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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사람들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식과 맛집에 대한 정보검색 니즈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의 음식점 수는 약 50만 개 이상이며, 시장 규모는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요식업 시장

의 성장과 기존 위치기반 기술이 맞물려서 맛집 검색이

나 추천, 배달 등 사용자들에게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일명 ‘푸드 테크’ 서비스들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 

맛집을 중심으로 하는 위치기반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데이터 소스로부터 (블로그, 검색 

로그 등) 정보 제공의 대상이 되는 음식점 상호명 또는 

음식점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파악하는 일이다. 새로운 

식당을 개업한 후 자발적으로 상호명을 등록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명DB로 등록되기 전까지는 해당 식당에 대

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요식

업의 특성상 새로운 업체가 생겨나고 없어지는 일이 매

우 빈번하며, 수십만 개에 달하는 상호명을 최신 정보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추출 대상이 되는 텍스

트에 나타나는 상호명이나 관련 키워드는 축약되거나 변

형된 경우가 빈번하여 사전 기반의 완전 매칭 hit율을 

떨어뜨린다. 예를 들어, ‘티바두마리치킨’이 ‘티바치

킨’으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맛집 

                                          
1 출처: 이데일리 2017. 1. 11자 기사 본문에서 발췌 

검색 데이터셋에서 상호명 또는 음식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검색어 인식률을 조사한 결과, 단순 사전 

매칭 방식으로는 전체 찾아야 할 대상 중 60%정도 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새로운 음식점 상호명과 변형된 상호명을 능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으로는 위치기반 서비스 검

색 로그에서 사용자가 검색한 상호명을 추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1, 사용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맛집 정보 획득 경로로 포털 검색(39%), 지인 

추천(21.6%), SNS 검색(17.0%)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가 맛집을 찾을 때 여전히 포털 검색의 비중이 높은 것

으로 미루어 보아, 검색 로그에 최신의 상호명이 포함되

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상호명 발견 및 추출의 

기회 역시 존재한다. 단, 검색 로그를 활용하여 상호명

을 추출할 때 질의 키워드는 대부분 길이가 짧은 비정형 

텍스트이며 상호명인지 판단하기 위한 부가 컨텍스트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키워드 만

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기존의 자질 기반 기계학습 모델

은 적용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로컬 검색서비스의 로그를 사용하여 상

호명 후보 및 특정 맛집 관련 키워드를 추출함에 있어 

상기 서술한 문제점에 구애 받지 않고 상호명을 판별해 

낼 수 있는 문자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제안한다. 일반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로컬 검색로그에서 음식점 상호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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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식과 맛집에 대한 사용자의 정보검색 니즈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제공의 대상이 

되는 맛집 상호명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다. 그러나 업종의 특성상 점포가 새로 생겨나는 주기는 

매우 짧은 반면, 신규 점포의 서비스 등록 시점에는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규 상호명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위치기반 서비스 로그에서 맛집 상호명을 추출하는 문자 기반의 

딥러닝 모델 및 방법론을 제시한다. 자체 구축한 학습 데이터셋으로 실험한 결과, 제안하는 모델이 기존 

기계학습 모델보다 높은 정확도로 상호명을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전 학습된 모델을 검색 

로그에 적용하여 신규 상호명 후보를 추출함으로써 향후 상호명 DB를 능동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주제어: 딥러닝, 맛집 상호명 추출, 위치기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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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언어 처리 목적으로 개발되는 딥러닝 모델의 경우 

기본적인 정보 처리 단위는 단어이다. 그러나 상호명을 

구성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문자 단위의 모델을 중점적으로 다

루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평가셋을 바탕으로 상호명 분류 실

험을 진행한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딥러닝 기반 모델

이 분류 정확도에 있어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또한, 구

축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딥러닝 모델을 미리 학습시킨 

후 실제 사용자들의 위치기반 서비스 일일 검색로그에서 

상호명 후보 키워드를 추출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를 통해 사용자의 검색 행위로부터 능동적으로 상호명을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관련 연구 
텍스트에서 상호명을 검출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개

체명 인식 (Named entity recognition) 연구 범주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다. 개체명 (Named Entity)이란 인명

(Person), 지명(Location), 기관명(Organization) 등 문

서 내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명사를 일컬으며, 개체명 인

식은 (Named Entity Recognition) 문서에서 이러한 개체

명을 추출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1, 2]. 본 절

에서는 딥러닝 모델을 사용한 개체명 인식 연구 사례 및 

문자 단위 CNN을 사용한 텍스트 처리 연구를 소개한다. 

