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피디아 링크 데이터를 이용한

Neural Network Model 기반 한국어 개체명 연결

1

Young-Hoon Lee, Seung-Hoon Na

Cognitive Computing Lab.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CLT 2018



목차

2

• 서론

• 관련연구

• 모델 구조

• 학습/평가 데이터

• 실험결과

HCLT 2018



개체명 연결 (Entity 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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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문장에 출현한 단어를 지식 기반(Knowledge base)상의

개체와 연결하여 특정 개체가 무엇인지 식별하는 작업

“… 파리 …”

파리 (곤충)

파리 (프랑스)



개체명 연결 (Entity 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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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SM 아카데미 대표인 이솔림 씨의 추천으로 참가해 거미&휘성의 곡

인《Do It》을 부르고 이수만 대표에게 직접 발탁된 후, 2년의 연습생기간을 걸쳐

2008년 5월 25일 샤이니의 멤버로 정식 데뷔하였다. (Mention이 포함된 문장)

• Mention : 거미 (Entity의 표현)

• Entity : 거미_(가수) (KB 상의 하나의 Entity) https://ko.wikipedia.org/wiki/거미_(가수)



개체명 연결 (Entity 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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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 pair(Context, Mention)과 Candidate Entities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Context Mention Entities

Compare
Similarities

Entity Disambiguation → Ranking Task

가수 이승철은 존박의 1집 앨범 '이너차일드(Inner Child)'에 대해 ...

Candidate Entities

이승철_(가수)     0.65
이승철_(배우)     0.05
이승철_(기업인)  0.01

…



Joint Learning of the Embedding of Words and Entities
for Named Entity Disambiguation, I. Yamad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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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p-gram Model + (KB graph model, anchor context model)

Similarity (Candidate entity, Textual context)
Sort

⇒ Ranking로 변환하여 Entity Disambiguation

𝑣𝑐𝑤
→ =

1

𝑊𝑐𝑚



𝑤∈𝑊𝑐𝑚

𝑣𝑤
→

• Average the embedding vectors

Textual context

𝑣𝑐𝑒
→ =

1

𝐸𝑐𝑚


𝑒∗∈𝐸𝑐𝑚

𝑣𝑒∗
→

Context entities

Similarity (Entity, Contextual entities)

𝑠𝑖𝑚(𝑣𝑒, 𝑣𝑐𝑤)

𝑠𝑖𝑚(𝑣𝑒, 𝑣𝑐𝑒)

Embedding vector의 평균을 이용해 유사도를 비교하여



Neural Collective Entity Linking, Y. Ca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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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eature + Global Feature

Hussain, considered surplus to England’s one-day requirements, Struck 
158, his first championship century of the season, as Essex reached 372 
And took a first innings lead of 82

Nasser Hussain

England national
Football team

England cricket
team Essex

Essex County
Crickey Club

cricket

Nasser Hussain
(rugby union)

England Essex, New York

Entity Graph



제안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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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NTN

개체 이름

Cosine 
Similarity

위치 임베딩

개체 분류

Mention

NTN

𝑣𝑚

𝑣𝑚𝑐

𝑣𝑒

𝑣𝑛 𝑣𝑐

Context/Mention Part

Entity Part

𝑣𝑐

거미

SM 아카데미 대표인 이솔
림 씨의 추천으로 참가해 거
미&휘성의 곡인 <Do It>을
부르고 이수만 대표에게 직
접 발탁되어 …

거미 가수

Modeling Mention, Context and 
Entity with Neural Networks for 

Entity Disambiguation,
Y. Sun, IJCAI, 2015

𝒔𝒊𝒎 𝒆,𝒎𝒄 = 𝒄𝒐𝒔𝒊𝒏𝒆(𝒗𝒆, 𝒗𝒎𝒄)

Similarity(entity, mention/context)

𝒗 𝒆 = NTN(entity name, entity class)

𝒗𝒎𝒄 = NTN(mention, context)



제안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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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NTN

