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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개체명 인식은 입력 문장에서 고유한 의미를 갖는 단

어 열을 찾아 인명, 지명, 기관명, 날짜, 시간과 같은 

범주들을 부착하는 기술로, 정보 추출의 핵심 요소이다. 

최근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효율적인 입력 단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5]. 많은 개체명 인식 연

구들은 단어(형태소) 단위나 음절 단위로 입력된다. 기

존의 연구에서 단어 단위 개체명 인식기의 경우 미등록

어 개체명 처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2,3], 음절 단위 

개체명 인식기의 경우 단어 고유의 의미가 희석되는 문

제가 발생한다[4,5].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형태소 단위 개체명 인식기와 음절 단위 개

체명 인식기의 결과를 이용해 상호 보완하는 모델을 제

안한다.

2. 관련 연구

딥러닝(Deep learning)을 이용한 인공 신경망 기반 개

체명 인식에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입력

되는 단어 표상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다. 단어 표상을 

확장시키는 방법 중에는 음절 단위 임베딩을 사용하는 

방법, 단어 단위 임베딩을 사용하는 방법, 음절 단위 임

베딩으로부터 단어 단위 임베딩 벡터를 유도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들이 존재한다[2-5]. 

앙상블 모델은 하나 이상의 단일 모델들을 통해 나온 

다중 결과 값들을 이용해 단일 결과 값을 도출하는 모델

이다[6]. 앙상블 모델에는 결과 값들 중 가장 많이 나온 

결과 값을 선택하는 Voting 방법[2]과, 기계학습을 통해 

최적의 결과 값을 선택하는 방법[7]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입력 단위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형태소 단위 개체명 인식기와 음절 단위 

개체명 인식기를 이용한 앙상블 모델을 제안한다.

3. 형태소 음절 상호 보완 개체명 인식기

3.1 모델 구조도

그림 1 형태소 음절 상호 보관 개체명 인식기 구조도

그림 1은 입력 문장을 각각 형태소 단위 개체명 인식

기와 음절 단위 개체명 인식기에 입력하여 나온 값들을 

이용해 앙상블 모델에 적용하여 최적의 출력 값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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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델의 구조도이다. 입력 문장은 형태소 단위, 음

절 단위로 사용하여 형태소 단위 개체명 인식기와 음절 

단위 개체명 인식기로 입력된다. 각 모델이 결과를 예측 

한 후 두 모델의 정보 결합을 위해 형태소 단위 개체명 

인식기의 예측 값을 음절 단위로 변환하여 음절 단위 개

체명 인식기의 예측 값과 함께 앙상블 모델의 입력이 된

다. 마지막으로 두 입력을 통해 상호 보완된 개체명 예

측 값을 최종 결과로 출력한다.

그림 2 개체명 인식기 구조도

그림 2는 음절 단위 개체명과 형태소 단위 개체명에 

사용된 Gate Recurrent Unit Recurrent Neural Network 

Conditional Random Fields(GRU-CRF)[8]의 구조도 이다. 

입력 단위의 임베딩과 함께 자질로 사용되는 형태소의 

품사 확률 벡터, 지명 사전(gazetteer) 벡터를 결합하여 

GRU-CRF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3.2 형태소 단위 개체명 인식기

그림 2와 같이, 형태소 단위 개체명 인식기의 입력은 

세 개의 벡터로 구성된다. 형태소 임베딩(morpheme 

embedding:)은 입력 형태소와 태그 쌍의 임베딩 벡터

이고 형태소의 품사 확률 벡터(POS probability vector:

)는 형태소가 주어졌을 때 해당 형태소가 어떤 품사를 

가지는지 출현 확률을 표현한 벡터이다. 지명 사전 벡터

(gazetteer vector:)는 개체명 사전 벡터이다. 개체명 

사전 벡터는 개체명 사전의 형태소 분석된 개체명이 발

생 하는지를 나타내는 벡터이다.

3.3 음절 단위 개체명 인식기

형태소 단위 개체명 인식기와 마찬가지로, 그림 2와 

같이, 음절 단위 개체명 인식기의 입력은 세 개의 벡터

로 구성된다. 음절 임베딩(Syllable embedding:)은 입

력 음절의 임베딩 벡터이고 음절 품사 확률 벡터(POS 

probability vector: )는 n-gram 음절의 품사 확률 벡

터이고 지명 사전 벡터(gazetteer vector:)는 개체명 

사전 벡터이다. 개체명 사전 벡터는 n-gram으로 이루어

진 개체명 사전에 개체명이 발생 하는지를 나타내는 벡

터이다.

