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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등장과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하루에도 수 억 건의 게시물들이 작성되며, 소셜 빅데이터는 다양

한 방식으로 장소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다수의 플랫폼들은 장소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오태깅 된 게시

물의 수가 적어 게시물의 지리정보 및 장소정보가 제대로 활용되

지 못하고 있다. 이에 텍스트 데이터의 장소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장소정보를 탐지 및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어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개체명에 해당하는 고유명

사로 된 장소정보 추출에 대해 진행되었다. 또한, 개체명인식의 경

우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BIO태깅이 필요하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

어처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순환신경망과 최신 딥러닝

기술인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BIO태깅을 하지 않고, 기존

개체명인식으로는 탐지할 수 없었던 보통명사를 포함한 확장된 개

념의 장소정보를 탐지하고자 하였다. 학습모델은 텍스트 내 장소

정보 포함여부를 약 88%의 정확도로 분류하였고, AUC 0.945의 성

능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확장된 장소정보 탐지 기법은

학습데이터 셋 구축을 간소화 하였으며, 고유명사 뿐 아니라 보통

명사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의 장소정보 탐지가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또한, 본 방법을 통해 사전 또는 학습데이터에 없는 장소

정보를 텍스트 내에서 탐지할 수 있으므로,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신규 POI를 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딥러닝, 어텐션 메커니즘, 단어 임베딩, POI, 장소 정보, 자연어처리

학 번 : 2018-2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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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최근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과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하루에도

수 억 건의 게시물들이 작성되며, 이를 소셜 빅데이터라 한다. 소셜 빅데이터는 플랫

폼에 따라 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국내

외에서 이슈 탐지 및 예측분석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 활용성은 무궁무진하다(이충희

et al., 2013). 인간의 일상은 항상 장소를 수반하기 때문에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공유되는 대다수의 게시물은 장소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게시물은 장

소에 대한 자신의 감정 또는 평가가 될 수도 있고, 해당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 지리정보 또는 장소정보를 지도에 마킹하게 되면 공간분석 기법

들을 활용하여 그림 1-1과 같이 핫스팟식별이 가능하다(Zhu and Newsam, 2016).

소셜 미디어 플랫폼 수와 이용자 수는 인터넷 이용자 수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 등의 보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그림 1-2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터

넷 사용자 중 98% 이상이 SNS를 이용하고 있고, 일평균 2시간 22분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Bayindir, 2018).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장소정보를 입력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0.42% 미만의 트윗에만 실제 지오태깅이 되어 있었음

을 확인하였다(Cheng et al., 2010). 이에 본 연구를 위해 2018년 3월 한 달

동안 수집한 611,687건의 국내 트윗에도 하루 평균 0.22% 미만의 트윗에만 지

오태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오태깅된 게시물의 수가 적어 게시물 속

수많은 장소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블로그, SNS, 뉴스 등 텍

스트 데이터의 위치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텍스트 내 포함된 장소정보의 탐지는 필

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장 내에 장소정보 포함여부에 따른 문장을 분류하고,

이와 동시에 문장 내 포함하고 있는 장소정보를 탐지하고자 한다.

* 본 학위논문은 2019 대한공간정보학회지 27권 5호 ‘단어 임베딩과 어텐션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장소정보 탐지 기법’의 제목으로 출판된 논문을 확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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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전 세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 수

[그림 1-1] 지오태깅된 데이터를 이용한 Hotspot 분석(Zhu,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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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배경 및 동기

텍스트 내 장소정보의 활용도가 적어 텍스트에서 공간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는 연구

들이 진행되고 있다(민태홍 and 이재성, 2017). 우선, 텍스트에서 장소정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문장 내에 장소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다. 문장 분

류는 자연어처리 분야의 대표적인 분야로 다양한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법들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Kim, 2014),

RNN(Recurrent Neural Network)(Liu et al., 2016) 등 다양한 딥러닝 기법으로 문

장을 분류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또한 각 분류 모델의 성능향상을 위해

LSTM(Long Short-Term Memory)을 활용하기도 했고, 양방향(bi-directional)

LSTM을 사용하기도하였다. 문장 분류뿐 아니라문장 내포함하고있는 장소정보를 탐

지하는연구로사전 기반 탐지(임준엽 et al. 2015, 하현수 and 황병연, 2016), 규칙 기

반 탐지(Finkel and Manning 2009, 어승원 2016, 김도우 et al. 2017), 머신러닝을

활용한개체명인식(Freire et al. 2012, 남석현 et al. 2017, Lample et al. 2016) 등의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 중 최근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면서 ETRI(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도 언어처리

분야의 인공지능인 엑소브레인(Exobrain)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의 경우, 장소정보 중 고유명사만 탐지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개체명인식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BIO(Beginning-Inside-Outside)태깅이 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에 생긴 음식점

과 같이 미리 구축한 사전 또는 학습데이터에 없는 POI(point of interest)는 기존의

사전 기반 또는 규칙 기반 탐지 방법으로 탐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BIO태깅이 아닌, 보다 간단한 방식의 라벨링을 하고,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

해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 장소정보 포함여부에 따른 분류와 문장 내 고유명사 뿐 아니

라 보통명사까지도 포함한 확장된 범위의 장소정보를 탐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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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연구

1.2.1 장소정보의 특징

인간의 삶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의 연속이다. 이처럼 이동하게

되는 곳들을 장소라고 하고 지리적인 속성을 가지며, 한국어에서는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사용된다. 장소정보는 자세동사(posture verbs) 또는 이동동사

(locomotion verbs)에 의해 결정되거나 변동될 수 있으며, 이 둘을 움직임동사

(movement verbs)라 한다. 한국어에서는 장소표현 뒤에 “를”이 오거나 장소임

을 명확히 드러내는 후치사★가 올 수 있다. 이때, 후치사의 종류는 움직임동사

에 따라 다르다. 이처럼 한국어에서의 장소정보는 언어의 구조적 특징이 있다.

한국어 장소정보는 ‘영화관’, ‘도서관’처럼 특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보통명사

(common noun)와 ‘서울특별시’, ‘관악산’과 같이 지명 등의 고유명사(proper

noun)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시·군·구’, ‘읍·면·동’, ‘통·리·반’ 등과 같은 행정

구역 명으로 지리적 범위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이처럼 텍스트 내에서 장소정보가 가지는 언어의 구조적 특징과 기능, 그리고

지리적 범위 등을 기준으로 탐지 및 추출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표1-1). 이는 크게 사전에 지명사전(gazetteer)을 구축하여 매칭하는 방식인

사전 기반 방식, 언어적 특징 등을 활용한 규칙 기반 방식, 그리고 개체명인식

기를 학습시켜 활용하는 머신러닝 기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후치사: 체언 따위의 실질 형태소를 포함하는 단어의 뒤에 놓여, 그 단어가
다른 단어와 맺는 관계를 표시하여 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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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구주제

연구내용

사전

기반

규칙

기반

머신러닝

기반

Finkel

(2009)

Nested named entity recog-

nition
● ●

Ek

(2011)

Named Entity Recognition

for Short Text Messages ● ●

Lieberman

(2012)

Adaptive Context Features for

Toponym Resolution in

Streaming News

● ●

임준엽

(2015)

