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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와 웹 페이지, 이메일,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생성되는 그림, 영상, 텍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의료기록 및 각종 트랜잭션 데이터 등 방대한 양의 

비정형데이터(Unstructured Data)가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비정형데이터의 증가와 더불어 인공지능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해당 기술들을 적용하여 텍스트 데이터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자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 개체명 인식은 텍스트 데이터 내의 

지명에서부터 질병 및 부작용에 이르기까지 개체명 분류에 속하는 도메인 

내의 개념을 개체명으로 추출한다. 전통적으로 개체명 인식은 텍스트 

데이터 개체명 중복을 고려하여 규칙 기반으로 정규식이나 사전을 

구성하고 매칭되는 개체명을 추출하는 원거리 학습 방식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확장 가능성 및 언어의 모호성과 다양성을 고려하기 위해 

지도 학습 접근방식을 활용한 딥러닝 모델이 제시되었다. 지도 학습은 

레이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레이블링(Labeling)이 요구되는데, 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액티브 러닝(Active Learning)이 제시되었다. 액티브 러닝은 모델 

학습에 가장 유용한 데이터를 어노테이터에게 우선 순으로 제시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레이블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액티브 러닝의 기존 샘플링 전략을 분석하고 개체명 

인식에서 데이터셋 내 문서 간의 유용성을 기반으로 순위를 정의하는 

새로운 그래프 형태인 전이 개체명 그래프(Transitional Entity Graph)를 

제안한다. 액티브 러닝을 진행하며 축적되는 개체명 레이블을 활용해 

해당 그래프를 정제한다. 이종 그래프(Heterogeneous Graph)를 액티브 

러닝 진행에 따라 함께 진화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다. 개체명 인식 벤치마크 데이터셋과 대표적인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실험을 통해 해당 샘플링 전략이 타 샘플링 전략에 비해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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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학습 데이터로 높은 F1 점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제안한 전략이 학습 초기에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그래프, 액티브 러닝, 딥러닝, 개체명 인식

학   번 : 2018-2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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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와 웹 페이지, 이메일,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생성되는 그림, 영상, 텍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의료기록 및 각종 트랜잭션 데이터 등 방대한 양의 

비정형데이터(Unstructured Data)가 생성되고 있다. 비정형데이터는 

디지털 데이터 전체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1]. 

이러한 비정형데이터의 증가와 더불어 인공지능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해당 기술들을 적용하여 텍스트 데이터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텍스트 마이닝 및 머신러닝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텍스트 데이터를 정형데이터(Structured Data)로 변환하여 

개체명(Entity)과 관계 정보를 구조화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개체명은 지명, 이름에서부터 질병과 부작용에 이르기까지 정의된 개체 

분류에 속하는 도메인 내의 개념을 이른다. 정확한 개체명 인식은 개체 

간 관계를 분석하는 데 필수적이다. 개체명 간의 관계 정보를 추출 및 

구축하는 연구를 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 혹은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라 이른다.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에서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는 연구의 결과로 ConceptNet[36], NELL[37], 

Freebase[38], WordNet[39] 등이 구축되었다. 또한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여 비정형데이터의 유용성을 높이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머신러닝 

기법들을 통하여 가짜 뉴스 판별에서부터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이나 

애플의 시리(Siri)나 아마존의 알렉사(Alexa)와 같은 음성인식 툴의 기능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40, 41, 42, 43, 46].

전통적으로 개체명 인식(Entity Recognition)은 텍스트 데이터 개체명 

중복을 고려하여 규칙 기반으로 정규식이나 목표 개체명 사전을 구성하고 

해당 사전에 매칭되는 개체명을 추출하는 접근방식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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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전을 기반으로 한 추출 방식은 확장 가능성이 떨어지고 사소한 

스펠링 차이에도 목표 개체명을 추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언어의 모호성과 다양성 때문에 다양한 단어들이 같은 개념이나 개체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여러 복수 단어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개체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에 개체명 인식에서 최적의 결과를 보여주는 머신러닝 

모델은 대체로 지도학습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정확한 레이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다. 그러므로 정확한 추출을 위해 지도학습을 활용하고 

이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다수의 데이터에 해당 문자열이 어떤 

개체명 분류에 속하는지 레이블을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44].

비용 및 시간적 제약을 받는 레이블링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접근방식으로 액티브 러닝(Active Learning)이 제시되었다. 액티브 

러닝은 레이블링 과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함으로써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레이블링 비용을 최대 72%까지 감소 

시켜 Google Maps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효율성이 입증된 바 있다[45, 

15, 16]. 액티브 러닝은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과 어노테이터(Human 

annotator)의 레이블링을 결합한 Human-in-the-loop(HuML)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레이블링 과정 속도와 모델 학습을 가속한다[53]. 또한 

학습에 가장 유용한 데이터를 어노테이터에게 우선 순으로 제시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레이블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결국 액티브 러닝의 핵심은 데이터에서 어떠한 전략을 통해 

가장 중요한 샘플을 선택해 모델을 학습하여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최고의 성능을 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체명 인식을 위한 배치 단위 액티브 러닝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체명 인식을 위해, 레이블 데이터를 효율적인 

샘플링을 통해 축적함과 동시에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샘플을 가지고 개체명 인식 모델을 학습하는 

연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액티브 러닝의 기존 

샘플링 전략을 분석하고 개체명 인식에서 문서 간의 유용성을 기반으로 

순위를 정의하는 새로운 그래프 형태인 전이 개체명 그래프(Transitional 

Entity Graph)를 제안한다. 문서 및 문서에 포함된 토큰과 개체명이 



- 3 -

노드로 구성되고, 문서 간의 관계는 토큰 혹은 개체명 노드의 경로로 

정의한다. 해당 그래프와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통해 유용한 데이터 

샘플을 선별하여 레이블을 얻은 후 딥러닝 모델을 학습한다. 개체명 

인식을 위한 액티브 러닝에서의 그래프 기반 샘플링은 이전에 연구되거나 

적용되지 않은 분야로 본 연구에서 처음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래프 기반의 샘플링 전략은 기존의 불확실성 

샘플링의 초기 샘플을 고르기 어렵다는 점과 학습 모델에 의존적이라는 

단점을 극복한다. 또한 대표성 샘플링에 비해 개체명 분류에 따른 최적의 

샘플을 제공하기에 용이하다. 개체명 인식 벤치마크 데이터셋과 대표적인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실험을 통해 해당 샘플링 전략이 타 샘플링 전략에 

비해 적은 학습 데이터로 높은 F1 점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제안한 전략이 학습 초기에 학습 데이터의 4%~15%만을 활용하면서도 

전체 학습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의 F1 점수의 95%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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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인 개체명 인식, 액

티브 러닝 그리고 그래프 랭킹 알고리즘에 대하여 소개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페이지 랭크 기반 그래프 샘플링 기법인 전이 

개체명 그래프를 소개하고, 4장에서는 해당 전략 방식과 기존 샘플링에 

따른 개체명 인식 실험, 평가 및 결과를 비교하고 제시한다. 최종적으로 

5장과 6장은 각각 고찰과 결론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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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이번 장에서는 해당 논문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태스크인 개체명 

인식과 관련 연구를 소개한다. 개체명 인식을 위해 초기 연구에 활용된 

원거리 학습(Distant supervision)과 원거리 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딥러닝(Deep Learning) 연구를 다룬다. 개체명 

인식은 지도학습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레이블 데이터가 요구된다. 레이블링 노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머신 러닝 모델과 사람의 레이블링 과정을 

함께 도입하여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모델을 학습하면서 동시에 레이블 

데이터를 축적하는 액티브 러닝(Active Learning)이 제시되었다. 액티브 

러닝에서는 레이블링 비율을 줄이기 위해 모델 학습에 유용한 데이터 

샘플을 선정하는 전략을 활용하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그래프를 기반 

랭킹 접근 방식을 통해 해당 문제에 접근한다. 따라서 대표적인 그래프 

랭킹 알고리즘 관련 연구를 함께 소개한다.

2.1 개체명 인식

 개체명 인식(Entity Recognition)은 [그림 1]과 같이 텍스트 데이터에서 지

명, 이름에서부터 부작용(Phenotype)이나 질병[61] 혹은 신체 기관[60] 등 

추출 대상 개체를 표현하는 단어 또는 어구를 추출하는 태스크이다. [그

림 2]에 명시된 문장들과 개체명 예시와 같이 개체명은 “Abemaciclib”

와 같이 단일 단어 혹은 “breast cancer”과 같이 복수 단어로 구성된 

어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언어의 모호성과 다양성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단어들이 

같은 개념이나 개체를 지칭할 수 있다. 그런 언어의 복잡성은 개체명 집

합을 몇 개의 간결한 규칙으로 정리하기 어렵게 한다. 개체명 인식에서의 

어려운 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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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속적인 여러 단어들이 합쳐져 하나의 개체명을 의미할 수 있다.

2. 텍스트 작성자나 분야에 따라 약어, 특수 용어 등이 추출 대상 

개체명이 될 수 있고 오타 및 공백 문자나 하이픈 추가 여부로 

인해 같은 개체를 지칭하는 다양한 단어 및 어구가 존재할 수 

있다[75].

3. 하나의 개체명은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개체명 분류에 소속될 

수 있다. [그림 2]에서 “Salicylic Acid”와 “proto-aspirin”은 

추출 대상 개체명 정의에 따라서 약물(drug) 혹은 

발명품(invention)으로 분류될 수 있다.

4. 불연속적인 단어들이 합쳐져 하나의 개체를 의미할 수 있다[76]. 

[그림 2]의 마지막 예제 문장의 경우, 부작용인 “blood in 

mouth”가 “his”라는 단어에 의해 연속성이 끊겨 있다.

5. 다른 개체명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겹쳐져 있을 수 있다. [그림 

2]의 마지막 예제 문장의 경우, 서로 다른 부작용인 “blood in 

mouth”와 “blood in tongue”에 동일한 “blood in”이 

존재함에 따라, 문장에는 한번만 표기되어 있다.

6. 추출하고자 하는 개체명의 종류에 따라서 추출 여부가 결정된다. 

동일한 텍스트 데이터에서도 목표 개체명 분류에 따라서 

추출되는 레이블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그림 2]의 예시 

문장들에서 약물(Drug) 개체명만을 추출하고자 한다면, 해당 약물 

개체 집합에 있는 문자열만을 추출하는 태스크가 될 것이다.

[그림 1] 텍스트 데이터에서 개체명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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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예제 문장과 추출 개체명 및 분류

2.1.1 원거리 학습

개체명 인식에 관한 연구 초기에는 간단한 규칙을 활용하거나 용어 

사전을 구성하고 해당 사전에 매칭되는 개체명을 추출하는 원거리 

학습(Distant Supervision)을 활용하였다. 그 예로 의료 분야에서는 

질병이나 부작용 자동 추출을 위해 UMLS(Unified Medical Language 

System)[63] 등을 통해 관련 용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사전으로 구성하고 

문자열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매칭되는 문자열을 개체명으로 

인식하는 접근 방식을 활용하거나, 편집거리 알고리즘(Levenshtein 

distance)을 활용하여 사전에 포함된 용어와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개체명으로 인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77, 78, 79]. 편집거리는 주어진 

두 문자열이 같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삽입(Insertion), 삭제(Deletion), 

대체(Replacement) 연산의 횟수를 말하며, 이 편집거리가 적을수록 

유사한 문자열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해당 접근 방식은 어노데이터의 수고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MEDLINE 데이터에서 의학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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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는 문제 등의 일부 분야에서는 머신러닝 모델인 순차 데이터 간 

조건부 영향력을 반영할 수 있는 조건 랜덤 필드(Conditional Random 

Field)나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모델보다 원거리 

학습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80]. 

