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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중작업학습(Multi-Task Learning, MTL) 기법은 하나의 신경망을 통해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각
작업 간에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학습하는 방식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문화 말뭉치를 직접 구축 및 학습데
이터로 활용하여 다중작업학습 기법을 적용한 개체명 인식 모델에 대해 성능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학습 과정에서 각각
의 품사 태깅(Part-of-Speech tagging, POS-tagging) 과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 NER) 학습 파
라미터에 대해 Bi-LSTM 계층을 통과시킨 후 각각의 Bi-LSTM을 계층을 통해 최종적으로 두 loss의 joint loss를 구한
다. 결과적으로, Bi-LSTM 모델을 활용하여 단일 Bi-LSTM 모델보다 MTL 기법을 적용한 모델에서 1.1%~4.6%의 성능
향상이 있음을 보인다.

주제어 : 딥러닝, 다중작업학습, 품사 태깅, 개체명 인식, 전통문화

Abstract  Multi-Task Learning(MTL) is a training method that trains a single neural network with 
multiple tasks influences each other. In this paper, we compare performance of MTL Named entity 
recognition(NER) model trained with Korean traditional culture corpus and other NER model. In 
training process, each Bi-LSTM layer of Part of speech tagging(POS-tagging) and NER are propagated 
from a Bi-LSTM layer to obtain the joint loss. As a result, the MTL based Bi-LSTM model shows 
1.1%~4.6% performance improvement compared to single Bi-LSTM models.

Key Words : Deep Learning, Multi-task Learning, Part of speech tagging, Named entity Recognition, 
Tradition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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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인 딥러닝 학습 방식으로는 하나의 모델 학습을 
통해 단일 모델에 대한 성능 결과를 예측하거나 다양한 

모델에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여 성능 향상을 보이는 다
양한 기법들이 존재한다. 다중작업학습 기법이란 한 신경
망이 여러 작업(task)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작
업이 서로 다른 작업에 영향을 주면서 학습한다. 작업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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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작업 B로 일련의 순차적인 과정을 거치는 전이 학
습(transfer learning) 방식과는 다르게 이 기법은 다양
한 정보를 동시에 학습시킨다. 따라서 독립된 신경망으로 
훈련시키는 기존 방법보다 각 작업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학습하는 방식은 모든 데이터에 태그가 붙어있지 않아도 
학습이 가능하고, 하나의 모델로 동일한 파라미터를 공유
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장점을 갖는다[1]. 

품사 태깅(POS-tagging)과 개체명 인식(NER)은 텍
스트의 고유한 정보를 얻기 위한 기존 순차적 레이블링
(Sequence Labeling) 연구의 하위 작업이다. 품사와 개
체명은 동일한 토큰 단위의 정보로부터 해당 토큰에 대
한 각각의 정답 값으로, 학습을 위한 딥러닝 모델의 입력
으로 활용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인문학1)은 ‘한국의 기록문
화 유산' 중 스토리텔링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분야
를 선정하여 대표적인 기록물들에 대해 디지털 콘텐츠 
정보화하여 구축해 놓은 사이트이다. 해당 콘텐츠에는 기
록물에 대한 역사적 및 지리적 배경, 인물, 관련 내용 등
에 대한 정보를 담은 한국어 전통문화 데이터가 존재한
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웹사이트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
출한 데이터를 학습 말뭉치로 구축한 방법을 기술한다. 
또한, 구축한 말뭉치를 다중작업학습 기법을 통해 
BI-LSTM 모델에 실험한 결과 및 기존 다양한 모델에 적
용한 실험 결과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MTL, 딥러
닝 모델 및 임베딩 기법에 관한 관련 연구를 설명하고 3
장에서는 다중학습기법을 활용한 pos-ner multitask 
learning 연구 모델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말뭉치 구축 
방법 및 통계에 대한 설명과 5장에서는 비교 분석 결과, 
6장은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설명한다.

2. 관련 연구

Multitask-learning의 대표적인 방법에는 각 작업이 
공유하는 은닉 계층과 작업에 최적화된 층을 갖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over-fitting을 방지시키는 Hard Parameter 
Sharing 방법과 각 작업이 독립적인 층을 가지면서 각 계
층의 Loss를 최소화시키는 Soft Parameter Sharing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2]. 최근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각 
작업이 공유된 pre-trained CNN (Convolutioal 