트윗 텍스트의 유사 키워드

추출을 통한 이벤트 지역 탐

지 기법

●

하현수

(2016)

트위터를 활용한 실시간 이벤

트 탐지에서의 재난 키워드

필터링과 지명 검출 기법

●

어승원

(2016)

지리정보탐색 기법을 활용한

트위터데이터의 위치정보 분

석 연구

● ●

김도우

(2017)

비정형 빅데이터 재난안전 정

보패턴 분석
● ●

남석현

(2017)

한국어 특질을 고려한 단어

벡터의 Bi-LSTM 기반 개체

명 모델 적용

●

민태홍

(2017)

Bidirectional LSTM-CRF 앙

상블을 이용한 공간 개체 추출
●

Middleton

(2018)

Location Extraction from

Social Media: Geoparsing,

Location Disambiguation and

Geotagging

● ● ●

[표 1-1] 장소정보 탐지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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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사전 기반 장소정보 탐지

자연어 처리 분야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 즉 자연어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방법은 문자열

매칭 알고리즘으로, 미리 구축해 놓은 지명사전의 정보들과 매칭하여 정보를 탐

지 및 추출하는 방법이다. 임준엽 et al.(2015)과 하현수 and 황병연(2016)에서

는 모두 기 구축된 장소정보 사전과의 문자열 매칭을 통해 지리적 정보 또는

장소정보를 추출하였다. 김도우 et al.(2017)는 비정형 빅데이터인 텍스트 데이

터에서 재난 발생 장소 및 피해 장소를 추출하기 위해 온톨로지(ontology)기반

재난정보 인식을 통해 재난 발생 장소를 추정하였다. 행정안전부 주소 안내시스

템을 활용한 행정구역과 산·바다 등을 고려한 지리적 텍소노미(taxonomy)를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시·군·구 등의 행정구역은 구축한 온톨로지 체계를 이용

하여 문자열 매칭 방식으로 탐지하였다. 이를 지명사전을 기반으로 한 개체명

매칭(named entity matching)이라 한다.

[그림 1-3] 재난장소 텍소노미 구성도(김도우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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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규칙 기반 장소정보 탐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구조적 특징과 기능에 따라 일정한 규칙이 있다. 이

에 이동동사와 자세동사와 같은 움직임동사와 후치사가 장소정보의 위치를 알

려주는 역할을 한다. 언어적 특징에 주목하여 정규표현식을 사용하여 장소정보

를 탐지할 수도 있고(Ek et al., 2011), 김도우 et al.(2017)은 “도서관에서”,

“사거리에서” 등의 장소정보가 부사격 조사와 결합된 구조라는 점에 착안하여

탐지하였다. 이와 같이 장소정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특징 몇 가지를 표 1-2

와 같이 정리하였다.

(장소정보)에서

+ 움직임 동사

(장소정보)로

(장소정보)까지

(장소정보)에

⦙

[표 1-2] 장소를 나타내는 언어적 특징(예시)

어승원(2016)은 트위터데이터에서 자연어처리과정으로 특수문자와 불용어 처리

를 하고, 형태소 분석을 통해 명사만 추출하였다. 추출된 명사와 사전에 구축한

공간정보 사전 간 최소 편집거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장소정보를 탐지하였다.

[그림 1-4] 최소 편집거리 알고리즘 적용 예시(어승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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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편집거리 알고리즘은 리벤슈타인 거리(Levenshtein distance)로 단어 또

는 문자열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한 단어에서 글자

(character)를 추가, 교체, 제거하여 다른 단어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편집 횟

수를 의미하며 편집거리가 작을수록 유사도가 높다.

1.2.4 머신러닝 기반 장소정보 탐지

개체명인식은 텍스트 내 어떤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보고 그 단어가 어떤

개체(entity)인지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 장소, 조직 등을 인

식하며, 표 1-3과 같다.

엘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 프리미엄 전기차인 테슬라 설립자이다.

개체명 개체(Entity)

엘론 머스크 사람(Person)

남아프리카 공화국 장소(Location)

테슬라 기관(Organization)

[표 1-3] 개체명인식 예시

개체명 범주 카테고리는 연구에 따라 다르며,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개체명도 존재한다. 표 1-3에서 ‘엘론’ 또는 ‘머스크’ 모두 ‘엘론 머스크’의 이름

이지만, 두 개체명이 합쳐질 때 온전한 이름이 된다. 한국은행, 서울대학교와 같

은 한국어와는 구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Bank of China, University of

Washington 등을 nested entity라 한다. ‘University of Washington’,과

‘Bank of China’ 모두 기관명이지만, 장소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소정보로 볼

수 있다. 한국어는 독립적 의미를 갖던 ‘한국’과 ‘은행’이 ‘한국은행’, ‘서울’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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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서울대학교’로 합쳐져 한 단어인 복합명사를 만들게 된다. 하지만 영어

의 경우 가장 안쪽의(innermost) 개체를 기준으로 가장 바깥의(outermost) 개

체까지 다른 개체 범주에 있는 개체명이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이루어 새로운

하나의 개체가 되며 이를 인식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다(Finkel and Manning,

2009).

개체명인식기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딥러닝(deep learning)을 통

한 모델의 학습을 통해 만들어진다. Ek et al.(2011)은 McDonald’s 등의 사람

이름을 딴 음식점 등은 정규표현식과 규칙기반으로 장소정보를 추출하는데 한

계가 있어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하여 개체명인식기를 만들었다. Lieberman

and Samet(2012)은 표 1-4와 같은 유형들에 해당하는 장소정보를 먼저 찾아

낸 뒤, 학습된 개체명인식기를 통해 규칙기반 방식으로 탐지하지 못한 장소정보

를 탐지하였다.

규칙유형 예시

장소명과 축약어 “Maryland”, “Md”

회사명 “Apple”, “Toyota”

사람이름 “Chad”, “Victoria”

개체를 나타내는 단서 “X County”, “Mr. X”, “X Inc”

재배열을 통한 단서 “X Lake”, “Lake X”

[표 1-4] 규칙기반 개체명 유형

대표적인 개체명 인식기는 기존 양방향 LSTM 모델 위에 CRF(Conditional

Random Field)라는 새로운 층을 추가하여 개체명 레이블 간 의존성을 고려한

다. 개체명인식기를 학습시키기 위해 필요한 학습데이터는 레이블이 필요하며,

개체명 레이블은 BIO(Beginning-Inside-Outside) 방식으로 표현되며 그림

1-5와 같다. 이때, CRF층은 문장의 I 앞에 O가 오지 않고, B 뒤에 오는 I 는

같은 개체명이며, 문장의 시작에 I가 올 수 없다는 서로 간의 의존성을 학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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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남석현 et al.(2017)과 민태홍 and 이재성(2017)은 Bi-LSTM-CRF

기반의 개체명인식를 통해 장소명을 탐지하였다.

Middleton et al.(2018)은 OSM(Open Street Map)★ 데이터베이스와

GeoNames★★, Foursquare, Flickr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칭, 언어모델 훈련 등

을 통해 장소정보를 탐지하였다.

