 분야 문용어 인식 방법을 제안하 다. 사 의 

이용 여부, 단서어휘의 일반화 여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다. 단서어휘의 일반화를 통해 정확률은 10% 떨어

졌지만 상 으로 재 율이 13% 올라 F-measure가 

약 3% 올랐다. 그리고 단서어휘의 일반화와 문용어 

사 을 이용했을 때 F-measure가 84.77%로 최고의 성

능을 보 다. 

향후 문용어 인식의 성능향상을 하여 보다 많은 

문용어가 태깅된 말뭉치를 이용할 것이다. 특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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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와 세부 인 내용은 다르지만, Genia Corpus 3.02를 

사용하여 학습을 한 말뭉치를 확장해 보다 보편화된 

성능을 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사 을 기반으로 한 이형

태들의 약어  변이형태를 세부  규칙으로 설정하고 

시스템에 용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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