하지만, 사전이나 규칙을 기반으로 한 추출 방식은 확장 가능성이 

떨어지고 공백이나 오탈자 오류 등 사소한 문자 차이에도 같은 개체를 

의미하는 개체명을 추출할 수 없는 등 앞선 개체명 인식에서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지 못한다[79, 26, 76]. [그림 3]와 같이 동일한 바이오마커나 

지명을 표기하는 문자열이 작성 방식이나 작성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모든 표기를 사전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추출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새로운 용어를 추출하고자 하는 경우, 

매번 사전을 재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개체 분류에 속할 

수 있는 문자열이 추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문자열이 어느 개체 분류로 

레이블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반면에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면 중요한 피처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고 문맥을 기반으로 개체명을 추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체명 

인식에서 최적의 결과를 보여주는 머신러닝 모델은 대체로 지도학습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정확한 레이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다. 따라서 

정확한 추출을 위해 데이터에 레이블을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도 

학습에서 개체명 인식은 [그림 4]와 같이 순차 레이블(Sequence 

Labeling)을 분류하는 문제로 정의된다. x는 입력 문장 시퀀스이고 y는 각 

시퀀스의 레이블이다. 레이블은 대상 개체명 분류를 나타내며 이 경우, 

per(Person)은 사람을 org(Organization)은 기관을 그리고 none은 대상 

분류가 아님을 표기한다.



- 9 -

(a) alpha   1-Antitrypsin 바이
오마커의 다양한 표기 예시[26]

(b)는 Honolulu 지명의 다양한 
표기 예시[73]

[그림 3] 동일한 개체명에 대한 다양한 표기 예시

[그림 4] 개체명 인식을 순차 레이블 분류 문제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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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딥러닝

앞선 원거리 학습에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는 개체명 인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개체명 인식 모델의 

성능은 모델의 구성뿐만 아니라 입력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개체명 인식의 입력 데이터는 문장으로 일반적인 분류 문제와 달리 

단어의 순서를 고려해야 하는 순차 데이터이다. 다음 두 문장을 예시로 

비교하면, “I saw Siena as the warmest restaurant I’ve been to in a 

long time.”에서의 “Siena”는 식당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하지만 

“Siena is a city in central Italy’s Tuscany region.”에서 “Siena”는 

이탈리아의 한 지역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이렇게 문맥에 따라 동일한 

문자로 구성된 단어의 개체 분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체명 

인식에서는 순차 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

순차 데이터를 활용하는 딥러닝은 이전 연산 결과를 활용하여 현재 

연산을 진행하는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s, RNN)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중 양방향 LSTM(Bidirectional Long Short-Term Memory 

Networks) 모델은 개체명 인식뿐만 아니라 음성인식 및 기계번역까지 

다양한 자연어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4, 5, 41]. 

LSTM은 관련 정보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메모리 셀(Memory-cell)을 추가로 고안한 모델이다[8]. 

두 번째로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은 

비전(Vision)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신경망으로 입력데이터를 

필터로 합성곱 연산을 통해 주요 피처(feature)를 학습할 수 있게 한다. 

개체명 인식에서는 문자의 배열, 즉 단어의 내부 정보도 유용하기 

때문에, 각 단어의 주요 문자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서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41, 3]. 특별히 합성곱 신경망을 통해 미등재 

단어(Unknown word, UNK)의 문자 피처 추출은 접두사와 접미사의 

특징을 추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예시로 “Clonazepa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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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azepam”은 약물을 가리키는 미등재 단어들이지만 접미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 피처를 기준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80, 81].

개체명 인식 모델의 성능은 데이터의 복잡성, 입력 데이터 피처, 

그리고 활용하는 모델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 [표 1]은 개체명 인식에서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많이 사용되는 CoNLL 2003[11] 에 대한 대표적인 

SOTA(State-of-the-art) 모델 및 결과이다. CoNLL 2003에 대해서는 추후 

4.1 데이터셋 및 전처리에서 더 상세히 다룬다.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인 

대표적인 딥러닝 모델로는 Stack-LSTM, CNN-BiLSTM-CRF, BiLSTM-CNN 

등이 있다. BiLSTM-CNN-CRF 모델의 경우, 합성곱 신경망(CNN)을 통해 

문장 내 단어의 문자 피처를 추출하고, 임베딩을 포함한 단어 피처들과 

함께 LSTM과 조건부 랜덤 필드를 통해 해당 단어가 어떤 개체 분류에 

속하는지 결과를 얻는다[41]. 

[표 1]에서 보이는 것처럼 딥러닝에서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의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GloVe[105], ELMo[10] 등 미리 학습된 임베딩을 

적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전이학습이란 하나의 태스크를 위해 

학습한 모델을 다른 태스크를 해결하는데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이학습 사용되는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은 단어들이 비슷한 

맥락에서 등장하는 경우,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분포 

가설(Distribution Hypothesis)에서 비롯되었다[1]. 단어 임베딩은 단어를 

벡터로 변환한 것을 가리키며 벡터가 비슷하다면 긴밀하게 연관되었다고 

판단한다. ELMo와 같이 문맥을 고려하는 임베딩은(Context-aware 

embedding) 해당 단어가 등장하는 문맥을 고려하여 학습한다. 벤치마크 

데이터셋 외에도 전이학습을 활용하여 트위터 데이터 등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딥러닝 모델과 단어 임베딩을 활용하여 부작용 추출 정확도를 

높이는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6]. 추가로 새로운 임베딩의 성능 

실험을 위해서도 많이 활용되는 모델 역시 BiLSTM 및 CRF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순환 신경망과 합성곱 신경망을 모두 활용한 

BiLSTM-CNN 모델을 구축하여 액티브 러닝 샘플링 성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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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모델 F1 관련 연구
Stack-LSTM 92.43 [8]
BiLSTM-CRF 90.94 [8, 21]
BiLSTM-CRF+ELMo 92.22 [10, 94]
BiLSTM-CRF+ELMo+BERT+Flair 93.38

[9]Seq2seq   (BiLSTM-LSTM) 90.77
Seq2seq+ELMo+BERT+Flair 93.07
CNN-BiLSTM-CRF 91.17 [12, 41]
GRN(CNN-based   Gated Relation 
Network)-CRF+GloVe

91.44 [104]

CNN-BiLSTM+GloVe 90.91 [13, 41, 81, 80]
  

[표 1] CoNLL-2003 데이터셋 평가 기반의 딥러닝 모델들. 개체명 

인식에서 높은 F1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된 딥러닝 모델들로 많은 

논문에서 Bidirectional LSTM을 LSTM으로 표기한다[7].

[그림 5] 임베딩 레이어의 구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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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액티브 러닝

연구를 통해 딥러닝 모델의 높은 성능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더 쉽게 생성하려는 노력이 생겨났다. 다문자열 매칭 

알고리즘(Multi-string Matching Algorithm)을 활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LigthTag[28], Dataturks[29] 및 관련 도메인 사전을 활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BioPortal[30], NERD[31] 툴도 제안되었다. 하지만 

다문자열 매칭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어노데이터가 전체 데이터를 검수해야 한다. 그 외에도 Swellshark[24], 

Neural-Char-CRF[25], DEEPDIVE[82], Fonduer[32] 같이 머신러닝 모델과 

사용자의 지정 함수를 활용하여 개체명 혹은 관계 정보를 추출하는 

프레임워크도 제안된 바 있다. 사용자의 지정 함수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함수를 통해 복잡성이 높은 개체명 데이터를 포함하기 위해서 많은 

실행 착오를 거쳐야 한다.

결국 정확한 추출을 위해 많은 텍스트 데이터에 해당 단어나 어구가 

어떤 개체명 분류에 속하는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레이블 추가 작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단순한 뉴스 기사에서 개체명과 관계 정보를 

추출하는 것조차 최소 3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33]. 질환명이나 유전자와 

같이 더 복잡하고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는 레이블링의 경우 박사급 

이상의 전문 인력이 요구된다[18].

비용과 시간 제약으로 인해 머신러닝을 도입해 레이블링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접근방식으로 액티브 러닝이 제시되었다. 액티브 

러닝은 레이블링 과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함으로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레이블링 비용을 최대 72%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45]. 액티브 러닝은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과 

어노테이터의 레이블링을 결합한 Human-in-the-loop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레이블링 속도와 모델 학습을 가속한다. 또한 학습에 가장 

유용한 데이터를 어노테이터에게 우선 순으로 제시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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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면서 동시에 레이블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83, 84, 

85].

더불어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은 학습을 위해 전체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없지만 활용하는 샘플링 기법에 따라서 모델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동일한 사이즈의 데이터 샘플도 샘플링 방식 및 

모델에 따라서 다른 정확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샘플링 전략으로 

모델의 학습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최종적으로 머신러닝 모델과 샘플링 기법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양과 질적으로 모두 최적인 샘플 셋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86].

최적의 샘플 셋은 학습 데이터의 특징을 잘 대표하기 때문에 적은 

데이터의 양으로 더 높은 정확도로 분류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 이에 

객체 인식(Object Recognition)[50], 이미지 분할(Image segmentation)[51], 

이미지 분류(Image Classification)[49], 단백질 기능 예측[52] 등 레이블링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액티브 러닝은 스트리밍 상황 등 여러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지만, 

해당 논문은 풀 기반의 샘플링 환경에 집중한다. 풀 기반의 

샘플링(Pool-based Sampling)을 활용하는 액티브 러닝은 전체 

데이터셋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샘플로 활용한다. 전체 과정은 [그림 6]과 

같이 사이클로 진행된다. 먼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셋에서 샘플링 

알고리즘을 통해 전체 데이터의 순위를 정하고 높은 순위부터 일정한 

수의 샘플 데이터를 선택한다. 어노테이터는 선택된 샘플에 대한 

레이블링을 진행한다. 레이블링 된 샘플 데이터(Labeled Sample Data)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다음 학습에 용이한 샘플 데이터를 추출한다. 

해당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림 7]과 같이 레이블이 추가된 학습 데이터가 

축적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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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풀 기반 액티브 러닝의 구성요소와 진행 사이클[18]

[그림 7] 액티브 러닝에서 학습 데이터 축적[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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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러닝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두 가지 핵심이 

있다. 첫째로, 유용한 샘플을 판단함에 있어 모델이 이미 학습한 내용의 

반영 여부와 두 번째로, 학습에 유용한 정보를 정의하는 기준이다[14].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학습 모델을 활용하는 액티브 러닝 범주 내에서 

최선의 전략을 탐구한다. 이외에도 다른 기준으로 액티브 러닝을 

분류하거나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첫 번째 기준인 학습 모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활용 여부에 

따라서 [그림 8]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Agnostic 접근 

방식은 모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전체 학습 

데이터셋의 밀집도나 군집화(Clustering) 특징만을 활용하여 샘플링한다. 

Agnostic 접근 방식은 액티브 러닝 초기에 레이블 데이터의 수가 적고 

모델의 정확도가 안정적이지 않을 때 용이하다[83]. 반면에 Non-agnostic 

접근 방식은 모델의 예측 정보를 유용한 데이터 샘플링에 활용한다. 

Agnostic 방식과 반대로 Non-agnostic 방식은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높아진 학습 후반에 추가로 정확도를 올리는 데 강점을 보인다.

두 번째로 유용한 정보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른 샘플링 전략은 [그림 

9]와 같이 다양한 정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불확실성 

샘플링(Uncertainty Sampling)은 모델의 판단 확신 정도를 유용한 정보 

판단 기준으로 정의한다. 반면에 대표성 샘플링(Representative 

Sampling)은 데이터의 유용성을 데이터 분포에 기반한 대표성으로 

정의한다. 다음 장에서는 액티브 러닝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불확실성 

샘플링과 대표성 샘플링 방식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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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모델 정보 활용 여부에 따른 액티브 러닝 상세 분류[83]

[그림 9] 유용한 정보 정의에 따른 액티브 러닝 상세 분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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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불확실성 샘플링

불확실성 샘플링(Uncertainty Sampling)은 모델이 더 궁금한 학습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18]. 따라서 모델이 판단하기 어려운 데이터 샘플을 

추출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림 10]과 같이 무작위 샘플링과 

불확실성 샘플링에 따라 모델의 학습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분류 

문제를 위해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등식 

(1)과 같이 소프트맥스(Softmax) 함수를 활용해 결과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여 전체 출력값의 총합이 1이 되도록 한다[48]. 