1.2.5 기존 연구의 한계점

기존 사전 기반 매칭 연구의 경우, 사전에 찾고자 하는 장소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문자열 매칭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구축 및 갱

신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 규칙 기반의 탐지 방법의 경우, 축약어와 언어의 구

조적 파괴 등이 포함된 비정형의 텍스트데이터에서 장소정보를 탐지하는데 한

계가 있다. 최소 편집 거리 알고리즘은 특정 명사 단어를 사전에 있는 장소정보

로 매칭시킬 수 있지만, 오타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잘못된 장소정보가 탐지될

수 있다. 개체명 인식의 경우에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고유명사인 장소정보를 탐지하는 데는 좋은 성과를 보이나, 보통 명사는 탐지되

지 않는 한계가 뚜렷하다. 또한, 개체명 인식의 경우, 학습데이터를 구축할 때,

BIO태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 소모가 비교적 크다는 한계가 있다.

★ https://www.openstreetmap.org
★★ http://www.geonames.org

[그림 1-5] BIO태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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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목적 및 문제 정의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위치정보 또는 장소정보 추가 기능을 제공하

고 있다. 그림 1-6은 트위터 게시물로 사용자가 위치추가 기능을 사용한 예시

이다. 하지만, 트위터의 경우 위치추가 기능을 시·군·구까지만 제공하는 한계가

있다.

[그림 1-6] 트윗 위치추가 기능

그림 1-7은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사용자가 위치추가 기능과 게시물 내용에

장소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이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시·군·구 등의 행정구

역 외에도 POI와 사용자가 임의로 만든 장소정보까지 태깅할 수 있는 서비스

를 제공한다. 또한 본문 내용에도 장소장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처럼,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에는 장소정보

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서울대학교’와 같은 기관명의 장소정보가 될 수도 있

고, ‘서울특별시’와 같은 행정구역명의 장소정보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고유명사

가 아닌 ‘학교’, ‘도서관’, ‘영화관’ 등의 보통명사도 장소정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고유명사로서의 장소정보와 보통명사의 장소정보를 확장된

장소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텍스트에서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유명사로

서의 장소정보는 기존 개체명인식으로도 가능하였지만, 보통명사와 새로운 P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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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는 장소정보 사전 데이터베이스 구축 없이 문장의 문맥을 통해 탐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 째, 기존 매칭 방식

으로 탐지할 수 없었던, 사전에 부재하는 장소정보에 대해서도 탐지할 수가 있

다. 둘 째, 기존 고유명사만 추출할 수 있었던 개체명인식기에 비해, 고유명사

뿐 아니라 보통명사까지도 탐지가 가능하다. 셋 째, 기존 개체명인식은 학습데

이터를 구축할 때, BIO 태깅이 필요하여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는데, 이

과정을 간소화하여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소셜 빅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 지리정보 또는 장소정보를 탐지하여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림 1-7] 인스타그램 위치추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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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약어 정리

어텐션 기반 장소정보 탐지 기법에 대한 설명에 앞서 본 논문에 사용된 용어

(terminology)들의 약어를 정리하였다. 약어는 표 1-5와 같다.

약어 영문 원어 한글명칭

AF Artifact 인공물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AUC Area Under the Curve -

BIO Beginning-Inside-Oustside -

CBOW Continuous Bag of Words -

CRF Conditional Random Field 조건부 무작위장

DB Database 데이터베이스

LC Location 장소

LSTM Long Short-term Memory -

OG Organization 기관

OOV Out of Vocabulary 미등록단어

POI Point of Interest 관심지점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순환 신경망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수신자 조작 특성

SNS Social Network Service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표 1-5] 약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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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제안하는 방법

본 연구는 Lin et al.(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텍스트 내 장소정보 포함유무
에 대한 이진 분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LSTM 기반의 시퀀스

인코더와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문장 내 장소정보 포함유무에 대해 문장

을 분류하면서 문장 내 장소정보까지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STM 기반

의 시퀀스 인코더의 경우에는 입력 문장의 모든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입력받고

문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양방향 LSTM을 사용하였으며, 입력 문장 내 장소정

보를 탐지하기 위해 셀프 어텐션 기법을 활용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적인

연구흐름도는 그림 2-1와 같다.

[그림 2-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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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네이버 뉴스데이터를 문장 단위로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 셋

으로 사용하였다. 데이터 셋에 대해 기본적으로 장소정보가 될 수 없는 특수문

자 등을 제거하기 위해 전처리과정에서 불용어처리를 하였다. 한글과 숫자, 영

어 대소문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거하였다. 토크나이징(tokenizing)은 문장을

일정 단위로 자르는 것을 말하며, 어절 단위, 형태소 단위 등 연구목적에 맞게

토크나이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소 분석기의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어절 단위(띄어쓰기 단위)로 토크나이징 하였다. 문장 내 토큰

(token)들은 Fasttext 기반 사전 학습된 벡터들을 통해 300차원의 벡터로 바뀌

며 딥러닝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각 어절 단위의 벡터들은 양방향 LSTM

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며 순방향과 역방향의 LSTM의 출력이 결합

(concatenate)되어 어텐션 레이어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모델은 최종적으로 문

장 내 장소정보 포함유무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학습되며, 이 과정에서 학습된 어

텐션 값(attention value)을 바탕으로 장소정보를 탐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각 과정에 사용된 이론적 배경은 2.1절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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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어텐션 기반 장소정보 탐지 모델

본 연구는 어텐션을 기반으로 하는 양방향 LSTM 모델을 통해 확장된 개념의 장

소정보를 탐지하고자 한다. 어텐션은 어텐션 메커니즘(attention mechanism)으로

입력(input)과 출력(output)이 있을 때, 시퀀스가 길어지면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모델이 정답 출력을 예측할 때, 입력 중 중요한 부분에 집중(attention)

하여 학습하는 방식이다. 즉, 문장 내 장소정보 포함유무를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시

킬 때, 장소정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어떤 입력에 집중하여 결과 값을 출력했는지

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한 모델의 입력과 자세한 원리는 뒤에서 설명한다.

2.1.1 Fasttext 기반 단어 임베딩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이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인 자연어를 단어

단위로 쪼개어 이를 연산 가능한 벡터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텍스트 데이터를

기계학습 및 딥러닝 알고리즘에 입력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초기에는 N개의

단어를 N차원의 벡터로 표현하는 희소(sparse)한 벡터로 표현한 원-핫 인코딩

(one-hot encoding)을 사용하였다. 즉, 표 2-1과 같이 하나만 1, 나머지는 0값

을 갖는 벡터가 된다. 하지만, 단어들을 원-핫 인코딩으로 표현하게 되면 단어 간

Index Word One-hot encoded vector

1 남자 [ 1, 0, 0, 0, 0 ]

2 여자 [ 0, 1, 0, 0, 0 ]

3 사람 [ 0, 0, 1, 0, 0 ]

4 동물 [ 0, 0, 0, 1, 0 ]

5 인간 [ 0, 0, 0, 0, 1 ]

[표 2-1] 원-핫 인코딩 벡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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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이 있음에도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 나타나게 되며 단어 간 의미있는 연

산이 불가능 하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표 2-1의 “남자” 단어벡터와 “여

