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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체명 인식은 문장에서 개체명을 추출하고 추출된 개체명의 범주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기존

의 개체명 인식 연구는 주로 지도 학습 기법이 사용되어 왔다. 지도 학습을 해서는 개체명 범주가 수동

으로 부착된 용량의 학습 말뭉치가 필요하며, 용량의 학습 말뭉치를 수동으로 구축하는 것은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 말뭉치 구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개체명 인식 성능을 

빠르게 향상시키기 한 지도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기 학습 말뭉치를 구축하기 해 

원거리 감독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배깅과 능동 학습을 결합한 앙상블 기법의 하나인 능동 배깅을 사용하

여 기 학습 말뭉치에 포함된 노이즈 문장을 효과 으로 제거한다. 실험 결과, 15회의 능동 배깅을 통해 

개체명 인식 F1- 수를 67.36%에서 76.42%로 향상시켰다.

키워드: 개체명 인식, 원거리 감독법, 앙상블, 능동 배깅

Abstract Named entity recognition is a process which extracts named entities in sentences and 

determines categories of the named entities. Previous studies on named entity recognition have 

primarily been used for supervised learning. For supervised learning, a large training corpus manually 

annotated with named entity categories is needed, and it is a time-consuming and labor-intensive job 

to manually construct a large training corpus. We propose a semi-supervised learning method to 

minimize the cost needed for training corpus construction and to rapidly enhance the performance of 

named entity recognition. The proposed method uses distance supervision for the construction of the 

initial training corpus. It can then effectively remove noise sentences in the initial training corpus 

through the use of an active bagging method, an ensemble method of bagging and active learning. In 

the experiments, the proposed method improved the F1-score of named entity recognition from 67.36% 

to 76.42% after active bagging for 15 times.

Keywords: named entity recognition, distant supervision, ensemble, active ba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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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은 정보 추출

의 한 분야로서 정보검색, 질의응답과 같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개체명이란 비

정형 인 문서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단

어 는 단어열을 의미한다. 개체명은 인명, 지명, 기

명 등이 될 수 있으며 개체명 인식은 문서에서 이러한 

개체명을 추출하고 추출된 개체명의 범주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개체명은 계속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모든 개체명을 

사 에 수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체명을 인식하기 

한 연구로는 규칙을 이용하거나 문장의 문맥정보 등

을 활용한 연구가 있다[1-3]. 이 방법은 소문자로 개

체명을 구분할 수 있는 어나 문자형 정보가 많은 일

본어의 경우에 용이하다[4]. 한국어는 개체명을 구별하

는 특별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규칙 기반 방식을 용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한국어 개체명 인식에 한 연구

는 통계 기반의 기계학습을 이용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

고 있다[5]. 기계학습 기반의 개체명 인식 연구는 주로 

지도 학습법(supervised learning)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체명 범주가 부착된 용량의 말뭉치가 필요하다. 그

러나 개체명 범주 부착 말뭉치를 구축하는 데는 인 , 

시간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최근에는 상 으로 비용이 게 드는 지도 

학습법(semi-supervised learning)[6]이 많이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원거리 학습(distant supervision)[7]을 

기반으로 개체명 범주를 자동 부착하여 기 말뭉치를 

생성한다. 그리고 소규모 학습 말뭉치에서 성능을 향상

시키기 한 앙상블(ensemble) 방법인 배깅(bagging; 

bootstrap aggregating)[8]에 지도 학습법의 일종인 

능동 학습(active learning)[9]을 결합하여 빠르게 개체명 

인식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하 능동 배깅; active 

bagging)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원거리 감독법을 이

용하여 은 비용으로 개체명 범주 부착 말뭉치를 구축

하고, 배깅과 능동학습을 통해서 학습 말뭉치의 노이즈

(noise)를 최소화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에서는 련 연구를 기술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의 제

안 방법, 4장에서는 실험  평가,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에 해서 기술한다.

