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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자 기반 LSTM CRF는 개체명 인식에서 높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LSTM-CRF 방식에서 미등록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어 단위의 임베딩 뿐만 아니라 단어를 구성하는 문자로부터 단어 임베딩을 합성해
내는 방식으로 기존의 LSTM CRF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 한편, 개체명 인식에서 어휘 사전은 성능 
향상을 위한 외부 리소스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전 매칭 방법이 파생될 수 있음에도 이들 자질
들에 대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개체명 인식을 위해 다양한 사전 매칭 자질들
을 정의하고 이들을 LSTM-CRF의 입력 자질로 활용했을 때의 성능 비교 결과를 제시한다. 실험 결과 사
전 자질이 추가된 LSTM-CRF는 ETRI 개체명 말뭉치의 학습데이터에서 F1 measure 기준 최대 89.34%의 
성능까지 달성할 수 있었다.  

  

1. 서론
  LSTM CRF는 순차 입력열 태깅을 위한 딥러닝 모델로, 

최근 품사 태깅 및 개체명 인식 문제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1,3-6]. LSTM CRF는 입력 문자열을 LSTM

을 이용하여 양방향으로 은닉벡터를 얻고 출력 태그간의 

의존성을 CRF로 모델링하여 품사 태깅 및 개체명 인식에

서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1,3].

  새롭게 생성되고 사라지는 개체명의 특성 때문에 발생

하는 미등록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문자들을 딥러닝을 활용하여 해당 하는 단어의 임

베딩을 CNN, LSTM 네트워크를 통해 합성하는 방식들이 

제안되었다 [2-4,6-7]. 

 한편 개체명 인식에서의 성능 향상을 위해 사전 등 외

부 리소스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연구되었다[2,8]. 본 논

문에서는 다수의 리소스로부터 개체명 사전을 구축하고 

사전의 매칭 방법을 다양화하여 각 매칭법의 장단점을 

구분하고 매칭법을 조합하여 한국어 개체명 인식에 활용

하고자 하였다. 최적의 사전 매칭조합을 자질로 사용한 

결과 ETRI 개체명 말뭉치의 학습데이터에서 F1 measure 

기준 [4]에 제시된 86.53%의 더욱 개선시켜 89.34%의 성

능을 얻었다.

2. 관련 연구
  개체명 인식을 위한 딥러닝 연구로는 순차 입력열 태깅

에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LSTM에 출력 노드 간의 의존

성을 모델링하는 CRF를 결합한 방식이 많은 연구에서 보여

지고 있다 [1,3-6].

  이에 미등록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력 단어의 표

상을 구성하기 위해 [2-4,6-7] 단어 자체의 임베딩 벡터 

뿐만 아니라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문자들을 LSTM 혹은 

CNN 네트워크로 합성하여 임베딩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들

이 연구되었다. [4]에서는 LSTM, CNN을 합성 방식을 결합

한 LSTM-CNN 하이브리드 합성 방식을 제안하고 LSTM, 

CNN을 개별로  문자를 합성한 결과보다 나은 성능을 보

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개체명 인식 시스템에서 외부 자질의 한 형태

로 사전 자질을 활용하고 있는데 [2,8]에서는 영문 개체명 

인식에서 사전 자질을 활용한 LSTM-CRF의 성능 향상을 보

여주고 있다.

3. 사전 자질을 이용한 문자 기반 LSTM CRF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개체명 인식에서 영문에서와 같

이 사전 자질을 활용하여 개체명 인식의 성능을 높이고

자 하였다. 기존 문자 LSTM-CNN 기반한 단어 표상 방식

에 품사 정보, 띄어쓰기 정보에 사전 자질을 추가하여 

확장 단어 표상을 구성하였다. 

3.1 개체명 인식을 위한 확장 단어 표상

  문자 기반으로 합성하여 얻은 임베딩 벡터와 단어 임

베딩 벡터를 결합하여 기본 단어 표상을 얻은 후 형태소

의 품사와 띄어쓰기 정보 그리고 새롭게 추가한 사전 자

질등과 결합하여 확장 단어 표상을 얻는다. 그림 1은 

LSTM CRF의 입력이 되는 확장 단어표상을 보여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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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확장 단어표상

3.2 사전구축

  ETRI 범용 개체명 인식 데이터 셋의 개체명 범주는 PS

(인명), LC(지명), OG(기관), DT(날짜표현), TI(시간표

현)이다. 여기서 사전 구축이 어려운 DT, TI를 제외하고  

 PS, LC, OG 세 범주에 대하여 한국어 위키 백과에서 추

출한 위키 사전과 위키 사전과 네이버 지식백과, 세종 

고유명사, 영문 위키 번역 사전을 통합한 통합사전을 구

축하였다. 이후 이상 데이터들을 수작업으로 제거한 후  

CRF 형태소 분석기를 적용하여 사전의 각 엔트리를 한국

어 개체명 인식의 입력 단위인 형태소 단위로 분할하여 

사전 매칭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구축한 사전의 

엔트리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위키 사전과 통합사전의 범주별 개체명 엔트리 수