1) http://dh.aks.ac.kr/

Neural Network, CNN)을 활용하여 fine-tuning 하는 
방식의 네트워크 모델과 각 작업에 따라 서로 다른 은닉 
계층의 손실 값을 공유함으로써 그 값을 근사시키는 기
법을 활용한 방법[3, 4]은 MTL 기법을 통해 각 작업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일 수 있었다. 자연언어 처리 방식 중 
연속적 데이터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순환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s, RNN) 기반의 Long 
Short term memory (LSTM) 방식은 자연어 처리 분야
뿐만 아니라 최근 의학,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12-15]. 그 중, 문장의 양방
향 정보를 고려하는 Bi-LSTM[16,17]은 기존 LSTM의 
정보를 앞, 뒤 모든 방향으로 고려하는 기법으로 Word2 
vec[5], Glove[6], Fasttext[7] 등의 토큰 임베딩을 입력 
벡터로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모델 생성에 있어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방법과 컴퓨터
가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식적 표현 방법은 어려우
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언어 표현방식 중 하나인 
one-hot encoding은 언어의 의미 간 관계 파악이 어렵
고 단어의 수가 곧 벡터의 차원으로 표현되어 리소스 낭
비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다양한 연구 모델에 입
력으로 활용되는 Word2vec, Glove, Fasttext 등의 임
베딩 기법들은 단어를 밀집된 고차원의 특정 벡터로 맵
핑시키는 방식으로 단어 간의 관계 파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나 문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문장 임베딩 기법인 언어 모델 임베딩(Embedding 
from Language Model, ELMO)[8]은 전이 학습 기법을 
자연어 처리에 적용한 기법으로 훈련된 Bi-LSTM 신경
망을 사전학습(pre-training)을 통해 각 하위 작업에 적
용하였다. 이를 통해 같은 단어가 문맥에 따라 다른 벡터
로 표현 가능하게 되었으며, Transformer 인코더 기반의 
모델인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BERT)[9] 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단
순히 forward와 backward를 합하는(concatenate) 방
식을 취했던 기존 ELMO 방식에 random masking과 
next sentence prediction 기법을 적용하여 언어를 완
전한 양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Language 
Representation)방식으로 체계화한다. 최근 BERT의 
문맥적 위치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개선한 
XLNET[10] 모델과 추가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및 
Dynamic Masking 기법을 활용한 RoBERTa[11] 모델
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 임베딩 기법은 아직 한국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개인 리소스의 한계로 연구에 
다소 어려운 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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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ard parameter sharing architecture for multi-task Learning.

Fig. 2. Loss comparison. There are two losses which 
orange color is joint loss and blue color is ner 
loss.

본 연구에서는 단어 임베딩 수준에서 전통문화 데이터
를 활용하여 다중작업학습 기법에 적용한 모델과 기존 
다양한 모델의 성능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3. POS-NER Multitask-Learning

자연언어처리에는 pos, ner, dependency parsing 
등의 다양한 작업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작업은 해당 
작업의 목적에 맞는 아키텍처를 구성하지만 MTL은 각 작업
에 상호 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델링하여 전반적인 작
업 성능을 향상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pos와 ner 두 작업에 
대해 MTL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모델링 방법 중 하나인 
Hard parameter sharing을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MTL 모델에 대해 나타
낸다. 이는 은닉 계층을 공유하고 각 작업에 따라 추가적
인 계층을 통과시키는 기법으로, 은닉 계층으로 
Bi-LSTM 모델을 활용하여 pos와 ner을 각각 통과시키
고 각 작업에 최적화된 Bi-LSTM 계층을 다시 한번 통과
시켜 두 Loss를 통해 joint loss를 계산하는 과정을 진행
한다. Fig. 2에서의 주황색 실선은 joint loss를 나타내고 
파랑색 실선은 ner loss를 나타내며 joint 모델의 loss가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능 비교 실험을 위해 입력으로는 형태소 단위의 토
큰을 사용했으며 모든 모델에 같은 하이퍼파라미터를 사
용한다. Table 1은 학습에 사용한 하이퍼파라미터를 나
타낸다. 전체 학습 epoch은 20, dropout 비율은 0.8로 
128의 배치사이즈로 학습을 진행한다. 신경망 학습 최적

화를 위한 알고리즘으로는 rmsprop 알고리즘을 사용하
고 0.01 learning rate부터 매 학습 시 0.9 decay로 학
습을 진행한다.

Parameter

Epoch 20

dropout 0.8

batch_size 128

learning rate method rmsprop

learning rate 0.01

learning rate decay 0.9

Table 1. training hyper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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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뭉치 구축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인문학 웹사이트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록물들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놓은 사이
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기록 문화유산과 관련한 
백과사전 기사 중 문맥 기사의 개요와 내용을 크롤링하
여 각 토큰에 태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기구축한 
기획 및 중심기사의 데이터와 통합하는 과정을 순차적으
로 진행했다.

