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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체명 인식은 주어진 문장 안의 고유한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인명, 지명, 단체명 등의 미리 정의된 개체
의 범주로 분류하는 문제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딥 러닝, 대용량 언어 모델을 사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연구되어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대용량 학습 말뭉치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높
은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며 모델의 실행 속도가 느려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얕은 기계 학습 기법을 적용한 ManiFL을 사용한 개체명 인식 시스템을 제안한다. 형태소의 음
절, 품사 정보, 직전 형태소의 라벨만을 자질로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F1 score 기준 90.6%의 
성능과 초당 974 문장을 처리하는 속도를 보였다.

주제어: 개체명 인식, 모두의 말뭉치, 얕은 학습, 혼합 자질 가변 표지기(ManiFL)

1. 서론
개체명 인식은 주어진 문장 안의 고유한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인명, 지명, 단체명 등의 미리 정의된 개체의 
범주로 분류하는 문제이다. 초기의 기계 학습 기반 개체
명 인식 모델에는 주변 단어와의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CRF(Conditional Random Fields)[1]가 주로 쓰여 왔다. 최
근에는 사람이 직접 자질을 설계할 필요가 없는 딥 러닝 
기반 모델인 bi-LSTM-CRF와 대용량 언어 모델인 
BERT[2]를 미세 조정 하는 방법이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딥 러닝 모델은 대용량 학습 말뭉치와 이를 처
리할 수 있는 높은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고, 모델의 실
행 속도가 느려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확률과 처리 속도 양 쪽 
모두를 고려하여 딥 러닝 모델보다 빠른 속도로 학습 및 
실행할 수 있도록 얕은 학습 방식에서 적용한 혼합 자질 
가변 표지기[8]을 사용한 개체명 인식 모델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개체명 인식 방법은 사전과 규칙에 기반한 전통적인 

방법과 개체명 태그가 부착된 말뭉치를 학습하여 분석하
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규칙, 사전 기반 개체명 인식 방법은 정의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체명은 고유명사이거나 학습 데이터에 등장하
지 않은 어휘(OOV)인 경우가 많으며 새롭게 만들어지거
나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지속
적인 규칙과 사전 갱신을 필요로 하여 개체명 인식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학습 기반 방식은 개체명 태그가 부착된 학습 말뭉치
에서 성분을 선택, 조합하여 개체명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자질을 찾아서 적용하는 얕은 학습 방식[3]과 문장
의 각 단어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임베딩으로 변환
해서 학습하면 신경망 내부에서 적절한 자질을 찾아내는 
깊은 학습 방식[4, 5, 6, 7]이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의 병렬 연산 성능 향상과 대량의 학
습 데이터 수집이 용이해짐으로써 bi-LSTM-CRF와 같은 
깊은 학습 기법[4],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 모델인 BERT 
또는 ELECTRA를 사용한 방법[5, 6, 7]이 주로 연구되어 
한국어에서는 사용한 말뭉치와 개체명 태그 집합에 따라 
90~92%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매우 많은 
연산량으로 인해 모델 학습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비
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 비용과 속도의 
실용성을 중시하여 얕은 학습 방식의 자연어 기계 학습 
라이브러리인 ManiFL을 사용한 개체명 인식 모델을 제
안한다.

3. 제안 모델
3.1. ManiFL 설명

ManiFL[8]은 얕은 학습 방식의 자연어처리 도구로, 소
프트맥스 분류기를 미니배치 경사 하강법으로 학습하는 
모델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Ÿ 고정된 라벨 후보 집합을 가진 기존 기계 학습 도구
의 다중 클래스 분류기와 다르게, 상황마다 각기 다
른 정답 라벨 후보 집합을 가질 수 있다.

Ÿ 자질의 각 사례마다 개별 가중치를 가질 수 있다. 예
를 들면, 앞 단어를 보는 자질이 있을 때 앞 단어가 
A일 때의 가중치와 B일 때의 가중치를 별도로 학습
할 수 있다.

