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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체명 인식은 정보 추출의 하위 작업으로, 문서에서 개체명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알맞은 개체명을 분류하는 자연

어처리 기술이다. 질의 응답, 관계 추출 등과 같은 자연어처리 작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나 기존 개체명 인식 성능에 비해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의 성능이 낮다. 이러한

성능 차이의 원인은 세부 분류 개체명 데이터가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분류 개체명 정보를 활용하여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을 수행하는 방법과 대분류 개체명 인식의 오류

전파를 완화하기 위한 2단계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레이블 주의집중 네트워크 기반의 구조에서 레이블의 공통

요소를 공유하여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에 효과적인 레이블 임베딩 구성 방법을 제안한다.

주제어: 계층적 레이블 임베딩,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 데이터 불군형 문제

1. 서론

개체명은 문장에서 인명, 기관명, 지명, 날짜 등 고유한 의

미를 갖는 단어를 말한다. 개체명 인식은 입력에서 개체명에

해당하는 단어를 추출하고 알맞은 개체명을 부착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며 정보 추출의 하위 작업으로 연구되었다. 관계

추출, 질의 응답, 지식 구축과 같은 자연어처리 작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나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의 성능은 최

근 높은 성능을 보이는 대분류 개체명 인식의 성능 보다 낮다.

이러한성능저하의주된이유는세부분류개체명데이터가대

분류 개체명 데이터보다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즉, 특정 세부

분류 개체명 레이블(label)의 학습 데이터 개수가 매우 적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부 분류 개체명 데이터의 불균

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분류 개체명을 먼저 학습한 후에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표 1은 대

분류 개체명 종류와 세부 분류 개체명 종류의 예시를 보인다.

표 1에서대분류개체명은세부분류개체명과밀접하게관련된

상위 집합임을 알 수 있다. 세부 분류 개체명 종류에서 “수도”

에 해당하는 레이블이 학습 데이터에서 부족하다고 가정 했을

때, 학습데이터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분류의 “지역” 레이블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의 하위 집합인 “나라”, “도시”, “수

도” 중 하나를 분류하도록 할 수 있다. 대분류 정보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세부 분류 개체명 종류 중 하나를 분류하게 되

므로, 대분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최근 개체명 인식에서 레이블 임베딩(embedding)을

표 1. 분류 단계별 개체명 종류와 예시

대분류 세부 분류 표기

지역(LC)

나라 LC Country

도시 LC City

수도 LC Capitalcity

날짜(DT)

기간 DT Duration

연 DT Year

월 DT Month

활용하는 방법이 높은 성능을 보였다[1]. 기존의 레이블 임베딩

은 BIO태그와레이블태그를결합하여구성되었다.예를들어,

개체명 종류 중 사람(Person)의 경우 {B Person, I Person}
과같이구성되어임의로초기화되며,기존의레이블임베딩을

활용한 개체명 인식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모델의 레이블 임베딩은

{B Person, I Person}에서 “Person”의 동일한 구성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기존의 레이

블 임베딩 방법을 표 1의 “지역”에 속하는 세부 분류 개체명에

적용하면 {B LC Country,B LC City,B LC Capitalcity}
에서같은공통구성요소인 “LC”에대한정보가고려되지않고

독립적으로 생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세부 분류 개체명 임베딩

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레이블의 공통 구성 요소를

공유하는 임베딩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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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존 레이블 임베딩의 활용 방법

2. 관련 연구

2.1 개체명 인식

개체명 인식 연구는 일반적으로 개체명 인식 문제를 순차적

레이블링(Sequence Labeling) 문제로 간주하여 해결했다. 딥

러닝을 활용한 개체명 인식 연구가 수행되면서 순차적 레이블

링 문제에 좋은 성능을 보이는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기반 계층과 CRFs(Conditional Random Fields)를

결합한 구조가 높은 성능을 보였다[2, 3]. 그러나 CRFs는 학

습 단계와 예측 단계에서 시간 복잡도가 분류해야 하는 클래스

(Class) 개수의 거듭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과 같이 개체명 종류가 많은 작업에는 학습 속도와 예측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적합하지 않다[4]. 이러한 CRFs의

단점을해결하기위해레이블주의집중네트워크(Label Atten-

tion Network)[5]가 제안 되었다. 레이블 주의집중 네트워크는

주의집중 메커니즘(Mechanism)을 기반으로 순차적 레이블링

문제에서 CRFs 보다 높은 학습 속도와 성능을 보인다. [1]은

레이블 주의집중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한국어 개체명 인식에

서 CRFs보다 높은 성능과 빠른 문장 처리 속도를 보였다. [6]

은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에서 레이블 구성요소의 임베딩을

공유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효과적임을 보였다.