자” 단어벡터를 내적하면 0이 나오며 다른 단어벡터 간 연산과 같아진다. 이를

해결하고자 밀집(dense)한 단어 임베딩 모델인 워드투벡터(word2vec) 모델이

등장하였고(Mikolov et al., 2013), 단어 간 유사성 파악 및 연산이 가능하게 되

었다. 워드투벡터 모델은 주변 단어들을 가지고 중간 단어를 예측하는

CBOW(Continuous Bag of Words)와 중간 단어로 주변 단어들을 예측하는

Skip-gram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그림 2-2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단어 임베

딩을 위해 구축한 코퍼스(corpus)를 가지고 학습시킨 워드투벡터 모델은 각 단

어에 해당하는 벡터가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단어 간 유사성을 단어 벡

터 간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등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사전에 등록

되어 있지 않은 단어에 대해서는 벡터화할 수 없는 미등록 단어(out of

vocabulary, OOV)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2-2] CBOW(좌)와 Skip-gram(우) 모델 아키텍처(Mikolov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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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대, 울대학, 대학교, 학교>, <서울대학교>

[그림 2-3] 문자 단위 n-gram(n=3) 예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내 장소정보를 나타내는 단어를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POI가 있더라도 탐지해야 하므로 미등록 단어 문제가 없

는 임베딩 기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Facebook)에서 제

공하는 사전 학습된 Fasttext 한국어 모델을 활용하였고, 이는 subword들로

학습한 모델로 형태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없는 단어에도 벡터를 부여한

다(Bojanowski et al., 2017). Fasttext는 각 단어를 문자 단위 n-gram으로

표현한다. n-gram은 컴퓨터 언어학 분야에서 n개의 연속적인 시퀀스로 문자

단위, 단어 단위 등이 될 수 있다. “서울대학교”를 예시로 문자 단위

n-gram(n=3)은 그림 2-3와 같으며 ‘<’ 과 ‘>’는 시작과 끝에 사용되는 특수

경계(special boundary) 문자이다.

Fasttext 모델에서는 ‘서울대학교’라는 단어가 n-gram에 해당하는 벡터의 합

서울대학교(식 2-1)로 표현된다.

서울대학교  서울 서울대 울대학 대학교 학교  (2-1)

  
∈

 (2-2)

이때, 는 구하고자 하는 단어 에 속한 문자 단위의 n-gram 집합이다.

Fasttext 모델은 네거티브 샘플링(negative sampling) 기법을 사용하며, 이는

타깃 단어와 연관성이 없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단어를 말뭉치에서 랜덤하게 뽑

는 것을 말한다. Fasttext 모델이 1개의 포지티브 샘플과 k개의 네거티브 샘플

을 학습할 때, 최대화해야 하는 로그우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식 2-3).

ℒ  log 
 



log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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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로그우도 함수식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대화하고자 하는 포지티브 샘플(식

2-4)과 네거티브 샘플(식 2-5)은 다음과 같다.

 exp




exp
∈


⊤


(2-4)

     exp

exp


exp
∈


⊤

exp
∈


⊤

(2-5)

포지티브 샘플(positive sample)은 문맥(context)단어 c가 타깃단어 w주변에

있을 확률로, 이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는 곧

n-gram 벡터 들과 문맥단어 벡터 의 내적이 최대가 되어야 한다. 단어 벡

터간 내적은 코사인 유사도와 비례하며, 내적이 최대가 돼야한다는 뜻은 유사도

를 높이고 벡터 공간상 가깝게 위치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네거티

브 샘플(negative sample) 확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분자를 최대화시켜야

하므로, 포지티브 샘플과는 반대로 n-gram 벡터 들과 문맥단어 벡터 의 내

적이 최소가 되어야 한다. 이는 단어 벡터 간 유사도를 낮추고 벡터 공간상 멀

게 위치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이기창, 2019). 즉, 모델이 입력 단어쌍(w,c)가

포지티브 샘플인 경우에는 포지티브 샘플로, 네거티브 샘플인 경우에는 네거티

브 샘플로 맞추는 방향으로 학습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학습시켜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사

전 학습된 단어 벡터를 임베딩 층(embedding layer)에서 활용하여 사전에 등

록되지 않은 단어까지도 벡터화하여 모델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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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양방향 LSTM 기반 시퀀스 인코더

순환 신경망은 텍스트(김정미 and 이주홍, 2017), 음성(이강 et al., 2017),

주가(Selvin et al., 2017) 등 순차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대표적으로 사용되

는 인공 신경망 모델이다. 입력과 출력은 그림 2-3와 같이 일대일(one to one)

관계부터 일대다(one to many), 다대일(many to one), 다대다(many to

many) 까지 유연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NN의 경우 일반적인

인공신경망과 같이 역전파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데, 순차적인 또는 시간의 흐름

에 따른 작업이기 때문에 기울기(gradient)를 현재 스텝뿐만 아니라 이전 스텝들

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Back-propagation through time(BPTT) 하지

만, RNN은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지면, 멀리 떨어진 스텝에 gradient가 전달되

지 못하고 학습이 되지 않는 장기 의존성 문제(Long-term dependencies)와

시간에 따라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입력받은 정보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감

소하다 사라지는 기울기 손실(vanishing gradient) 문제가 발생한다(Bengio

et al., 1994).

[그림 2-4] RNN과 입출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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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성화 함수를 하이퍼볼릭탄젠트(tanh) 또는 시그모이드

(sigmoid) 대신 기울기의 최대치가 1로 정해져있지 않은 ReLU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RNN의 변형 구조인 LSTM이 제안되었고, 기

울기 손실 문제와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여 효과적으로 긴 시퀀스를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Hochreiter and Schmidhuber, 1997).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 데이터인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기울기 손실

문제와 장기 의존성 문제를 극복한 LSTM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앞에서 뒤(순

방향)와 뒤에서 앞(역방향)을 모두 고려하는 양방향 LSTM(그림 2-4)을 사용

함으로써 텍스트의 문맥을 파악하였다.

[그림 2-5] 양방향 LSTM 구조

LSTM은 RNN과 유사하게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지만, hidden state에 cell

state가 추가되고, write gate , read gate , forget gate 에 의해 제어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림 2-5를 보면, 우선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거나 불

필요한 정보를 지운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  중 어떤 것을 cell state 에 저

장할지를 정한다. 이후 output hidden state 를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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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      (2-7)

  tanh∙      (2-8)

  ⊙    ⊙
 (2-9)

   ∙         (2-10)

  ⊙tanh  (2-11)

[그림 2-6] LSTM 내부 구조

이때 ⊙는 요소별 곱셈(element-wise product)를 의미한다. forget gate는 불

필요한 정보를 잊는 게이트이며, write gate는 새로운 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기억하는 게이트이다. 시그모이드와 하이퍼볼릭탄젠트 활성함수를 통과하면서

출력 값의 정도로 기억하는 방식이다. 이를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 역할을 하는

cell state에 담아 시퀀스가 길어지더라도 기울기가 잘 전파되어 기울기 손실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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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어텐션 기반 장소정보 이진 분류기

어텐션은 최신 딥러닝 기법 중 하나로,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양방향 LSTM

모델과 함께 사용되어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어텐션은 각 시퀀스 또는 타

임스텝(time-step)에 있는 입력 중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어디에 더 집중할 것

인지를 나타내는 기법으로 기계번역에서 특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Vaswani et al., 2017). Lin et al.(2017)은 셀프-어텐션(Self-attention)을 활

용하여 크라우드 소싱 리뷰 플랫폼인 Yelp 데이터를 가지고 긍부정 단어를 탐

지하였다(그림 2-6, 2-7). 이 연구에서는 리뷰 텍스트 데이터를 긍정과 부정으

로 이진분류하는 어텐션이 추가된 딥러닝 기반의 분류모델을 학습시켰다. 학습

된 모델이 특정 문장을 분류할 때, 어떤 단어에 집중 또는 주목하여 결과를 도

출했는지 나타내고 있다. 위 연구에서는 100차원의 워드투벡터 단어 임베딩 모

델을 사용하였다. 영어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단어가 구분되며 긍부정 단어의

경우에는 표현의 한계가 있으므로 미등록단어 문제 걱정이 덜하다는 점이 있다.