소프트맥스는 실제 모델의 판단에 대한 확신(Confidence)에 대한 표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림 11]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확률 분포(Probability 

Distribution)를 활용한다는 의미 역시 전체 분류 예측값을 합하여 100%가 

된다는 것으로 실제 정답의 확신과는 연관성이 없다[53, 68].

  


 


 

  (1)

그런데 모델의 분류 경계(Decision Boundary)에 가까운 데이터는 

모델의 분류 경계를 변경시킬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분류 경계에 가깝다면 모델이 분류하기 어렵다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경계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학습률을 증대시킬 수 있다. 소프트맥스를 통해 딥러닝 분류 모델은 

예측한 레이블과 모든 레이블 클래스에 대해 상대적인 예측값을 

도출한다. 불확실성 샘플링의 일반적인 원칙은 비슷한 예측값이 있다면, 

모델이 예측에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사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53]. 이진 분류 모델의 경우, 각 분류 클래스에 45%, 55%로 예측한 

결과가 20%, 80%로 예측한 샘플보다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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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분류 경계에 가깝다는 해석하는 기준에 따라 불확실성 샘플링 

역시 다양한 구현 방식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3가지 

기법을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는 Settles[18] 연구와 같이 A 샘플링 전략을 

통해 얻은 가장 유용한 데이터를 
 로 표기한다.

(a)모의 데이터 분포 (b)무작위 샘플링으
로 30개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로지스틱회
귀 (Logistic 
regression) 를 학습
한 결과

(c)불확실성 샘플링으
로 30개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동일한   모
델로 학습한 결과

[그림 10] 무작위 샘플링과 불확실성 샘플링의 예시[18]

[그림 11] 소프트맥스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확률 분포를 활용하여 

전체 분류에서 어떤 분류의 가능성이 높은지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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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ast Confidence (LC): 기존에 많은 연구는 모델이 해당 시점에서 

가장 낮은 확신을 가지고 예측하는 데이터를 우선으로 선택하는 불확실성 

샘플링 방식을 활용하였다[19, 84, 87, 18].


  arg    (2)


  arg (3)

등식 (2)에서 x는 입력 문장을, y는 모델이 예측한 레이블 시퀀스로 각 

토큰 단위 예측 분류에 대해 가장 높은 확률에 해당한다. LC는 가장 높게 

예측된 하나의 클래스에 대한 정보만 사용하기 때문에 시퀀스 다중 분류 

문제에도 다른 유용한 정보가 무시될 수 있다[83]. 

2. Maximum Normalized Log-Probability (MNLP) : 일반 분류 모델과 달리 

개체명 인식에서는 순차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가장 유용한 단어 

혹은 어구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고르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66]. 앞선 LC의 단점은 길이 긴 문장을 우선순위로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MNLP은 전체 토큰의 평균을 

활용해 문장 길이의 영향을 제외한다[20]. MNLP를 활용하여 액티브 러닝 

효율을 입증한 사례로는 AlpacaTag 프레임워크[21] 등이 있다. 

 
  argarg



  



log     (4)

3. Small Margin (SM): 그 외에도 Small Margin 샘플링은 모델이 가장 

높은 확률로 예측한 분류 두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다. 


  arg     (5)


  ar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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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식 (5)에서 y1과 y2는 모델이 예측한 가장 높은 확률의 두 클래스이다. 

해당 두 클래스 예측 정도의 차이(Margin)가 클수록 모델이 현재 

예측치에 대해 큰 확신이 있다고 판단된다. 만약 차이가 작다면 모델의  

판단이 모호하므로 해당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모델에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47]. 하지만 SM도 LC와 마찬가지로 분류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경우에 대해 고려를 하지 않는다.

앞선 샘플링 기법에서 설명과 같이 불확실성 샘플링은 모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므로 모델에 의존적이며 모델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다른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해당 샘플링을 통해 

얻은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슷한 성능을 얻을 수 있는지는 보장되지 

않는다[18]. 또한, 첫 학습에는 참조할 모델의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학습 초기에 모델의 경험이 적을 때에도 모델의 판단을 기반으로 

샘플링하는 경우 최적의 성능을 보이기 힘들다[47].

추가로 불확실성 샘플링은 모델이 판단하기 어려운 샘플, 주로 

모델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데이터를 추출하므로 샘플을 밀도가 

낮은(spare) 지역의 이상값(outlier) 중 에서 추출하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가장 유용한 데이터는 모델이 판단하기 어려우면서도 전체 

데이터를 대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데이터 특성이나 

분포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추출될 필요가 

있다. 이에 해당 논문에서는 그래프 알고리즘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고려한 혼합한 방식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샘플링 성능 비교를 위해 MNLP와 SM를 실험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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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대표성 샘플링

앞선 불확실성 샘플링의 경우, 각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모델의 분류 경계에 가까운 데이터를 우선으로 샘플링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분포나 데이터셋의 특성이 반영되었는지 고려되지 않는다. 최적의 

k샘플을 고르는 문제는 샘플을 순위대로 k개 선택하는 것과 다르며, 샘플 

간의 정보의 중복성 때문에 높은 성능이 나타나지 않는다[18]. 이에 

데이터 정보의 중복이나 데이터셋을 얼마나 잘 나타낼 수 있는지를 

기반으로 샘플을 추출할 수 있는 대표성 샘플링(Representative 

Sampling)이 제안되었다. [그림 12] 예시와 같이 샘플링 전략에 따라 

모델의 분류 경계가 다르게 학습될 수 있다.

대표성 샘플링은 학습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샘플을 

선택하여 모델을 학습한다[14, 53]. 기존의 불확실성 샘플링은 모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만, 대표성 샘플링은 어떤 모델이든 학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데이터의 대표성을 고려한 샘플링은 

그렇지 않은 전략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18, 34, 35].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샘플에 대한 정의에 따라 대표성 샘플링 역시 

다양한 구현 방식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3가지 기법을 

소개한다.

1. 다양성 기반(Diversity-based, DiB): 다양성 기반 샘플링은 다양한 

특징의 데이터를 샘플로 추출하기 위해 데이터 간 유사도를 기반으로 

중복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샘플 선택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식 (7)과 같이 전체 데이터에 관해 평균 유사도 

점수가 낮은 샘플들을 우선으로 선택한다[62]. 문서 간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 주로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활용하여, 문서를 단어들의 벡터로 변환하고,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기반으로 모든 문서 간 유사도를 계산한다. 각 문서와 문서 

내 단어 가 있을 때,  는 문서 내 빈도수를 가리킨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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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식 (8)과 같이 정의하는데, 은 전체 문서의 수, 는 단어 가 

등장한 문서의 수로 정의한다[64]. 


  arg


 ′∈  ′ (7)

   log





 


 (8)

      ×  (9)

2. 군집화 기반(Cluster-based, CB): 군집화 기반 샘플링은 데이터를 

군집으로 나누어 각 군집에서 동등한 수의 샘플을 추출한다. [그림 13]과 

같이 군집화를 통해 유사한 데이터를 하나의 군집으로 모아서 각 군집의 

가장 중심 샘플(Centroid) 혹은 가장 먼 이상값(Outlier)을 선택하거나, 두 

샘플을 모두 선택할 수 있다[53]. 해당 전략은 데이터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고 다양성 기반 샘플링과 같게 초기에 무작위 샘플링이 아닌 같은 

연산을 통해 첫 샘플 셋을 구할 수 있다. 자연어 처리에서는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기법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및 계층적 

군집화(Hierarchical Clustering)를 활용해 문서 분류에 액티브 러닝을 

적용한 사례 등이 있다[57, 58, 65].

반면에 군집화 알고리즘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를 보일 수 있고 군집 

결과와 실제 레이블이 다를 수 있다[55]. 또한, 주어진 데이터에서 최적의 

군집 개수를 알 수 없으므로 최적의 군집 수를 찾는 추가적인 연산을 

진행하거나 군집의 개수를 지정하지 않는 군집화 알고리즘을 활용해야 

한다. 

3. 밀도 기반(Density-based, DeB): 다양성 기반 샘플링과 반대로 유사한 

데이터가 많다면 데이터셋의 특성을 내포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밀도가 

높은 공간에서 샘플을 추출하려는 전략이다[47]. 문서 간 유사도 역시 

코사인 유사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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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g


 ′∈ ′ (10)

대표성 기반 샘플링은 모델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학습 전에 연산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무작위 샘플링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액티브 러닝 시, 어노테이터에게 이미 순위가 정해진 샘플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에 추출된 개체명 정보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추출 

대상에 따른 최적의 샘플링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 외에도 불확실성과 대표성 샘플링 기법을 모두 반영하여 

샘플링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불확실성과 밀도 기반 샘플링을 

반영해 데이터의 유용성과 데이터 분포를 함께 고려해 이상값 샘플링을 

피하는 전략을 활용하거나[83, 7, 67], 연산 효율성을 위해 전체 샘플 간 

유사도를 계산하는 대신, k-최근접 이웃 기반 밀도(k-nearest 

neighbor-based density)를 정의하고 연산하였다[59].

(a)6개의 레이블 데이

터를 활용해 얻은 경

계

(b)불확실성 샘플링을 

통한 추가 6개의 레이

블 데이터를   활용해 

얻은 경계

(c)대표성 샘플링을 통

한 추가 6개의 레이블 

데이터를   활용해 얻

은 경계

[그림 12] 불확실성 샘플링과 대표성 샘플링의 차이[56]. 원과 삼각형은 

다른 두 분류의 데이터이고 진하게 표기된 원과 삼각형은 레이블이 

추가된 데이터이다. 실선은 두 분류를 구분하는 실제 경계이고 점선은 

각각 불확실성 샘플링과 대표성 샘플링을 통해 얻은 경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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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군집화 기반 샘플링[53]. 전체 데이터를 총 5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각각의 군집에서 중심 샘플(Centroid) 혹은 가장 먼 샘플(Outlier)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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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그래프 기반 랭킹 알고리즘

앞선 액티브 러닝의 핵심은 유용한 샘플을 정의하는 기준 그리고 

학습 중에 발생하는 정보의 반영 여부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래프는 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데이터 간의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영향력 

높은 데이터를 고르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셋 내 문서 

간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면 그래프로 변환하여 노드의 순위를 

결정하는 순위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체명 인식을 위한 데이터셋을 그래프     로 변환하기 위해 

예시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각 노드(Node)  는 

문서를 나타내고, 문서 간의 관계 정보를 나타내는 간선(Edge) 

     는 유사도로 표현할 수 있다. 하나의 그래프에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와 레이블 된 데이터가 함께 표현되어 있다면, 그래프 구조와 

문서 노드 간의 연결 세기를 통해 중요한 노드를 찾을 수 있다[56]. 

그래프는 구성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4]은 간선의 방향성 및 가중치 고려 여부에 따라 다른 형태로 구현되는 

그래프의 예시이다. 

그래프 기반 랭킹 알고리즘(Graph-based Ranking Algorithm)은 

그래프 내 전체 구조 정보를 기반으로 노드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비방향 그래프에서 노드 간의 간선을 “추천”의 의미로 가정하면, 노드 

과 노드 간의 간선은 노드  ,가 서로 추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노드 의 간선 곧 추천 수가 많다는 것은 그래프 

내 해당 노드의 중요도도 높다는 것이며, 동시에 노드의 중요도를 

기반으로 해당 노드의 추천 중요도를 계산한다[88]. 