 

RNN기반 개체명 인식 

최근 연구 결과 RNN기반의 단어 분류 모델들이 state-

of-the-art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Lample et al. 은 개체명 인식을 위한 bidirectional 

LSTM 모델에 CRF 레이어를 혼합한 모델을 제안했다 [3]. 

Ma와 Hovy [4]는 양방향 LSTM과 문자, 단어 단위의 임베

딩을 혼합하여 [3]보다 뛰어난 성능을 기록하였다. 

 

텍스트 처리를 위한 CNN 모델 

기존의 CNN은 이미지나 영상 분야에서 효과적이라고 알

려져 있었으나, Kim의 연구 [7] 이후로 텍스트 처리에서 

CNN의 가능성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CNN을 포함하여 텍스

트 처리를 위한 신경망 모델의 경우 보통 입력 시퀀스의 

기본 단위를 단어 단위로 한다. 그러나 정제된 텍스트가 

아닌 소셜 네트워크 텍스트나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

는 사용자 입력 텍스트의 경우 오타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빈번히 등장할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모델이 해당 텍스트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

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단

위를 문자로 하는 CNN구조가 제안되었다 [8, 9].  

 

3. 배경 이론 
3.1 장단기 메모리 순환 신경망 (Long Short-Term Memory 

Neural Network) 

순환 신경망 (Recursive Neural Network, RNN)은 현재

의 입력 데이터뿐만 아니라 과거의 출력 데이터도 동시

에 고려하여 자신의 상태를 갱신하는 피드백 구조를 가

지고 있다. 이것은  

 h = ∅( x + h ) (1) 
 

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h 는 시간 t에서 은닉층의 상태

값이다. x 는 시간 t에 들어온 입력이며, 는 지금 들어

온 입력과 은닉층의 값이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하는 계

수 행렬이다. h 은 시간 t-1에서 은닉층의 값이며, 행

렬 U는	 h 와 h 의 관계를 나타낸다. 함수 ∅는 출력값의 

범위를 압축하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 (activation 

function)이다.  

신경망을 학습한다는 것은 가중치 계수를 바탕으로 계

산된 결과값과 실제 값의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수

를 보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경망 계수의 변화량에 따

른 오차의 변화량 관계는 미분값 (gradient로 표기)로 

나타나며, 연쇄 법칙(chain rule)을 통해 구해진다.  

연쇄 법칙을 통해 과거의 은닉값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문제는 gradient 소실 문제다. Gradient 

소실이란,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1보다 작은 

gradient값을 곱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gradient가 소

실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LSTM (Long Short-Term Memory)

는 이러한 gradient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구조이다 [6]. LSTM은 은닉 노드에 입력, 망각, 출력 게

이트를 두고 있으며, 이전 입력 값의 정보를 계속 저장

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출력에 반영함으로써 긴 시퀀스에

서 이전 입력 값이 소실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3.2 컨볼루션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컨볼루션 신경망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 

은 동물이 시각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영감을 받아 고안된 딥러닝 아키텍쳐이다. 현재 널리 

쓰이는 CNN구조는 1990년 Le Cun이 필기체 숫자를 

인식하기 위해 제안한 네트워크 (LeNet)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10]. 모델의 기원이 동물의 시각 처리 

방식을 모방하여 설계된 만큼 영상/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기존 모델보다 비약적으로 향상된 성능을 

보이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편 최근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서도 CNN모델의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7] 

다양한 언어 처리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CNN모델은 일반적으로 convolution layer, pooling 

layer, fully-connected layer 등 크게 세가지 종류의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다. 입력 벡터 시퀀스를 x , x , … , x 와 같이 나타낼 때 각 벡터는 x ∈ 만큼의 

차원을 가진다. 컨볼루션 c ∈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c = (Wx : + ) (2) 
 

여기서 h는 필터의 윈도우 사이즈이며, x : ∈ ×  

는 입력 벡터 x , x , … , x 를 윈도우 사이즈 h만큼 

결합(concatenate)한 벡터이다. f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이며 b는 bias항이다.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 출력 

시퀀스 , , … , 를 얻으면 여기에 풀링 레이어 

(pooling layer)를 적용하여 추상화된 특징 벡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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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한다. 상기 서술한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다수의 계층으로 연결 후 최종적으로 완전 

연결 레이어(fully-connected layer) 와 soft-max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클래스 별 확률 값을 도출한다.  

