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은 주어진 문

장에서 인명, 지명, 기관명, 날짜, 시간 등의 고유한 의

미의 명명된 개체를 찾아서 미리 정의된 레이블로 부착

하는 것이다. 개체명의 인식이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개

체명이 꾸준히 만들어 지고 있으며, 문맥에 따라 다른 

개체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즉, 개체명을 구성하는 단어만으로는 개체명의 유

형을 결정할 수 없고, 문맥 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가 많이 발생한다.[1] 예를 들어, “조지 워싱턴은 미국

의 초대 대통령이다”,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였다”, “워싱턴은 콜로라도를 상대로 3:0으로 승리했

다.”와 같이 세 문장에서 “워싱턴”은 각각 인명, 지

명, 기관명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은 중의성을 가진 다양한 자질을 생성

하기 위한 자질 생성 방법을 제안하였고 [2]는 개체명 

구성 원리를 이용하고 주변 문맥을 참고하는 기계학습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BERT[3]와 같은 사전학습모델

(PLM: Pre-trained language model)이 등장하면서 문맥에 

따른 단어의 중의성을 일부 해소해주었다. 

최근 개체명 인식은 대용량 텍스트 분석, 챗봇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제품명, 상품명, 서비스명 등 주기적으로 변화

하는 개체명에 대해 추가 학습없이 인식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PLM의 등장 이후 전이학습 기반

으로 다운스트림에서 개체명인식을 학습하기 때문에 개

체명인식기의 성능이 많이 향상되었고, 학습데이터에 없

는 개체명도 기존의 학습셋만으로 학습 할 때 보다 더 

잘 인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ELECTRA로 학습된 PLM을 이용하여 개체명인

식 파인튜닝(fine-tuning)에서 개체명 사전을 추출하고 

이를 자질로 추가해서 학습하는 방법과 사전학습 모델에

서 사용하는 masked language model(MLM)처럼 입력데이터

의 일부를 동적 마스킹을 적용하였고, 데이터 증강

(augmentation)의 효과가 있는지 실험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들 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최종 모

델은 학습 이후 사전을 관리하는 것으로 추가 학습 없이 

새로운 개체명도 잘 인식할 수 있었다.  

 

2. 관련 연구 
 

최근 대용량 코퍼스를 이용하여 masked language 

model(MLM)을 기반으로 한 언어 모델들[3, 4, 5, 6]이 다

양한 자연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

주어 개체명 인식에서 또한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 대표

적으로 BERT[3]는 self-attention[7]을 기반으로 하고 

Transformer를 인코더로 사용하여 MLM을 통해 학습하는 

언어모델이다. [8]는 BERT를 활용하여 개체명 인식을 수

행했다. RoBERTa[4]는 동적 마스킹(dynamic masking LM)

과 큰 배치 사이즈로 BERT 모델 구조를 더 견고하게 학

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9]은 RoBERTa 모델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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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형태소 단위의 토크나이저와 BPE(Byte Pair 

Encoding) 단위의 토크나이저를 결합하여 미등록어에 강

건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토크나이즈 방식을 제안하여 기

존 BERT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ALBERT[5]는 큰 모

델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모델 크기를 줄이는 방

법과 문장 순서 예측하는 태스크를 제안하여 성능을 향

상시켰다. [10]은 ALBERT 모델을 활용하여 모델의 파라미

터 수를 줄인 AL-RoBERTa를 제안하고 여러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하였다. ELECTRA[6]는 기존 BERT 모델에서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N개의 입력 토큰 전체에서 

loss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11]은 

ELECTRA 모델을 활용하여 개체명 인식기를 포함한 자연

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였다. [12]는 ELECTRA와 

CRF(Condition Random Fields)의 단점을 보완한 

LAN(Label Attention Network)을 활용한 개체명 인식 모

델을 제안했다.  

본 논문에서는 ELECTRA 모델에 사전 자질을 추가하고 

데이터 증강 기법으로 동적 마스킹을 파인 튜닝에 적용

하는 개체명 인식 모델을 제안한다. 

 

3. 개체명 인식 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체명 인식 모델은 ELECTRA의

Transformer Encoder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입력

단위가 문장이기 때문에, 세그먼트 임베딩은 사용하지 않고, 입

력으로 사전 자질을 추가로 넣어 주고 출력은 토큰 단위의 분류

(token classification)를 할 수 있도록 Dense 레이어를 추가하

였다.  

