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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모바일 기기에서 일정을 메모하거나 음성 인식 등의 인터페이스로부터 일정 관리, 약속과 관
련된 문구가 입력되었을 때 입력 문자열로부터 개체명을 인식하여 시간, 장소, 참석자 등을 일정 관리 시
스템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개체명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일정 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개체명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체명 사전을 구축하고,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정확
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주제어: 일정 관리, 개체명 인식, 모바일 기기, 인명, 지명, 기관명, 자연어처리

1. 서론
스마트폰, 타블렛 PC 등 스마트 기기가 널리 보급되고 

활용되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변화를 가

져왔다. 한편, 사용자들이 점점 스마트 기기를 다루는데 

익숙해짐과 동시에 스마트 기기의 터치 스크린과 같이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아닌 음성 인식이나 필기 인식과 

같은 내장 센서와 관련 기술들을 이용하여 기기를 다루

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 개발의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 기기의 기능 중 활용도가 높은 일정 관리 

시스템과 자연어 처리 인터페이스, 대화형 인터페이스 

등을 결합하여 일정 관리라는 정형화된 도메인 안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

화할 수 있다.

개체명 인식 기술은 정보검색 분야에서 대용량의 정보

자료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정 유형의 정보만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개체

명으로는 인명, 지명, 기관명이다. 일반적인 개체명 인

식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와 관

련된 5W1H에 해당하는 개체명을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

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명확하게 개체명으로 인식이 가능

한 것을 중심으로 문장에 출현한 어휘들을 개체명 단위

로 구분하여 태깅을 하는, 기계적으로 개체명을 인식하

는 것이 문서 자료에서 주요 관심이 되는 정보를 추출하

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인 것이다.

날짜와 시간도 중요한 개체명에 속하는데 영어의 경우

에는 날짜와 시간을 인식하는 것은 정규식으로 쉽게 인

식되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한

국어의 날짜, 시간 표현은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이 혼용

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여 날짜와 시간

과 관련된 개체명을 인식하는 것도 개체명 인식의 주요 

기능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모바일 기기에서 일정을 메모하거나 음성 

인식 등의 인터페이스로부터 일정 관리, 약속과 관련된 

문구가 입력되었을 때 입력 문자열로부터 개체명을 인식

하여 시간, 장소, 참석자 등을 일정 관리 시스템에 자동

으로 등록하는 개체명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즉, 일정 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개체명 인

식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체명 사전을 구축하고,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정확하고 향후 발전 가능

성이 높은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2. 개체명 분류
2.1 일정관리 문맥 패턴

스마트 기기는 매우 개인화된 단말기이다. 하나의 단

말기는 여러 명의 사용자가 공용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한 명의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개체명 인식 시스템의 정확도를 한 단

계 향상시킬 수 있다. 사용자의 습관, 사회적인 관습 등 

사용자의 메모 패턴을 분석하여 개체명 인식과 사전 구

축에 활용한다. 또한 개체명 인식이 완료되었을 때 각 

개체명들의 배치 순서들을 저장하여 추후 분석에 활용하

는 사용자 피드백에 의한 개인화된 학습 방법론을 적용

한다. 표 1은 사용자의 습관 또는 사회적 관습과 같이 

일정한 패턴을 분석하여 개체명 인식에 적용하는 예시를 

나타낸다.

분류 내용

사용자
의 습관

<시간><장소명><이벤트명> 으로 메모한 
사용자는 추후 같은 순서로 메모할 가능성 높음

사회적 
관습

- 일반적으로 약속은 <시간> <장소명> 
패턴으로 메모하는 경향이 강함
- 정규식 등을 이용하여 <시간> 태깅을 
가정하면 <시간> 뒤에 <장소명>이 올 가능성이 
큼

표 1. 일정관리 관련 문구의 특성과 개체명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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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식 속도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문맥 패턴과 

분류 체계를 함께 분석한다. 예를 들면 개체명 인식을 

통해 부장, 대리와 같은 직위 개체명과 2호실, 제3회의

실 등의 지역(호실) 개체명이 인식된 경우 이벤트 개체

명은 회의, 미팅과 관련될 확률이 높으므로 인식 모듈이 

탐색을 수행해야 할 도메인을 제한할 수 있다.

