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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개체명이란 인명 지명 기관명 등 특정 대상을 지칭하, ,

는 명사 표현으로 생명과학분야에서는 단백질 아미노, ,

산 반응 화합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활발히 연, , .

구되고 있는 생명과학분야 자연언어처리 연구에서 개체명

은 관계추출 상호참조 해결 등의 다른 자연언어처리 과,

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후 과정들에 큰 영향을 미친

다[1].

생명과학분야에서는 새로운 단백질이나 등의 발견이RNA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새로운 개체명들이 끊임없이 추,

가되어 사전기반의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 또한 도.

메인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는 연구자가 규칙기반 방법의

개체명 인식 시스템을 설계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통계기,

반의 방법을 위한 자질을 설계하기도 어렵다.

딥 러닝은 여러 층의 비선형 변환(non-linear

의 조합을 통해 입력 자질들에 대해서 높은activation)

수준의 추상화 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abstraction)

다 딥 러닝 모델 중의 하나인. RNN(Recurrent Neural

는 순차 데이터 를 모델링 할Network) (sequential data)

수 있는 강력한 모델이지만 레이블 간의 의존, Output

관계를 모델링 할 수 없으며 등의, Vanishing gradient

문제가 있었다[2].

본 논문에서는 레이블 간의 의존성을 추가시Output

킨 형태의 모델인LSTM RNN LSTM Recurrent

모델을 생명과학분Conditional Random Field(CRF)[3]

야 개체명인식에 적용하여 기존의 FFNN(Feed Forward

와Neural Network) , CNN(Convolutional Neural

그리고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얻을Network) LSTM RNN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성능 향상을 위해 기. , Dropout

술을 모델에 적용하여 성능을 향상LSTM Recurrent CRF

시킨다[3].

관련 연구2.

년대부터 생명과학분야 자연언처리 분야는2000

에서 진행하ACL(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는 워크샵Bio-NLP , LLL(Learning Language in Logic)

등과 같은 공통의 태스크들을2005, BioCreative 통해 활발

히 연구되고 있다.

년 에서 발표2008 Pacific Symposium on Biocomputing

된 시스템은 정규표현 자질과 등의 자질BANNER , , n-gram

들을 이용하고 모델을 사용하여 생명과학분야 개체, CRF

명 인식에서 의 를 보였다81.96 F-score [4].

국내에서 선행된 생명과학분야 개체명 인식 연구로는

년에 소개된 바가 있으며 의 를2011 , 43.49 F1-score[5]

기록했다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모델을 이용한. LSTM-CRF

영문 개체명인식 연구에서는 의 를 나타내90.12 F1-score

었다[3].

3. LSTM-CRF

3.1 Recurrent Neural Network

입력 단어 열( 이 주어지면) , Recurrent Neural

는 현재단어Network ( 를 처리 할 때 이전 단어)

( 의 출력 결과) Hidden-layer ( 를 함께)

Hidden-layer( 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자연) .

어 문장처럼 일련의 연속적인 입력을 받아 각 입력 자

체의 자질과 함께 입력간의 연속적인 관계에 대한 정보

도 함께 학습할 수 있다[2].

를 이용한 생명과학분야 개체명 인식LSTM-C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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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개념도와 수식1. RNN

위 그림은 의 구조를 나타낸다RNN . 그림 에서1. 
는 나 등의sigmoid hyperbolic tangent Activation

을 뜻하고Function , 는 함수이다Softmax . 과

는 각각 에서 로의 가중Input Layer Hidden Layer

치와 에서 로의 가중치로, Hidden Layer Hidden Layer ,

시스템이 학습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게 된다. 은 번

째 단어의 입력을 뜻하고, 는 번째 단어의 Hidden

의 출력 값을 뜻하며Layer , 는 직전 즉 번째

단어의 출력을Hidden Layer , 는 번째 단어의

출력을 뜻한다Output Layer .

그림2. Vanishing Gradient

은 일반적으로 시퀀스 가 진행될수록 그림RNN (t) 2.