텍스트 데이터 외에도 이미지에 시각적 어텐션을 적용하여 모델이 이미지 내

어디에 집중할지를 정해 이미지 캡션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Xu et al., 2016).

[그림 2-7] Yelp 데이터 부정 리뷰와 부정단어 탐지(Lin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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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Yelp 데이터 긍정 리뷰와 긍정단어 탐지(Lin et al., 2017)

본 연구는 텍스트 내 특정 단어 또는 표현에 집중을 한다는 점에서 Lin et

al.(2017)의 연구와 유사하지만, 긍부정 단어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표현의 한계

가 있지만 POI와 같은 장소정보의 경우에는 각 장소가 고유하기 때문에 그 수

는 무궁무진하다는 차별성이 있다. Lin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단어임베딩

을 위해 워드투벡터 모델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워드투벡터 모델

을 활용하면 사전에 포함되지 않은 장소정보 단어를 벡터화 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미등록단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asttext 모델을 활용하였다.

텍스트 내 장소정보를 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순환 신경망 모델은 다대일 구

조로 장소정보 포함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이다. 만일 장소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일 경우, 어떤 입력 시퀀스 또는 타임스텝에 조금 더 주목하여 결과를 예측

하는 알고리즘이 어텐션 메커니즘(attention mechanism)의 원리이다.

즉, 모델이 결과를 예측할 때 문장 내 각 단어들에 얼마만큼 더 집중(attention)

했는지를 수치적으로 리턴해주는 알고리즘이다. 양방향 LSTM에서 순방향 은

닉상태(hidden state)와 역방향 은닉상태를 결합(concatenate) 시킨 은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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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라 할 때 어텐션값(attention value) 또는 어텐션 가중치(attention

weight)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식 2-12, 식 2-13).

    ⋯   (2-12)

 tanh
  (2-13)

여기서 각 입력 시퀀스에 대해 집중한 정도는 어텐션 값으로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학습시키고자 하는 모델은 이진 분류 모

델이므로, 이진 분류 모델의 대표적인 손실함수(loss function)인 binary

cross-entropy를 사용하였다(식 2-14).

  



 



∙log∙log (2-14)

크로스 엔트로피(cross-entropy) 함수는 두 확률분포 p, q의 차이를 계산할 때

사용되며, 정답 데이터의 분포와 모델의 예측 결과에 대한 분포의 차이가 최소

가 되도록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때 p는 true probability로 정답 라벨에 대한

분포를, q는 학습시킨 모델의 추정값(분류 결과)에 대한 분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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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결과 및 분석

3.1 데이터 셋

본 연구는 장소정보 탐지를 위한 실험 데이터로 네이버 뉴스데이터를 사용하

였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이며, 오픈서베이가 10대~50대 남녀 620명

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셜미디어와 검색 포털에 관한 리포트 2019’에 따르면 타

사이트에 비해 특정 집단이나 연령대에서 선호되는 경향이 적고 가장 많은 사

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뉴스데이터의 경우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를 제공해

주며, 구어체와 비문이 적고 육하원칙을 지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소셜

미디어 데이터와는 달리 언어의 구조가 파괴되지 않는다. 데이터 셋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수집한 네이버 뉴스 기사를 사용하였으며, 한국전자통

신연구원(ETRI)에서 작성한 개체명 가이드라인(이충희 et al., 2015)을 참고하

여 15개의 대분류와 146개의 세부 개체유형 중 장소정보로 고려할 3개의 대분

류와 25개의 세부 개체유형을 선정하여 장소정보 포함여부를 각 문장에 대해

라벨링 하였다. 개체명 가이드라인 중 장소정보를 포함하는 문장으로 라벨링 하

는 기준 카테고리는 표 3-1과 같다. LC(location) 카테고리의 경우 지역, 장소,

지리명칭을 모두 포함한다. OG(organization) 카테고리는 기관과 단체명을 포

함하고, AF(artifact) 카테고리는 인공물을 나타낸다. 표 3-1을 기준으로 장소

정보를 포함한 문장 50,000개와 포함하지 않은 문장 50,000개를 데이터 셋으로

준비하고 불용어 제거 처리를 하였다. 데이터 셋을 7:3 비율로 학습 데이터 셋

과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나누고, 분류 모델의 과적합(over-fitting)을 방지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 셋의 30%를 검증 데이터 셋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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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ocation) OG(Organization) AF(Artifact)

LCP_COUNTRY OGG_ECONOMY AF_CULTURAL_ASSET

LCP_PROVINCE OGG_EDUCATION AF_BUILDING

LCP_COUNTY OGG_MILITARY AF_ROAD

LCP_CAPITALCITY OGG_MEDIA

LCG_CONTINENT OGG_SPORTS

LCP_CITY OGG_ART

LC_OTHERS OGG_MEDICINE

OGG_RELIGION

OGG_SCIENCE

OGG_LIBRARY

OGG_LAW

OGG_POLITICS

OGG_FOOD

OGG_HOTEL

OG_OTHERS

[표 3-1] 연구에 사용된 개체명 카테고리(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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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평가 방법

문장 내 장소정보 포함여부 분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표 3-2의

confusion matrix를 참고하여 테스트 셋 분류결과에 대해 정확도(accuracy)와

F1-score를 구하여 모델을 평가하였다. F1-score는 표 3-2의 confusion matrix를

통해 산출되는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의 조화평균이다. 정밀도와 재현율

은 서로 trade-off 관계이기 때문에 연구목적에 따라 지표를 선정한다. 이때

F1-score가 크다는 뜻은 이 둘의 조화평균 값이 큰 것으로 두 지표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또한, 해당 모델의 ROC curve(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아래 면적인 AUC(Area Under the Curve) 값

으로 모델의 분류성능을 평가하였다. 이때 AUC 면적의 값이 클수록 분류성능이 좋

고, 표준오차가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radley 1997, Swets 1988).

Actual class

Positive Negative

Predicted
Class

Positive True Positive(TP) False Positive(FP)

Negative False Negative(FN) True Negative(TN)

[표 3-2] Confusion Matrix

 


(3-1)

 


(3-2)

 


(3-3)

  ∙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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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문장 내 탐지하는 장소정보 탐지에 대한 정확도 평가는 모든

테스트 데이터 셋에 대해 정답 라벨링을 해야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3.4절의 실험 결과 분석에서 여러 예시 문장에 대한 정성적 평가로 대체하였다.