2.2 개체명 범주 분류

개체명은 인명, 시간, 장소명, 이벤트명 등 일정한 범

주에 의해 분류된다. 기본적으로 휴대폰에 저장되는 일

정 관련 내용을 점심/저녁 식사 모임 등 개인별 사적인 

약속, 세미나 일정, 경조사 일정, 여행 예약 등 일상적

인 일정들을 유형별로 분류한다. 그 예는 아래 표 2와 

같다. 개체명 범주는 각 일정의 유형 및 세부 관리 항목

에 따라 세분화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체명 범주들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시스템에 새로

운 키워드가 입력되었을 때 키워드를 기존의 범주에 삽

입할 지 새로운 범주를 생성할 지를 결정하는 등의 개체

명 범주 설계 및 관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예를 들

면, 위키백과의 범주화된 데이터들을 연구하는 것으로 

시스템의 분류 체계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체명 범주 예제

인명(Person)

이름만(Fname): 준섭, 광혁
성만(Lname): 김씨
직위(Position): 부장, 과장, 대리
직업(Occupation): 의사, 교수

지역(Location)

건물(Building):
삼성병원, 더하우스웨딩홀, 강남CGV
호실(Room): 2호실, 4호실, 대강당
위치(Location):
강남역 2번출구, 강남구청, 서울역
노원 롯데백화점 정문, 정문, 고대 정문
돈암동 중앙 버스 정류장

이벤트(Event)

호주어학연수설명회, 생일, 생일파티, 
조 모임, 택배도착, 저녁식사(식사모임), 
콘서트, 백화점 쎄일, 수강신청, 
부부동반모임, 서적구입, 휴강, 
병원치료(진료 예약), 렌터카 예약,
배송 예정(택배 수령) 수선,
맥주 한잔, 칵테일 뷔페, 면접

날짜(Date) 2월21일, 2013/03/16

시간(Time) 08:00-10:00 사이, 6시, 세시,
아침, 저녁 8시, 3주후, 세 시간 후(뒤)

요일(Weekday) 목요일

표 2. 개체명 범주 분류와 예제

3. 개체명 인식
3.1 개체명 인식 시스템 구조

개체명 인식 시스템은 다양한 카테고리의 훈련 데이터

를 저장하고 있는 개체명 사전과 실제로 개체명 인식을 

수행하는 개체명 인식 모듈, 입력 스트링에서 메모 패턴

을 분석하여 패턴 사전을 갱신하는 패턴 추출 모듈, 개

체명 인식 결과를 개체명 사전에 입력 및 갱신하는 개체

명 갱신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개체명 인식을 완료한 

후 사전을 갱신하여 추후의 인식 결과를 개선할 수 있

다. 그림 1은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도와 실행 흐름을 

나타낸다. 

그림 1. 개체명 인식 과정

3.2 개체명 사전

개체명은 정규식 등을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날짜

나 시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은 쉽게 인식할 수 

있지만 특정 개체명이라는 외재적 요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식하기 어렵다. 인명, 지명, 기관명 등 대부

분의 개체명이 이에 해당되며, 개체명과 그 범주를 정리

해 놓은 개체명 사전을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인 개체명 

인식을 수행할 수 있다.

외부에 공개된 자료 혹은 스마트폰에서 얻을 수 있는 

부가 자료를 개체명 사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표 3

은 개체명 사전 구축에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예제를 

정리한 것이다. 공개되어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여 대규모 개체명 사전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축

할 수 있다. 스마트폰 내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사

용자의 특성에 맞추어진 개인화된 개체명 사전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분류 내용
위키백과/위키사전 데이터 
활용

범주화된 방대한 데이터 활용 
가능

지역 검색 API 활용 지역명 추정 키워드의 검증 
가능

스마트기기에서 획득 가능한 
부가정보 활용

주소록 정보를 이용한 인명 
사전 구축

국립국어원의 연구보고서 
자료 활용

"국어 어휘의 분류 목록에 
대한 연구"

정보통신부 고시 우편번호 
DB정보 활용

주소 정보, 아파트 및 
건물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체명 사전 구축

표 3. 개체명 자료: 외부 데이터 목록

날짜와 시간은 정규표현식을 이용하여 대부분 인식 가

능하다. 하지만 ‘오늘’, ‘내일’과 같이 상대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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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저장하고 있는 사전을 구축하여 활용하면 개체명 인

식을 보다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표 4는 날짜와 시

간을 인식하는 정규표현식 예제와 관련 용어 사전의 예

시이다.