처럼 과거의 입력 정보가 희미해진다 따라서. Back

을 이용한 학습과정에서도 가propagation Error cost

중간에 사라져 학습이 잘 되지 않는 Vanishing

문제를 가지고 있다gradient .[2]

3.2 Long Short Term Memory RNN

은 의Long Short Term Memory RNN RNN Vanish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 에gradient , RNN Hidden-layer

입력과 출력 그리고 망각 를 추가해 시퀀(forget) gate

스 진행에 따른 정보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림 에서3. LSTM vanishing Gradient

에서 들은 직전 시퀀스의 의 상LSTM gate Hidden-layer

태와 현재 시퀀스의 입력을 바탕으로 정보를 전이 시킬

지 결정하며 와 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gate LSTM RNN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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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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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식 에서(1) ⊙는 벡터간의 Element-wise

이며product 는 번째 시퀀스의 입력을 뜻하고,

  
 들은 학습을 통해 값이 정해지는

들이고Weight matrix ,        은 각각 Bias

이며term , 는 함수를 뜻한다Sigmoid . 와 는 각각

와 로 정보를 입력으로 사용할지Input-gate Output-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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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현재 유닛의 상태를 출력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

고, 는 로 해당 유닛의 현 상태를 뜻한다Memory-cell .

는 로 이 유닛의 이전 상태를Forget-gate Memory-cell

기억하여 현재 시퀀스에 사용할지를 결정한다. 는
과 마찬가지로 의 출력을 뜻하고RNN Hidden Layer , 는

의 출력을 뜻한다Output Layer .

3.3 LSTM-CRF

자연어처리의 시퀀스레이블 문제들은 아래 그림처럼

직전 시퀀스의 결과(   레이블이 현재 시퀀스의 결)

과( 레이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 .

러나 일반적인 과 은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RNN LSTM-RNN

에서 아래 레이블 간의 의존 관계를 직접 고려하지는

못한다[3].

그림 의 연속적인 관계4. BIO tag

는 기존의 의 에서 처럼LSTM-CRF LSTM Output layer CRF

레이블 간의 의존성을 추가시킨 모델이다 따라서[3].

모델이 그림 와 같이 의 결과물 간의 상간5 Output layer

관계를 학습할 수 있다.

그림 의 개요도5. LSTM-CRF

모델의LSTM-CRF Output Layer 를 수식으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고 그 외의 부분은 과 동일하다LSTM .

 

 
  





log   log
′
exp′

수식 에서(2) 는 결과 레이블 에서

다음 시퀀스의 결과 레이블 으로 전이될 확률을 나

타내는 점수를 의미하고, 는 입력 문장 에
대한 레이블 열 의 점수이다. log를 구하기

위해서는 와 같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며 최CRF forward ,

적의 태그 열을 찾기 위해서는 알고리Viterbi search

즘을 이용한다 모델은 간의 의. LSTM-CRF Output label

존성을 추가해 의 를 통해 멀리 떨어, LSTM Hidden layer

진 단어 간의 자질 추출 및 추상화 뿐만 아니라 직접적

인 결과 레이블 간의 의존 관계도 고려한다.

시스템4. Bio-NER

Bio-NER시스템은 아래 그림처럼 문서를 입력받아

를 이용하여 품사 정보를 추출하여Stanford POS tagger

로 전달하고Feature Extractor Module , Feature Extractor

은 문서의 단어와 품사 정보를 이용하여 필요한 자Module ,

질 들을 추출하여 내부의(Word, POS tag, Word Case) Deep

에 형태의 벡Learning Core one-hot-representation vector

터로 전달한다.

그림 실험을 위한 시스템6. Bio-NER

는 비교 실험을 위해Deep Learning Core FFNN,

세 모델을 각각 적용하여 실CNN+CRF(SENNA)[6], LSTM-CRF

험할 수 있도록 했고 입력받은, One-hot-representation

형태의 자질들을 된vector Pre-train Word-lookup-table

를 이용하여 벡터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제 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년27 (2015 )

는Post-processor 에서 결정된 개체Deep Learning Core

명 여부와 입력으로 받은 단어들의 위치를 일치시켜 그림,

의 와 같은 형태로 반환한다System result .

