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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환자에 대해 자연어로 기록을 남기는 임상 문서에는 

증상, 진단 원인, 처치 및 결과 등의 병력과 관련된 풍

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서에

서 중요한 키워드를 인식하고 그 분류를 하는 연구 분야

를 개체명 인식이라 하며,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성공적

인 모델은 지도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조건부무작위장

(Conditional Random Fields; CRF)이다[1]. CRF는 텍스트 

문자열, 유전체 염기서열과 같은 시퀀스 데이터와 그에 

상응하는 라벨 시퀀스를 입력으로 하여 모델을 학습하며, 

예측 시에는 주어진 시퀀스에 대해 가장 확률이 높은 라

벨 시퀀스를 추론해내는 모델이다. 

CRF 모델이 다른 기계학습 모델과 비교해 문자열 데이

터의 라벨링에 우수한 점은 한 지점의 단어의 라벨을 추

론할 때 관측이 가능한 자질에 더불어 앞과 뒤 라벨의 

정보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단어가 

명사인지 아닌지 예측할 때 그 단어가 갖는 특성에 더불

어 직전 단어가 관사인지 형용사인지와 같은 주변의 라

벨 정보를 함께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모델은 계

산의 간편성을 위하여 라벨 정보를 보는 범위를 바로 인

접한 것으로 제한하며, 이때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떨어

져 있는 라벨 간의 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을 1차 모델 

(first-order model), 그리고 라벨의 관계를 라벨 간의 

전이 관계라고 명명한다. 

품사를 결정하는 문제와 같이 문자열의 모든 단어가 

의미 있는 라벨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품사 간의 전이 

관계가 풍부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개체명 간의 관계는 

상당한 경우가 개체명이 아닌 단어(비 개체명; non-

entity)들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이 경우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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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환자의 병력을 서술하는 임상문서에서 임상 개체명들은 그들 사이에 개체명이 아닌 단어들이 위치하기 때

문에 거리상으로 서로 떨어져 있고, 임상 개체명인식에 많이 사용되는 조건부무작위장(conditional random 

fields; CRF) 모델은 Markov 속성을 따르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는 개체명 라벨 간의 전이 정보는 모델

의 계산에서 무시된다. 본 논문에서는 라벨링 모델에 서로 떨어진 개체명 간 전이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

여 CRF 모델의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론을 소개한다. 제안된 CRF 모델 디자인에서는 모델의 계산효율성

을 빠르게 유지하기 위하여 Markov 속성을 유지하는 1차 모델 구조를 유지한다. 모델은 선행하는 개체명

의 라벨 정보를 후행하는 개체명 엔터티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선행 개체명의 라벨을 뒤 따르는 비개체명 

라벨에 전이시키고 이를 통해 후행하는 개체명은 선행하는 개체명의 라벨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라벨

의 고차 전이 정보를 전달함에도 모델의 구조는 1차 전이 구조를 유지함으로 n차 구조의 모델보다 빠른 

계산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 류머티즘내과에서 퇴원한 

환자들의 퇴원요약지에 병력과 관련된 엔터티가 태깅된 평가 데이터와 i2b2 2012/VA 임상자연어처리 

shared task 의 임상 개체명 추출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기본 CRF 모델들(1차, 2차)과 비교하였다. 피처 조

합에 따라 모델들을 평가한 결과 제안한 모델이 거의 모든 경우에서 기본 모델들에 비하여 F1-score 의 

성능을 향상시킴을 관찰할 수 있었다. 

 
주제어: 임상개체명인식; 조건부무작위장; 고차전이관계; 임상자연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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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는, 대부분 전이 정보가 비 개체명으로부터 개체

명으로 전이되는 관계가 대부분이라는 점, 특히 개체명

들이 멀리 떨어지면 개체명 간 전이 관계가 충분히 반영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2]. 임상 문서를 예로 들어, 

‘vaginal spoting 으로 시행한 PAP smear 상 class II 

(atypical) 진단’ 문장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증상인 

‘vaginal spotting’이 나오고 진단검사 이름인 ‘PAP 

smear’ 가 뒤따르는 것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더라도, 1

차 모델에서 두 개체명은 비 개체명 단어들로 떨어져 있

는 것이다. 

