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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체명 인식은 문서에서 인명, 지명, 기관명 등의 고유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위인 개체명을 추출하고, 추
출된 개체명의 범주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최근 개체명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입력 데이터의 앞, 뒤를 고
려하기 위한 Bi-RNNs와 출력 데이터 간의 전이 확률을 이용한 CRFs를 결합한 방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변형의 심층학습 방법론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입력 단위를 단어나 형태소로 사용하
고 있으며, 성능 향상을 위해 띄어쓰기 정보, 개체명 사전 자질, 품사 분포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은 기본적인 학습 말뭉치에서 얻을 수 있는 문자 기반의 입력 정보와 
Multi-Head Attention을 추가한 Bi-GRU/CRFs을 이용한 다국어 개체명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에 제안 모델을 적용한 결과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우수한 성능(한국어  84.84%, 

일본어   89.56%)을 보였다. 영어에서는  80.83%의 성능을 보였으며, 중국어는  21.05%로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정보추출, 개체명 인식, Multi-Head Attention mechanism

1. 서론

개체명(named entity)은 특정한 개체를 나타내는 정보

로써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 또는 어구이다.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은 주어진 입력 문장에

서 개체명에 해당하는 말덩이(chunk)를 찾고, 적합한 범

주(label)를 부착하는 작업이다[1]. 개체명 인식은 입력

으로 주어진 연속된 문자열에서 각 문자에 가장 적절한 

개체명 범주를 예측하는 순차적 범주 부착(sequence 

labeling)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기존의 개체명 인

식 연구는 양방향 순환신경망(Bi-direc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s, Bi-RNNs)과 조건부 랜덤 필드

(Conditional Random Fields, CRFs)를 결합한 방식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2-12]. 그러나 대부분의 연

구는 입력 단위를 단어나 형태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성

능 향상을 위해 띄어쓰기 정보, 개체명 사전 자질, 품사 

분포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어려움이 있

다[5-12]. 본 논문은 학습 말뭉치에서 얻을 수 있는 입

력 정보의 조합과 Multi-Head Attention 방식[13]을 결

합하여 다국어 개체명 인식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

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Bi-GRU/CRFs에 Multi-Head 

Attention을 결합한 방법론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한국

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에 대해 3장의 방법론을 적용

한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관해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개체명 인식을 위해 과거에는 규칙 기반의 모델이나 

통계 기반의 기계학습을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14,15], 최근의 연구 동향은 입력 데이터의 앞, 뒤를 

고려하기 위한 Bi-RNNs와 출력 데이터 간의 전이 확률을 

이용한 CRFs를 결합한 방식이 주를 이룬다[2-12]. [5-9]

의 연구들은 단어 혹은 형태소를 기본 입력으로 하여 개

체명 사전 정보, 음절 정보, 품사 분포, 자음/모음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결합한 결과를 학습함으로써 성능 향

상을 이뤘다. [10]는 RNN을 여러 층 쌓는 방법으로 추상

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11]은 입력 문

장의 unigram, bigram 정보를 bi-LSTM/CRFs을 이용한 개

체명 인식에 적용했다. [12]는 단어 간의 의존정보 희석

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 집중 방식(attention mechanism)

을 적용하여 성능 향상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음절 

기반의 다국어 개체명 인식의 성능 향상을 위해 Google

에서 제안한 Transformer 신경망 구조의 핵심인 

Multi-Head Attention 방식[13]을 적용한다.

3. Multi-Head Attention 방법을 적용한 

   문자 기반의 다국어 개체명 인식

개체명 인식의 학습 말뭉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기

본적인 조합은 단어를 구성하는 문자와 각 문자에 대한 

개체명 태그의 분포 정보이다. 이 장에서는 이를 입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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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Multi-Head Attention 방식을 Bi-GRU/CRFs에 적

용한 다국어 개체명 인식에 대해 설명한다.

3.1 모델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제안 모델의 태깅 단위는 문자이며, 각 문자에 대해 BIO 

(Begin, Inside, Outside)태그가 부착된 개체명 범주를 

출력한다. 개체명이 시작되는 문자라면 (B-개체명 범

주), 현재 문자의 개체명이 이전 개체명 범주와 이어진

다면 (I-개체명 범주), 개체명에 해당되지 않는 문자의 

경우 O 태그가 부착된다. 각 문자는 표 1의 형식의 품사 

분포 정보 개체명태그문자 를 가진다. 각 문자는 각 

개체명 태그에 대하여 
  



개체명태그 문자  이 되도

록 확률을 가진다. 개체명태그문자는 학습 데이터로부

터 구한다.