 

4. 모델 설계 
본 절에서는 키워드가 주어졌을 때, 해당 키워드가 일

반 및 상호명 클래스 각각에 속할 확률 값을 반환하는 

딥러닝 모델의 구성 방식을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

퀀스 모델링에 적합한 LSTM과 최근 자연어처리에서 활용

도가 높아지고 있는 CNN모델 두 종류를 바탕으로 구성하

였다. 각 모델 구조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에 기술한

다. 
 

4.1 Char-based Bi-directional Long-Short Term Memory 

시퀀스 모델링 시, 순방향(forward) 은닉 상태 벡터와 

역방향(backward) 은닉 상태 벡터를 결합하는 양방향 네

트워크가 모델 구축에 효과적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Manning, 20172). 본 실험에서는 키워드를 문자의 

시퀀스로 간주하고, 양방향 LSTM을 사용하여 해당 시퀀

스의 클래스 확률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였다. 

 

 
 그림 1. 양방향 Char-LSTM 구조 

 

먼저 키워드를 구성하는 문자들 각각 임의의 벡터 공

간에 사상하는 문자 단위 키워드 임베딩 행렬을 구성한

다. 입력 키워드의 길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시퀀스 간의 

길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패딩 심볼을 삽입하였다. 키워

드 임베딩 행렬 ∈ ×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

다.  = … , , , , …  (3) 

                                          
2 삼성 AI Forum 2017 강연 내용 발췌 

여기서 는 문자 임베딩 차원의 크기, 은 키워드 시퀀

스의 길이, 는 키워드에서 번째 문자를 대응시킨 벡터

이다. 임베딩 레이어를 거쳐 얻어낸 문자 벡터들의 시퀀

스에 양방향 LSTM을 적용하고, 완전 연결 레이어와 

dropout레이어를 거쳐 최종적으로 키워드에 대한 특징 

벡터를 얻어낸다. 하위 레이어로부터 얻어진 키워드에 

대한 표현에 soft-max를 적용하여 주어진 키워드가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얻는다. 학습을 위한 비용 함수는 

categorical cross-entropy를 사용하였으며, 이 비용 함

수 L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y ) = 	 ∑  (4) 

 

4.2 Char-bas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이미지 처리를 CNN이 고안된 된 이후 CNN 기반 모델들

은 영상처리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최근, 

Yoon은 CNN을 텍스트 처리에 응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

였고 [7], 이후 다양한 자연어 처리 연구에서 CNN이 단

독으로, 또는 기존의 시퀀스 모델링 아키텍쳐 등과 혼합

되어 사용되고 있는 추세다 [11]. RNN이 문자의 순차적

으로 입력받음으로써 언어의 지역적 정보를 인코딩 하듯

이 CNN은 다양한 크기의 필터를 움직여 가면서 마치 순

서대로 글자를 읽는 효과를 내게 된다. 즉, CNN에서 필

터의 윈도우 크기는 n-gram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제안하는 Char-CNN 구조 
 

본 실험에서 구현한 CNN 네트워크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키워드를 각 문자 별

로 차원의 벡터 공간으로 사상한다. 이후 임의의 개수

로 필터를 생성하고 각 필터가 feature map을 생성, Max-

pooling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softmax함수를 통해 클

래스 개수 별로 확률값을 출력하는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손실 함수 최적화는 4.1절의 LSTM 모델의 

학습 과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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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5.1 실험 데이터 
제안하는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음식점 상

호명 여부가 태깅된 대량의 학습데이터셋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국 비즈니

스 DB를 사용하였다.  데이터셋의 전체 레코드 개수는 

(총 상호명 갯수) 총 200만여 개 가량이며, 각 아이템마

다 상호명, 업종 카테고리 등의 메타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카테고리가 ‘음식점’으로 분류된 상호명을 

positive class로, 이외의 카테고리는 negative class로 분류

하였다. 각각의 클래스는 50만 개의 인스턴스를 보유하여 

총 100만개의 학습 데이터셋을 확보하였다. 위에 서술한 

데이터셋 구축 과정은 아래와 같이 도식화 된다. 

