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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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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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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L멘션 탐지와 개체 연결의 통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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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휘성의 곡인《Do It》을 부르고 이수만 대표에게 ... 데뷔하였다.

• 맨션 사전에 정의된 모든 멘션을 탐지

거미, 휘성, 이수, 이수만, 뷔 …

- 탐지된 멘션들

• NIL 개체

- 멘션의 정답 개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답 멘션이 아닌 경우를 NIL개체로 정의

- 정답 멘션 : 개체 연결을 할 수 있는 멘션, 즉 지식 베이스인 위키피디아 상에 링크

되는 멘션을 의미



NIL멘션 탐지와 개체 연결의 통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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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휘성의 곡인《Do It》을 부르고 이수만 대표에게 ... 데뷔하였다.

거미, 휘성, 이수, 이수만, 뷔 …

• NIL 개체를 포함한 개체 연결

Candidate Entities

거미_(가수)     0.65
거미_(절지동물)     0.05

…

기존 개체 연결 모델의 후보 개체들

NIL 개체 0.02
거미_(가수)     0.63
거미_(절지동물)     0.05

…

통합 모델의 후보 개체들

NIL 개체 0.86
뷔_(가수)     0.05

…

통합 모델의 후보 개체들

Candidate Entities

정답 멘션의 경우

정답 멘션이 아닌 경우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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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별로 중의성 해결을 위한 난이도의 차이가 뚜렷함

Candidate Entities

NIL 개체
배_(과일) 
배_(선박)

…

NIL 개체
뷔_(가수)

Candidate Entities

Mention : 뷔Mention : 배

• 멘션별 성능 차이가 존재

Mention Total Frequency F1 Score(%)

밴드 76 0.00

축구선수 625 41.67

내각 68 0.00

꽃 36 0.00

… … …

• 개체 연결 성능이 낮은 멘션들의 추가 학습을 진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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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 임베딩을 이용한 nil 멘션 탐지와 개체 연결의 통합 모델

[홍승연 et al, 2020] *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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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Mention, Context and Entity with Neural 

Networks for Entity Disambiguation [Sum et al,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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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Mention, Context and Entity with Neural 

Networks for Entity Disambiguation [Sum et al, ‘15]

• Context Emb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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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Mention, Context and Entity with Neural 

Networks for Entity Disambiguation [Sum et al, ‘15]

• Context Emb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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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gated Semantic Matching for Short Text Entity 

Linking [Nie et al ‘18]

𝒔𝒊𝒎 𝒎, 𝒕𝒕𝒍 , 𝒔𝒊𝒎 𝒎,𝒅𝒆𝒔𝒄 , 𝒔𝒊𝒎(𝒄𝒕𝒙, 𝒅𝒆𝒔𝒄) 𝒔𝒊𝒎(𝒄𝒕𝒙, 𝒕𝒕𝒍)



Model Structure
AMN(Adapter Memor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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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ERTa Adapter Model 은 멘션에 대한 시멘틱 쿼리(Semantic query)의 Attention score 에
따라 Adapter memory 𝒜 로부터 가중합(Weighted summation)되어 얻어진 파라미터 𝜃𝑖

′로
초기화 된다

• 최종 출력은 RoBERTa Adapter Model 과 Baseline Model 의 출력을 Gating 하여 얻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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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pter Memory

• 입력 문장 𝑆 = {𝑤1, … , 𝑤𝑛}
• 멘션 사전에 의해 매칭된 𝑖 번 째 멘션 span 𝑚𝑖 = {𝑤𝑠𝑖 , …𝑤𝑒𝑖}

• span 표상 𝑟𝑖 = 𝑓 𝑤𝑠𝑖; 𝑤𝑒𝑖 ∈ ℝ1×𝑢

• 𝑓 는 1-layer feed-forward neural network

• 𝑖 번 째 멘션에 대한 시멘틱 쿼리 𝑞𝑖 = 𝑟𝑖𝑊𝑞 ∈ ℝ1×𝑑

Model Structure
AMN(Adapter Memor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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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pter Memory

• key vectors 𝐾 = {𝑘1, … , 𝑘𝑀} ∈ ℝ𝑀×𝑑

• Attention score 𝑎𝑖

• 새로운 모델의 파라미터 𝜃𝑖
′

• 𝜃𝑖
′ 를 얻어내는 전체 과정

Model Structure
AMN(Adapter Memor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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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Module

• 모델의 최종 출력 𝑃(𝑦|𝑆, 𝑠𝑖 , 𝑒𝑖)

Baseline Model 의 파라미터는 학습되지 않도록 고정

Model Structure
AMN(Adapter Memor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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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pter Module

• RoBERTa 모델의 학습 파라미터 감소를 위해 Adapter Module 을 사용

Parameter-Efficient Transfer Learning for NLP[Houlsby et al ‘19]

• RoBERTa 모델의 12-layer 중 마지막 레이어에 Adapter Module 을 추가 (나머지 파
라미터는 고정하여 학습되지 않도록 함)

Model Structure
AMN(Adapter Memory Network)



학습 / 평가 데이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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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데이터 개발 데이터 평가 데이터

문장 수 30,000 10,000 20,000

멘션 수 686,411 227,727 455,737

개체 수 37,009 17,537 28,437

NIL 멘션 수 553,608 183,462 367,318

•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셋 구성

- 한국어 위키피디아 문장 6만개를 사용하여 데이터 셋을 구성

- 학습 시에는 멘션의 후보 개체들과 랜덤하게 추가된 후보 개체들, 그리고 NIL

개체를 포함하여 모델이 총 11개의 후보 개체들 중에서 정답 개체를 예측하도록

함

- 표의 NIL 멘션 수는 문장 내에서 정답 멘션이 아닌 멘션의 등장 횟수를 의미함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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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션 표상을 위한 입력 문장의 인코더로는 RoBERTa 를 이용
• span표상의 차원 𝑢 = 768, 시멘틱 쿼리 vector 의 차원 𝑑 = 128 로 설정

• 아래 표는 key vector 의 개수 𝑀 에 따른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과의 비교 성능 변
화를 제시함

모델 Non NIL F1(%) F1 (%)

Baseline 89.05 85.87

AMN (𝑀 = 4) 89.14 85.92

AMN (𝑀 = 5) 89.11 85.91

AMN (𝑀 = 6) 89.12 85.93

AMN (𝑀 = 10) 89.13 85.92



20

결론

•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입력 문장의 멘션들을 시멘틱별로 각각 추가 학습을 진행

하고자 함

- 모델의 파라미터 자체를 가중합하여 모델의 새로운 파라미터를 얻어내는

방식의 AMN 모델이 기존 높은 성능을 보이는 Baseline 모델의 성능을 향

상 시킴

HCL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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