2.2 사전 학습 언어 모델

최근 언어 모델에 대용량 말뭉치를 학습시켜 사용하는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이 여러 자연어처리 작업에 사용되어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개체명 인식 작업에도 사전 학습 언어 모

델을 활용한 연구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7]. [7]은 트랜스

포머(Transformers)가다층으로구성되어있으며,학습방법으

로 임의의 단어를 마스킹(Masking)하여 원래 단어를 생성하도

록 학습한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 from

Transformers)를 사용하여 개체명 인식을 수행했다. ELEC-

TRA(Efficiently Learning an Encoder that Classifies Token

Replacements Accurately)[8]는 BERT의 후속 연구로, 생성기

(Generator)와 판별기(Discriminator)로 나뉘어 진다. 생성기

는 BERT의 학습 방법과 동일하게 학습하며, 판별기는 생성된

단어들이 입력 단어의 원본과 동일한 것인지 또는 치환된 것

인지 예측하도록 학습한다. 자연어처리 작업에 ELECTRA를

사용할 때는 사전 학습된 ELECTRA의 판별기만을 사용하여

각 작업에 맞는 계층을 설계하여 학습한다. [1]은 음절 단위의

한국어로 사전 학습된 ELECTRA를 사용하여 한국어 개체명

인식을수행했다.본논문에서는기존연구에착안하여음절단

위 ELECTRA와 레이블 주의집중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을 수행한다. 또한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과

레이블 주의집중 네트워크에 효율적인 레이블 임베딩 구성 방

법을 제안한다.

3.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기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기의

전체 구조도이다. 크게 사전 학습 언어 모델, 대분류 개체명 인

식 계층,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

학습언어모델은위키피디아,나무위키데이터로구성된 20GB

의 한국어 말뭉치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사전 학습을 수행한

음절 단위 ELECTRA를 사용한다. 대분류,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 계층은 레이블 주의집중 네트워크를 이용하며, 음절을 표

현하는 벡터와 개체명 임베딩 사이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개체

명을예측한다.또한,세부분류개체명인식계층에서는대분류

개체명 예측 계층의 출력인 대분류 개체명 정보를 이용한다.

3.1 개체명 인식 계층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기는 대분류 개

체명을 수행한 뒤에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을 수행한다. 먼저,

대분류 개체명 인식 계층에서는 ELECTRA의 출력인 음절을

표현하는 벡터와 대분류 개체명 레이블 임베딩 간의 연관성을

계산하여 각 음절에 대한 대분류 개체명을 예측한다. 그림 2

에서 ci는 ELECTRA의 출력인 음절 벡터이다. 문맥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음절 벡터를 양방향 LSTM으로 인코딩한 후 연

결하여 사용하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
h 1

i = LSTM(ci,
−→
h 1

i−1)
←−
h 1

i = LSTM(ci,
←−
h 1

i−1)
←→
h 1

i = [
−→
h 1

i ,
←−
h 1

i ]
←→
H 1 = {

←→
h 1

1,
←→
h 1

2,
←→
h 1

3, ...,
←→
h 1

n}

(1)

수식 1에서
−→
h 1

i는 정방향 은닉 상태(Forward Hidden State)

이며
←−
h 1

i는 역방향(Backward) 은닉 상태이다.
←→
h 1

i는 i번째의

양방향 은닉 상태를 연결한 벡터이다.
←→
H 1는 양방향 문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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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기 전체 구조도

보가 반영된 각 음절을 나타내는 벡터이다. 다음으로,
←→
H 1과

그림 1의대분류개체명임베딩인 Embc = {Lc
1, L

c
2, . . . , L

c
n)}

사이의 연관성을 계산하기 위해 scaled dot-product attention

을 수행하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Q =
←→
H 1,K = V = Embc

A1 = attention(Q,K, V ) = α1V

α1 = softmax(
Q ∗KT

√
dh

)

(2)

수식 2에서 사용한 대분류 개체명 임베딩은 랜덤 초기화(Ran-

dom Initialize)한다. 가중치 파라미터와 대분류 개체명 임베

딩은 학습 과정에서 미세 조정(Fine-tuned)된다. 그림 2에서

사용된 개체명 임베딩 Embc, Embf의 구성 방법은 3.3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dh는 정규화 값이며 개체명 임베딩 크기

