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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문장 혹은 문서 내에서 인명, 지명, 기관명, 날짜, 시간 등과 같이 고유한

의미를 갖는 표현을 찾고 개체명의 종류를 분류하는 자연어 처리 분야

개체명 인식

(Named Entity Recognition)

KSC 2021

Vancouver is a coastal seaport city on the mainland of British Columbia. 

The city’s mayor is Gregor Robertson.

Location Location

Person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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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 딥러닝 기반 한국어 개체명 인식은 순차 태깅 문제로 보고 Bi-LSTM CRF를 이용한

연구가 주를 이룸

• 양방향 LSTM으로 얻어진 점수에 출력 태그간의 의존성을 모델링하는 CRF로부터

태그 전이 점수를 더하여 최종 태그 점수를 얻는 방식

Bi-LSTM-CRF 기반 개체명 인식

KSC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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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 시스템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지문에 포함된 질문이 주어졌을 때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지문에서 찾는 과정

기계 독해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KSC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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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Bert with MRC

• BERT의 입력으로 Question과 paragraph를 하나의 sequence로

– BERT 내부의 transformer에서 query와 paragraph사이의 attention 및
self attention 이루어짐

– 출력층에서 pointer network만 추가된 형태

– 기존 모델보다 간략화된 형태이지만 높은 성능

KSC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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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모델

기계독해 기반 한국어 개체명 인식

KSC 2021

• 2개의 모듈로 구성 => 두 모듈은 joint 학습이 아닌 별도 학습

MRC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적절
한 후보 개체의 타입을 결정

(Span의 시작, Span의 끝)으로
구성되는 후보 개체 span을 생성

<Span 생성 모듈> <Span 타입 결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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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독해 기반 한국어 개체명 인식

Span 생성 모듈

• 후보 개체를 찾는 과정을 해당 단어 𝑖 를 시작으로 하여 Span 범위의
끝을 찾는 텍스트 범위 추출 문제로 변환

– Span의 끝 위치에 대한 점수 𝑠𝑐𝑜𝑟𝑒𝑒𝑛𝑑(𝑗|𝑆𝑖)를 Biaffine 함수를 통해 계산
하고 손실 함수를 정의

– 𝑖 번째 단어를 시작으로 하는 𝑆𝑖가 존재하지 않으면 𝑆𝑖 .end는 문장의 0번
째 인덱스 즉,루트이다.

– 디코딩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개체 후보를 포함하기 위해 반대로 𝑖 번째
단어를 끝으로 하는 Span 𝐸𝑖의 시작 위치에 대한 점수 및 손실함수를 동
일한 방법으로 정의

KSC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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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타입 결정 모듈

• 개체에 대한 타입을 계산하기 위해 기계 독해 프레임워크를 도입

– MRC framework 사용 : [문맥, 쿼리(q), 정답(a)]의 형태
• 문맥 X는 원문이고 쿼리(q)는 후보 개체 span이며 이 두 가지가 주어졌을 때 개체 타

입을 추출하는 것을 목표.

• 쿼리 형태

– 기계독해 기반의 Context 인코딩
• 특수 토큰을 사이에 두고 문장에 대한 전체 토큰 시퀀스에 𝑗번째 단어를 시작으로 하는

Span의 토큰들과 합하여 BERT를 통해 인코딩

• 인코딩된 표상에 𝐿개의 개체명 타입 임베딩과 결합한 다음 추가적인 트랜스포머 레이
어에서 인코딩하여 얻어진 개체명 타입 임베딩은 컨텍스트와 Span의 정보가 반영

기계독해 기반 한국어 개체명 인식

KSC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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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타입 결정 모듈

• 개체에 대한 타입을 계산하기 위해 기계 독해 프레임워크를 도입

– 개체 타입의 결정
• 아래 수식과 같이 포인터 네트워크를 통해 적절한 타입을 결정

• Span 𝑆𝑖의 𝑙번째 레이블에 대한 점수를 구하는 수식으로 여기서 ℎ𝑙은 𝑙 번째 레이블에
대한 개체 타입 임베딩. 만약, 후보 개체가 실제 개체가 아니면 "O"를 레이블의 위치를
포인팅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타입 임베딩의 위치를 포인팅하여 타입을 결정

– 학습 및 디코딩
• 학습 과정에서는 최대 Span 길이를 설정하여 문장 내의 모든 가능한 Span을 쿼리로 하

여 레이블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학습

• 디코딩 과정에서는 각 단어를 시작으로 하여 Top K개의 후보 Span을 추출 후 동일하게
각 단어를 끝으로 하여 K개의 후보 Span을 추출하여 총 2n * K개의 후보 Span를 추출

• 총 2n * K개의 Span 중 포인팅된 위치가 0(root)가 아닌 후보 개체들만을 이용하여
Span 타입 결정 모듈에서 개체명 타입을 결정

기계독해 기반 한국어 개체명 인식

KSC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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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 데이터 셋

– CRF를 이용한 자동 형태소 분석 결과(F1: 97.60%) 이용

• 실험 결과

– 보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계 독해 기반 개체명 인식 모델이 BERT 기
반 LSTM-CRF 대비 F1 : 1.08%p 높은 성능을 보이나 같은 언어 모델인
RoBERTa 기반 모델 대비 2.13%p 성능하락

Train Dev Test

ETRI 개체명 인식 데이터 셋 4250 250 500

KSC 2021

F1

문자 LSTM-CRF [KCC ‘16] 86.53%

문자 LSTM-CRF + 사전자질 [HCLT ‘16] 89.34%

(BERT) LSTM-CRF [KCC ‘19] 91.58%

(RoBERTa) LSTM-CRF [KSC ‘19] 94.79%

(RoBERTa) 기계독해 기반 개체명 인식 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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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결론

– Span 생성 모듈에서 후보 개체 표현에 대한 Span을 생성 한 후 span 타
입 결정 모듈에서 MRC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적절한 후보 개체의 타입
을 찾는 기계 독해 기반 개체명 인식 모델을 제안 후 적용하여 실험 결과
를 얻음

– 현재 기계 독해 기반 개체명 인식 모델은 추가적인 자질 없이 BERT 인코
딩 표상만을 활용. 추가적인 자질을 활용한 동일 자질 성능 비교 필요

• 향후 연구

– 기계 독해 프레임워크를 개체명 연결, 의미역 결정 등 다양한 자연어 처
리 태스크에 적용할 예정

KSC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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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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