  

 
그림 3. 음식점 상호명 학습 데이터셋 구축 과정 

 

5.2 실험 환경 
실험을 위한 데이터셋 구성 비율은 70%의 훈련 셋, 10%

의 검증 (validation) 셋, 20%의 테스트(test) 셋으로 나

누었다. BI-LSTM에서 각 방향 LSTM에 대한 단위 크기는 

각각 128로, 결합된 양방향 LSTM의 유닛 크기는 256이 

된다. 완전 연결 레이어의 출력 차원은 256차원으로 하

였고 활성화 함수로 sofmax를 사용하여 각 클래스에 속

할 확률값을 얻어내었다. 학습 알고리즘은 경사 하강 방

식(gradient descent)중 하나인 Adam을 사용하였다 [4].  

CNN모델의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윈도우 사이즈는 각각 

2, 3, 4로 하였고, 윈도우 사이즈 당 128개씩 필터를 생

성하였다. 풀링 레이어의 크기는 2로 설정하였다. 문자 

임베딩 행렬의 차원은 Bi-LSTM과 동일하게 128로 설정하

였고, 초기값으로 무작위 값을 부여한 후 학습 과정에서 

갱신하였다. 컨볼루션과 pooling을 통해 얻어진 특징 벡

터를 LSTM과 마찬가지로 256차원의 완전 연결 레이어에 

연결하였고, dropout 0.5를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softmax활성화 함수를 통해 입력 키워드가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얻어내어 분류에 활용하였다. 

 

5.3 실험 결과 

평가 지표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의 클래스 비율이 1:1로 동일하

기 때문에 성능 평가 지표로써 정확도를 사용하였다. 정

확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정확도 (Accuracy) = 
모델이	정확히	분류한	갯수

전체	상호명	갯수
 (5) 

모델 성능 
[표 1]은 동일한 학습 및 평가 여러 분류 모델의 정확

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제안하는 제안하는 Bi-LSTM과 

Char-CNN의 비교를 위해 나이브 베이즈, SVM, k최근접이

웃 알고리즘, 결정 나무를 baseline으로 사용하였다. 각 

모델은 동일하게 문자 시퀀스가 one-hot 인코딩 된 벡터

를 입력으로 하였다. 평가셋 분류 결과는 Bi-LSTM과 

Char-CNN이 0.91로 가장 높은 분류 정확률을 보였으며, 

결정 나무와 최근접이웃 알고리즘 기반 분류기가 각각 

0.845, 0.72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진 분류에서 흔하게 

쓰이는 나이브 베이즈와 SVM 모델은 랜덤 선택에 가까운 

0.5근처의 정확도를 보여 해당 데이터를 거의 분류해 내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학습 데이터셋로 측정한 모델 성능 (Test set) 

Model Accuracy (%) 

Naïve Bayes 0.554 

SVM 0.492 

kNN 0.728 

Decision Tree 0.845 

Bi-LSTM (ours) 0.914 

Char-CNN (ours) 0.913 

 
위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컨텍스트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문자 시퀀스만 가지고 상호명을 분류해 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에서 딥러닝 모델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위 결과를 

토대로 실제 검색 로그에서 미등록 상호명 추출 실험을 

진행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위치기반 서비스 검색 로그에서 상호명 추출 실험 

상기의 모델 학습 과정을 통해 얻어진 pre-trained모

델을 사용하여 실제 검색로그에서 신규 상호명을 (사전

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얼만큼 찾아낼 수 있는지 실험

을 통해 알아보았다.  