정성적 평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개체명인식기 API를 활용해서

추출한 장소정보와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탐지한 장소정보를 비교하였으며, 학

습 데이터와 구분된 테스트 데이터 셋 외에도 다양한 문장을 대상으로 비교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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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모델의 구성 및 학습

모델의 전체적인 구성은 그림 3-1과 같다. 입력 층의 토크나이징 된 입력 토

큰들은 임베딩 층에서 사전 학습된 단어벡터로 이루어진 임베딩 행렬에 의해

300차원의 단어 벡터로 변환되고, 양방향 LSTM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된다. 양

방향 LSTM의 결과로 나온 순방향과 역방향 LSTM의 은닉상태들은 결합되어

문맥정보를 담고 있으며 출력 층의 라벨에 따라 어텐션 값와 가중치들이 학습된

다. 즉, 장소정보 포함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어텐션 값이 학습되며, 이는 모델이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어떤 입력 시퀀스 또는 토큰에 집중했는지를 나타낸다. 따

라서, 모델이 장소정보 포함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면, 문장 내 장소

정보까지 탐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1] 모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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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네이버 뉴스 데이터 셋은 기사 본문만 문장 단위로 사용

하였다. 라벨링된 문장 단위의 텍스트 데이터는 한글, 숫자, 영어 알파벳을 제외

한 모든 문자를 불용어 처리되고 띄어쓰기 단위인 어절 단위로 토크나이징 하

였다. 토크나이저는 케라스(Keras)에서 텍스트 전처리 도구로 제공하는 토크나

이저를 사용하였다. 전처리를 거친 어절 단위의 토큰을 페이스북에서 Fasttext

를 적용하여 제공하는 사전 학습된 단어 벡터를 사용하여 임베딩 하였다. 단어

벡터는 CBOW 방식으로, 임베딩 차원은 300차원, character n-gram은 5,

window 크기는 5로 학습되었으며, 말뭉치의 크기는 879,129이다.

학습시킬 모델에 들어갈 데이터 셋의 각 문장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동

일한 길이로 만들기 위해 제로 패딩(zero padding)을 사용하였으며, 장소정보

는 문장 내 앞 부분, 가운데 부분, 또는 마지막 부분에 모두 위치할 수 있기 때

문에 표 3-3의 post 방식의 padding을 사용하였다. 데이터 셋의 각 문장들의

토큰의 수의 최댓값, 즉 입력 최대 길이인 29만큼 입력 시퀀스의 길이를 확보

한 후 post padding을 하였다.

단어 인덱스 0 : Padding, 1 : ‘나는’, 2 : ‘밥을’, 3 : ‘먹는다’, 4 : ‘.’, …

예시 원문
나는 밥을 먹는다.

[1, 2, 3, 4]

Pre-padding적용
0 0 0 0 0 0 0 0 0 0 0 0 1 2 3 4

[0, 0, 0, 0, 0, 0, 0, 0, 0, 0, 0, 0, 1, 2, 3, 4]

Post-padding적용
1 2 3 4 0 0 0 0 0 0 0 0 0 0 0 0

[1, 2, 3, 4, 0, 0, 0, 0, 0, 0, 0, 0, 0, 0, 0, 0]

[표 3-3] 패딩 방식에 따른 단어 임베딩 벡터(입력 최대 길이 N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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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모델의 학습률(learning rate)은 0.001로 설정하였고, LSTM 모델의

num_hidden_state = 128, batch size = 1024, dropout = 0.5를 사용하였다.

학습을 위한 optimizer는 Adam optimizer를 사용하였으며, 이진 분류를 위한

손실함수는 binary cross entropy를 사용하였다. 또한, 학습 도중 모델의 과적

합 방지를 위해 early stopping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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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실험 결과 분석

수집한 네이버 뉴스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한 모델의 장소정보 포함여부 유무

분류결과를 표 3-4와 표 3-5로 정리하였다.

Actual class

Positive Negative

Predicted
Class

Positive 13,235 1,821

Negative 1,705 13,235

[표 3-5] 테스트 셋 분류 결과 (임계값=0.5)

학습한 모델로 테스트 데이터 셋을 분류할 때, 모델이 해당 문장에 장소정보 포

함여부를 확률로써 알려주는데, 이때 판단의 기준(decision criteria)인 임계 값

(threshold) 변화에 따른 정확도와 F1-score 값을 확인하였다(표 3-4). 그 결

과, 임계 값이 0.5일 때 F1-score가 0.8825로 가장 높았으며, 이때 테스트 셋에

대한 학습 모델의 분류 정확도는 약 88%로 나타났으며, 분류 결과는 표 3-5와

같다. 정확도 88%는 입력 문장이 장소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류 정확도이며, 정확한 장소정보를 탐지한 탐지정확도는 표 3-9에서 소개한다.

Classification
threshold Accuracy F1-score

0.5 0.8825 0.8825

0.6 0.8827 0.8799

0.7 0.8809 0.8753

0.8 0.8715 0.8608

0.9 0.8368 0.8110

[표 3-4] 임계값에 따른 분류 정확도와 F1-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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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모델의 ROC 커브는 그림 3-2와 같고, 0.945의 Area Under the

Curve(AUC) 값을 갖는다. 임계값이 0.5일 때, F1-score가 0.8825라는 것은 모

델이 입력 문장에 대해 장소정보 포함여부를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confusion matrix를 통해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평균으로 어느하나가 낮지 않

고 0.8825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때의 정밀도는 0.879, 재현율은

0.886이다.

정성적 평가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개체명인식 API를 활

용하여 제안하는 방법과 추출한 장소정보를 비교하면 표 3-6과 같이, 엑소브레

인 개체명인식기는 고유명사만 추출하는데 비해 제안한 기법으로는 ‘도서관’ 등

보통명사도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 모델의 ROC 커브와 AUC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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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개체명인식기 학습 모델

LC OG AF 탐지결과 분류결과

김동연 오른쪽 경제부총

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용진 왼쪽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8일 스타필드

하남에서 중소기업 부스

를 함께 둘러보고 있다.

‘스타필드

하남’

‘기획재정부’,

‘정용진왼’,

‘신세계그룹’

‘기획재정부’,

‘신세계그룹’,

‘스타필드’

1

아이들은 방과 후 갈 도

서관을 찾지 못하고 있다.
- - - ‘도서관’ 1

이 연구는 극히 적은 환

자에 대해서 이루어졌으

며 일반적인 임상연구에

필수인 위약군도 포함되

지 않았다.

- - - - 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

면서 전셋값을 부추길 가

능성도 나온다.

- ‘한국은행’ - ‘한국은행’ 1

오는 30일 대전 유성구

KAIST 본원 대강당에서

는 인공위성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대전’,

‘유성구’

‘KAIST‘,

’인공위성

연구소‘

‘본원’

‘대전’,

‘유성구’,

‘본원’,

‘대강당’,

‘인공위성연

구소’

1

모든 차량 운전자는 배출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단

속에 따라야 하고, 만약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정비 및 점검 개선

명령을 받게 된다.