Ÿ 지정한 수치 이하의 빈도인 자질의 값을 확률적으로 
0을 출력하도록 만드는 드롭아웃을 적용하여 얕은 학
습에서도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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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질 종류 설명 예문 ‘국가대표’의 자질

1 앞 라벨, 현재 형태소 모든 글자, 품사 OG-B 국가대표NNG

2 앞 라벨, 현재 형태소 처음과 마지막 글자, 품사 OG-B 국표NNG

3 앞 라벨, 현재 형태소 마지막 두 글자, 품사 OG-B 대표NNG

4 앞 라벨, 현재+다음 형태소 처음과 마지막 글자, 품사 OG-B 국표NNG 팀NNG

5 앞 라벨, 이전+현재 형태소 처음과 마지막 글자, 품사 OG-B 컬링NNG 국표NNG

6 앞 라벨, 현재+다음 형태소 마지막 두 글자, 품사 OG-B 대표NNG 팀NNG

7 앞 라벨, 이전+현재 형태소 마지막 두 글자, 품사 OG-B 컬링NNG 대표NNG

8 앞 라벨, 현재+다음 2개 형태소 처음과 마지막 글자, 품사 OG-B 국표NNG 팀NNG 이JKS

9 앞 라벨, 이전 2개+현재 형태소 처음과 마지막 글자, 품사 OG-B 대국NNP 컬링NNG 국표NNG

10 앞 라벨, 현재 형태소 첫 글자, 다음 2개 형태소 품사 OG-B 표NNG NNG JKS

11 앞 라벨, 이전, 현재 형태소 첫 글자, 다음 형태소 품사 OG-B NNG 표NNG NNG

12 앞 라벨, 이전, 현재 형태소 첫 글자, 다음 2개 형태소 품사 OG-B NNG 표NNG NNG JKS

표 1 개체명 인식 학습에 사용하는 자질

3.2. 학습에 사용한 자질

본 논문에서는 ManiFL을 사용한 형태소 단위의 개체
명 인식 모델을 제안한다. 위 <표 1>은 <예문>에서 

‘국가대표’의 개체명 학습 자질을 나타낸 것이다. 
각 자질들은 현재 형태소와 이전 최대 2개, 다음 최대 2
개 형태소에서 주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품사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리고 CRF, HMM 등에서 사용하는 Viterbi 
알고리즘으로 라벨열의 최적 해를 찾는 대신에 모든 자
질에 직전 라벨을 포함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직전 
라벨 자질은 학습 시에는 학습 말뭉치에 존재하는 정답 
라벨을 직접 사용하였고, 평가 시에는 모델을 통해 인식
된 직전 라벨을 사용하였다.

Ÿ 예문: 대한민국/NNP 컬링/NNG 국가대표/NNG+팀
__01/NNG+이/JKS 은메달/NNG+을/JKO 따__01/VV+았
/EP+다/EF+./SF

3.3. 학습 과정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체명 인식 모델에
서 개체명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가장 먼저 UTagger[9]로 
형태소 분석이 되어 있는 개체명 학습 말뭉치에서 위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자질을 추출한다. 다음으로 
말뭉치 전체에서 각 자질의 라벨 별 출현 빈도를 측정한
다. 예를 들면 말뭉치 전체에서 3번 자질이 ‘OG-B 대
표NNG'의 형태로 추출된 횟수를 정답 라벨 별로 집계한
다. 다음으로, 자질의 각 사례 별 가중치를 학습하는 단
계로 구성되어 있다. 가중치 학습은 소프트맥스 함수와 
교차 엔트로피 손실함수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예문의 
‘국가대표/NNG'의 정답 개체명 태그인 ‘OG-I'일 확률
을 계산하는 수식 1은 아래와 같다. z는 각 자질의 가중
치와 출현 횟수의 곱이고, n은 학습 말뭉치에서 실제로 
출현한 개체명 태그의 종류 수이다.

            


  





  


(수식 1)

모든 형태소에 대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개체명 
태그의 출현 확률을 계산하고, 실제 정답 개체명 태그를 
1, 그 외의 오답 개체명 태그를 0으로 하여 각 개체명 
태그 출현 확률(0~1)과의 오차를 계산한 것을 미니배치 
단위로 모은다. 다음으로, 미니배치 단위로 모은 오차의 
평균과 학습률(learning rate)을 곱한 값을 가중치에 더하
여 반영한다. 따라서 정답 개체명 태그를 잘 예측할 수 
있는 자질의 가중치는 커지고, 계속 틀리는 자질의 가중
치는 작아진다.