PS LC OG

키 67401 41019 27681

통합 109488 100464 152322

3.3 사전의 매칭

  사전의 매칭은 [2]의 BIEOS(Begin, Inside, End, 

Outside, Single) 표기법을 사용하여 매칭하였다. 이것

은 매칭된 엔트리 내의 각 부분의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엔트리가 단순 매칭되는 것인지를 표기하는 Yes/no 표기

법 보다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 

  [2]에서는 사전을 매칭할 때 최장 매칭을 우선으로 하

여 부분 매칭을 한 후 전체 매칭으로 덮어쓰는 방식으로 

사전을 매칭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과 달리 부분매칭은 고려하지 않고 

전체(정확)매칭을 베이스로 최장, 최빈도, L2L3LL의 3가

지 방식으로 매칭 한 후 3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CRF로 

성능을 측정하여 최고 성능을 보이는 사전 자질 조합을 

몇 가지 결정 후 LSTM CRF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자질의 조합은 하나의 자질로써 합하는 것이 아닌 각 

방법들이 개별의 자질 임베딩 벡터로 사용된다. 사전의 

3가지 매칭 법에 대한 예시는 표 2에서 보이는 것과 같

다.

표 2. 사전이 적용되는 방법에 대한 예시

Text 우리 융 그룹 은 ,

최장 B-OG I-OG E-OG O O

최빈도 B-OG E-OG E-OG O O

L2 L2-OG O O O O

L3 L3-OG O O O O

LL O O O O O

  최장 매치는 문장을 구성하는 토큰들이 사전에 매칭이 

되었을 때 BIOES 표기법에 따라 시작은 B, 끝은 E, 나머

지 중간을 차지하는 부분은 I로 매치한다.

  최빈도 매치는 최장 매치와 기본적으로 같지만 사전에 

매치가 되었을 때 사전 자체를 구성하는 토큰들이 사전 

토큰의 B,I,E,S 중 어느 부분에 가장 최빈도로 매칭되었

는지의 여부를 매치한다.

  L2, L3, LL매치는 사전의 단일(Single) 토큰 매치가 

아닌 각각 2개 , 3개, 4개 이상의 매치 일 때 매칭 되는 

토큰의 시작에 L2, L3, LL등을 표기해주는 방법이다.   

또한 좀 더 정확한 매칭을 위해 단일 매칭일 때 토큰의 

형태소 품사가 동사일 경우는 제외하였고 2개 이상 매치 

일 때 사전에 매칭되는 토큰들의 품사 중에 하나라도 동

사가 포함되면 매칭에서 제외하였다.

4. 실험

4.1 실험 셋팅

한국어 개체명 인식 성능 평가를 위한 평가셋으로 ETRI

범용 개체명 인식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총 5000문장 중

에서 4250, 250, 500 문장을 각각 학습, 개발, 평가 셋

으로 사용하였다. 개체명 인식의 Baseline으로는 CRF를 

사용하였고 표 3에서의 보듯이 CRF에서도 사전 활용의 

성능 향상을 볼 수 있다. LSTM-CRF에서 사용할 사전 자

질의 조합은 CRF에서 테스트하여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

준 3~4가지의 방식을 선정하였다. 

 

4.2 실험 결과

표 4에서는 한국어 개체명 인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전의 종류와 매칭 방법에 관계없이 사전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모두 1%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

다. 특히 최고 성능을 보이고 있는 위키 사전의 최빈도-

- 100 -



제28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6년)

최장 매치의 결과는 89.34%로 3%에 가까운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사전 적용 CRF 개체명 인식 결과 (F1)

방법
키 통합

Dev Test Dev Test

Baseline 85.57% 82.65% 85.57% 82.65%

최빈도 86.07% 84.65% 86.33% 85.40%

최장 85.78% 85.06% 86.33% 85.26%

최빈도-최장 86.07% 85.16% 86.61% 85.53%

최빈도-LL 86.32% 84.70% 86.89% 85.96%

최빈도-최장

-LL
85.31% 85.70% 87.01% 85.99%

표 4.  한국어 개체명 인식 실험 결과 (F1)

방법 개발셋 평가셋

CRF(baseline) 85.57% 82.65%

LSTM-CRF(문자기반)+nnlm 88.60% 86.53%

LSTM-CRF(문자기반)+nnlm

( 키사  최빈도-최장)
89.89% 89.34%

LSTM-CRF(문자기반)+nnlm

( 키사  최빈도-L2L3LL)
88.96% 87.51%

LSTM-CRF(문자기반)+nnlm

( 키사  최빈도-최장-L2L3LL)
90.22% 88.72%

LSTM-CRF(문자기반)+nnlm

(통합사  최빈도-최장)
89.37% 88.56%

LSTM-CRF(문자기반)+nnlm

(통합사  최빈도-L2L3LL)
88.31% 87.57%

LSTM-CRF(문자기반)+nnlm

(통합사  최빈도-최장-L2L3LL)
89.72% 88.80%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개체명 인식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

고 있는 문자 기반 LSTM-CRF에 사전 매칭의 정교화와 조

합을 통하여 기존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켰다. 본 논문에

서 사용한 매칭방법과 조합을 영문 개체명 인식에도 적

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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