분류 내용

정규표
현 식 
사용

([0-9]{4})년 ([0-9]{1,2})월 
([0-9]{1,2})일 예) 2013년 3월 7일

([0-9]{1,2})월 ([0-9]{1,2})일 예) (2013년) 5월 
15일

([0-9]{1,2})일 예) (2013년 4월) 9일
[0-9]{1,2}/[0-9]{1,2} 예) 5/3
[0-9]{1,2}[:시]([0-9]{1,2}(분)
{0,1}){0,1}

예) 12시, 5시30분, 
19:00

관 련 
용 어 
사 전 
구축

‘오늘’, ‘내일’, ‘모레’와 같이 상대적인 날짜를 
나타내는 단어 포함
‘오전’, ‘오후’, ‘정오’, ‘자정’과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포함

표 4. 날짜와 시간 인식

인명을 인식하는 작업 또한 사용자의 일정 관리를 위

해 필수적이다. 인명 인식을 위해 성씨 사전을 구축하고 

사전과 표 5에 설명되어 있는 언어 처리 규칙을 적용하

여 인명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주소록과 연

계하여 인명을 인식하는 방법도 있다. 스마트폰 주소록

의 활용은 모바일 기기에서 동작하는 사용자에게 특화된 

시스템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분류 내용
성씨 사전 
구축 및 
활용

어절을 구성하는 음절수를 조사, 어절의 
앞부분을 성씨사전과 대조하여 인명사전에 등록

스마트기기
의 주소록 
정보 활용

사용자의 지인과 약속을 가질 확률이 높으므로 
스마트 기기의 주소록 정보를 이용하여 
인명사전 구축

표 5. 인명 인식 방법

3.2 자연어 문장의 개체명 인식

일정 관리 메모는 “오후 1시 김민수 대리 결혼식”의 

예와 같이 개체명들만 나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

나 음성인식을 통한 일정관리 등에서 “승화야 내일 3시

에 만나자”와 같이 문법형태소를 생략하지 않고 자연스

러운 문장으로 입력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텍스트 

문장 입력은 형태소 분석 등 언어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개체명을 인식한다. 그러나 스마트폰에서 일정 메모 환

경은 개체명 나열을 우선으로 처리하고 개체명이 인식되

지 않은 경우에 간단한 조사 절단 과정을 거쳐 개체명을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표 6은 실제로 개체명 인식이 되는 예시를 보여준다. 

입력 스트링으로부터 정규표현식, 개체명 사전 탐색, 패

턴 및 규칙 매칭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개체명을 인식하

고 해당 문자열의 앞·뒤에 개체명 태그 정보를 추가하

여 인식 결과를 사용자에게 출력한다.

메모 원본 처리 과정 결과 예시

"25일 3시 
ㅇㅇ회의실 
과제 미팅"

정규식을 통해 시간 
정보 획득

<시간>25일 
3시</시간> 
<장소>ㅇㅇ회의실<
/장소> 
<이벤트>과제 
미팅</이벤트>

개체명 사전 이용, 일치 
문자열 탐색

"김철수 
사장 미팅"

규칙 적용 검색(인명):
성씨 사전 + 해당 
어절의 음절수 정보 
이용

<인명>김철수</인
명> 
<직함>사장</직함> 
<이벤트>미팅</이
벤트>

입력 패턴 검사: 인명 뒤 
단어는 직합으로 추정, 
사장을 단서 어휘로 
사용하여 해당 개체명 
사전 조사

표 6. 개체명 인식 예제

모바일 기기 내부의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은 예외 상황들이 발생한다. 표 7의 예시를 포

함한 다양한 예외 상황들을 처리하여 사용자의 신변 정

보들을 인식 시스템에 적용, 개체명 인식의 정확도를 높

일 수 있다.