품사태그

문자

B I
O

PER LOC ORG ... PER LOC ORG ...

손 0.4 0.1 0.2 0.1 0.1 0.05 0.1 0.1 0.05

... ... ... ... ... ... ... ... ... ...

네 0.05 0.2 0.15 0.2 0.05 0.05 0.05 0.2 0.05

수 0.1 0.1 0.1 0.1 0.2 0.1 0.1 0.05 0.15

표 1. 각 문자의 개체명 태그 분포 정보 개체명태그 문자

모델의 동작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입력 문장이 들

어오면 문장을 구성하는 각 문자에 대하여 사전 학습

(pre-trained)된 문자 임베딩과 표 1과 같은 형식의 개

체명 분포 벡터에서 해당 문자의 개체명 태그 분포 정보

를 찾아 결합(concatenate)한다. 2) 1)에서 생성한 입력 

벡터를  Bi-GRU의 입력으로 한다. Bi-GRU 층은 여러 층

으로 쌓을 수 있으며, 각 층의 입력은 이전 층의 출력이 

된다. Bi-GRU의 각 층은 학습 시간을 단축과 mini-batch

의 RNN의 성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레이어 정규화(layer 

normalization)[16]를 수행한다.  3) 레이어 정규화를 

거친 Bi-GRU의 출력 결과를 Query와 Key로 사용하고, 각 

Query와 Key의 차원을 Multi-Head Attention의 head 수

만큼 분할한 후, 분할한 sub query와 sub key에 대해 

attention을 구한다. 4) 3)에서 구한 head 수만큼의 

attention을 하나로 합쳐서 Multi-Head Attention을 구

성한다. Multi-Head Attention의 결과와 2)의 출력 결과

를 더하는 shortcut을 만들어 residual block[17]을 만

든다. 이 과정의 학습시간 단축과 성능향상을 위해 레이

어 정규화를 수행한다. 5) Feed-Forward Neural Network

를 입력 문자가 어떤 개체명 태그에 적합할 것인지 확률

을 계산한다. 6) 개체명 태그 정보와 전이 확률을 CRFs

에 입력하여 입력 문장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개체명 태

그열을 얻는다.

그림 1. 모델 구조도 

3.2 Multi-Head Attention

그림 2. Scaled Dot-Product Attention[13]

Multi-Head Attention에서의 attention은 그림 2의 

Scaled Dot-Product Attention이다[13]. 그림 2를 수식

으로 표현하면 식 (1)과 같다. 

      

 


(1)

 

는 Query, 는 Key로 이전 인코딩의 출력 결과이다. 

는 Value로 현재 인코딩의 출력을 뜻한다. 는 의 

차원이다. Scaled Dot-Production Attention은 이전 인

코딩의 출력 결과인 에 맞게 를 이용하여 현재 인코

딩의 출력 의 가중치를 구하는 self-atten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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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ulti-Head Attention[13]

그림 3은 Multi-Head Attention의 구조를 보여준다. 

, , 가 의미하는 것은 그림 2의 설명과 동일하다. 

Multi-Head Attention은 , , 를 head의 개수만큼 

분할하여 각 head에 대하여 attention을 구한 후 그 결

과를 합하는 방법이다[13].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 

(2)와 같다.

    

   


 
   

 

 (2)
  

즉  분할된 , , 에 대하여 각 head가 서로 다른 가

중치를 학습할 수 있으므로 attention을 하나만 쓰는 것

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13].

4. 실험

4.1 실험 환경

다국어 개체명 인식에 대한 대상 언어는 한국어, 일본

어, 중국어, 영어이다. 개체명 인식 범주는 인명(PES), 

지명(LOC), 기관명(ORG)을 기본으로 한다. 각 언어에 대

한 개체명 말뭉치에 대한 정보는 표 1을 참고한다. 표 2

의 분류에서 1은 한국어, 2는 일본어, 3은 중국어, 4는 

영어를 의미한다. 학습, 개발, 평가 항목은 문장 수를 

나타낸다. 범주 대상은 O 태그를 제외한 개체명 대상 범

주 수이다. 실험에 사용할 각 언어에 대한 문자 임베딩

은 Leipzig Corpora Collection Download Page[18]에서 

제공하는 뉴스 말뭉치와 실험실에서 자체적으로 모은 뉴

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gensim 패키지[19]를 이용하여 사

전 학습(pre-train) 했다. 한국어 개체명 말뭉치의 경우 

ETRI에서 배포한 개체명 말뭉치[20]의 범주를 수정했다. 