 

3.1 입력 층 

 

토큰 임베딩은 문장의 처음과 끝에 각 [CLS], [SEP]을 부착하

고 문장을 형태소 분석 후 하위 토큰으로 나눈 뒤 해당 토큰의 

아이디를 부착한다. 세그먼트 임베딩은 토큰의 길이만큼 1로 채

워준다. 사전 임베딩은 미리 만든 학습 사전을 통해 토큰이 해

당하는 B-I 레이블 태깅으로 구성하고 레이블에 해당하지 않는 

토큰은 O으로 태깅한다.  

 

3.2 사전 구축 및 사전 자질 입력 

 

개체명 사전은 학습 데이터에서 단어의 길이가 2 이상이면서 

개체명이 부착된 단어 중 2개 이상의 레이블을 가지는 중의적인 

단어를 제거 후, 출현 횟수로 정렬 하여 상위 단어들을 추출하

였다. 학습할 때 자질로 사용하는 학습 사전과 평가할 때 자질

로 사용하는 평가 사전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은 사전의 예시

이다. 

모델의 전체 구조도는 그림 2와 같다. 입력층에서 기본적인 

입력으로 사용하는 토큰 아이디 T, 세그먼트 S, 포지션 𝑃와 추

가적으로 사전 아이디 D를 사용한다. D 또한 다른 임베딩(T, S, 

P)과 마찬가지로 더해 준 다음, 아래 식 (1)과 같이 정규화와 

드롭아웃을 거친다. 

 

E = 𝐷𝑟𝑜𝑝𝑜𝑢𝑡(𝐿𝑎𝑦𝑒𝑟𝑁𝑜𝑟𝑚(T + S + P + D))   (1) 

임베딩의 크기는 최대 길이 문자열로 모두 동일하다. ELCTRA

에서 입력층으로부터 임베딩 값들을 받고 동적 마스킹 기법을 

이용하여 매 학습마다 일정 확률로 새로운 마스킹을 하면서 학

습을 한다. 마지막으로 입력 임베딩과 관련이 높은 레이블 값으

로 출력한다. 

 

PS        박지성 

PS        문성민 

PS        박찬호 

OG        스포츠서울닷컴 

OG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PS        신지애 

PS        김주성 

OG        K리그 

··· 

그림 1. 사전 예시 

  

그림 2. 개체명 인식 모델 전체 구조도 

 

3.3 데이터 증강 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증강 기법은 RoBERTa에

서 제안한 동적 마스킹(dynamic masking LM)을 활용하였

다. 동적 마스킹은 매 학습 단계마다 임의의 확률로 마

스킹 변환을 새로 적용한 방법으로, 더 많은 학습 데이

터로 더 많은 단계(step)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동적 마

스킹이 중요하다. RoBERTa 및 ELECTRA에서는 사전 학습을 

위해 동적 마스킹을 사용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개체명 

인식에 활용하여 데이터 증강에 활용했다. 마스킹 된 토

큰을 맞추는 문제가 아닌, 학습 Step이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학습셋에서 더 다양한 데이터로 학습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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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다. 마스킹 대상은 [CLS], [SEP] 토큰과 레이블이 

부착된 토큰을 제외한 토큰들을 마스킹 후보 토큰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3. 데이터 증강 예시 

그림 3에서 “올해”와 “부산”의 단어는 레이블이 

부착된 토큰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토큰은 마스킹 

대상이다. 매 학습 단계마다 해당 토큰들은 “[MASK]”

토큰으로 교체되어 학습하게 된다.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데이터 

 

한국어 ELECTRA 사전 학습 모델[11]은 4.5B 토큰들로 구성된 

신문기사, 방송, 웹 문서를 사용하고 형태소 분석과 함께 워드 

피스 토큰화(word piece tokenizer)를 통해 만들었다. 본 논문

에서는 small 모델을 사용한다. 개체명 인식 학습과 실험 데이

터는 엑소브레인 언어 분석 말뭉치 중 개체명 인식 말뭉치를 사

용하였다. 총 10,000 문장 중 8,000 문장은 학습 데이터로, 

2,000 문장은 평가 데이터로 구성하였다. 

 

4.2 실험 결과 

 

표 1과 표2는 학습 사전과 평가 사전에 따른 실험 결과이다. 

