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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량의 텍스트가 컴퓨터 시스템에 기록되고 있고, 특

히 웹이나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텍스트의 양

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분석하거나 유의미한 정

보를 추출하는 기술 또한 발전해 왔다. 공간 정보 추출

은 정보 추출의 한 종류로 공간 개체와 그들 사이의 관

계를 연결시켜주는 공간 관계를 추출하는 기술이다. 이

는 질의응답 시스템, 챗봇 시스템,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 공간 정보 추출과 공간 추론을 해야 하는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다. 

공간 정보 표기법은 국제 표준인 ISO-Space[1]로 제정

되었다. 이 표준에 따르면 공간 정보는 공간 정보 개체

와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체는 Place(장소), Path

(경로), Spatial Entity(공간 안에 존재하는 개체), 

Spatial Signal(정적인 관계 어휘), Motion(동적인 관계 

어휘), Motion Signal(이동을 설명하는 어휘), Measure

(개체 측정치)로 총 7개 이며, 관계를 표현하는 링크는  

Qualitative Spatial Link(개체간의 상대적인 위치), 

Orientation Link(개체간의 위상 정보), Movement Link

(개체의 움직임 혹은 상태), Measurement Link(개체 측

정치의 관계) 총 4개의 링크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적으

로 이 표준에 기반을 두어 공간 정보를 추출하는 연구들

이 진행되어 왔다[2,3]. 국내의 공간 정보 연구는 영어

권에서 연구된 내용을 한국어의 특성에 맞게 변형을 하

고 보완한 연구로 진행이 되었다[4].

본 논문에서는 공간 정보 개체 추출의 성능 향상을 위

하여 앙상블 기법이 적용된 bidirectional LSTM-CRF을 

제안한다. 또 이 모델을 다양한 단어 임베딩에 적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2. 모델 소개

bidirectional LSTM-CRF 모델은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 등의 연구에서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인다[5]. 공간 정보 추출도 sequence labeling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해당 모델을 사용하였다.

 

2.1 Bidirectional LSTM-CRF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bidirectional LSTM-CRF의 모델

을 공간 정보 추출에 적용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5]. 

그림에 나타난 bidirectional LSTM-CRF는 각각 단어 표

상을 입력으로 받는다. 이를 오른쪽 방향으로 분석하는 

R층, 왼쪽 방향으로 분석하는 L층 총 2개의 LSTM Layer

을 통해 나온 데이터를 C로서 합친다. 이 C를 CRF 

(Conditional Random Field)를 이용하여 각각 태그의 점

수를 벡터로 계산하고, 이를 최대로 하는 태그를 선정한

다. 

  

       그림 1. bidirectional LSTM-CRF 모델

2.2 공간 정보 추출을 위한 단어 표상 확장
단어 표상(word representation)이란 각각 단어에 관

하여 정보를 표기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워드 임베딩 

벡터(100), 형태소 정보(46), 개체명 인식(35), 기분석 

사전(15) 총 196차원의 벡터로 단어를 표현하였다.

(1) 워드 임베딩 벡터(word embedding vector)

 워드 임베딩 벡터는 단어 의미 자체를 특정 차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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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실험은 Word2Vec의 

CBOW(Continuous Bag of Words) 및 Skip-gram[6]과 

Stanford의 GloVe[7], Facebook의 fastText[8] 총 4가지 

워드 임베딩 벡터 모델을 이용하여 100차원의 워드 벡터

를 만들어 비교 실험하였다. 

(2) 형태소 정보

형태소 정보는 [9]에서 규정한 45개와 문장 시작, 띄

어쓰기, 문장 끝(<SOS>, <BLN>, <EOS>)를 1개의 태그로 

총 46개를 one-hot 벡터로 표현하였다. 

(3)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

개체명 인식의 정보는 [10]에서 규정한 대분류들을 사

용하였으며, LC, AF, QT는 소분류 까지 사용하여 총 35

개의 태그를　one-hot 벡터로 표현하였다.

(4) 기분석 사전

기분석 사전이란 학습데이터에서 동일한 태그로 주석 

된 어휘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동일한 태그로 3번 이상 주석 된 어휘를 대상으로 

공간 정보 개체의 개수인 15차원 one-hot 벡터로 표현하

였다.

2.3 앙상블 모델
신경망 모델에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중의 

하나로 앙상블 알고리즘을 적용한 연구들이 있다[11]. 

기본적인 앙상블 모델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앙상블 모델의 구조

앙상블 기법은 단일 모델을 여러 개 학습시킨 후 그 

모델들의 결과 에 가중치 를 곱한 값들을 더하여 

결과 를 도출한다. 이를 표현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동일한 모델이라도 초기의 신경망 가중치를 랜덤으로 

지정하는 점, dropout 기법 등 랜덤 수치가 적용되는 점

이 있기에 학습되는 결과가 조금씩 다르다. 이를 통해 

동일한 모델을 여러 개 (현 실험에서는 5개) 학습시킨 

후 이들 값을 입력받아, 최종적인 분류를 하는 모델을 

만들어 성능을 향상시켰다. 앙상블 기법을 적용시킨 

bidirectional LSTM-CRF모델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앙상블 기법을 적용시킨 최종 모델

3. 실험 및 평가

본 실험은 한국어 공간 정보 주석 말뭉치 v1.0을 이용

하였으며, 각각의 개체 개수는 아래 표 1과 같다[12].