대표적인 랭킹 알고리즘인 페이지 랭크(PageRank)와 HITS(Hyperlink 

Induced Topic Search)는 초기에 웹 페이지의 랭킹을 계산하기 위해 

제안되었지만,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개체명 인식에 유용한 데이터를 우선순위로 랭킹을 매길 수 있도록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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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간선을 정의하고 랭크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장에서는 대표적인 그래프 기반 랭킹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룬다.

[그림 14] 구성 방법에 따른 그래프 종류와 인접 행렬(Adjacency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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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페이지 랭크

구글 검색 알고리즘으로 유명한 페이지 랭크는 노드의 

중요도(Importance score)를 측정하기 위해 각 노드가 본인이 받은 추천을 

본인이 추천하는 노드로 일부 부여하는 형태로 반복 연산을 진행한다. 

이는 중요한 노드는 다른 중요한 노드에 의해 추천받는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70]. 각 노드의 페이지 랭크는 랜덤 서퍼(Random surfer)가 

하나의 노드에서부터 연결된 간선을 무작위로 선택해 여러 노드로 

지속해서 이동할 때, 각 노드를 방문하는 빈도와 비례한다[69]. 따라서 

노드를 방문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더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페이지 랭크 계산은 다음과 같다. [그림 15]와 같이 방향 그래프의 

출력 간선(Outgoing Link) 행렬의 크기는 전체 노드의 개수와 같다. 출력 

간선 행렬     에서 를 노드  의 출력 간선의 개수라고 정의할 

때, 만약 노드  에서 로 간선이 존재한다면    


로, 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로 표기한다.  는 랜덤 서퍼가 노드  에서 

로 이동할 확률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등식 (11)과 같이 노드 

의 페이지 랭크 는 를 향해 출력 간선이 있는 모든 노드  의 

총합이 된다. 이 과정은 반복적으로 연산해 수렴하는 페이지 랭크 값을 

도출한다. 

    (11)

   (12)

하지만 앞선 페이지 랭크 식은 [그림 15]에서 D와 같이 출력 간선이 

없는 노드(Dangling Node)로 인해 페이지 랭크가 0으로 수렴되는 문제와 

비연결 그래프(Disconnected Graph)로 인해 랜덤 서퍼가 부분 

그래프(Subgraph)를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작위로 다른 노드로 이동하는  확률을 함께 적용해 다음 식 (13)을 

기반으로 페이지 랭크를 연산한다. 저자들은  로 0.15를 추천한다[72].



- 29 -

      (13)

페이지 랭크 계산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의 입력 간선(Inward 

Link), 노드  의 출력 간선와 페이지 랭크이다. 각각의 요소는 페이지 

랭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데, 첫째로 입력 간선이 많을수록 중요한 

노드로 평가한다. 두 번째로 출력 간선이 많으면 여러 노드를 추천하기 

때문에 페이지 랭크에 반비례한다. 세 번째로 모든 노드의 중요도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노드로부터의 입력 간선이 더 많은 기여를 

한다[69].

페이지 랭크 기반 알고리즘들은 웹이나 소셜 네트워크 분야 외에도 

추천 시스템[74]이나 중요한 문장이나 단어를 추출하거나[88, 91], 

문자열과 개체를 매칭하는[73] 자연어 처리분야에도 활용됐다. 또한 

페이지 랭크 혹은 랜덤워크 가중치를 확률로 노드를 선택하는 샘플링은 

최대 15% 샘플로 전체 그래프의 특징을 묘사할 수 있는 등 그래프 

샘플링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되었다[71].

[그림 15] 그래프의 출력 간선 행렬과 페이지 랭크 연산[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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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Hyperlink-Induced Topic Search

Hyperlink-Induced Topic Search(HITS)은 기존의 웹 페이지를 

허브(hubs)와 권위 노드(authorities)로 간주한다. 허브와 권위 노드는 서로 

영향을 주는데, 권위 노드는 많은 좋은 허브에 의해 추천을 받은 노드를, 

허브는 영향력 높은 권위 노드를 많이 추천할 때 높은 점수를 받는다. 

페이지 랭크와 다르게 HITS는 두 가지 다른 측정값을 제시하여 찾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서 다른 랭킹을 얻을 수 있다[69].

방향 그래프에서 인접 행렬(Adjacency Matrix)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만약 노드  에서 로 간선이 존재한다면    , 

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로 표기한다.  를 의 전치 

행렬(Transpose)이라고 하고, HITS 다음 두 식을 반복 연산하여 수렴하는 

값을 각각 권위 점수와 허브 점수로 얻게 된다. 는 권위 점수를 는 

허브 점수를 나타낸다.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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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방향 그래프 페이지 랭크 연산. 전체 페이지 랭크 점수는 

총합이 100이 되도록 정규화를 적용하였다[69].

[그림 17] 방향 그래프 HITS 연산. 노드 내 각각 (위)Authority점수와 

(아래)Hub 점수가 표기되어 있다[69]. B는 권위 노드지만 허브로서의 

역할이 없다. 따라서 C의 권위 점수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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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전이 개체명 그래프 기반 액티브 러닝

앞서 개체명 인식에서의 액티브 러닝의 적용 필요성과 데이터 랭킹 

문제에서 그래프를 활용하는 연구에 대해 다루었다. 액티브 러닝 중간 

단계에서 데이터셋은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가 혼재된 준지도 학습(Semi-supervised Learning)과 유사하다. 

기존에 준지도 학습 관련 연구에서는 유사도 그래프를 구성하여 그래프 

내 신호를 기반으로 유용한 샘플로 찾아내는 기법이 문서 분류 등에 

활용되었다[92, 93]. 

유사하게 액티브 러닝의 핵심도 유용한 데이터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용성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순위를 결정하는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 또한, 그래프는 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데이터 간의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영향력 높은 

데이터를 고르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셋 내 문서 간의 

관계를 정의해 그래프로 변환하여 노드의 순위를 결정하는 랭킹을 도입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개체명 인식을 위한 액티브 러닝을 그래프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텍스트 데이터를 그래프로 

변환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 노드의 그래프 중요도를 측정하는 

페이지 랭크를 통한 샘플링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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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이 개체명 그래프

이번 장에서는 주어진 데이터셋을 어떻게 개체명 인식에 적합한 

그래프로 변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룬다. 텍스트 데이터를 

그래프로 변환하는 것은 기존에도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많이 

활용하던 방식이다. 병리학 리포트의 문장을 그래프로 변환하여 빈도가 

높은 서브 그래프(subgraph) 패턴을 찾아 의학 개념 간의 관계를 

유추하거나[17], 문서 요약이나 토픽 및 키워드 추출[22, 23, 88, 89, 90, 

91], 관계 정보 추출[95] 등을 위해 적용되었다. 이를 위해서 문서 혹은 

문장 간의 간선은 대체로 단어나 어구의 등장을 기반으로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 계산하였다[23]. 

그러나 문서 간의 유사도만을 기반으로 간선을 구성하는 그래프 

형태는 개체명 인식에는 적합하지 않다. 개체명 인식을 위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그래프 형태로 변환하는 것의 목표는 유용한 개체명 후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래프는 각 문장에 포함된 개체명을 기반으로 문서 간 관계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개체명 인식을 위한 데이터셋을 그래프 

   로 변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노드  는 

문서 혹은 개체명이 될 수 있다. 만약 문서와 해당 문서에 포함된 개체명 

노드 간의 간선이 존재한다면, 문서 노드 간의 관계를 개체명 노드 

경로로 표현할 수 있다. 가장 짧은 경로로 연결된 두 문서 노드는 

“공통으로 포함하는 개체명”노드로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개체명 

노드와 각각 문서 노드 과 노드 사이의 간선은 개체명 노드가 노드 

 ,를 추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액티브 러닝 초기에는 개체명 레이블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프의 노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문서와 문서에 포함된 

토큰(Token)을 활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토큰은 문장을 단어 기준으로 

분리하여 어간 추출(Stemming) 및 기본 사전형으로 변환(Lemmatization)한 

결과를 의미한다. 관사와 같이 의미가 없는 단어들(Stop words)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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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sm[102]과 spacy1)를 활용해 전처리 과정에서 제거한다. 노드 구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개체명이 많이 추출되는 명사절만 활용하지 않는 것은, 

해당 조건이 모든 도메인에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시로 “Chronic 

pain in my back is serious and lasts for days.”문장에서 강도를 

표현하는 개체명을 추출하는 경우, “serious”라는 형용사 형태의 단어를 

추출하게 된다[97]. 이를 기반으로 전이 개체명 그래프, TEG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 1. (전이 개체명 그래프) TEG는 세 종류의 노드, 문서( ), 

토큰( ), 개체명( )을 포함하는 비방향 가중 그래프이다. 문서와 토큰 

혹은 개체명 노드 간, 토큰과 개체명 노드 간, 토큰 노드 간, 개체명 노드 

간 간선이 있다.

    (1.1)

  ∪∪   ∪∪∪∪ (1.2)

각 간선의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연산한다:

          (1.3)

          (1.4)

   ×        (1.5)

    , 

    

           (1.6)

개체명 노드와 해당 개체명을 포함하는 문서 노드 사이에 간선 

이 존재하고, 개체명 노드 사이에는 같은 문서에 등장하는 경우 간선 

가 존재한다. TEG에서 문서 노드와 개체명 노드 간 간선( )의 

가중치는 문서 내 개체명의 빈도수, 개체명 노드 간 간선( )의 

1)  https://spacy.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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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는 두 개체명이 함께 등장하는 문서의 수로 지정한다. 따라서 

개체명이 여러 문서에 함께 등장한 경우, 가중치는 합이 커지게 된다. 

정제한 토큰 간의 간선(ETT) 구성시, 문장이나 문서 내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는 데 활용하는 TextRank[88]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거리가 

가까운 토큰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간선에 가중치를 반영한다. 이는 

초기에 대상 개체명 분류를 알지 못하지만, 데이터셋 내 주요한 토큰을 

선택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토큰 윈도우 크기를 4로 설정하여, 

인접한 토큰과의 간선에는 3, 사이에 하나의 추가적인 토큰이 존재하면 

2, 마지막으로 두 개의 추가적인 토큰이 존재하면 1로 설정하였다. 여러 

문서에서 인접하게 등장하는 경우, 전체 합을 가중치로 활용한다. 동일한 

방식을 토큰과 개체명 노드 간 간선(EET)에도 적용한다. 

추가로 액티브 러닝이 진행되면서 축적되는 개체명 레이블의 정보를 

활용하여 그래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실제 개체명은 대표성을 

기반으로 추출하는 키워드나 토픽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데이터에서도 대상 개체명 분류에 따라서 추출되는 단어나 어구 목록도 

변화한다. 따라서 개체명 인식을 위한 최적인 문서 그래프 형태는 추출 

대상 분류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그림 18]의 예시와 같이, 

개체명 분류 중 대상 분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유용한 문장의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데이터셋에서 약물명만을 추출 대상으로할 때와 

약물 간 상호작용 정보를 함께 추출할 때 유용한 문장은 다르게 랭킹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래프 형태로의 변환이 용이한 이유는 동일한 

데이터셋에서도 대상 개체명에 따라 문서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결국 그래프의 형태도 액티브 러닝의 단계가 진행되면서 다르게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논문에서는 개체명 그래프의 진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액티브 러닝 샘플링 전략인 전이 개체명 그래프(Transitional 

Entity Graph), TEG 기반 랭킹을 제안한다.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서도 

문서, 토큰 그리고 개체명을 각각 혹은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그래프를 

구성한 방식이 제안되었지만, 세 가지를 활용한 이종 

그래프(Heterogeneous Graph)를 액티브 러닝 진행에 따라 함께 진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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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다. TEG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문서 간의 관계는 토큰 혹은 개체명의 경로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2. 액티브 러닝 학습 초기에도 유용한 샘플들을 잘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액티브 러닝이 진행되며 얻은 개체명 레이블을 활용하여 더 

유용한 데이터 순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4. 액티브 러닝 과정에서 얻은 레이블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 

개체명에 최적인 그래프 형태로 진화한다. 목표가 되는 최적의 

그래프를 “목표 TEG”라 지칭하고, 초기 구성하는 그래프를 

“초기 TEG”, 그리고 두 그래프 사이에서 전이되는 그래프를 

“중간 TEG”라고 지칭한다.