음절의 품사 등장 확률 벡터 를 얻기 위해 본 논문

에서는 세종 형태소 말뭉치에서 내용어(고유 명사, 명

사, 동사 등)로부터 n-gram 음절을 추출한다. 그 후, 각 

n-gram 음절의 빈도를 계산하고 빈도를 확률로 변환한

다. 표 1은 ‘대한민국’의 n-gram 음절을 보여준다. 표 

2에서 보이듯이, ‘대한민국’은 고유 명사의 빈도가 다

른 품사 태그의 빈도 보다 높다. 이 사실은 확률 벡터가 

고유 명사와 일반 명사를 구별하는 단서가 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개체명이 고유 명사로 이루어져있기에 효과적

인 자질이 될 수 있다.

Bi-gram 고유명사 명사 동사 형용사 ...

대한 1,191 511 0 7 0

한민 454 67 0 0 0

민국 396 29 0 0 0

Tri-gram 고유명사 명사 동사 형용사 ...

대한민 344 2 0 0 0

한민국 344 2 0 0 0

표 1 n-gram 음절의 빈도

지명 사전 벡터 를 얻기 위해 우리는 개체명 사전에

서 n-gram 음절을 추출 한다. 그 후, n-gram 음절 개체

명의을 카이 제곱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9]를 사용하여 

상위 N개의 n-gram 음절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입력

된 n-gram 음절을 상위 N개의 n-gram 음절 개체명과 일

치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이진 벡터로 변환한다. 표 2

은 선택된 n-gram 음절의 일부를 보여준다.

Bi-PER
Tri

-PER
Bi-LOC

Tri

-LOC
Bi-ORG

Tri

-ORG

_김 _남궁 리_ 1동_ 사_ 식회사

_박 레스_ 시_ 2동_ 주식 주식회

_최 _황보 동_ 1리_ 식회 학교_

_이 면_ 2리_ 업_ _한국

표 2 범주별 상위 4개의 n-gram 음절

표 2에서, ‘Bi’와 ‘Tri’는 각각 bi-gram과 

tri-gram을 의미하고 ‘PER’, ‘LOC’, ‘ORG’는 각각 

인명, 지명, 기관명을 의미한다. 그리고 ‘_’ 기호는 

어절간 띄어쓰기를 의미한다. ‘PER’의 bi-gram과 

tri-gram은 사람의 이름이고 ‘LOC’의 bi-gram과 

tri-gram은 행정 구역의 부분을 의미하고 ‘ORG’의 

bi-gram과 tri-gram은 회사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러

한 사질은 지명 사전 벡터가 개체명 인식기에 대한 단서

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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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앙상블 모델

그림 1과 같이 형태소 단위 개체명 인식기와 음절 단

위 개체명 인식기의 결과들을 앙상블 모델의 입력으로 

이용한다. 앙상블 모델은 두 쌍의 연속된 개체명 태그들

을 GRU-CRF의 입력으로 사용하고 한 개의 연속된 개체명 

태그를 출력한다. 입력된 개체명 태그들은 각각 50차원

의 임베딩 벡터로 구성되어있고 하나의 입력으로 사용하

기 위해 100차원의 벡터로 결합한다.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환경

본 논문의 개체명 인식기에서는 2017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대회의 말뭉치를 실험에 사용한다. 전체 말

뭉치 3,660개에 Active Bagging[10,11]을 이용하여 추가

적인 말뭉치를 생성하였고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는 366

개를 사용하였다. 개체명 태그는 인명, 지명, 기관명, 

날짜, 시간 5개 이며 개체명 경계는 잘 알려진 음절 단

위 BIO 태그를 이용하였다.

4.2 실험 결과

표 3은 제안한 모델의 성능을 보여준다. 표 3에서, 

‘M_NER’은 각각 초기 값이 다른 3개의 형태소 단위 개

체명 인식기이고 ‘S_NER’은 각각 초기 값이 다른 3개

의 음절 단위 개체명 인식기이다. Ensemble NER’은 형

태소 단위 개체명인식기와 음절 단위 개체명 인식기의 

결과를 이용한 앙상블 모델이다.

표 3에서 보이듯이, Ensemble 모델이 M_NER 보다 F-1 

점수 5.38%p 향상이 있었고, S_NER 보다 F-1 점수 

5.65%p 향상이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형태소 단위 개체명 인식기의 단점인 

미등록어 처리 문제와 음절 단위 개체명 인식기의 단점

인 단어 고유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문제를 상호 보완하

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형태소 음절 상호 보완 개체명 인

식기를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형태소 및 음절을 입력하

는 개체명 인식기보다 0.0538, 0.0565의 성능 향상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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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precision f1-measure

M_NER 0.6736 0.7511 0.7511

S_NER 0.6890 0.8191 0.7484

Ensemble NER 0.7683 0.8452 0.8049

표 3 성능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