- - - - 0

[표 3-6] 개체명인식기와 제안하는 방법과의 장소정보 탐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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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개체명인식기 학습 모델

LC OG AF 탐지결과 분류결과

권현철 삼성서울병원 심

장뇌혈관병원장(순환기

내과 교수)은 스트레칭을

통해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를 관리한다.

-

‘삼성서울병

원’,

‘순환기내과’

-
‘삼성서울

병원’
1

특히 초로기 치매의 경우

젊은 나이에 치매에 걸렸

다는 생각에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퇴행성 뇌 변

화가 빠르게 올 수 있어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

요하다.

- - - - 0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

테이트 세운 아파트를 홍

보하는 대행사가 지난 14

일 건설사 출입 기자들에

게 배포한 보도자료 일부

다.

-

‘현대엔지니

어링’,

‘힐스테이트’

-

‘힐스테이

트’, ‘세운’,

‘아파트’

1

신규 POI를 포함하는 텍스트데이터

새로 생긴 바보C참숯불

닭갈비에서 점심특선 이

벤트를 하는데 아직 못먹

어 봤다.

-
‘바보C참숯

불닭갈비’
-

‘바보C참숯

불닭갈비’
1

달동 굿모닝 병원 바로

맞은편에 단독건물로 크

게 신규 오픈한 울산 남

구 맛집 라이짜에서 즐긴

중국 요리

‘달동’,

‘울산’,

‘남구’,

‘중국’

‘굿모닝

병원’,
-

‘달동’,

‘굿모닝’,

‘병원’,

‘단독건물’,

‘울산’,

‘남구’,

‘라이짜’

1

[표 3-6] 개체명인식기와 제안하는 방법과의 장소정보 탐지 비교(계속)



- 37 -

테스트 셋에서 장소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으로 분류된 결과와 포함하지 않

은 것으로 분류된 결과에 대해 어텐션 값에 따른 명도를 시각화하여 장소정보

를 탐지하였다(표 3-7, 표 3-8). 시각화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임의의 테스트

데이터 중 랜덤하게 추출한 5개의 텍스트에 적용하였다(표 3-7). 각 문장의 입

력 시퀀스에 대한 어텐션 값을 붉은색의 명도 조절로써 어텐션 값이 클수록 진

하다. 진한 붉은색일수록 해당 단어에 집중 또는 주목하여 장소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으로 분류한 것이다. 첫 번째 문장에서 ‘하남’은 고유명사로, 다섯 번

째 문장에서는 ‘집’은 보통명사로 탐지되었어야 하는데, 탐지하지 못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장소정보들은 탐지하여 제대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제안한 모델이 장소정보를 탐지할 때 행정구역, 기관명 등 고유명

사 또는 보통명사 중 어디에 더 집중하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로, 향후 이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No. Text visualization Result

1 1

2 0

3 1

4 1

5 0

[표 3-7] 장소정보 포함 여부 분류 결과 및 어텐션 값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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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은 문장 내 어절 또는 토큰의 수이다.

Classification result: 0 Visualization

Input
sequence

Attention
value

word1 0.0018
word2 0.0010
word3 0.0002
word4 0.0314
word5 0.0333
word6 0.0026
… …

wordN 0.0565

Classification result: 1 Visualization

Input
sequence

Attention
value

word1 0.3412
word2 0.2183
word3 0.2301
word4 0.0013
word5 0.0312
word6 0.1607
… …

wordN 0.0013

Classification result: 1 Visualization

Input
sequence

Attention
value

word1 0.0000
word2 0.0006
word3 0.1918
word4 0.0001
… …
word7 0.4719
word8 0.3218

… …

[표 3-8] 어텐션 값과 장소정보 시각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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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은 문장 내 어절 또는 토큰의 수이다.

Classification result: 1 Visualization

Input
sequence

Attention
value

word1 0.5830
word2 0.3971
word3 0.0117
word4 0.0082
word5 -
word6 -
… -

wordN -

Classification result: 1 Visualization

Input
sequence

Attention
value

word1 0.5912
word2 0.1267
word3 0.0006
word4 0.0117
word5 0.0475
word6 0.0414
… …

wordN 0.0014

Classification result: 1 Visualization

Input
sequence

Attention
value

word1 0.1639
word2 0.2322
word3 0.0194
word4 0.0187
… …
word7 0.2115
…

wordN 0.0074

[표 3-8] 어텐션 값과 장소정보 시각화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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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은 문장 내 어절 또는 토큰의 수이다.

Classification result: 1 Visualization

Input
sequence

Attention
value

word1 0.0655
word2 0.0336
word3 0.7109
word4 0.0548
word5 0.0004
word6 0.0498
… …

wordN 0.0217

Classification result: 1 Visualization

Input
sequence

Attention
value

word1 0.1660
word2 0.1141
word3 0.1212
word4 0.0007
word5 0.0136
word6 0.0812
… …

wordN 0.0201

Classification result: 1 Visualization

Input
sequence

Attention
value

word1 0.0590
word2 0.0095
word3 0.0070
word4 0.0019
word5 0.4032
… …
word9 0.2597

wordN 0.0412

[표 3-8] 어텐션 값과 장소정보 시각화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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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이 문장 내에서 탐지한 장소정보에 대한 정확도 평가는 모든 데

이터에 대해 정답 라벨링을 해야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테스트

셋에 대해 정량적 평가를 하긴 어렵다. 이에 테스트 셋에서 임의적으로 뽑은 50

개 문장에 대한 장소정보 탐지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50개 문장에 대해 86.3%

정확도를 보였으며, 문장 내 총 124개 장소정보 중 107개 장소정보를 탐지하였

다. 표 3-9는 임의의 추출한 문장에 대해 장소정보 탐지 정확도를 확인한 결과

이다.

문장 정답 탐지 정보 탐지/전체
정확도
(%)

다른 두 곳에 비해
김해공항 확장이 가
장 경제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김해공항 김해공항 1/1 100

배우자는 예금으로
49억5957만원을 보
유했고, 12억원 상당
의 서울 서초동 오
피스텔, 경기 양평군
임야와 창고용지 등
토지 12필지를 갖고
있다.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 경기,
양평군

서울, 서초동,
양평군 3/5 60

서초동 검찰청사 근
처 오피스텔에는 윤
후보자와 배우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다.

서초동, 검찰청사,
오피스텔

서초동, 검찰청사,
오피스텔 3/3 100

한전은 21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
터에서 이사회를 열
어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을 반영한 ‘전
기요금 공급약관 개
정’을 논의했지만 결
론을 내지 못했다.

한전,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3/4 75

현재 한반도를 향해
느리게 북상하는 중
이다.