또한 이 수식에 따라 출현 횟수가 매우 적은데 정답과 
일치할 확률이 높은 자질의 가중치가 지나치게 커져 학
습 말뭉치에 과적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빈도 기반 드
롭아웃을 적용하였다. 지정한 확률로 드롭아웃을 시도하
면 0과 빈도 제한 값 사이의 임의의 자연수가 자질의 빈
도보다 큰 경우에는 드롭아웃을 수행하여 일시적으로 해
당 자질의 빈도를 0으로 간주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따
라서 빈도 제한값보다 적게 발생한 자질을 임의의 확률
로 비활성화하여 학습 말뭉치에 과적합되는 것을 방지한
다.

그림 1 개체명 말뭉치 학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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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어절 형태소

학습 말뭉치 120,065 1,600,817 3,571,639

평가 말뭉치 30,017 399,396 891,578

표 2 학습 및 평가 말뭉치의 분량

위 학습 과정을 지정한 횟수동안 모델의 성능이 향상
되지 않거나, 최대 반복 횟수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 수
행하여 가중치를 학습한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개체명 인식 모델의 학습과 성능 
평가에는 모두의 말뭉치(개체명 분석 말뭉치 1.0)를 사용
하였다. 모두의 말뭉치는 ETRI의 ‘세부분류 개체명 가
이드라인 2018'을 기본으로 하여 국립국어원에서 수정한 
지침에 준하여 15가지의 의미 분류 체계에 따른 태그를 
부착한 말뭉치이다[10]. 본 논문에서는 그 중 PS(인명), 
LC(지명), OG(단체명), DT(날짜), TI(시간)의 5가지 범주만
을 대상으로 한 실험과, 추가로 15가지 범주 전체를 대
상으로 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여러 형태소에 걸쳐있는 
개체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범주 뒤에 '-B', '-I'를 붙이
고, 개체명이 아닌 형태소에는 'O'를 붙인다. 학습과 성
능 평가에 사용한 말뭉치의 분량은 아래 <표 2>와 같다.

모두의 말뭉치(개체명 분석 말뭉치 1.0)에서 학습용 말
뭉치를 학습 할 때의 ManiFL 설정 값은 아래와 같다.

Ÿ 사용한 CPU 스레드 수: 12
Ÿ 최대 반복 횟수(epochs) : 20
Ÿ 미니배치 크기: 3571(형태소 수 / 1000)
Ÿ 학습률: 0.5
Ÿ 드롭아웃 시도 확률: 90%
Ÿ 드롭아웃 빈도 제한 값: 20

위 설정으로 학습 후, 평가용 말뭉치에 5가지 범주를 
대상으로 개체명 인식을 한 결과는 아래 <표 3>와 같이 
micro average F1 점수 기준으로 90.6%로 나왔다. 평가 
기준으로 사용한 micro average F1 score는 라벨의 빈도
가 불균형한 경우에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각 라벨
의 정밀도, 재현률을 계산할 때 사용한 TP, FP, FN의 수
를 합계를 낸 것으로 전체 라벨의 정밀도, 재현률을 계
산한 것이다.

precision recall F1-score
DT 96.90 96.60 96.75
LC 81.40 87.75 84.46
OG 86.35 82.88 84.58
PS 91.99 93.22 92.60
TI 95.14 94.12 94.63

micro avg. 90.53 90.68 90.60

표 3 5개 범주 대상 개체명 인식 실험 결과(단위: %)

학습의 전체 과정은 21분 49초가 소요되었고, 그 중에
서 학습 말뭉치 파싱 등의 과정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가
중치를 학습하는 데에만 소요된 시간은 11분 56초이다.

개체명 인식 평가에는 1개의 스레드로 전체 과정에 
33.49초가 소요되었다.