개체 이름

Cosine 
Similarity

위치 임베딩

개체 분류

Mention

NTN

𝑣𝑚

𝑣𝑚𝑐

𝑣𝑒

𝑣𝑛 𝑣𝑐

Context/Mention Part

Entity Part

𝑣𝑐

거미

SM 아카데미 대표인 이솔
림 씨의 추천으로 참가해 거
미&휘성의 곡인 <Do It>을
부르고 이수만 대표에게 직
접 발탁되어 …

거미 가수

• 하지만, Entity의 이름과 클래스 표현만으로
Entity를 분류하기에는 차별성이 부족함

• 따라서 Entity의 Description과 Embedding
을 통하여 Extend Entity Representation을
얻고 Entity들간의 차별성을 부여

• 또한 위 모델을 한국어에 적용하기 위해
Convolution 연산과 Pooling 연산을 통해 문
장 크기의 Vector를 구함

𝑪𝒉𝒂𝒓𝑬𝒎𝒃𝒆𝒅 =

𝑴𝒂𝒙𝑷𝒐𝒐𝒍𝒊𝒏𝒈(𝑪𝒐𝒏𝒗𝟏𝒅(𝑬𝒎𝒃𝒆𝒅(𝑿)))



개체명 연결 Neural Network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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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NTN

개체 이름
개체 설명

개체 임베딩

⋯

⋯
MLP

Cosine 
Similarity

위치 임베딩

개체 분류

Mention

NTN NTN

𝑣𝑚

𝑣𝑚𝑐
𝑣𝑒

𝑣𝑛𝑐

𝑣𝑛 𝑣𝑐
𝑣𝑑 𝑣𝑒𝑚𝑏

𝑣𝑑𝑒

Context/Mention Part Extended Entity Part

𝑣𝑐

거미

거미(巨美) 또는 본명인 박
지연(朴志姸, 1981년 4월 8
일 ~ )은 대한민국의 여
성 알앤비 가수이다. ‘거미’
라는 예명은 …SM 아카데미 대표인 이솔

림 씨의 추천으로 참가해 거
미&휘성의 곡인 <Do It>을
부르고 이수만 대표에게 직
접 발탁되어 …

거미 가수 개체의 설명과 임베딩을 추가함으로
각 엔티티가 차별성을 가질 수 있게 함



개체명 연결 Neural Network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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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ntion/Entity Name, Class Representation

Mention이나 Entity의 이름, 분류 정보는 대체로 짧음

Embedding Vector의 평균

𝑣𝑇 =
1

𝑇


𝑡∈𝑇

𝑣𝑡



개체명 연결 Neural Network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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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ext/Entity Description Representation

Position Embedding

Context

Context Vector 𝑣𝑐

Max-Pooling

Description

Description Vector 𝑣𝑑

Max-Pooling

Context Modeling Description Modeling

Concatenate



개체명 연결 Neural Network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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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ural Tensor Network (NTN)

두 개의 Vector 표현을 하나로 통합하고
Parameter의 수를 줄이기 위해 근사화된 Low-Rank NTN 사용

≈ +

slice = 1~𝐿

≈ +

…… …

𝑀𝑖
𝑎𝑝𝑝𝑟

= 𝑀𝑖1 ×𝑀𝑖2 + 𝑑𝑖𝑎𝑔(𝑚𝑖)

𝑣𝑚𝑐 = 𝑣𝑚; 𝑣𝑐
𝑇 𝑀𝑖

𝑎𝑝𝑝𝑟 [1:𝐿]
[𝑣𝑚; 𝑣𝑐]

𝑀𝑖1 ∈ ℝ𝑁×𝑟, 𝑀𝑖2 ∈ ℝ𝑟×𝑁, 𝑚𝑖 ∈ ℝ𝑁

Tensor의 각 Matrix을 반으로 나누어 곱하고, Diagonal Matrix을 더하여 근사화된 NTN을 표현



개체명 연결 Neural Network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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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Mention Part

𝑣𝑐

Context

NTN

위치 임베딩

Mention

𝑣𝑚

𝑣𝑚𝑐

𝒗𝒎𝒄 = 𝑵𝑻𝑵(𝒗𝒄, 𝒗𝒎)

거미

SM 아카데미 대표인 이솔
림 씨의 추천으로 참가해 거
미&휘성의 곡인 <Do It>을
부르고 이수만 대표에게 직
접 발탁되어 …



개체명 연결 Neural Network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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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ity Part