이처럼 1차 CRF 모델이 데이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모델의 특성상 간단히 2차 혹

은 3차 모델로 모델의 차수를 키운다면 모델의 속도가 

떨어지고 성능 향상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모델

이 계산해야 하는 라벨 전이의 경우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학습과 추론 시간이 증가하며, 각 라벨 전이

의 경우가 세분됨에 따라 각각의 빈도가 줄어들면서 한

정된 학습 데이터 내에서 데이터 부족 (data sparseness)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간단히 모델의 

차수를 키우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2. 관련 연구 
 

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좀 더 긴 차수의 모델을 

제안하는 여러 시도가 제안되었다. 대표적으로는 2005년 

제안된 semi-Markov CRF[3], 2009년 제안된 모델[4]을 언

급할 수 있다. 두 모델은 패턴을 사용하여 특정 조건의 

고차 모델을 구현하는데, 같은 라벨이 연속되는 패턴[3] 

혹은 연구자가 정의해둔 패턴에 라벨 정보가 매칭되는 

경우로 한정하여[4] 고차원의 라벨 전이 관계를 모델에 

입력한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서로 떨어진 엔터티 

간의 전이 관계에 집중한 경우에는 엔터티 간에 임의 길

이의 비 개체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패턴을 사용해 멀

리 떨어진 전이 관계를 반영하기엔 고려해야 하는 경우

의 수가 너무 많고 빈도가 적은 패턴들이 예상되는 문제

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 개체명 시퀀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진 개체명 간 전이 관계를 CRF 모델에서 표현

하기 위하여 first-order linear chain CRF의 구조를 수

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 방법 
 

CRF는 주어진 입력 문자열 및 피처 시퀀스 x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라벨 시퀀스 y의 조건부 확률인 p(y|x) 

를 모델링한다. 이 때 조건부독립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

문에 각 입력 피처 간에 서로 독립이고 이 때문에 피처 

사용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모델은 식 (1)과 같이 피

처 함수(feature function)의 식으로 표현된다: 

 p(y|x) = 1( ) ( , , ) .	 	 	 	 	 	 	 (1) 

T는 학습/테스트 인스턴스(문장)의 토큰 수, K는 전체 

피처 함수의 수, fk는 k번째 피처 함수, θk 는 k번째 피처 

함수의 가중치, Z(x)는 모든 정규와 함수로 분모를 모든 y 

시퀀스에 대하여 합한 값이다. 각 피처 함수는 명목변수

에 대한 지시함수 (indicator function)으로써 각 피처 함

수 별 조건에 맞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리턴한다. 피
처 함수는 관측값에 대한 함수와 라벨 전이에 대한 함수

로 나뉜다. 관측값에 대한 함수는 ( , , ) =  
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라벨 전이에 대한 함수는 ( , , ) = ′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개체명인식에 사용되는 라벨은 타겟 엔터티에 대한 라

벨과 비 개체명에 대한 라벨로 나뉜다. 예를 들어, 라벨 

셋 {A, B, O}가 있다고 가정하고, 개체명에는 A와 B를 라

벨링하고 비 개체명에는 O를 사용하기로 하자. 개체명인

식에서는 각 토큰에 대한 라벨 시퀀스는 선형 그래프 형

태이다. 예를 들어 라벨 시퀀스 [A, O, …O, B]는 엔터티 A

와 B가 연속된 비 개체명을 사이에 두고 존재하는 형태

이다. 1차 모델은 인접한 라벨간 관계만을 고려하기 때문

에 위의 예시 시퀀스에서는 (A, O), (O, O), (O, B)와 같은 

라벨 전이 관계를 학습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A, B) 전이 

관계는 학습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CRF 모델은 유도(induction) 기

법을 사용한다. 앞선 라벨 시퀀스와 같이 두 엔터티가 비 

계체명을 사이에 두고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림 

1-a). 각 라벨의 확률변수(그림 1의 큰 도형)가 비 개체명

인 경우 정보를 기억하는 요소를 추가한다. [entity1, non-

entity1, non-entity2, entity2] 시퀀스에서 entity1이 앞에 

있다는 정보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non-entity1이다. 

non-entity1이 자신의 앞에 entity1이 있다는 정보를 뒤로 

전달해줄 수 있으면 예시에서는 non-entity2가 non-

entity1의 앞에 entity1이 있다는 사실을 저장하고, 이 정

보를 entity2에게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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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본 CRF의 라벨 시퀀스(a)와 비 개체명 라벨

을 정보 전달 매개체로 사용하는 유도 기법 

 

이 기법의 핵심은 1차 CRF 모델은 바로 직전의 라벨 
정보만 알 수 있다는 조건 하에 개체명 라벨 사이에 있

는 비 개체명을 정보 전달의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안하는 CRF 모델은 다음 식 (2)와 같이 수

정된다. 

 p(y, a|x) = 1( ) ( , , , , ) .	 	 (2) 
 

a는 유도되는 정보를 저장하는 변수로 at 의 값은 at-1 

과 yt 의 값의 의해 결정된다. at 에 값이 생기면 결과적

으로 at 는 yt 의 값을 변형하게 된다. 본 유도 과정을 거
치면 모델 내에서는 처음 입력으로 들어온 라벨 셋이 확

장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비 개체명을 라벨 O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엔터티의 라벨(예: A)과 O라는 라벨이 하나 