그래프의 전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 샘플 데이터셋을 활용한다 

[그림 19]. 데이터셋에는 총 6개의 문서 샘플이 포함되고, 편의성을 위해 

각 문서는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데이터셋은 약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출 대상 개체명 분류는 약물이다. 대상 

개체명은 밑줄로 표기되어 있다. 해당 문서셋을 전처리하여 각 문서에서 

포함하고 있는 토큰의 목록으로 변환하면 다음의 [그림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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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추출 대상 개체명 분류에 따른 개체명. 대상 개체명 분류가 

약물 혹은 약물과 약물 간 상호작용일 경우에 따라서 추출 대상이 되는 

개체명이 다르다. 따라서 대상 개체명 분류에 따라 구성 노드의 개수 

부터 문서 간의 경로를 구성하는 개체명 노드 구성이 다르다.

[그림 19] 약물 개체명 추출을 위한 샘플 문서셋.

[그림 20] 데이터셋 전처리 결과. 전처리 후 각 문서는 토큰의 목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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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목표 TEG

앞서 대상 개체명에 따라서 최적의 그래프 형태가 다르게 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데이터셋에서 추출 대상 개체명 분류가 

약물이기 때문에 최적의 그래프는 약물을 추출하기 좋은 문서 순서를 

도출해주는 그래프로 정의할 수 있다. 최적의 그래프를 구현하기 위해 

먼저 개체명 레이블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림 21]과 같이 이종 

그래프 형태로 목표 TEG    를 구성한다. 노드의 종류는 문서 

 (하늘색)와 개체명  (초록색)이다. 목표 TEG 내 문서 간의 관계는 

경로에 존재하는 개체명 노드에 의해 정의된다. 예로 문서 Doc_1과 

Doc_2의 관계는 경로에 포함된 allopurinol이라는 개체명 노드에 의해서 

연결된다.

정의 2. (목표 전이 개체명 그래프) 목표 TEG, GT는 TEG에 토큰 

노드(VT)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추가성질을 가지고 있다.

    (2.1)

 ∅   ∅ ∅ ∅ (2.2)

따라서 다음과 같다.

  ∪   ∪ (2.3)

해당 이종 그래프에서 개체명 추출을 위해 가장 유용한 두 개의 

문서를 선택하기 위해 페이지 랭크를 활용하면 가장 높은 순위 문서로 

Doc_3과 Doc_1을 얻을 수 있다. 선별된 문서는 분홍색으로, 추출되는 

개체명 노드는 분홍색 테두리로 표기하였다 [그림 22]. 그래프 내 전체 

개체명 노드가 Doc_3과 Doc_1 문서 노드와 인접한 노드로 확인되는 것 

같이, 두 문서에서 포함하고 있는 개체명을 추출하는 경우, 데이터셋이 

포함하고 있는 전체 개체명 목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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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목표 TEG. 목표 TEG는 대상 개체명과 문서로 구성된 이종 

그래프 형태이다. 개체명 레이블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그래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림 22] 목표 TEG에서 페이지 랭크를 통한 문서 선별. 목표 TEG에서 

두 개의 문서 Doc_1, Doc_3을 선택해 개체명을 추출하는 경우, 추출되는 

개체명 노드. 

3.1.2 초기 TEG

앞서 보이는 것처럼 개체명 레이블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래프에서 유용한 문서의 순위를 얻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에 데이터는 개체명 레이블이 없는 상태로 전체 토큰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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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그래프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두 개 이상의 문서에 포함된 

토큰만을 활용하여 초기 TEG   를 이종 그래프로 구성하면 

[그림 23]과 같다. 토큰 노드( )는 보라색으로 표현하였다. 토큰은 두 개 

이상 문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활용한다. 

정의 3. (초기 전이 개체명 그래프) 초기 TEG, GI는 TEG에 토큰 

노드(VE)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추가성질을 가지고 있다.

    (3.1)

 ∅   ∅ ∅ ∅ (3.2)

따라서 다음과 같다.

  ∪   ∪ (3.3)

[그림 23]의 초기 TEG에서 페이지 랭크를 통해 높은 순위의 문서 두 

개를 선택하면 [그림 24]와 같이 Doc_3, Doc_2가 선택된다. 두 문서에 

개체명 레이블을 추가하고 나서 그래프를 재구성하게 되면, 중간 TEG인 

[그림 25]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3] 초기 TEG. 초기 TEG는 문서와 토큰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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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초기 TEG에서 페이지 랭크를 통한 문서 선별. Doc_2, Doc_3 

문서가 선별되는 경우 추출 가능한 토큰 표기. 

3.1.3 중간 TEG

[그림 22]와 [그림 24]에서 보이듯이 목표 TEG와 초기 TEG에서 연산 

되는 문서 순위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림 23]를 액티브 러닝 

초기 단계와 [그림 21]을 마지막 단계로 가정한다면, [그림 23]은 레이블 

데이터가 전혀 없는 초기 TEG가 되고, [그림 25]은 첫 번째 

과정(iteration)을 통해 일부 레이블 데이터를 얻은 상태의 중간 TEG이다. 

중간 TEG는 총 세 종류의 노드, 문서( ), 토큰(), 개체명( )을 모두 

포함한다. 이미 레이블링이 진행된 문서는 짙은 파란색으로 표기하였다. 

기존에 토큰 노드였던 allopurinol, dicoumarol, cloxacillin, warfarin이 

개체명 노드로 전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레이블이 추가된 문서 내의 

개체명과 개체명 노드 간의 간선은 같은 문서에 등장하는 경우에 앞서 

목표 TEG와 동일하게 가중치 3으로 적용한다. 개체명과 개체명 사이의 

간선 구성을 위해 다문자열 매칭 알고리즘(Multi-Pattern String Matching 

Algorithm)인 Wu-Manber를 활용하였다[101]. 다문자열 매칭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위해 매칭 여부는 전체 소문자로 확인하고, 세 글자 이하로 

구성된 개체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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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중간 TEG에서 랭킹 알고리즘을 통해 레이블을 추가할 문서를 

고르면 [그림 26]와 같다. 이처럼 액티브 러닝 단계와 함께 진행되면서 

[그림 23]의 초기 TEG에서부터 [그림 25]의 중간 TEG를 거쳐 [그림 21]의 

목표 TEG 상태로 점점 변화하는 그래프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그림 27]에서 개체명 레이블링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점 이상적인 그래프 

형태로 변화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과정 중에 

‘allopurinol’처럼 기존의 토큰 노드가 개체명 노드로 전이될 수도 있고, 

여러 토큰 노드가 합쳐서 개체명 노드로 구성되거나, 

‘acetaminophen’처럼 새로운 개체명 노드가 추가되거나 기존 토큰 

노드가 삭제될 수 있다.

앞서 문서 데이터셋을 개체명 인식에 유용한 TEG 형태로 그래프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체명 인식을 위한 액티브 러닝은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기 때문에 배치 단위의 샘플을 얻는 목표가 있다. 따라서 

해당 TEG에서 랭킹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순위를 도출하여 샘플을 

선정한다. 그래프 기반 랭킹 알고리즘은 그래프 내 전체 구조 정보를 

기반으로 노드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TEG에서 페이지 랭크를 

기반으로 순위를 도출하게 되면, 영향도가 높은 개체명 노드와 문서가 

먼저 추출되게 된다.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통하여 문서의 순위를 

정하는 것은 가장 많은 문서 노드 혹은 개체명 노드에 도달할 수 있는 

노드의 순서를 찾는 것이다.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은 networkx[103]를 

통해 구현하였다. 비교 실험을 위해 HITS 알고리즘도 함께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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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중간 TEG. 중간 TEG는 개체명 레이블을 일부 적용한 후 

재구성한 그래프이다. 

[그림 26] 중간 TEG에서 페이지 랭크를 통한 문서 선별. Doc_1, Doc_6 

문서에서 추출 가능한 토큰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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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액티브 러닝 내 전이 개체명 그래프 변환 단계. 액티브 러닝 

단계를 거쳐 (1)초기 토큰과 문서 노드로만 이루어진 이종 그래프에서 

(2)개체명에 대한 레이블이 일부 추가 되면서 개체명 노드까지 포함하여 

세 종류의 노드를 가진 이종 그래프로 진화한다. (3)그리고 전체 개체명 

레이블을 얻게 되면 개체명 노드와 문서로만 구성된 이종 그래프가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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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동종 그래프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TEG 그래프와의 성능 비교를 위해 TEG와 

유사하지만, 개체명을 노드가 아닌 간선으로 설정하여 동종 

그래프(Homogeneous Graph)로 구현하였다. 동종 그래프 GHo=(V,E)에서 

노드는 문서 노드(VD)로만 구성되어 있고, 문서 노드 간의 관계는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토큰 혹은 개체명이 간선으로 표현된다. 해당 

간선의 가중치는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체명 혹은 토큰의 개수가 

된다. 동종 그래프로 구현하는 경우, 초기에는 [그림 28]와 같이 공통으로 

포함하는 토큰의 개수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간선을 구성하고, 

목표 그래프는 [그림 29]와 같이 공통으로 포함하는 개체명의 개수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간선을 구성한다.

정의 4. (문서 동종 그래프) GHo는 문서 노드( )를 포함하는 비방향 가중 

그래프이다. 문서 노드 간 간선(EDD)의 가중치는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토큰 혹은 개체명의 개수이다.

     (4.1)

       (4.2) 

         or   (4.3)

동종 그래프 구성 방식은 기존에 문서 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간선을 정의하여 그래프로 변환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동종 

그래프는 TEG에서 참조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생략하여 반영한다. 

개체명 정보가 간선의 가중치로만 그래프에 반영되는 방식을 통해서는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가장 영향도가 높은 개체명을 찾을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개체명의 영향력이 문서 순위에 반영되기 어렵다.

추가로 최적의 문서 집합을 찾는 문제는 최적의 문서를 순서대로 

선택하여 집합을 구성하는 것은 다른 문제 정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장 높은 중심성을 가진 하나의 문서 노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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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중심성이 높은 노드 집합을 찾는 

문제이다[98, 99]. 하지만 최적의 문서 집합을 찾는 것은 조합 문제로 

그래프의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요구되는 연산량도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중심 유저(Keyplayers)를 찾기 위해 활용한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여 전체 노드 간 경로의 길이를 3으로 제한하고 전체 

노드 간 최단 경로를 기반으로 문서 집합을 구성하는 방안을 함께 

고안하였으나, 실험 결과 TEG보다 낮은 성능을 보였다. 더 상세한 결과는 

제 4장 실험 및 평가 장에서 다룬다.

[그림 28] 동종 그래프 초기 형태. 초기 동종 그래프는 문서 간의 관계를 

공통으로 포함한 토큰으로 정의한다.

[그림 29] 동종 그래프 목표 형태. 목표 동종 그래프는 문서 간의 관계를 

공통으로 포함한 개체명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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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및 평가

이번 장에서는 앞서 제안한 TEG를 다른 액티브 러닝 샘플링 기법과 

실험을 통해 비교하고 액티브 러닝의 진행에 따라 얻은 개체명 레이블을 

활용하여 TEG를 정제하는 데에 따른 성능을 검증한다. 실험은 i7-4770, 

RAM 16GB, HDD 1TB PC 환경에서 진행하였다.