2. 련연구

개체명 인식 시스템은 1990년 에 개최된 Message 

Understanding Conference(MUC)에서 정보 추출의 일

환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10]. 기존의 개체명 인식 연

구는 기계학습을 이용한 연구가 많았으며 주로 지도 학

습법이 사용되었다. 지도 학습법을 이용한 개체명 인식 

시스템[11,12]은 높은 수 의 성능을 보이지만 개체명 

범주가 부착된 용량의 말뭉치가 필요하다는 단 이 

있다. 용량의 개체명 범주 부착 말뭉치 구축은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해 원거리 감독법을 

이용한 지도 학습의 개체명 인식 시스템[13]에 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지도 학습을 이용한 개체명 

인식은 말뭉치에 개체명 범주를 자동으로 부착하기 때

문에 많은 노이즈를 감소시키기 한 효과 인 방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노이즈를 은 비용으

로 감소시켜 개체명 인식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방법

으로 휴리스틱(heuristic)과 앙상블 기법을 용한 능동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3. 능동 배깅 기반 개체명 인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도 학습 기반 개체명 인식 

시스템의 체 구조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안 시스템은 2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체명 사 을 이용한 원

거리 감독법을 이용하여 키피디아 문장에 자동으로 

개체명 범주를 부착하고 휴리스틱을 이용하여 기 개

체명 범주 부착 말뭉치를 생성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 개체명 범주 부착 말뭉치를 이용하여 CRFs(Con-

ditional Random Fields)[14] 기반 배깅 모델을 만들고 

배깅과 능동학습을 반복 으로 수행하여 말뭉치의 품질 

향상  개체명 인식 성능 향상을 꾀한다.

3.1 기 개체명 범주 부착 말뭉치 생성

키피디아 문서와 구축되어 있는 개체명 사 [15]을 

매칭(matching)하는 원거리 감독법을 이용하여 기 개

체명 범주 부착 말뭉치를 생성한다. 키피디아 문서에

는 다른 키피디아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link)가 존재

하며 링크의 어휘는 개체명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

실에 근거하여 링크 어휘가 개체명 사 에 존재할 경우

에 개체명으로 간주하고 사 에 정의되어 있는 범주를 

부착한다. 키피디아 문서에 출 하지만 링크가 부착되

어 있지 않은 개체명에 해서는 개체명 사 의 각 엔트

리(entry)와 최장 일치 매칭을 통해서 범주를 부착한다. 

과다 매칭을 방지하기 해서 2음  이상의 개체명 어휘

에만 용하며, 하나의 문자열이 여러 개체명에 매칭 될 

경우에는 최장 일치되는 첫 번째 범주를 부착한다. 그림 2

는 키피디아 문장에 개체명 범주를 부착한 이다.

개체명 범주 부착이 완료된 말뭉치는 2단계의 휴리스

틱을 이용하여 범주가 잘못 부착된 것들을 제거한다. 첫 

번째 단계로 ‘개체명은 체언을 상으로 한다’는 가정 

하에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용언 부분에 개체명 범

주가 부착된 것들을 제거한다. 두 번째 단계로 ‘개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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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성도

Fig. 1 Architecture of the proposed system

그림 2 개체명 범주 부착 키피디아 문장의 

Fig. 2 Example of a wikipedia sentence annotated with 

NE categories

은 고유한 의미를 가지므로 일반 인 단어보다 자주 출

할 확률이 낮다’는 가정 하에 개체명 범주 부착 말뭉

치에서 10회 이상 출 한 개체명을 선별하고, 문맥상 일

반 인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고 단되는 개체명의 범

주를 수동으로 제거한다. 체 학습 말뭉치에서 출 한 

개체명 수는 41,362개, 10회 이상 출 한 개체명은 2,386

개이며 그  비개체명이라고 단하여 수작업으로 제

거한 개체명은 95개이다.

3.2 개체명 인식 모델 학습

개체명 인식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형태소 단 나 

음  단 로 개체명의 경계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형태소 단  개체명 인식[11,16]은 형태소 분석 과정에

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개체명 인식에도 오류가 

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음  단  개체명 인식은 언어학

 정보가 부족하고 경계 후보가 많기 때문에 성능 향

상에 한계가 있다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해 어  단 의 개체명 인식을 수행한 

후에 조사나 어미 같은 형식어를 휴리스틱으로 삭제하

는 방법을 사용한다. 어  단  개체명 범주 태그(tag)

는 개체명의 범 를 지정해주는 BIO 태그와 B에 부착

되는 개체명 범주 태그로 구성된다. BIO 태그는 개체명

의 시작에 해당하는 B, 개체명의 간 는 끝에 해당

하는 I와 비개체명에 해당하는 O로 구성된다. 를 들어 

그림 2의 개체명 범주 부착 문장의 경우 “한국/B_ORG 

축구/I 국가 표 은/I 한민국의/B_LOC 축구/O 국가

표 이다./O”와 같이 태그가 부착된다. 기계 학습을 

해서 각 어 별로 사용된 자질은 표 1과 같다.