와 동일하다. 또한 A1는 어텐션 벡터이며 각 음절에 대한 개

체명 분포가 강조된 벡터를 나타낸다. 문장의 개체명 시퀀스

(sequence)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LSTM의 출력인
←→
H 1와 어

텐션 벡터 A1를 연결(Concatenation)하여 양방향 LSTM으로

인코딩하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
h 2

i = LSTM([
←→
H 1;A1],

−→
h 2

i−1)
←−
h 2

i = LSTM([
←→
H 1;A1],

←−
h 2

i−1)
←→
h 2

i = [
−→
h 2

i ,
←−
h 2

i ]
←→
H 2 = {

←→
h 2

1,
←→
h 2

2,
←→
h 2

3, ...,
←→
h 2

n}

(3)

다음으로,문맥정보와개체명시퀀스정보가반영된벡터,
←→
H 2

과대분류개체명인베딩, Embc에대하여 Scaled dot-Product

를 수행하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Q =
←→
H 2,K = Embc

αc
2 = softmax(

Q ∗KT

√
dh

)
(4)

←→
H 2와 Embc의 내적값인 αc

2를 이용하여 대분류 개체명은 다

음과 같이 예측된다.

Ŷ c = argmax(αc
2) (5)

각 음절에 대한 대분류 개체명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예측

된 대분류 개체명 임베딩(Embc(Ŷ c))과 ELECTRA의 음절 벡

터를 연결하여 양방향 LSTM으로 인코딩하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
h 1

i = LSTM([ci;Emb
c(Ŷ c)],

−→
h 1

i−1)
←−
h 1

i = LSTM([ci;Emb
c(Ŷ c)],

←−
h 1

i−1)
←→
h 1

i = [
−→
h 1

i ,
←−
h 1

i ]
←→
H 1 = {

←→
h 1

1,
←→
h 1

2,
←→
h 1

3, ...,
←→
h 1

n}

(6)

이후 과정은 대분류 개체명 인식 계층에서 수행했던 수식 2∼5

와 같은 방법으로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을 수행하며, 이 때

사용되는 레이블 임베딩은 Embf이다. 최종적으로 세부 분류

개체명은 다음과 같이 예측된다.

Ŷ f = argmax(αf
2 ) (7)

3.2 학습 단계

본 논문에서는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2단계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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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명인식의오류가세부분류개체명인식단계로전파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분류 개체명만 학습한다. 모델이

예측한 음절의 대분류 개체명과 정답 대분류 개체명 간의 크로

스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도록 학습하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HŶ c = −
∑
i

Ŷ c
i log(Y c

i ) (8)

두번째 단계에서는 학습된 대분류 개체명 정보를 활용하여 세

부분류개체명을학습한다.모델이예측한세부분류개체명과

정답 세부 분류 개체명 간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도록

학습하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HŶ f = −
∑
i

Ŷ f
i log(Y f

i ) (9)

3.3 개체명의 계층 정보를 반영한 레이블 임베딩 구성

그림 3. 계층적 레이블 임베딩 구성 방법

본 논문에서는 그림 3과 같이 개체명 레이블의 공통 구성 요

소를 공유하도록 하는 임베딩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개체명

레이블 분해와 임베딩 계산의 두 단계로 나눠진다. 먼저, 개체

명레이블분해는각레이블을구성요소로분해하는과정이다.

세부 분류 개체명 레이블은 3개의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표 1의 “도시”의 레이블인 “B LC City”는 BIO 레이블

“B”, 대분류 개체명 레이블 “LC”, 그리고 세부 분류 개체명

레이블 “City”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세부 분류 개체명 레

이블을 각 구성 요소로 분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부

분류 개체명 레이블을 구성 요소의 집합(유형-값 쌍)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레이블 y를 구성하고 있는 k개의 구성 요소들의

집합을 다음 수식과 같이 정의한다.

Sy = {typek}Kk=1 (10)

수식 10에서 typek는 구성 요소 유형 k의 레이블이다. 이에

따라 B LC City는 Sy=B LC City = {Type1 = B, Type2 =

LC, Type3 = City}로 표현된다. 다음으로, 임베딩 계산을

위해 그림3과 같이 각 구성 요소 유형 임베딩 테이블(ta-

ble), W type = WBIO,WEmbc ,WEmbf를 생성한다. 최종적

으로 그림 2에서 사용되는 대분류, 세부 분류 개체명 레이블

(Embc, Embf )은 각 구성 요소들을 표현하는 벡터들의 합으로

계산되며 다음 수식과 같다.