한반도 한반도 1/1 100

[표 3-9] 장소정보 탐지 정확도 평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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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약 88% 정확도로 문장 내 장소정보 포함여부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듦으로써 문장 내 장소정보까지 탐지할 수 있었다(표 3-4). 표 3-6부터 3-9

까지의 결과를 보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문장 내 고유명사 뿐 아니

라 보통명사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장소정보를 탐지할 수 있다. 또한, 학습데

이터에 없는 신규 POI명을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3-6, 표 3-8). 하

지만, 장소정보가 연속적으로 4개 이상 나오는 경우 탐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장소정보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 중간에 나오는 장

소정보를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문맥을 파악하는 데 있어 움

직임동사 또는 후치사 등의 언어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된다. ‘대전 유성구 KAIST 본원 대강당’과 같이 연속적으로 장소정보가 나오게

되면 문맥으로 알기 힘들므로 학습데이터 양을 늘려주거나 사전 정보를 함께

사용하여 탐지 정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앞서 제시하였던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해결

되었다. 우선 Fasttext를 통해 모든 단어에 벡터를 부여함으로써 미등록단어 문

제를 해결하고, 양방향 LSTM을 활용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사전

에 대한 의존도 없이 문맥으로 보통명사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범위의 장소정보

를 탐지할 수 있었으며, 사전에 없는 신규 POI까지도 탐지가 가능하였다. 또한,

기존 개체명인식기를 학습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BIO태깅된 학습데이터 대신

장소정보 포함유뮤를 기준으로 이진라벨링을 통해 짧은 시간에 대량의 데이터

셋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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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활용 방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확장된 장소정보 탐지 기법은 장소정보가 사용되는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문장 내에서 탐지된 장소정보는 진아연(2013)

의 연구에서 검색 조회율과 정확도 향상을 통해 사용자의 의도가 오염된 오질

의어로부터 개선된 장소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김지영(2017)의 연구를

활용하여 탐지된 장소정보들이 워드 임베딩과 레벤슈타인 거리를 통해 정확한

장소명 및 대체어를 확보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사람들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사

람들이 올리는 게시물 안에 포함된 장소정보를 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텍스트

빅데이터에서 화재 재난을 나타내는 문장만을 탐지하고(임장혁, 2018), 장소정

보를 탐지할 수 있으면 화재 발생 장소 또는 후보 장소군을 파악할 수 있다. 또

한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올린 게시물로 재난의 이동경로를 추적

함에 있어(Sakaki et al., 2010), 지오태깅 되지 않은 게시물에서 장소정보를 탐

지하여 더 정확한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재난관련 텍스트에서 확장된

장소정보를 탐지 및 추출한 결과는 표 3-10과 같다. 표 3-10은 학습된 모델을

통해 문장을 분류하고, 장소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된 문장에서 어텐

션 값에 대한 임계값을 0.1로 설정하고 재난 관련 문장에서 장소정보를 추출한

결과이다. 장소정보마다 어텐션 값이 다르지만, 해당 문장이 장소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으로 분류될 경우, 각 장소정보는 0.1이상의 어텐션 값을 가지고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탐지 가능한 확장된 장소정보들은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텍스트 글이 묘사하고 있는 장소, 사용자가 게시물을 작성한 장소 등을

추정하는 텍스트 위치추정연구(Cheng et al. 2010, Ikawa et al. 2012,

Backstrom et al. 2010, Chandra et al. 2011)에서 하나의 후보군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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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공간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텍스트 데이터에서 장소정보를 탐지하는

것 등이 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다.

Text Detected results

지난해 11월 대구 서문시장에선 새벽에 불이 나 13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대구’,
‘서문시장’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때는 병원 직원들이 곧바로 신
고하지 않고 진화를 하려다 불길이 커졌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병원’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2.6 지진이 발생
했다.

‘전남’,
‘신안군’,
‘흑산도’

더군다나 이 사건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이 밝혀진 상황
도 아니었다 -

태풍 링링이 북한에서 빠르게 북상함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도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북한’,
‘수도권’,
‘강원도’

17일 오후 8시 49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중앙동주민센터
부근에 세워져 있던 환경미화용 1t 트럭에 불이 났다.

‘서귀포시’,
(‘서귀동’),

‘중앙동주민센터’

( ) 는 탐지되었어야 하는 장소정보를 탐지하지 못한 경우이다.

[표 3-10] 재난관련 이벤트 장소정보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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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개인을 표현하는 다양한 소셜 플랫폼들이 등장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발생하

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활용 가능한 장

소정보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의 위치정보추가 기능 활용도가 낮아

매우 적은 수의 장소정보만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텍스트 데이터

에 대해 장소정보를 포함하는 문장을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시켜 장소정보를 문

장 내에서 탐지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단어임베딩과 어텐션 기반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비정형 데이터

로부터 행정구역이나 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뿐만 아니라 ‘도서관’, ‘영화관’ 등과

같은 보통명사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의 장소정보를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개체명인식에서 사용되는 BIO태깅 방식이 아니라 장

소정보 포함 유무를 라벨링 함으로써 데이터 셋을 간소화된 방식으로 구축하였

다. Fasttext로 임베딩한 단어 벡터들을 양방향 LSTM에 입력으로 넣고, 장소

정보 탐지를 위해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시켰다. 제안된 방법

으로 뉴스 기사에서 장소정보가 포함된 문장을 88%의 정확도로 분류할 수 있

었으며, 셀프 어텐션 기법의 어텐션 값을 시각화하고, 임곗값 설정 및 후처리

작업을 통해 보통명사를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의 장소정보를 탐지 및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델이 문맥을 파악하여 학습데이터에 없는 장소정보도

탐지할 수 있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신규 POI를 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개체명인식과는 달리 탐지된 장소정보가 행정구역인지, POI

명인지 개체종류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고, 4개 이상의 여러 장소정보가 연속적

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간에 나오는 장소정보를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한다. 이는 연속된 명사의 등장으로 모델이 문맥을 파악하는 데 있어 움직임동

사 또는 후치사 등의 언어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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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단어 임베딩과 어텐션 기반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장

소정보 추출기법은 뉴스 기사, 볼로그, 소셜미디어 등의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에 적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추출된 장소정보를 지오코딩하여 지도상에 특정

이벤트(event) 발생 장소 또는 핫스팟(hotspot) 분석 등의 공간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는 제안된 방법을 통해 추출한 장소정보를 활용하여 공

간분석 및 개인화된 장소추천과 신규 POI 탐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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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s the emergence and utilization of various social media

platforms increases, hundreds of millions of posts are created every

day. And so-called “social big data” includes place-related information

in various forms. Although such platforms provide a function of

inputting place information, the number of geotagged posts is too small.

As a result,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and place information in the

posts are not practically used. Therefore, researches on a method of

detecting and extracting place-related information to perform spa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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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using text data has been actively conducted. However, most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extraction of place information with

a proper noun, and the BIO tagging required for constructing dataset to

train named entity recognizer takes considerable time and human

resourc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suggested a methodology to

detect extended place information including common nouns that could

not be detected by conventional named entity recognizer using the

recurrent neural network widely used in the field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with the attention mechanism which is one of the latest

deep learning technology. The model's classification result was about

88% in accuracy, and showed AUC of 0.945. The extended place

information detection method proposed in this paper not only simplified

the construction of the data set but also showed the possibility of

detecting extended place information including common nouns and

proper nouns.

In addition, the suggested methodology is significant in that this

method can detect new POIs that are not in the existing dictionary

since location information not in the dictionary or study data can be

detected within the text.

keywords : Deep Learning, Attention Mechanism, Word Embedding,

POI, Place Informati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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