일본어 말뭉치의 경우에는 일본 드라마 자막을 모아 직

접 구축한 개체명 말뭉치를 사용했다. 중국어는 CoNLL 

형식으로 제작되어 배포된 웨이보 개체명 말뭉치[21]를 

사용하였고, 영어는 CoNLL2003 Named Entity 

Recognition 말뭉치[22]를 사용했다.

분류 말뭉치 출처 학습 개발 평가 범주

1
엑소브레인

개체명 말뭉치
3,752 469 469 10

2
드라마 자막

자체 구축
2,843 355 355 10

3
웨이보 

개체명 말뭉치
1,349 269 269 7

4 CoNLL2003 NER 14,985 3,466 3,684 5

표 2. 말뭉치 정보

 

학습에 사용한 파라미터는 실험을 통해 결정했으며, 

그 값은 표 3과 같다. 실험에 사용한 평가 방법은 재현

율(Recall)과 정확률(Precision)의 조화 평균인 을 사

용한다. 

임베딩 차원
문자 임베딩 128

NE 태그 분포 |개체명 범주 수|+1

Multi-head 

Attention

head 4

attention size 256

bi-GRU/CRFs

hidden size 128

dropout 0.7

learning rate 0.001

decay 0.9

stack layers 2

표 3. 모델의 파라미터 (공통)

 

(※ batch 크기는 128로 동일하다)

4.2 실험 결과

표 4는 개체명 인식 대상 언어에 대한 기존 연구와 제

안하는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이다. *표시는 본 논

문의 평가 말뭉치와 해당 모델 평가를 위한 말뭉치가 일

치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우나 참고용으로 

추가한 모델의 성능이다.

대상 

언어
model  재현율 정확률

한국어

*Bi-GRU/CRFs [11] 76.04 69.26 84.30

*Bi-GRU/CRFs 

with Luong Attention 

[12]

81.88 80.35 83.47

Proposed Model 84.84 85.65 84.06

일본어 Proposed Model 89.56 91.50 87.69

중국어

*Bi-GRU/CRFs [11] 26.65 23.10 31.48

He and Sun [23] 58.23 51.18 67.95

Proposed Model 21.05 17.83 25.69

영어

baseline[24] 59.61 50.90 71.91

FIJZ03 [25] 88.76 88.54 88.99

Proposed Model 80.83 82.24 79.47

표 4. 말뭉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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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모델은 한국어 개체명 인식에서 재현율 

80.35%, 정확률 83.47%의 성능을 보였다. 재현율과 정확

률이 떨어진 원인은 개체명 덩어리(chunk) 단위 인식이 

잘못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개체명 범주는 일치

했으나 개체명의 시작 위치나 끝 위치를 잘못 인식한 경

우가 개체명 위치 인식 오류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

는 문자 단위로 개체명을 인식 하기 때문에 단어나 형태

소로 개체명을 인식할 때보다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크

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일본어의 경우 일본어 드라마의 병렬 자막을 통해 개

체명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일본어 개체명 인식의 경우 

이 89.56%로 상당히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드라

마의 특성상 대부분의 개체명이 특정 인물의 이름, 별명

을 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구축된 말뭉치의 77%가 인명에 해당하는 개체명으로 나

타났다.

중국어의 경우는 기존의 연구와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낮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문자 임베

딩을 위한 말뭉치의 부족과 문자 임베딩의 최적화 파라

미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의 경우  이 80.83%로 CoNLL2003 Named Entity 

Recognition Shared Task에서 제시한 baseline보다 우수

한 성능을 보였으나, 가장 높은 성능의 [25]보다는 8%p 

정도 낮은 성능을 보였다.

대체로 한국어와 일본어가 속한 교착어, 영어가 속한 

굴절어, 중국어가 속한 고립어 순으로 성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Multi-Head Attention 방법을 적용한 

Bi-GRU/CRFs를 이용하여 문자 기반의 입력을 통한 한국

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의 개체명 인식을 실험하고 그 

결과를 살펴봤다. 실험 결과 제안한 모델은  점수를 

기준으로 한국어에서 84.84%, 일본어에서 89.56%의 우수

한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76.36%로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성능을 보였으며, 중국어에서는 21.05%

로 매우 저조한 성능을 보였다. 이는 각 언어에 최적화

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

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 모델을 개선하여 각 언어마다 각

각 학습하여 인식기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

식기로 안정적인 성능의 다국어 개체명 인식이 가능하게

끔 모델의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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