  표 1. 한국어 공간 정보 주석 말뭉치 개체 개수

 실험은 5-fold test로 진행하였으며, 한국어 앙상블 기

법을 적용한 모델들과 적용하지 않은 단일 모델들로 나

누고, 각 모델에 대해 4가지의 워드 임베딩 모델을 적용

하여 실험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공간 정보 개체 추출 성능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fastText를 워드 벡터로 사용하였을 

경우 성능이 단일 모델이나 앙상블 모델에서 가장 좋게 

나왔으며,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성능이 더 우수

하다. 

한국어 공간 정보 개체 추출 시스템으로서 기존 연구 

중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은 CRF 모델을 이용한 것이다

[4]. 이 모델에서는 형태소 원형, 형태소 품사, 어절 띄

어쓰기 정보, 형태소의 의미 부류, 개체명 인식 정보, 

의존 구문 레이블, 의존 구문 head 레이블, 의존 구문 

head 레이블의 형태소, 워드 클러스터 정보, 의존 구문 

head의 워드 클러스터 정보 , 총 10가지 자질을 각각 개

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그

리고 성능을 높이기 위해 앙상블 모델을 사용하여 각각 

모델 워드 임베딩 정확률 재현율 F1

단일

CBOW 79.9 85.1 82.4

Skip-gram 79.4 85.2 82.2

GloVe 79.2 85.0 82.0

fastText 81.7 86.7 84.1

앙상블

CBOW 81.3 87.3 84.1

Skip-gram 81.3 86.7 83.9

GloVe 81.2 88.2 84.5

fastText 82.8 88.4 85.5

개체 개수 개체 개수

문장 1654 Spatial Entity 390

Place 5049 Spatial Signal 1171

Path 275 Motion 261

Measure 235 Motion Signal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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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합친 후, 유효한 태그를 분별하기 위해 태그 벡

터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CRF 기반 공간정보 추출 모델

과 본 연구에서 최고 성능을 보인 모델의 성능 비교는 

표 3와 같다. 

      표 3. 기존 모델[4]과 제안 모델 비교(%) 

 

표 3을 보면 Path, Spatial Entity, Motion의 추출  

성능이 기존 모델보다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Path

와 Spatial Entity는 각각 12.7%포인트, 14.7%포인트만

큼 큰 폭으로 추출 성능이 향상되었다. Spatial Entity

는 이동하는 개체 혹은 이동의 가능성이 있는 개체에 대

한 태그이기에 태그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만 

추출한다. 그렇기에 Spatial Entity의 성능이 오른 점은 

차후 공간 정보 관계 추출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체적인 성능으로는 제안 모델의 F1값은 마이크로 평

균은 85.5%이며, 매크로 평균은 72.7%이다. 기존 모델과 

비교해 볼 때, 마이크로 평균은 1.5%포인트 하락하였으

며, 매크로 평균은 2.6%포인트 상승하였다. 비록 마이크

로 평균은 하락하였지만, 매크로 평균이 상승하여, 학습

데이터의 데이터 편중의 문제를 완화하였음을 보여준

다.(한국어 공간 정보 말뭉치 특성상 Place 태그의 빈도

가 다른 태그들의 빈도보다 높아 데이터가 편중되어 있

다. 그 결과 Place 태그 추출의 성능은 좋게 나오는 반

면 다른 태그 추출 성능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Place, Path, Spatial Entity는 주로 명사이기에 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4]의 성능 저하의 원인 

중 하나다.) 본 연구에서 Path, Spatial Entity, Motion

의 성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데이터 편중 문제를 어

느 정도 보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

본 연구는 앙상블 기법이 적용된 bidirectional 

LSTM-CRF을 사용하여 공간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다양한 단어 임베딩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fastText 임베딩을 이용하고, 앙상블 기법을 사용한 모

델이 가장 우수하였다. 기존 CRF 모델의 성능과 비교하

여 보면, 마이크로 평균은 하락하였지만, 매크로 평균이 

상승하여, 학습데이터의 데이터 편중의 문제를 완화하였

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보다 다양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앙상

블 모델을 확장하고 이를 딥러닝 기반의 공간 관계 추출 

시스템과 통합하여 전체 공간 정보 추출의 성능을 향상

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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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정확률 재현율 F1

기존

모델

제안

모델

기존

모델

제안

모델

기존

모델

제안

모델

Place 96.1 90.0 95.8 91.0 96.0 90.5

Path 55.2 61.3 53.9 75.2 54.5 67.2

S.Entity 32.6 42.5 44.4 68.8 37.6 52.3

Motion 54.4 59.4 70.9 74.1 61.6 65.8

M.Signal 55.6 49.2 69.4 74.2 61.7 58.2
S.Signal 89.2 80.1 83.6 85.0 86.3 82.4
Measure 95.1 90.4 90.6 95.0 92.8 92.5

마이크로

평균
86.1 82.8 88.0 88.4 87.0 85.5

매크로

평균
68.3 67.6 72.7 80.5 70.1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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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충북대학교 언어지식공학 연구실, “한국어 공간 

정보 주석 가이드라인”,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