Category Count Frequency Percentage

B 21699 6.96% -

B_PS(Person) 8757 2.81% 40.36%

B_LC(Location) 6183 1.98% 28.49%

B_DT(Date) 4403 1.41% 20.29%

B_OG(Organization) 1996 0.64% 9.20%

B_TI(Time) 360 0.12% 1.66%

I 12909 4.14% -

I_DT 4651 1.49% 36.03%

I_LC 3765 1.21% 29.17%

I_PS 3068 0.98% 23.77%

I_OG 1135 0.36% 8.79%

I_TI 290 0.09% 2.25%

Table 2. Category and Tag ratio in Korean culture 
Corpus

코모란 형태소 분석기2)를 사용하여 각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분리하여 품사를 태깅하였고, 인물(PS), 장소
(LC), 기관(OG), 시간(TI), 날짜(DT) 총 5개 클래스에 대
해 BIO(Begin, Inside, Outside) 태깅 기법을 사용해 
각각의 토큰에 태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문장을 구분하
기 위한 구분자로는 ‘.’(구두점)과 공백을 사용한다. 결과
적으로 전체 1731개의 기사로부터 21189개의 문장과 약 
31만 형태소 단위의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 말뭉치는 
8:1:1로 분리하여 각각 Train, Test, Evaluation에 사용하
였다. 말뭉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Dataset Data type Sentences Tokens

Culture 
dataset

Train
Test

Evaluation

16951
2119
2119

249479
31185
31185

Table 3. Data details

2) https://www.shineware.co.kr/products/komoran/

Table 2는 전체 카테고리 중 B 태그와 I 태그로 태깅
된 비율을 나타낸다. B 태그는 전체 태그 중 6.96% 비율
을 차지하며 가장 빈도수가 높은 데이터는 B_PS로 
2.81%의 태그 비율을 가지고 동종 내 비율(Percentage) 
40.36%를 나타낸다. 가장 낮은 데이터는 B_TI로 태그 
비율 0.12%로 B 태그 내에서 1.66%를 차지한다. I 태그
의 경우 전체 태그 중 4.14% 비율을 차지하고 가장 빈도
수가 높은 데이터는 I_DT 태그로 1.49% 태그 비율을 가
졌으며 동종 내 비율 36.03%를 나타낸다. B 태그에서 
PS가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I 태그의 PS가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수를 나타낸 것은 PS가 DT, LC과 비교하여 단
일 태그된 개체명이 많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비교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의 실험은 총 7가지로 Table 4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성능 평가는 개체명 인식 기술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량적 평가 방식인 F-score를 사용한다. 
(1~3)의 실험은 기존 Bi-LSTM, Bi-LSTM-CRF 기반의 
단일 모델에 입력 자질을 조금씩 다르게 진행하였고 
(4~5) 실험은 MTL 기반 Bi-LSTM에 어절, 형태소 단위 
자질을 실험하였다. (6~7)실험은 단일 Bi-LSTM 모델에 
CNN 모델에 문자 단위의 입력 자질을 활용하였다. 

No. Model Features F1-score

1 Bi-LSTM word 75.60%

2 Bi-LSTM word, morpheme 76.48%

3 Bi-LSTM-CRF word, morpheme 78.27%

4 MTL Bi-LSTM word 79.36%

5 MTL Bi-LSTM word, morpheme 80.20%

6 Bi-LSTM-CNN character, word, 
morpheme 81.50%

7 Bi-LSTM-CNN-
CRF

character, word, 
morpheme 82.50%

Table 4. Performance in models

본 연구에서의 어절, 형태소 단위 자질을 활용한 MTL 
모델의 실험 (4~5) 은 Bi-LSTM, Bi-LSTM-CRF 모델에 어
절, 형태소 단위 자질로 실험한 (1~3) 보다 높은 성능을 보
이고, Bi-LTM-CNN, Bi-LSTM-CNN-CRF 모델에 문자 
단위 자질을 활용한 (6~7) 성능보다는 비교적 낮은 성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MTL 모델은 단일 모델 혹은 CRF를 추
가하여 실험한 성능보다 1.1%~4.6%의 성능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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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는 다중작업 기법을 적용한 Bi-LSTM 기반 모
델의 기존 단일 모델과의 성능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전통문화 말뭉치를 직접 구축하여 품사 태깅 정보 및 개
체명 태그 정보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여 MTL 기반 
Bi-LSTM 모델이 기존 단일 모델보다 1.1%~4.6% 성능 
차이를 보였다. 기존 단일 모델에서는 pos와 ner 각각 
서로의 정보만을 가지고 모델을 생성했다면 MTL 기법은 
상호 간 자질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존 단일 모델에서
는 고려하지 못했던 단어정보까지 포함할 수 있었기 때
문에 성능 향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풍부한 의미
적 자질 표현을 위해 문자, 어절, 형태소 등의 정보를 활
용한다면 개체명 인식에 있어서 단일 모델보다 더 높은 
인식률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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