데이터는 2018년 특정 일의 일일 지도검색 질의 로그

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의 형태는 <검색 키워드> <검색 

횟수>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중 파악되지 않은 상호명의 갯수를 알기 위해 먼

저 검색 키워드를 검색 횟수로 정렬한 다음, 상위 1만개

의 키워드를 사전 훈련된 딥러닝 모델의 입력으로 넣어 

해당 키워드가 상호명일 확률을 추출, 이 값이 일정 기

준치 이상인 (eg., 0.95) 것을 잠재적 상호명 후보 pool

에 추가하였다.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203 - 

표 2. 위치기반 검색 로그에서 상호명 추출 실험 결과 

분류 값 

총 검사 키워드 수 10,000 

기준 확률값 0.95 

추출된 후보 키워드 개수 520 

기존 DB 매칭 키워드 개수 437 

신규 키워드 후보 개수 83 

 

다음으로, 추출한 상호명 후보 pool에 보유하고 있는 상

호명 DB를 매칭시켜서 이미 알고있는 상호명은 후보에서 

제외하였다. 딥러닝 모델이 계산한 확률 기준 값을 넘는 

키워드는 총 520개였으며, 이 중 437개는 기존 DB로 확

인이 가능한 상호명이었다. 이 과정을 거쳐 총 83개의 

새로운 상호명 후보를 추가적으로 확보였다. 추출된 후

보 키워드에 대하여 자체 검수 결과 상호명 후보 중 실

제 상호명으로 확인되는 것은 39개, 일반적이거나 판정

이 모호한 케이스는 20개였다.  

새로운 상호명 후보는 향후 검수를 통하여 실제 상호

명인지 확인 후 기존의 상호명 DB에 주기적으로 추가함

으로써 신규 상호명에 대한 능동적인 사전 확장이 가능

해 진다. 딥러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상호명 후보 샘플

은 아래와 같다 (질의 횟수로 정렬).  

 

표 3. 딥러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상호명 후보 (Class0 

prob.: 맛집 상호명 아닐 확률, Class1 prob.: 맛집 상

호명일 확률, qc: 질의 횟수) 

Class0 prob. Class1 prob. 키워드 qc 

0.00173124 0.9982687 교촌치킨 1379 

1.7543885e-04 9.9982458e-01 굽네치킨 532 

0.00351525 0.99648476 노랑통닭 522 

0.00101632 0.9989837 신전떡볶이 516 

4.507519e-04 9.995492e-01 엽기떡볶이 493 

0.00415653 0.99584347 네네치킨 343 

7.325615e-04 9.992674e-01 죠스떡볶이 280 

0.00272519 0.9972748 bhc치킨 216 

0.00202193 0.99797803 호식이두마

리치킨  

215 

0.00343153 0.99656844 양평해장국 178 

 

6. 결과 검토 및 향후 계획 
모델 계산 결과 기준 확률값을 초과하여 상호명 후보

로 분류된 키워드 중에서도 실제 상호명인지 판단이 모

호한 다소 중의적인 키워드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한

다. 특히, 키워드가 특정 메뉴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어 ‘신당동떡볶이’키워드의 경우 모

델에 의해 0.99 이상으로 상호명인 것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해당 키워드는 실제 상호명일수도 있고 일반적

인 메뉴를 나타내는 것 일수도 있다 (이외에도 ‘콩나물

해장국’,‘닭한마리’등 존재). 이는 음식점과 음식점

이 아닌 상호명의 차이가 분명하게 분리된 학습데이터의 

특성상, 학습 과정에서 모델이 음식과 관련된 문자 시퀀

스가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너무 일반적인 단어의 처리는 향후 

연구를 통해 제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본 제안 모델이 최종 목표인 위치기반 서비스의 

고도화로 이어지기 위하여 블로그, 카페 등 타 데이터베

이스를 활용한 교차 검증 및 해당 상호명에 대한 추가적

인 메타데이터 확보를 고려하고 있다.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양방향 LSTM과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

하여 문자 수준에서 추출된 키워드 특징 벡터를 획득하

고, 이를 분류 모델에 적용하여 위치기반 서비스 검색 

로그 로부터 기존에 파악되지 않은 상호명 및 관련 키워

드를 유연하게 추출할 수 있는 신경망 모델을 제안하였

다. 자체 구축한 데이터셋으로 평가한 결과, 제안한 딥

러닝 모델이 기존 비교 모델 대비 우수한 학습 성능을 

보였다. 또한, 미리 학습된 모델을 실제 위치기반 서비

스 검색 로그에 적용함을 통하여 사용자들이 찾아가는 

인기있는 맛집을 능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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