이상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entity[O]+’로 라벨을 표

시했다. 앞에 엔터티가 없는 비 개체명 라벨은 ‘[O]+’로 

표시했다. 즉, 기본 모델에서 N개의 개체명 라벨과 하나

의 비 개체명 라벨이 있으면 제안하는 유도 모델에서는 

엔터티 라벨 수 N개와 엔터티 라벨 수 만큼의 비 개체명 

라벨 N개, 그리고 앞에 엔터티가 없는 비 개체명 라벨 1

개로 2×N+1 개의 새로운 라벨 셋이 생성된다. 모델의 

이름은 앞선 개체명 정보가 유도된다는 의미로 Prcursor-

induced CRF (pi-CRF)로 표기한다. 
비 개체명 라벨이 세분화되면 각각의 세분화된 비 개

체명 라벨에 대한 입력 피처의 빈도가 줄어들고 이에 따

라 data sparseness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 
내에서는 관측값에 한하여 비 개체명 라벨들이 입력 피

처 함수를 공유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모델은 Java를 이용하여 기본 1차, 2

차 CRF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i-CRF를 구현했다. 트

레이닝 알고리즘은 L-BFGS를 구현하여 사용하고 추정 알

고리즘은 Viterbi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3. 결과 

 
국내에서 생성된 퇴원요약지와 미국 의료기관에서 생

성된 퇴원요약지를 획득하여 개체명 인식 평가셋을 구성

했다. 국내 데이터는 서울대학교병원의 2013-2014년에 

류머티즘 내과에 입원했던 환자들의 퇴원요약지 200건에 

병력과 관련된 다음의 다섯 가지 분류 (증상, 검사명, 진

단, 약제, 수술/처치)가 태깅되었다. 해외 데이터는 i2b2 

2012 NLP shared task에서 사용된 트레이닝/테스트셋을 

사용하였고 다음의 세 가지 분류 (problem, test, 

treatment)가 태깅되었다. 서울대학교병원 데이터(SNUH)

는 10,383개 문장, 90,612개 토큰, 15,857개 개체명이 태깅

되어 있고 i2b2 데이터는 트레이닝/테스팅 각각 190개

/120개 문서, 7258개/5547개 인스턴스, 총 178,000여개 

토큰, 각각 11,447개/9,728개 개체명이 태깅되어 있다. 한 
문장 내에서 두 개 이상의 개체명 엔터티가 존재하는 경
우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의 통계를 측정한 결과 서울대

학교병원의 데이터에서는 평균 3.93 토큰 차이였고 i2b2 

2012/VA 데이터에서는 평균 4.24 토큰 차이였다 (두 엔

터티가 바로 인접한 경우를 1 토큰 차이로 평가). 

사용한 피처 집합은 두 종류를 사용하여, 현재 토큰과 

앞과 뒤의 주변 단어를 보는 세트 (set1), 그리고 set1의 

피처에 문자의 형태를 추가했다. (set2) 

표 1은 평가 결과(F1)가 요약되어 있다. SNUH 데이터에 

대해서는 10-fold 교차검증한 결과이고 i2b2 데이터는 

shared task에서 사용한 트레이닝/테스팅 셋을 사용하여 

평가했다. 

각 데이터에 대하여 학습 시 1회 반복 (iteration)에 소

요되는 시간은 1차, 2차, pi-CRF 각각 SNUH 데이터에 

5.44초, 87.49초, 9.08초이고 i2b2 데이터에 3.97초, 30.34초, 

6.55초로 측정되었다. 

표 1. 평가결과. 셀 값은 feature set1/set2에 대한 F1. 

 SNUH i2b2 2012/VA 

1차 CRF 77.85 / 82.49 69.84 / 71.15 

2차 CRF 79.14 / 81.90 68.56 / 69.35 

pi-CRF 79.57 / 82.63 70.25 / 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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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통하여 개체명 인식 데이터의 

특성인 개체명 간 간격이 서로 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에 따라 제안한 방법은 CRF의 구조를 변형하여 속

도 저하를 줄이면서 멀리 떨어진 개체 간 전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 개체명 라벨을 정보 전달의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변형하였다. 실험을 

통해 2차 CRF 모델보다 효율적이면서 성능 향상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멀리 떨어진 개체명 엔터티 간의 

전이 관계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여겨져 있었으나, 제안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수정했을 

때 2차 CRF 모델보다 효율적인 구조에서 먼 거리의 엔터

티 간 전이 정보를 전달하고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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