4.1 데이터셋 및 전처리

실험을 위해 개체명 인식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CoNLL-2003 English[11], DDI Corpus[96]를 활용하였다. 

CoNLL-2003은 1996년 8월부터 1997년 8월까지의 로이터 기사를 활용한 

Reuters Corpus Volume 1 데이터에 개체명 레이블을 추가한 것이다. DDI 

Corpus는 약과 약동학적 및 약역학적 상호 작용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DrugBank2)에서 텍스트와 Medline3)에서 논문 초록을 수집하여 레이블을 

추가한 데이터셋이다. 데이터셋의 상세한 내용은 [표 2, 3, 4]에 설명되어 

있다. 두 데이터셋 모두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분리되어있어 F1 

측정함에 있어 그대로 활용하였다.

데이터셋은 BIO 포맷을 활용해 학습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BIO 

포맷은 개체명 인식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많이 활용되는 포맷이다. 

B, I, O는 각각 Begin, Inside, Outside의 약자이다. B는 개체명이 시작 

부분을 I는 개체명의 내부를 그리고 O는 개체명이 아닌 단어나 어구를 

지칭한다. [그림 30]과 같이, 데이터셋에서 약물(Drug), 부작용(Adverse 

Effect, ae) 개체 분류를 포함하고 있다면 약물을 지칭하는 하나의 단어는 

B-Drug로 레이블링되고, 부작용을 지칭하는 복수의 단어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명을 구성한다면 해당 개체명의 첫 번째 단어는 B-ae 그 외에는 

I-ae로 레이블링된다.

2) https://www.drugbank.ca (19.11.29 접속)

3) https://www.nlm.nih.gov/bsd/medline.html (19.11.2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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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LL-2003의 경우, BIO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어 추가적인 전처리 

없이 실험에 사용하였고, DDI Corpus 데이터셋은 직접 BIO 포맷으로 

변환하였다. DDI는 변환 과정에서 문장 내 어구와 실제 추출된 레이블이 

정확히 매칭되지 않는 경우, 레이블과 동일하게 문자열을 치환하였고 

토큰화를 위해 특수문자 앞뒤로 공백을 추가하였다. 예시로 DDI에서 

문장“Propranolol increases hydralazines serum concentrations.” 내 

개체명인 “hydralazines serum concentrations”의 레이블은 

“hydralazines serum concentration”로 복수가 단수로 등록되어 있다. 

이런 경우, 레이블과 동일한 상태로 치환하였다.

데이터 종류 문서 수 문장 수 단어 수

CoNLL-2003 

English

학습 셋 946 14,987 203,621

테스트 셋 231 3,684 46,435

DDI Corpus 학습 셋 714 8,164 156,966

테스트 셋 112 778 16,037
[

[표 2] 실험에 활용한 개체명 인식 데이터셋[11].

개체명 분류 학습 셋 테스트 셋 총 개수

사람(Persons) 6,600 1,617 8,217 (28.2%)

지명(Locations) 7,140 1,668 8,808 (30.2%)

단체(Organizations) 6,321 1,661 7,982 (27.4%)

그 외(Miscellaneous) 3,438 702 4,140 (14.2%)

[표 3] CoNLL-2003 English 개체명 분포. Miscellaneous는 앞선 3개의 분

류에 속하지 못한 개체명을 포함한다[11].

개체명 분류 학습 셋 테스트 셋 총 개수

약(Drug) 9,425 2,221 11,646 (63%)

브랜드(Brand) 1,437 429 1,866 (10%)

약물 그룹(Group) 3,399 826 4,225 (23%)

활성 물질(Drug_N) 504 261 76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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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DDI Corpus 개체명 분포. 브랜드는 의약회사에서 출시하는 약의 

이름을 포함하는 분류이고, 활성 물질(Drug_N)은 제충제 등 사람에게 사

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포함하는 분류이다[96]. 

[그림 30] 개체명 인식 BIO포맷 예시

4.2 개체명 인식 모델

액티브 러닝의 성능은 머신러닝 모델과 샘플링 기법 모두의 영향을 

받고 특히 최적 모델의 선택은 높은 정확도를 얻는데 매우 중요하다[83]. 

실험을 위해서 문자와 단어 단위의 피처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양방향 

LSTM과 CNN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 모델을 케라스(Keras)4)와 

텐서플로우(Tensorflow)5)를 활용하여 구현하였다[100]. 모델의 구조는 

[그림 31]과 같으며 참고 논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입력 데이터로 

단어 임베딩, 문자열, 그리고 문자열 특징(숫자, 소문자, 대문자, 시작 

문자가 대문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참고 논문에서 활용한 

어휘(lexicon)는 활용하지 않았다. 임베딩으로는 Wikipedia와 Gigaword를 

기반으로 학습한 GloVe6)(50d)를 활용하였고, 미등재 단어(Unknown word, 

4) https://keras.io (19.11.29 접속)
5) https://tensorflow.org (19.11.29 접속)

6) https://nlp.stanford.edu/projects/glove (19.11.2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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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는 (-0.25, 0.25)범위에서 균일하게 샘플링하여 벡터를 부여하였다. 

본 실험의 목표는 개체명 인식 딥러닝 모델의 최적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아닌 액티브 러닝의 샘플링 전략을 평가하는 것으로 모델 파라미터의 

최적화는 진행하지 않았다.

[그림 31] CNN-BiLSTM+GloVe 모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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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 파라미터 값

Convolution   width 3

CNN   output size 53

LSTM   state size 200

LSTM   layers 1

Learning   rate 0.0105

Epochs 10, 20, 60

Dropout 0.5
Mini-batch   size 9
Max   Length 124(CoNLL),   170(DDI)

[표 5] CNN-BiLSTM+GloVe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Hyper-parameter)

4.3 샘플링 전략 비교

    앞서 제안하는 TEG 샘플링 전략과 기존 타 연구에서 제안한 샘플링 

전략을 비교하기 위해 실험에 활용한 샘플링 전략들은 다음과 같다. 모든 

실험에서 레이블링 단위는 10으로 지정하여, 매 반복 주기당 10개의 문서

가 한 번에 레이블링된다. 각 샘플이 추가될 때마다 모델을 재학습하여 

F1 점수를 측정한다. 샘플링의 F1 점수는 총 5번의 평균을 기록하였다

1. 무작위 샘플링(Random Sampling) : 베이스라인(Baseline) 샘플링 

기법으로 주어진 데이터 풀 안에서 무작위로 데이터를 선택하여 학습에 

활용한다.

2. 불확실성 샘플링(MNLP) : 문서의 전체 토큰들의 평균 MNLP값을 

기준으로 랭킹하여 샘플링한다. 불확실성 샘플링 연산은 실험 모델의 

에폭 60을 기준으로 한다. 초기 샘플은 무작위로 선정한다.

3. 문장 기준 불확실성 샘플링(MNLP Sent): 문서 내 문장을 기준으로 

계산한 불확실성 값 중 최대 값을 활용하여 순위를 매긴다. 각 문장의 

불확실성은 문장 내 토큰의 평균을 사용한다. 초기 샘플은 무작위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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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mall Margin 샘플링(SM): 모델이 가장 높은 확률로 예측한 분류 

클래스 두 개의 예측 정도의 차이가 작을수록 모델의 확신이 작다고 

가정하고 작은 순서로 샘플링한다. 초기 샘플은 무작위로 선정한다.

5. 다양성 기반 샘플링(DiB): 전체 문서 간 유사도를 TF-IDF 기반 벡터를 

구성하여 코사인 유사도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평균 유사도 점수가 낮은 

샘플들을 우선으로 선택한다. 초기 빈도 기반 벡터 구성 시, 최대 

사이즈는 20000, 등장 문서 빈도 비율은 최대 0.9, 최소는 0.1로 

구성하였다.

6. 밀도 기반 샘플링(DeB): 앞선 DiB과 동일하게 TF-IDF 기반 벡터를 

통해 코사인 유사도로 계산하여 밀도가 높은 공간에서 샘플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유사도가 높은 샘플들을 우선으로 선택한다.

7. 동종 그래프 + 페이지 랭크 샘플링(Ho-PR): TEG와 동일한 전이 

방식을 활용하여 문서 간에 공통으로 포함하는 토큰이나 개체명을 

기반으로 유사도로 간선을 구성한 동종 그래프에서의 페이지 랭크를 

적용해 샘플링한다. 페이지 랭크에서 무작위 점핑 확률은 초기 저자들이 

제안한 대로 0.15로 설정하였다[72].

8. 동종 그래프 + HITS 샘플링(Ho-Hits): 앞선 Ho-PR와 같이 그래프 전이 

방식을 활용하며 랭킹 알고리즘만 HITS를 활용하여 권위 

노드(Authority)가 높은 샘플을 활용한다.

9. 동종 그래프 + 구조 중복 최소화(Ho-RO): 그래프 내 구조적 연결성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중심성이 높은 노드 집합을 찾기 위해 전체 

노드 간 경로의 길이를 3으로 제한하여 최단 경로를 활용한다. 먼저 

페이지 랭크를 통해 가장 높은 영향도를 가지고 있는 문서 노드 하나를 

찾는다. 그 후 전체 경로 목록에서 해당 노드가 포함되지 않은 목록을 

추려내어, 해당 목록에 포함된 최다 빈도의 문서 노드를 집합에 

추가한다. 앞선 과정을 반복하여 원하는 샘플 수의 노드를 얻을 때까지 

반복한다.

10. TEG + 페이지 랭크 샘플링(TEG-PR):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레이블링 결과에 따른 개체명 노드의 변화를 적용하며 진화하는 TEG를 

활용하여 페이지 랭크를 통해 샘플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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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EG + HITS 샘플링(TEG-Hits): TEG를 활용하여 HITS 알고리즘을 

통해 샘플링한다.

4.4 실험 결과

액티브 러닝에서 샘플링 전략을 비교하기 위해 학습커브(learning 

curve/trajectory)를 활용하여 샘플 사이즈에 따른 F1 점수의 변화를 

비교한다. 앞서 TEG는 액티브 러닝 학습 초기에도 유용한 샘플들을 

선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초기 F1을 비교하여 

TEG가 다른 샘플링 전략보다 학습 초기에 유용한 데이터 샘플을 

선별해내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액티브 러닝이 진행되며 얻은 개체명 

레이블을 활용하여 TEG를 정제할 때 더 유용한 데이터 샘플을 얻을 수 

있는지, 초기 TEGI를 통해 한 번의 연산으로 얻는 샘플과 정제를 통해 

얻는 샘플의 결과 차이를 확인하고 레이블링 비용을 토큰의 개수로 

정의하여 각 전략에 따른 레이블링 비용을 비교한다.

4.4.1 학습 커브

성능 평가 기법으로는 정밀도, 재현율 그리고 둘을 조합한 F1 점수를 

활용한다. 샘플링 전략은 샘플 사이즈에 따른 F1 점수 학습 커브로 

비교한다. 모든 샘플링 전략은 초기 배치 사이즈만큼의 샘플수를 포함한 

단계에서부터 전체 학습 데이터를 포함한 단계까지의 F1 스코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액티브 러닝이 진행됨에 따라 샘플 데이터가 

추가되고 이에 따른 F1 점수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실험 결과 비교 

효율성을 위해 각 분야별 샘플링 전략에 대한 학습 커브 비교를 먼저 

진행한다. 실험을 위해 딥러닝 모델은 3가지 에폭(Epoch) [10, 20, 60]을 

기준으로 학습하였기 때문에 각 에폭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각 에폭에서 전체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한 평균 F1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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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와 같다. 각 에폭에서 전체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얻은 F1 점수를 

최대 F1로 정의한다.