개체 이름 개체 설명

개체 임베딩

⋯

⋯
MLP

개체 분류

𝑣𝑒

𝑣𝑛𝑐

𝑣𝑐 𝑣𝑑

𝑣𝑑𝑒

NTN NTN

𝑣𝑛 𝑣𝑒𝑚𝑏

𝒗𝒆 = 𝐌𝐋𝐏(
𝑵𝑻𝑵 𝒗𝒏, 𝒗𝒄 ,
𝑵𝑻𝑵 𝒗𝒅, 𝒗𝒆

)

거미(巨美) 또는 본명인 박
지연(朴志姸, 1981년 4월 8
일 ~ )은 대한민국의 여
성 알앤비 가수이다. ‘거미’
라는 예명은 …

거미 가수

name/class
Description/embedding



개체명 연결 Neural Network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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𝑣𝑒𝑣𝑚𝑐

Cosine 
Similarity

• Cosine Similarity : 개체와 Mention/Context 간의 유사도 비교

𝒔𝒊𝒎 𝒆,𝒎𝒄 = 𝒄𝒐𝒔𝒊𝒏𝒆(𝒗𝒆, 𝒗𝒎𝒄)

• Loss function : 정답 개체의 Score가 임의로 선택된 개체보다 1보다는 크다

𝒍𝒐𝒔𝒔 = 

(𝒎,𝒄)∈𝑻

𝒎𝒂𝒙(𝟎, 𝟏 − 𝒔𝒊𝒎 𝒆,𝒎𝒄 + 𝒔𝒊𝒎(𝒆′,𝒎𝒄))

𝒆 ∶ 정답개체, 𝒆′:임의로 선택된 개체

Mention/context vector Entity vector



학습 / 평가 데이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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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솔림 씨의 추천으로 참가해 <a href=“…”>거미<a>&휘성의 곡인《Do It》

을 부르고 이수만 대표에게 직접 발탁된 후, …

https://ko.wikipedia.org/wiki/거미_(가수)

위키피디아 동음이의어 사전 Disambiguation 개체 정보

Entity Description :
거미(巨美) 또는 본명인 박지연(朴志姸, 1981
년 4월 8일 ~ )은 대한민국의 여성 알앤비 가

수이다. ‘거미’라는 예명은 …

Entity Class : {가수 : 7, 음악가 : 5, 동문: 4, 수상자 : 2, …}

Disambiguation 개체 정보가 위키피디아의 설명에 존재하면, 학습데이터로 사용하였음



확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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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1 : Entity Name + Entity Class

• Model 2 : Model 1 + Entity Description

• Model 3 : Model1 + Entity Description + Entity Embedding

𝒔𝒊𝒎 𝒆,𝒎𝒄 = 𝒄𝒐𝒔𝒊𝒏𝒆(𝒗𝒏𝒄, 𝒗𝒎𝒄)

𝒔𝒊𝒎 𝒆,𝒎𝒄 = 𝒄𝒐𝒔𝒊𝒏𝒆(𝑴𝑳𝑷(𝒗𝒏𝒄, 𝒗𝒅), 𝒗𝒎𝒄)

𝒔𝒊𝒎 𝒆,𝒎𝒄 = 𝒄𝒐𝒔𝒊𝒏𝒆(𝒗𝒆, 𝒗𝒎𝒄)

(Y. Sun, 2015)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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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의 비율로 랜덤하게 나눔, 학습 데이터 셋 : 62657개, 평가 데이터 셋 : 26853개

• 정답 개체 1개와 임의의 개체 19개를 포함한 총 20개의 후보 개체 중에서 정답 개
체의 Score가 가장 높은 값을 가지게 되면 정답으로 평가.

모델 정확도

Model 1 (mention, context only) 86.18%

Model 2 (model 1 + entity description) 88.12%

Model 3 (Model 2 + entity embedding) 89.63%

• 개체의 설명과 개체 임베딩을 추가한 Model 3은 Base Model보다 약
3.5% 성능을 향상한 89.63%의 성능을 보임

• 특히 Model 2의 성능이 Base Model보다 약 2% 증가율을 보여 Entity 
Description이 성능 향상에 큰 영향을 가지는 것을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