학습 사전 및 평가 사전은 정렬된 개체명-단어 쌍에서 상위 %로 

구성하였다. 배치 사이즈는 32, 학습 단계(step)는 500으로 학

습하였다.  

표 1에서 사전 임베딩을 추가하지 않은 기존 모델[11]은 

92.13 %의 성능을 보였다. 사전 임베딩을 추가한 모델에서는 상

위 단어 50 %의 사전으로 학습한 모델이 92.81 %로 성능이 높았

고 오히려 사전의 크기가 클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2는 50 %의 학습 사전으로 학습을 하고 평가 사전을 다르

게 구성하여 실험을 한 결과이다. 학습과 동일하게 50 % 사전을 

사용한 모델이 성능이 가장 높았다. 

 

학습 사전 단어 수 F1 Score 

0% 0 92.13 [11] 

25% 1,569 92.31 

50% 3,138 92.81 

75% 4,707 92.03 

100% 6,276 89.96 

표 1. 학습 사전에 따른 실험 결과 

학습 사전 평가 사전 단어 수 F1 Score 

50% 

0% 0 92.58 

25% 1,569 92.69 

50% 3,138 92.81 

75% 4,707 92.79 

100% 6,276 92.78 

표 2. 평가 사전에 따른 실험 결과 

 

그림 4. 마스킹 확률과 데이터 증강에 따른 실험 결과 

Model F1 Score 

BERT + CRF [8] 91.58 

ALBERT + LSTM +CRF [10] 91.87 

RoBERTa + LSTM + CRF [9] 91.94 

ELECTRA + LAN [12] 92.78 

ELECTRA small [11] 92.13 

ELECTRA + Dictionary + DM (Ours) 92.97 

ELECTRA + DM(Ours) 93.17 

표 3. 기존 모델과 제안 모델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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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동적 마스킹을 적용하여 더 많은 학습 단계로 실험

한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배치사이즈는 32로 설정했다. 학습 단

계가 많아지면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단계가 많아질수록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보였다. 3500 step에

서 마스킹 비율 10 %로 설정했을 때 F1 score 92.97 %로 가장 높

았다. 일정 단계부터는 과적합(overfitting)이 발생하여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 사전과 데이터 증강 기법을 통해 학습한 모델은 

기존 모델[11] 보다 0.84 % 가량 높은 성능을 보였고 데이터 증

강 기법만 적용해서 실험한 결과 93.17 %로 더 높은 성능을 보

였다. 

표 3는 ETRI 데이터셋에 대해서 기존 모델과 제안 모델의 성

능 비교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기존 모델과 비교하여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표 4는 사전 적용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파인 튜닝된 모델을 

수정하지 않고, 사전에 없는 단어를 사전에 추가했을 경우 결과

가 변경되는 것을 정성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표이다. 첫 번째 

예시에서 사전에 “박지성길”을 지명(LC)으로 추가하면 기존에 

인명(PS)로 예측되는 결과가 지명(LC)으로 예측된다. 마찬가지

로 두 번째 예시에서 “세종”이 기관명(OG)으로 예측되는 결과

를 사전 추가를 통해 인명(PS)으로 예측되도록 한다. 세 번째 

예시는 기존에 개체명 부착이 안되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는 단어를 인명(PS)으로 사전에 추가 시 인명(PS)으로 예측된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전 학습 모델로 한국어 형태소 기반

으로 만든 ELECTRA를 활용하고 학습데이터를 통해 만든 

사전을 추가적인 자질로 사용하여 학습하고 이후 재 학

습 없이 사전을 통한 품질 제어가 가능한 것을 보였다. 

특히, 데이터 증강 방법으로 동적 마스킹을 파인 튜닝에 

적용함으로써 과적합에 강하고 학습이 더 잘 수렴되어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결과에서

는 사전자질을 사용하는 것 보다, 동적 마스킹만을 사용

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갖지만, 사전 자질을 사용할 

경우 학습 이후에도 일부 결과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모델은[9, 10, 12] 모두 추가 

레이어나 구조를 이용하여 성능을 높였지만, 본 논문에

서는 사전 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데이터와 입력만을 다

뤄 더 좋은 성능 향상을 보였다. 또한 레이어나 구조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할 파라미터의 수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점과 LSTM-CRF처럼 병목 현상이 있

는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아 더 빠른 추론 서비스가 가능

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의 연구로는 다른 사전 

구축 방법과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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