표 1의 자질 목록을 이용하여 그림 2의 개체명 범주 

부착 문장에 기계학습 입력 자질을 생성한 제는 다음과 

같다. "LEX= 한민국의 FW_2_Lex= 한 BW_2_Lex=

민국 FW_2_Tags=LOC FW_2_Tags=ORG BW_2_Tags= 

LOC BW_2_Tags=ORG BW_2_Tags=PER FW_3_Lex= 

한민 BW_3_Lex=한민국 FW_3_Tags=LOC FW_3_ 

Tags=ORG BW_3_Tags=LOC BW_3_Tags=ORG BIEF= 

BF POSBi=^/NNP POSBi=NNP/JKG POSBi=JKG/& 

LEX-POSUni= 한민국/NNP LEX-POSUni=의/JKG"

3.3 능동 배깅을 통한 성능 향상

기 개체명 범주 부착 말뭉치는 원거리 감독법과 단

순 사  매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범주가 잘못 부

착된 경우가 많다. 한 개체명 사 에 등재되지 않은 

개체명은 범주가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에 참여하

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단순 능동 학습이 아닌 능동 학습

과 배깅을 결합한 능동 배깅이라는 방법을 통해 원거리 

감독법에서 되는 노이즈의 향을 최소화하고 은 

비용으로 노이즈를 감소시켜 학습 말뭉치의 품질을 향

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3은 능동 배깅의 과정

을 보여 다.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능동 배깅 과정은 2단계

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체명 범주 부착 말

뭉치를 n개의 작은 말뭉치들로 나 고 3.2 의 방법을 

통해 배깅 모델을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말뭉치의 

1/10 크기로 랜덤 복원 추출하여 10개의 배깅 말뭉치를 

바탕으로 10개의 배깅 모델을 구성하 다. 기계 학습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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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입력 자질 목록

Table 1 List of input features

Feature Name Explanation

LEX The current eojeol (Korean spacing unit)

FW_2_Lex, BW_2_Lex
First two eomjeol’s (Korean syllable) and last two eomjeol’s in the preceding, current, and 

next eojeol’s

FW_2_Tags, BW_2_Tags
NE categories matching against FW_2_Lex and BW_2_Lex in the preceding, current, and next 

eojeol’s

FW_3_Lex, BW_3_Lex First three eomjeol’s and last three eomjeol’s in the preceding, current, and next eojeol’s

FW_3_Tags, BW_3_Tags
NE categories matching against FW_3_Lex and BW_3_Lex in the preceding, current, and next 

eojeol’s

BIEF (BE, BF, IE, IF)

BE: a tag meaning “the current eojeol is exactly matched against an entry in an NE dictionary”

BF: a tag meaning “the current eojeol is partially matched against first few eomjeol’s in an 

entry in an NE dictionary”

IE: a tag meaning “the current eojeol is included in an entry in an NE dictionary”

IF: a tag meaning “the current eojeol is partially matched against last few eomjeol’s in an 

entry in an NE dictionary”

POS_Bigram POS (part-of-speech) bi-grams of the preceding, current, and next eojeol’s

LEX-POS_Unigram ‘Morpheme/POS’ uni-grams of the preceding, current, and next eojeol’s

그림 3 능동 배깅 로세스

Fig. 3 Process of active bagging

델로는 CRFs를 사용하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체 

개체명 범주 부착 말뭉치를 테스트 데이터로 하여 배깅 

모델별 가분류 결과를 얻어낸다. 그리고 정답 범주와 가

분류 결과를 비교하여 모든 모델의 가분류 결과가 오답

으로 정된 어 들을 포함하는 문장을 1차로 추출한다. 

추출 문장들에서 모든 배깅 모델들이 잘못 분류한 개체

명이 많이 포함된 문장 순으로 정렬하여 상  5%의 문

장을 2차 추출한다. 2차 추출된 문장에 하여 다음의 

방법을 통해 수작업으로 개체명 범주를 부착한다. 첫 번

째는 문맥상 잘못 부착되어 있는 개체명 범주에 한 

삭제 목록을 생성한다. 두 번째로는 개체명 사 에 수록

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개체명 범주에 한 추가 목록

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삭제 목록과 추가 목록을 체 

개체명 범주 부착 말뭉치와 개체명 사 에 용시키고 

3.1 에서와 동일한 휴리스틱을 용한다. 휴리스틱 

용이 완료되면 한 번의 능동 배깅 과정이 완료되고 다

음 능동 배깅을 한 개체명 범주 부착 말뭉치가 생성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성능향상을 꾀한다.