추가로 [7]의 실험과 비교할 수 있도록 15가지 범주 
모두에 대해서 개체명 인식을 한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이 micro average F1 점수 기준으로 90.45%로 나왔다.

precision recall F1-score
AF 83.94 70.24 76.48
AM 88.34 80.73 84.36
CV 90.14 87.16 88.62
DT 97.01 97.12 97.07
EV 89.14 80.54 84.62
FD 85.23 62.79 72.31
LC 81.88 89.54 85.54
MT 83.25 70.25 76.2
OG 85.88 85.06 85.47
PS 92.26 93.87 93.06
PT 77.14 47.16 58.54
QT 96.39 97.67 97.02
TI 96.3 95.73 96.01

TM 85.91 73.36 79.14
TR 82.77 67.27 74.22

micro avg. 91.20 89.71 90.45

표 4 모든 범주 대상 개체명 인식 실험 결과(단위: %)

본 논문과 가장 유사한 실험 환경인 박서연(2021)[3]의 
모두의 말뭉치와 CRFsuite를 사용하여 F1 점수로 90.54%
를 얻은 연구와 비슷한 성능을 보였지만, [3]에서는 형태
소의 글자, 품사 태그 이외에 어휘 의미망의 상위어, 의
존 관계와 같은 다양한 자질이 추가로 존재한다.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추가 자질 없이도 조금 높은 90.6%의 
성능이 나온 원인에는 말뭉치 오류 일부 개선, 기본 자
질 구성의 차이, 단순 오차 범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로는 ManiFL과 CRFsuite의 차이
가 있다. 불리한 점으로는 ManiFL에는 viterbi 알고리즘
으로 최적의 라벨 조합을 찾는 기능이 없어서 직전 라벨
을 자질에 넣는 것으로 대신한 것이고, 유리한 점으로는 
자질의 개별 사례마다 별도의 가중치를 학습할 수 있는 
것과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는 드롭아웃 기능이 있다.

또한 대용량 언어 모델인 ELECTRA에 모두의 말뭉치
를 학습에 사용한 [7]의 실험과 비교하면 국립국어원 문
어체 개체명 분석 말뭉치만을 사용한 결과인 F1-score 
87.63%보다 앞서는 것은 물론, 위키피디아 등에서 수집
한 문장을 추가로 학습하여 실험한 결과인 90.71%와 비
교할만한 90.45%의 성능을 보였다. [7]의 실험에서 추가 
말뭉치 학습으로 크게 성능 향상을 보인 날짜(DT), 인물
(PS), 식물(PT), 수량(QT), 시간(TI) 중에서 식물(PT)를 제
외한 나머지 4개 범주에서 비슷한 말뭉치를 사용하였을 
때는 성능이 앞서고, [7]의 실험에서만 위키피디아 말뭉
치를 추가로 학습하였을 때에도 비슷한 성능을 보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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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개체명 인식을 효율적으로 학
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번 실험 결과에서 ManiFL을 사용해서 CRF보다 더 
적은 종류의 자질을 사용하면서도 CRF 기반 모델은 물
론 ELECTRA 등의 대용량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모델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어 성능
과 속도를 겸비한 실용적인 개체명 인식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은 얕은 학습 기반의 자연어 처리 도구인 
ManiFL을 사용하여 한국어 개체명 인식 모델을 제안하
였다. 형태소의 음절, 품사, 직전 형태소의 라벨 자질을 
사용하여 깊은 학습 모델을 사용한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성능이 나옴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기존의 얕은 학
습 기반 모델과 비교했을 때의 장점으로는 깊은 학습 기
반 모델에서 사용하는 드롭아웃을 얕은 학습 모델에서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어 훨씬 적은 종류의 자질로 동등
한 성능을 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속도 면에서는 깊은 학습 모델에 기반한 방법보다 빠
른 것은 물론, 기존의 얕은 학습 기반의 자연어 처리 도
구에서 미비한 점인 학습 과정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어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실험 결과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개체명 분석 말
뭉치 1.0)에 UTagger로 형태소 분석을 거친 말뭉치 약 
12만 문장을 11분 56초에 가중치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평가용 말뭉치 약 3만 문장을 33.49초
에 개체명 인식을 하고 micro average F1 점수로 90.6%
의 성능을 보여 얕은 학습 모델의 빠른 속도와 깊은 학
습 모델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성능을 겸비한 실용적인 
개체명 인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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