데이터셋 에폭 정밀도 재현율 테스트 셋 F1
DDI Corpus 10 0.505 0.545 0.545

20 0.514 0.589 0.589
60 0.658 0.662 0.660

CoNLL   2003 10 0.805 0.822 0.813
20 0.839 0.852 0.846
60 0.878 0.888 0.883

[표 6] 전체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성능 결과. 모델을 평균 5회 

학습한 결과이다.

분류에 따른 샘플링 결과는 부록을 참조한다. 불확실성 샘플링의 

경우, DDI 데이터셋에서 문장 단위의 MNLP를 적용한 MNLP Sent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 외 불확실성 샘플링은 무작위(Random) 샘플링 

보다 낮은 성능을 보였다. CoNLL 데이터셋에서는 전반적으로 무작위 

샘플링과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불확실성 샘플링은 불확실성 값을 

계산하는데 모델의 학습 정보를 활용하는데, 딥러닝 모델의 경우, 다양한 

하이퍼파라미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모델의 F1 

점수를 에폭 10, 20, 60에 따라 표기하지만, 불확실성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에폭 60에서의 모델의 소프트맥스 결과를 활용하였다. 

대표성 샘플링의 경우, 데이터셋에 따라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샘플링 전략이 다르다. DDI 에서는 다양성 기반 샘플링이 반면에 

CoNLL에서는 밀도 기반 샘플링이 좋은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대표성 

샘플링은 CoNLL에서 베이스라인인 무작위 샘플링보다 낮은 성능을 

보였다. 두 데이터셋 모두에서 불확실성 샘플링 중 최고 성능을 보인 

MNLP Sent는 대표성 샘플링에 비해 훨씬 우월한 성능을 보였다. 

두 데이터셋 실험에서 TEG-PR 샘플링 결과가 초기에 가파르게 

상승하여 가장 빠르게 최대 F1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내 구조적 연결성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중심성이 높은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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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을 찾기 위해 활용한 Ho-RO의 경우 초기 학습률일 무작위 샘플링 

보다 낮은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에폭이 낮은 경우, 학습 후반에 최대 

F1 점수 보다 높은 F1 점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데이터셋 내 

구조적 중복성을 줄임으로써 중복이 적은 학습 데이터 샘플을 선택해 

테스트 데이터의 커버리지를 높이는 가능성이 있다.

각 불확실성 샘플링과 대표성 샘플링 및 TEG와 변형 그래프를 통한 

샘플링 전략 중에서 두 데이터셋에서 적은 데이터로 최대 F1에 가까운 

학습률을 보인 샘플링 전략들만을 추려 [그림 32, 33]으로 정리하였다. 

DDI의 경우, 베이스라인인 무작위(Random), MNLP Sent, Ho-Hits, 

TEG-PR, TEG-Hits의 학습 커브가 포함되었고, CoNLL의 경우, 

베이스라인인 무작위(Random), MNLP, Ho-PR, TEG-PR, TEG-Hits가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샘플링 전략이 학습 데이터셋의 50%를 활용하는 

경우 최대 F1 점수에 가까운 성능을 보인다. 이에 학습 초기의 성능이 

매우 중요한데, DDI에서는 TEG-PR과 MNLP Sent가, CoNLL에서는 

TEG-PR과 TEG-Hits가 학습 초기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F1 커브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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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체 샘플 사이즈 활용 단계까
지의 F1 커브

(b) 초기 단계 F1 커브(30% 샘플 
사이즈)

[그림 32] DDI에서 높은 성능을 보인 샘플링 전략 결과. 포함한 샘플링 

기법은 다음과 같다: 베이스라인(Random), MNLP Sent, Ho-Hits, 

TEG-PR, TEG-Hits. 최대 F1점수 대비 95%에 해당하는 F1 점수를 

빨간색 점선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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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체 샘플 사이즈 활용 단계까
지의 F1 커브

(b) 초기 단계 F1 커브(40% 샘플 
사이즈)

[그림 33] CoNLL에서 높은 성능을 보인 샘플링 전략 결과. 포함한 

샘플링 기법은 다음과 같다: 베이스라인(Random), MNLP, Ho-PR, 

TEG-PR, TEG-Hits. 최대 F1점수 대비 95%에 해당하는 F1 점수를 

빨간색 점선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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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최대 F1 대비 성능

이번 장에서는 전체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F1 

값과 유사한 점수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샘플의 사이즈를 비교한다. 각 

샘플링 전략을 비교하여 액티브 러닝의 목표인 유용한 정보를 먼저 

선별해냄으로써 적은 샘플 데이터로 최대 F1에 가까운 점수를 낼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각 샘플링 전략에 대해 전체 학습 

데이터 중 몇 퍼센트를 샘플 데이터로 활용하였을 때 최대 F1에 비해 

얼마의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표 7, 8]에서 샘플 사이즈에 따른 F1 점수와 최대 F1 점수 대비 

퍼센트를 확인할 수 있다. 굵은 글씨는 각 샘플 사이즈 단계에서 최고 F1 

점수를 표현하고, 노란 셀은 각 샘플링 전략이 최대 F1 점수 대비 95% 

이상의 F1 점수를 보이는 경우에 표기하였다. [표 7,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샘플링 전략이 50% 이상의 샘플을 활용하는 경우 최대 

F1에 흡사한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액티브 러닝 초기에 매우 적은 

샘플수 1%~10%만을 활용하여 학습하였을 때의 F1 점수를 비교하면, TEG 

혹은 동종 그래프 형태가 훨씬 작은 샘플 사이즈로도 높은 F1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TEG-PR을 활용하는 경우 전체 

에폭과 데이터셋을 고려하더라도 4%~15%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대 

F1 점수의 95%에 도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a) 에폭 10에서 최대 F1 대비 95% 점수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샘플 

사이즈의 학습 데이터 대비 퍼센트

(b) 에폭 20에서 최대 F1 대비 95% 점수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샘플 

사이즈의 학습 데이터 대비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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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에폭 60에서 최대 F1 대비 95% 점수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샘플 

사이즈의 학습 데이터 대비 퍼센트

[표 7] DDI 실험에서 최대 F1 점수의 95%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샘플 

퍼센트. 노란 셀은 각 샘플링 전략이 최대 F1 점수 대비 95% 이상의 F1 

점수를 보이는 경우에 표기하였다.

(a) 에폭 10에서 최대 F1 대비 95% 점수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샘플 

사이즈의 학습 데이터 대비 퍼센트

(b) 에폭 20에서 최대 F1 대비 95% 점수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샘플 

사이즈의 학습 데이터 대비 퍼센트

(c) 에폭 60에서 최대 F1 대비 95% 점수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샘플 

사이즈의 학습 데이터 대비 퍼센트

[표 8] CoNLL 실험에서 최대 F1 점수의 95%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샘플 

퍼센트.

4.4.3 액티브 러닝 초기 시딩

기존의 SOTA(State-of-the-art)로 평가받는 불확실성 샘플링 전략은 

학습 초기에 유용한 샘플들을 선별해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TEG의 목표 중 하나로 학습 초기에 유용한 샘플 선별이 가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로 기존의 불확실성 샘플링인 MNLP 

Sent, SM에서 초기 샘플링을 무작위로 선택하거나 초기 TEG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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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 하였을 때의 F1 점수를 비교한다. 실험에는 DDI Corpus를 

활용하였다. [그림 34, 35]의 F1 커브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초기 시드 

선택 전략을 TEG로 활용하였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최대 F1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DDI   Corpus, MNLP Sent 

초기 시드 샘플 선택 방식에 따른 

F1. 샘플 사이즈 100% 표현

(b) DDI   Corpus, MNLP Sent 

초기 시드 샘플 선택 방식에 따른 

F1. 샘플 사이즈 20% 까지 표현

[그림 34] MNLP Sent에서 초기 시드 선택 방식에 따른 F1 커브.



- 61 -

(a) DDI   Corpus, SM 초기 시드 

샘플 선택 방식에 따른 F1.   샘

플 사이즈 100%

(b) DDI   Corpus, SM 초기 시드 

샘플 선택 방식에 따른 F1.   샘플 

사이즈 20% 까지.

[

[그림 35] SM에서 초기 시드 선택 방식에 따른 F1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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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DDI Corpus, MNLP Sent, 시드 선택 전략에 따른 F1.

[표 10] DDI Corpus, SM, 시드 선택 전략에 따른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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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전이 개체명 그래프 정제 효과

전이 개체명 그래프, TEG는 액티브 러닝 과정과 함께 초기 TEGI에서 

중간 TEGIT 그리고 목표 TEGT로 변화하면서 그래프도 정체된다. 대표성 

샘플링과 유사하게 TEGI에서 한 번의 연산으로 유용한 데이터 순위를 

정렬하는 샘플링과 레이블이 추가될 때마다 그래프를 정제하는 샘플링 

기법 두 가지를 비교한다. [그림 36]에서 액티브 진행 단계와 함께 

그래프도 정제하는 Iterative와 그래프 정제 없이 한 번의 연산만을 

진행하는 Once를 비교하였다. 그래프를 활용하는 샘플링 기법인 TEG-PR, 

TEG-Hits, Ho-PR, Ho-Hits 등을 비교하였다.

[그림 36]와 같이 대부분 Iterative 방식이 학습 초기에 작은 차이로 

최대 F1 점수에 먼저 도달한다. DDI Corpus를 활용한 실험의 결과를 

비교하는 경우, 그래프를 정제하는 TEG-Hits이 에폭 2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재현율과 F1 점수를 보인다. 하지만 CoNLL을 활용한 실험 

결과에서는 TEG-PR 그래프 정제의 효과가 전혀 없다. 오히려 에폭 

10에서는 더 낮은 F1을 보인다. 해당의 경우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한 

번의 연산으로 전체 데이터의 유용성의 순위를 계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앞선 실험은 주어진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레이블이 되어 있는 개체

명 분류 전체를 추출하는 것을 가정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실제 개체명 

추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셋이 동일하더라도 목표 개체명 분류가 

다를 수 있다. 이런 경우 같은 데이터셋에서도 대상 개체명 분류에 따라

서 유용한 데이터 샘플이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CoNLL-2003의 경우, 

사람, 지명, 단체, 그 외 분류가 포함되어있지만, 만약 사람(Person)과 단

체(Organization) 개체명만을 추출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셋을 

활용할 필요가 없고 해당 개체명 분류 추출에만 유용한 샘플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실험을 위해 TEG-PR(Iterative, Once)을 에폭 20을 기

준으로 학습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37]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그래프 정

제를 과정을 거치는 TEG-PR, Iterative가 그렇지 않은 전략에 비해 더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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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DI   Corpus, TEG-Hits, 

Iterative와 Once 결과 비교

(b) DDI   Corpus, TEG-PR, 

Iterative와 Once 결과 비교

르게 최대 F1 점수에 도달하고 학습 샘플을 많이 활용하는 후반에도 좀 

더 안정적인 F1점수를 보인다.



- 65 -

(c) CoNLL   2003, TEG-Hits, 

Iterative와 Once 결과 비교

(d) CoNLL   2003, Ho-Hits, 

Iterative와 Once 결과 비교
[그림 36] 그래프 정제 과정 여부에 따른 F1 결과 비교. 주황색이 정제 

과정을 거치는 Iterative 방식이고, 남색이 한 번의 연산으로 전체 샘플 

순위를 정하는 Once 방식이다. 정밀도와 재현율 결과는 부록을 참조한다.

(a)   정밀도 (b)   재현율

(c) F1 점수  

[그림 37] 일부 개체명 분류 추출 결과. DDI Corpus 실험시, 사람 및 단체 

개체명 분류 만을 추출하는 경우, 그래프 정제 여부에 따른 결과 비교.