4. 실험  평가

본 논문에서는 키피디아 문서로부터 구축한 기 

개체명 범주 부착 말뭉치로부터 학습 데이터 55,000 문

장과 테스트 데이터 1,000 문장을 추출하 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 해서는 수작업을 통해서 정답 개체

명 범주를 부착하 다. 개체명 사 은 키피디아 표제

어로부터 반자동화 방법을 통해 구축한 것[15]을 이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개체명 범주는 11종류(person, 

location, organization, celestial body, even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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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오분류 문장 수와 능동 배깅 F1- 수

Fig. 4 The number of misclassified sentences and active bagging F1-scores

표 2 성능 비교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Model
Precision

(%)

Recall

(%)

F1-measure

(%)

Distant Supervision 72.63 62.80 67.36

Distant Supervision + 

Heuristic
85.87 63.74 73.17

Distant Supervision + 

Heuristic + Active Bagging
86.16 68.66 76.42

game, language, law, person imaginary, study field)

이고 개체명 사 의 체 엔트리 수는 약 10만개이다. 

제안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 원거리 학습법에 기

반 한 기존 방법[13]과 기존 방법에 3.1 의 휴리스틱을 

용한 방법, 능동 배깅까지 용한 방법의 성능을 측정

하 다. 표 2는 성능 측정 결과이다.

표 2의 ‘Distant Supervision’은 기존의 원거리 감독

법 기반 개체명 인식 모델[13]을 의미한다. ‘Distant Super-

vision + Heuristic’은 원거리 감독법으로 문서를 수집

하고 3.1 에 제안한 휴리스틱을 통해 정제한 후 CRFs

로 학습한 모델을 의미한다.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거리 감독법에 간단한 휴리스틱을 용했음에도 불구

하고 정확률을 13.24%p, 재 율을 0.94%p, F1- 수는 

5.81%p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기 개체명 범주 

부착 말뭉치에 오부착된 개체명 범주를 휴리스틱을 통

해 효율 으로 찾아 제거함으로써 정확률을 크게 향상

시킨 것에 기인한 것이다. 즉, 원거리 감독법에 기반 한 

모델들의 성능 향상을 해서는 데이터 정제 과정이 필

수 이라는 것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Distant Super-

vision + Heuristic + Active Bagging’은 ‘Distant Super-

vision + Heuristic’을 통해 수집된 기 데이터로 학습

된 개체명 인식 모델의 성능을 능동 배깅을 통해 향상

시키는 최종 제안 모델이다. 그림 4는 능동 배깅 과정에

서 추출된 오류 문장수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에서 그래 의 x축은 능동 배깅의 횟수, y축은 

모든 배깅 모델에서 오분류한 어 을 포함하는 문장의 

수이다. 그래 를 보면 능동 배깅을 진행할수록 추출하

는 문장의 수가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체명 

범주 부착 말뭉치의 노이즈가 어들고 있음을 보여

다. 15회의 능동 배깅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종 제안 방법은 정확률을 0.29%p, 재

율을 4.92%p, F1- 수를 3.25%p 향상시켰다. 결과

으로 원거리 감독법에 한 휴리스틱을 용함으로써 

정확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고, 능동 배깅을 통해서 

재 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체명 범주 부착 말뭉치 구축비용을 

최소화하고 개체명 인식 성능을 빠르게 향상시키기 

하여 배깅과 능동 학습을 결합한 지도 학습을 제안하

다. 제안 방법은 원거리 감독법으로 문장을 수집하고 

휴리스틱을 용하여 기 개체명 범주 부착 말뭉치를 

구축한다. 그리고 능동 배깅을 통해 말뭉치의 품질 향상

과 개체명 인식의 성능 향상을 꾀한다. 실험 결과 휴리

스틱을 이용하여 정확률 13.24%p, 재 율 0.94%p, F1-

수 5.81%p의 향상을 보 다. 실험을 통해 제안 휴리

스틱이 기에 오부착된 개체명 범주를 효과 으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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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 수 있었다. 능동 배깅을 통해서는 정확률 0.29%p, 

재 율 4.92%p, F1- 수 3.25%p의 향상을 보 다. 능

동 배깅으로 추출한 문장의 수는 체 말뭉치 수에 비

해서 매우 지만 오류가 많은 문장을 추출하여 그 효

과를 극 화하고 사 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개체명 범

주를 부착함으로써 재 율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 방법은 역에 비종속 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역의 개체명 인식 시스템 개발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향후 연구로는 능동 배깅

의 상이 되는 문장 선택 방법을 보완하여 성능 향상

의 폭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해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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