메모 원본 예외 상황 처리 방법
"승화야 
내일 3시에 
만나자"

스마트폰 주소록에 
성을 포함한 이름이 
저장(고승화)

개체명 사전 구축시 성과 
이름을 구분하여 저장

"오후 1시 
김민수 대리 
결혼식"

스마트폰 주소록에 
‘김민수’가 2명 
이상인 경우

과거의 분석 패턴을 조사
(김민수 ‘대리’로 인식한 
메모 패턴과 대조)

표 7. 예외 상황 및 처리 방안

표 8은 고빈도 조사를 분리하는 방법에 의해 조사가 

분리되는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고빈도 

조사를 상위 30여개로 한정하더라도 대략 95% 정도의 조

사를 처리할 수 있다. 조사 절단 과정은 개체명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문자열을 대상으로 한다. 개체명 사전에

서 개체명을 검색했을 때 검색되지 않은 문자열의 끝부

분이 조사일 가능성이 있는 문자열에 대해 조사로 사용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문자열의 끝부분이 조사로 

사용가능한 경우에 조사를 분리한 후에 개체명 인식 과

정을 적용한다. 

말뭉치% 논문요약 신문기사 국민학교 
교과서 문학작품 평 균

70% 8 9 9 9 9
90% 16 20 20 22 20
95% 25 31 32 39 32
99% 49 65 68 93 69

표 8. 고빈도 조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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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은 모바일 기기에서 일정관리 편의성을 위해 

일정관리와 관련된 개체명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위키백과, 우편번호DB와 같이 공개되어 있는 유용한 

외부 데이터와 모바일 기기 내부의 부가 정보들을 활용

하여 개체명 사전들을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또

한 구축한 개체명 사전, 정규표현식, 메모 패턴 분석 등

의 방법을 이용하여 입력 스트링으로부터 개체명들을 인

식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개체명 인식 시스템은 개체명 인

식의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인식 결과를 이용하여 개

체명 사전을 갱신,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모바일 기

기의 정보를 개체명 사전의 구축 및 갱신에 이용하기 때

문에 시스템을 이용할수록 사용자에 특화된 사전이 구축

되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Y. Wang, “Annotating and Recognising Named 

Entities in Clinical Notes,” In Proc. of 

ACL-IJCNLP 2009 Student Research Workshop, 

pp.18-26, 2009.

[2] C. Li, J. Weng, Q. He, Y. Yao, A. Datta, A. Sun, 

and B. S. Lee, “TwiNER: Named Entity 

Recognition in Targeted Twitter Stream,” 

SIGIR'12, pp.721-730, 2012.

[3] A. Ritter, S. Clark, M and O. Etzioni, “Named 

Entity Recognition inTweets: An Experimental 

Study,” In Proc. of EMNLP 2011, pp.1524-1534, 

2011.

[4] J. Polifroni, I. Kiss, M. Adler, “Bootstrapping 

Named Entity Extraction for the Creation of 

Mobile Services,” In Proc. of LREC 2010, 

pp.1515-1520, 2010.

[5] T. Finin, W. Murnane, A. Karandikar, N. Keller, 

J. Martineau, and M. Dredze, “Annotating named 

entities in Twitter data with crowdsourcing,”  

In Proc. of the NAACL HLT 2010 Workshop on 

Creating Speech and Language Data with Amazon’s 

Mechanical Turk, pages 80-88, 2010.

[6] X. Liu, S. Zhang, F. Wei, and M. Zhou, 

“Recognizing Named Entities in Tweets,” In 

Proc. of ACL, pp.359–367, 2011.

[7] D. Nadeau and S. Sekine, “A Survey of Named 

Entity Recognition and Classification,” 

Linguisticae Investigationes, 30(1), pp.3-26, 

2007.

[8] D. M. Oliveira, A H. Laender, A Veloso, A. S. 

Silva, FS-NER: A Lightweight Filter-Stream 

Approach to Named Entity Recognition on Twitter 

Data, In Proc. of WWW 2013, pp.597-604,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