- 66 -

4.4.5 추출 개체명 수와 레이블링 비용

추가로 액티브 러닝을 진행하여 추출되는 개체명와 레이블링의 

비용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해당 실험에서는 비용을 각 문서에 포함된 

단어의 개수로 간주한다. TEG에서는 문서 노드가 토큰 노드와 개체명 

노드를 기반으로 영향력이 높은 문서를 위주로 샘플링 하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토큰과의 간선을 가진, 즉 많은 토큰을 포함한, 길이가 긴 

문서가 샘플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림 38]에서 보이는 것처럼 

TEG를 활용하는 전략의 경우 추출되는 개체명의 수와 레이블링 비용이 

모두가 높다. 

하지만 문서의 길이가 긴 순으로 레이블링을 하는 것과 TEG를 

구성하는 것에는 선택되는 문서 샘플과 학습률에 큰 차이가 있다 [그림 

39]. 또한, 실제 레이블링을 진행하는 경우 앞선 중간 TEG 단계에서 

활용하는 다문자열 매칭 알고리즘 덕분에 중복적인 개체명은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개체명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a) DDI Corpus 실험 시 학습 데이터 퍼센트에 따른 추출 개체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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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DI Corpus 실험시, 학습 데이터 퍼센트에 따른 레이블링한 토큰 수

(c) CoNLL-2003 실험 시 학습 데이터 퍼센트에 따른 추출 개체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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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oNLL-2003 실험시, 학습 데이터 퍼센트에 따른 레이블링한 토큰 수

[그림 38] 학습데이터 양에 따른 추출 개체명 수와 토큰 수. (a), (c) 

차트에 표기된 포인트는 TEG-PR에서 최대 F1 점수의 95%에 비례하는 

F1 점수 성능을 보이는 시점의 데이터 사이즈 비율, 개체명 수이다. (b), 

(d)차트에 표기된 표인트는 TEG-PR에서 최대 F1 점수의 95%에 비례하는 

F1 점수 성능을 보이는 시점의 데이터 사이즈 비율, 레이블 토큰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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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DI Corpus F1 비교. (b)   CoNLL 2003 F1 비교.

[그림 39] 문서 길이 기준 전략과 비교 결과. Longest가 문서 데이터를 

포함한 단어 기준 길이가 큰 순서로 샘플링하는 베이스라인이다. 샘플 

사이즈 50%까지 결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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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연산 시간

샘플링 전략의 연산 시간 비교를 위해 DDI에서는 에폭 60에서 

경쟁력 있는 결과를 보였던 MNLP Sent, Ho-PR, TEG-PR를, 

CoNLL-2003은 MNLP, Ho-PR, TEG-PR을 활용하였다. 최대 F1 점수의 

95%에 도달하는 성능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샘플의 수에 따른 연산 

시간를 비교 하였다 [표 11]. 연산 시간은 샘플링에 요구되는 시간만을 

측정하였다. 불확실성 샘플링인 MNLP의 경우, 모델 학습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샘플링 시에 요구된다. 해당 실험에서는 에폭 60을 

학습 시간을 측정하는 데 활용하였다. 그 외에는 모델 학습 시간은 연산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 1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DDI의 경우, 유사한 F1 점수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샘플의 개수가 TEG-PR가 MNLP Sent에 비해 

현저히 작은 수이기 때문에 연산 시간도 훨씬 작다. 반면에 

CoNLL-2003와 같이 비슷한 샘플링 개수를 요구하는 경우, TEG-PR의 

샘플링 연산 시간이 3배 이상 소요된다.

[표 11] 샘플링 연산 시간. 최대 F1 점수의 95%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

는 샘플링 사이즈 축적을 위해 요구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샘플링 사이

즈가 10임으로 한 번의 단계(Iteration)에서 10개의 샘플이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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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찰

앞서 실험 및 평가를 통해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TEG가 개체명 

인식을 위한 액티브 러닝 과정에서 4%~15%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하여도 최대 F1 점수의 95%에 도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나 학습 초기 단계에서 유용한 샘플을 선별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 방식의 

확장성에 대한 어려움과 TEG가 데이터 수 외의 요구되는 레이블링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프 랭킹 알고리즘은 글로벌 연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많아짐에 따른 확장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비방향 

그래프의 특징을 고려하여, 연산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알고리즘 및 

병렬화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그래프 정제 과정에서 

새로운 인접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Materialization하는 방식에 

대한 고려 또한 TEG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추가로 레이블링 비용을 

문서에 포함된 단어의 개수로 정의하였을 때, TEG를 활용한 전략이 비용 

대비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일 수 있도록 토큰 노드의 수를 조절하여 

문서의 길이가 문서 노드 랭킹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4.4.4 TEG 그래프 정제 효과 실험에서 보여진 것처럼 액티브 러닝이 

진행되면서 축적되는 개체명 레이블을 활용하여 그래프를 정제하는 

효과는 데이터셋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 DDI Corpus에서는 그래프 

정제가 더 높은 재현율과 F1 점수를 보이는 반면에 CoNLL을 활용한 

실험 결과에서는 TEG-PR 그래프 정제의 효과가 전혀 없다. 이에 실제 

개체명 인식에 활용하는 데이터셋의 특성에 따른 토큰과 개체명 노드의 

변화 및 정제 효과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TEG를 개체명 인식뿐만 아니라 개체명 연결(Entity 

linking) 및 관계 추출에 유용한 데이터를 샘플링할 수 있는 액티브 러닝 

단계로 도입하여 최소한의 샘플로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 연구로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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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체명 인식을 위해 효율적으로 데이터 레이블링을 진

행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같은 파이프라인 내에서 학습하는 접근 방식인 

액티브 러닝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다양한 액티브 러닝 샘플링 전략

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 전략의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토큰과 개체명으로 

정의할 수 있는 전이 개체명 그래프, TEG를 제안하였다. TEG를 기반으로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통해 액티브 러닝 초기에 유용한 샘플을 선별하

여 레이블링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험을 통해 타 샘플링 전략과 비교하였

을 때, 적은 샘플 비율에도 높은 F1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

다. 하지만 효율적인 레이블링 비용 및 연산 비용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

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TEG는 개체명 인식뿐만 아니라 관계 정보를 추출하는데 가장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레이블링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확장하

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

로 조인트 훈련(Joint Learning)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개체명 인식과 관계 정보를 함께 추출하는 지식 그

래프 구성을 위한 액티브 러닝 전략으로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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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데이터셋과 샘플링 전략에 따른 학습 커브(정밀도, 재현율)

(a) DDI Corpus 불확실성 샘플링 정밀도, 재현율

(b) CoNLL-2003 English 불확실성 샘플링 정밀도, 재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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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불확실성 샘플링 기반 DDI 

Corpus 개체명 인식  F1 결과.

(d) 불확실성 샘플링 기반 

CoNLL-2003   개체명 인식 F1 결

과.
불확실성 샘플링 실험 결과. 모델의 에폭 따른 F1 결과이다. x-axis는 

전체 학습 데이터 사이즈와 샘플 사이즈의 비율이다. 베이스라인인 무

작위 샘플링(Random)과 불확실성 샘플링 기법인 MNLP, MNLP Sent, 

SM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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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DI Corpus 대표성 샘플링 정밀도, 재현율.

(b) CoNLL-2003 English 대표성 샘플링 정밀도, 재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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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DI Corpus 개체명 인식 F1 

결과.

(d) CoNLL-2003 개체명 인식 F1 

결과.
대표성 샘플링 실험 결과. 베이스라인인 무작위 샘플링(Random)과 대

표성 샘플링 기법 두 가지인 다양성 기반 샘플링(DiB)과 밀도 기반 샘

플링(DeB) 결과이다. 전체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정밀도, 재현율, F1점수는 검정색 점선으로 표기하였다. 

데이터셋에 따라 초기에 높은 F1 점수를 보이는 샘플링 기법이 다르

다. DDI Corpus에서는 다양성 기반 샘플링이 반면에 CoNLL 2003에서

는 무작위 샘플링이 최적의 성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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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DI Corpus 동종 그래프 및 TEG 샘플링 정밀도, 재현율.

(b) CoNLL-2003 동종 그래프 및 TEG 샘플링 기반 정밀도, 재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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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동종 그래프 및 TEG   샘플링 

기반 DDI Corpus 개체명 인식 결

과.

(d) 동종 그래프 및 TEG   샘플링 

기반 CoNLL 개체명 인식 결과.

동종 그래프 및 TEG 샘플링 기반 실험 결과. 전체 학습 데이터를 활

용하여 학습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정밀도, 재현율, F1점수는 검정

색 점선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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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최대 F1 점수 95% 대비 성능

(a) 에폭 10에서 샘플 사이즈(%) 대 F1 점수.

(b) 에폭 20에서 데이터 샘플 사이즈(%) 대 F1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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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에폭 60에서 데이터 샘플 사이즈(%) 대 F1 점수.

DDI 실험 샘플 사이즈(%)에 따른 F1 점수와 최대 F1 점수의 95%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샘플의 퍼센트. 각 셀의 ()안에는 전체 학습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의 최고 F1 점수 대비 해당 점수의 퍼센트이다. 굵은 글씨는 

각 샘플 사이즈 단계에서 최고 F1 점수를 표현하고, 노란 셀은 각 샘플링 

전략이 최대 F1 점수 대비 95% 이상의 F1 점수를 보이는 경우에 

표기하였다.

(a) 에폭 10에서 샘플 사이즈(%) 대 F1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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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에폭 20에서 데이터 샘플 사이즈(%) 대 F1 점수.

(c) 에폭 60에서 데이터 샘플 사이즈(%) 대 F1 점수.

CoNLL 실험 샘플 사이즈(%)에 따른 F1 점수와 최대 F1 점수의 95%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샘플의 퍼센트.



- 94 -

C. 그래프 정제 효과에 따른 학습 커브(정밀도, 재현율)

(a) DDI Corpus, TEG-Hits, Iterative와 TEG-Hits, Once 결과 비교

(b) DDI Corpus, TEG-PR, Iterative와 TEG-PR, Once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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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NLL 2003, TEG-Hits, Iterative와 TEG-Hits, Once 결과 비교

(d) CoNLL 2003, Ho-Hits, Iterative와 Ho-Hits, Once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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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itional Entity Graph based 

Active Learning for Entity 

Recognition

Grace Esther Lee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massive amounts of unstructured data such as medical 

records, transaction data, and pictures on social media are generated. In 

addition to the increase of unstructured data, researches are being 

conducted to gain new insights from text data by applying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echnologies. 

Among them, entity recognition extracts domain-specific concepts such 

as diseases and side effects from text data.

   Traditionally, the distant supervision approach of constructing sets of 

regular expressions or custom dictionaries was used to retrieve matching 

string entities. However, due to its lack of scalability and difficulty in 

handling ambiguity and diversity of language, machine learning models 

were introduced to the task. And as supervised deep learning models 

have shown significant succes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ore 

researches shifted toward the utilization of deep neural networks. On 

the contrary, supervised learning requires labeled data, which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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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labor. And active learning has been proposed to make the 

labeling process faster and more efficient. Active learning increases 

model accuracy and reduces labeling costs by presenting the most useful 

data for training.

   In this paper, we analyze existing active learning strategies and 

propose a transitional entity graph, a novel graph form that evolves 

along with the active learning process. The transitional entity graph 

applied with PageRank ranks data samples based on the influence within 

a dataset network. The graph is refined using the accumulated entity 

labels during active learning.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study to propose a sampling strategy by improving a heterogeneous 

graph as progressing through active learning. Experiments with the 

entity recognition benchmark datasets and a deep learning model have 

shown that the suggested sampling strategy showed a higher F1 score 

with fewer training samples compared to other sampling strategies. In 

particular, the proposed strategy shows excellent performance in the 

early stage of learning.

Keywords : Graph, Active Learning, Deep Learning, Entity Recognition

Student Number : 2018-2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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