실험5.
실험데이터5.1

본 논문에서는 을 이용한 개체명 인식 시Deep Learning

스템을 학습하고 평가하기 위해 에BioNLP2011 Shared Task

서 관계추출용으로 배포한 를 개BioNLP 2011-st REL data

체명 인식 문제에 맞게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BioNLP

는 영문 생명과학분야 논문 초록을 담은2011-st REL data

문서번호 파일과 해당 초록에서 등장하는 개체“[ ].txt”

명을 모아놓은 문서번호 파일 그리고 개체 간의“[ ].a1” ,

관계를 표기한 문서번호 파일의 형태로 구성된“[ ].a2”

다.

해당 코퍼스를 생명과학 분야 개체명 인식 시스템의 학

습과 평가를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파일을, txt

바탕으로 를 사용하여 정보Stanford POS tagger POS tag

를 추가하고 파일을 조회하여 개체명의 위치 정보, a1

를 확인하여 그림 과 같이 가공하였고 으7. , train set

로 문서 문장 개 개체명 를 사용하였으910 (7478 , 10798 )

며 으로는 문서 문장 개 개체명, test set 101 (876 , 1510 )

를 사용하였다.

그림 변환 예7. Data

모델 별 성능5.2

모델과 모델 그리고FFNN CNN+CRF(SENNA)[6]

모델을 각각 시스템에 적용해 성능을 평가하LSTM-CRF

였다 또한 각 모델들의 최고 성능을 구하기 위하여.

의 개수를 변경해가며 함수Hidden unit , sigmoid tanh

함수를 으로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또activation .

와 에서 각각 와Projection layer Hidden layer 20% 50%

의 확률로 을 적용하였다Dropout .

표 은 생명과학분야의 개체명 인식 성능을 나타낸다1 .

는 사용한 함수를 뜻하고 는 사용Acti Activation , Hid

한 의 개수를 는 에서Hidden unit Drop Projection layer

로의 확률을 뜻하며 는Hidden layer Dropout Acc

를 은 를 뜻한다Accuracy F1 F1-score .

표 생명과학분야 개체명 인식 모델별 성능1.

Model Acti Hid Drop Acc F1

FFNN
sigm

500 0.2 94.61 48.98

700 0.2 94.74 51.54

900 0.2 96.39 72.66

tanh 700 0.2 94.77 53.49

CNN+
CRF

(SENNA)

sigm

500 0.2 96.49 73.36

700 0.2 96.16 70.73

900 0.2 95.9 68.56

tanh

100 0.3 97.09 80.35

500 0.3 96.22 73.53

500 0.2 97.1 80.83

700 0.2 96.7 76.83

900 0.2 96.78 77.07

LSTM
CRF

sigm

500 0.2 96.72 76.35

700 0.2 96.72 76.16

900 0.2 97.17 80.95

tanh

10 0.3 97.04 79.69

50 0.3 97.26 81.56

70 0.2 97.32 81.55

100 0.2 97.33 81.83

300 0.3 97.29 81.83

500 0.3 97.29 81.79

500 0.2 96.83 76.78

700 0.2 96.82 76.55

900 0.2 96.64 75.87

은 를 사용하고 이 개일FFNN Sigmoid , Hidden unit 900

때 는 를 사용하고 이, CNN+CRF(SENNA) tanh Hidden unit

개 일 때 각각 과 의 로 가장 높500 72.66 80.83 F1-score

은 성능을 보였다 모델은 를 사용하고. LSTM-CRF tanh ,

이 개일 때와 개 일 때 모두 으Hidden unit 100 300 81.83

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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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개수에 따른 의 성능8. Hidden unit tanh, LSTM-CRF

결론5.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을 사용한 시스템LSTM-CRF

의 는 으로 의 이나F1-score 81.83 F1-score 72.66 FFNN

의 를 사용하는 것보다 우수함을F1-score 80.83 CNN+CRF

알 수 있다 그러나 를 사용한 시스템은. LSTM-CRF NER

사용한 자질이 적어 기존 연구인 보다 낮은BANNER 0.13

성능을 보였다F1-score .

추후 연구로는 연구에 사용한 자질들을 모두BANNER

추가 실험하고, 그리스 문자 라틴 문자 괄호 숫자 등, , ,

이 혼재되어있는 생명과학분야 개체명의 특징을 잘 반영,

하는 문자단위 등의 자질들을 추가하여 시스템의N-gram

성능을 높여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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