Embc(Lc) =
∑

typek∈Sy=Lc

W type[typek]

Embf (Lf ) =
∑

typek∈Sy=Lf

W type[typek]
(11)

수식 11에서계산된 Embc, Embf는그림 2에서와같이레이

블임베딩으로사용되며학습단계에서미세조정(Fine-tuning)

된다. “O”레이블의경우임의로초기화하여아무런연산을거

치지 않고 사용한다.

4. 실험

4.1 실험 데이터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의 학습 및 평가를 위해 데이터는

ETRI(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

tute, https://www.etri.re.kr/eng/main/main.etri) 엑소브레

인 언어분석 말뭉치를 이용했다. 학습 데이터의 수가 9만개,

평가 데이터의 수는 1만개이다. 대분류 개체명 종류는 15개이

며, 세부 분류 개체명 종류는 147개이다.

4.2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개체명 인식 성능 측정을 위해 F1-score 지표

로 평가한다.

표 2.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 성능 비교

모델 F1-score

ELECTRA + LSTM + CRFs 0.8540

ELECTRA + LAN(F) 0.8644

ELECTRA + LAN(C, F), baseline 0.8717

표 2은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인 ELECTRA와 각기 다른 모델

구조를 사용했을 때의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 성능 비교이다.

ELECTRA + LSTM + CRFs는 ELECTRA의출력을양방향

LSTM으로 인코딩 후 CRFs를 이용하여 세부 분류 개체명 인

식을 수행한 모델이다. ELECTRA + LAN(F)는 ELECTRA

출력을 양방향 LSTM으로 인코딩 후 레이블 주의집중 네트워

크 계층을 이용해 대분류 개체명 정보 없이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을 수행한 모델이다. ELECTRA + LAN(C, F)은 마찬

가지로 ELECTRA 출력과 레이블 주의집중 네트워크 계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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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대분류 개체명 인식과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을 동시에

수행한 모델이다. 또한 ELECTRA + LAN(C, F)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인 2단계 학습 방법과 계층적 레이블 임

베딩 구성 방법이 사용되지 않은 결과이며, 이를 baseline이라

정의한다. 실험 결과, 레이블 주의집중 네트워크가 CRFs보다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 또한 세

부 분류 개체명 인식에서 대분류 개체명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인다.

표 3. 학습 방법에 따른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 성능 비교

학습 방법 F1-score

baseline 0.8717

+ 2 step learning 0.8801

표 3은 학습 방법에 따른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 성능 비

교이다. baseline은 학습 단계에서 대분류 개체명 계층과 세부

분류 개체명 계층을 모두 임의로 초기화하고 동시에 학습시

키는 방법을 적용한 모델이다. 반면에, + 2 step learning은 본

논문에서제안하는 2단계학습방법으로대분류개체명인식을

위한 계층을 먼저 학습시킨다. 그 후에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

계층을 같이 학습하는 방법을 적용한 모델이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제안하는대분류개체명인식사전학습후세부분류

개체명 인식을 학습하는 2단계 학습 방법을 적용했을 경우 더

높은 F1-score를 보이며, 이는 2단계 학습 방법이 대분류 개체

명인식의오류전파문제를완화하는것에효과적임을보인다.

표 4. 레이블 임베딩 구성 방법에 따른 성능 비교

임베딩 구성 방법 F1-score

baseline 0.8801

계층적 레이블 임베딩 0.9039

표 4는 레이블 임베딩 구성 방법에 따른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 성능 비교이다. baseline은 그림 1과 같은 기존 레이블 임

베딩 구성 방법을 의미한다. 계층적 레이블 임베딩은 3.3절의

설명인 개체명 레이블의 공통 요소를 공유하는 임베딩 구성

방법을 의미한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계층적 레

이블임베딩을사용했을경우, F1-score를기준으로약 +2.38%

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세부 분류 개체명 레이블을

구성하는 공통 요소들을 공유하는 방법이 효과적임을 보인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을 위해서 대

분류 개체명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레이블

주의집중 네트워크를 기반의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 모델에서

레이블의 공통 요소를 공유하는 효율적인 임베딩 방법을 제

안한다. 학습 단계에서는 대분류 개체명의 오류가 세부 분류

개체명 단계에 전파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분류 개체명

인식을 먼저 학습한 후 세부 분류 개체명 인식을 학습하는 2

단계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들을 적용했을 경우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계층적 레이블 임베딩 구성 방법, 2단계 학습

방법,대분류개체명정보를활용하는방법이세부분류개체명

인식에 효과적임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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