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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명 인식

• Context : After campaigning on the promise of health care reform,

President Obama gave a speech in March 2010 in Pennsylvania

• Mention : President Obama

• Entity : Barack Obama (http://wikipedia.org/wiki/Barack_Obama)

엔티티 링킹은 엔티티의 중의성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으로, 문서에 나타난 개체 표현과 부합하는
지식 베이스에 있는 개체를 연결해주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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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 임베딩을 이용한 nil 멘션 탐지와
개체 연결의 통합 모델 [홍승연 et al’ 20]

• 엔터티 링킹 시 Nil 엔터티를 두어 엔터티 링킹과 멘션 탐지를
동시에 수행
- Nil 멘션은 문장 내의 엔터티가 아닌 부분을 의미

- Nil 멘션인 경우 Nil 엔터티를, non-Nil 멘션인 경우 해당하는 엔터티를

예측

• RoBERTa를 통해 엔터티 설명을 인코딩, 출력의 첫 번째 토큰인

<s>에 해당하는 부분을 엔터티 임베딩으로 사용

- 엔터티 임베딩은 학습되지 않도록 고정시켜 사용

• 문장 내의 멘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Concatenate 한 것과 각각의

엔터티 후보를 Biaffine 연산을 통해 점수를 계산

• 엔터티 후보는 멘션-엔터티 사전을 통해 추출

- 데이터셋에서 등장한 모든 멘션-엔터티 쌍을 통해 사전 구성

- 사전은 각각의 멘션과 등장한 모든 엔티티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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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 임베딩을 이용한 nil 멘션 탐지와
개체 연결의 통합 모델 [홍승연 et al’ 20]

• 한국어 위키백과를 사용하여 엔티티 링킹 학습
- 위키백과 문서에서 하이퍼링크가 걸린 부분을 멘션, 해당 링크가 가리

키는 문서를 엔티티로 사용

• 모든 엔터티와 멘션 쌍을 통해 각 멘션이 나타낼 수 있는 엔터티
-멘션 집합 E(𝑚)을 구축
- 멘션 𝑚에 대해 전체 데이터셋에서 멘션이 𝑚인 경우 등장한 모든 엔티

티 {𝑒1, 𝑒2, … }를 가리킴

- Nil 엔터티를 추가하기 위해 토크나이징 된 각 데이터에 대해 n-gram 

매칭을 통해 멘션을 탐지, 실제로 엔터티가 있는 경우를 non-NIL, 없는

경우를 Nil로 취급

- Nil 멘션인 경우 Nil 엔터티인 𝑒∅를 매칭

• 문장 내의 각 멘션 스팬은 시작지점 x𝑠𝑡𝑎𝑟𝑡과 끝점 x𝑒𝑛𝑑으로 구성
됨

• 각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

토크나이징 된 문장: X = [x1, x2, … , xi]

멘션 스판: S = [ x𝑠𝑡𝑎𝑟𝑡, x𝑒𝑛𝑑, e, [e∅, e1, e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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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 임베딩을 이용한 nil 멘션 탐지와
개체 연결의 통합 모델 [홍승연 et al’ 20]

• 엔터티 임베딩: 각 엔터티에 대응하는 표상을 저장해둔 것
- RoBERTa를 통해 각 엔티티 설명을 인코딩, 문서 맨 첫번째

토큰인 <s>의 출력을 사용

- 하나의 엔터티에 대해 해당 엔터티 ID에 맞는 표상을 매핑

- 엔터티 링킹 학습 시 엔터티 임베딩을 고정, 학습되지 않도

록 함

• 엔터티 링킹 모델은 RoBERTa 모델과 엔터티 임베딩으로 구성
- RoBERTa를 통해 입력 문장 를 인코딩 한 후, 문장 내의 각 멘

션스판의 시작 토큰과 끝 토큰을 Concatenate 한 후, 이를

엔티티 표상과 Biaffine 연산을 통해 점수를 계산

X′ = RoBERTa X = 𝑥1
′ , … , 𝑥𝑖

′

Score e = Biaffine concat xstart
′ , xend

′ , Emb(e)



7

멘션 임베딩을 이용한 nil 멘션 탐지와
개체 연결의 통합 모델 [홍승연 et al’ 20]

• 한계
- 엔터티 링킹을 수행하기 위해 엔터티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

- 엔터티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적거나, 얻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엔터티 링킹을 수행하기 어려움

• 대응책
- 엔터티에 대한 정보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 엔터티 설명문 도

입 : 엔터티 요약을 위한 여러 방법으로 확장 필요

- 기존 엔터티 임베딩과 가상 엔터티 설명을 연결

▪ 엔터티 얼라인먼트를 통해 기존 엔터티 임베딩으로 등

장 한 적 없는 멘션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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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엔터티 설명문

• 엔터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가상
엔터티 설명문을 구축
- 기존의 엔터티에 대한 정확한 설명 대신 해당 엔터티가 등장한 문장을

그 엔터티의 설명으로 사용

- 상표명, 인명 등 해당 엔터티에 대한 정보를 획득 할 방법이 없는 경우

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사용

- 해당 엔터티가 등장한 문장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서 가상 엔터티 설

명문으로 사용

• 엔터티 임베딩은 이전 연구와 동일하게 RoBERTa를 통해 엔터티
설명문을 인코딩, <s>토큰에 해당하는 문장의 첫 번째 토큰 출
력을 사용

M 𝑒 = 𝑚 𝑚, 𝑒 ∈ E 𝑚

Tp = RandomChoise M 𝑒

𝑒p = RoBERTa T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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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엔터티 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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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티 얼라인먼트

• 가상 엔터티 설명문과 엔터티 id를 연결해주는 작업
• 등장한 적 없는 멘션에 대해 기존 엔터티 정보를 매핑

- 기존의 미리 학습된 엔티티 링킹 모델을 활용

•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엔터티 id를 매핑
1. 등장 한 적 없는 멘션을 후보로 엔터티 링킹 시행
2. 모델의 출력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엔터티를 등장 한

적 없는 멘션에 링킹되는 엔터티로 취급
3. 멘션-엔터티 사전 E(𝑚) 확장
4. 이 과정에서 Nil 엔티티 𝑒∅를 예측 할 경우, 해당 멘션과 가

상 엔티티 설명문 𝑒𝑝를 E(𝑚)에 확장



11

실험

• 엔터티 링킹 학습 데이터는 총 6만개의 문장으로 구성, 3만개를

train, 2만개를 test, 1만개를 dev 셋으로 사용
- 2217개의 데이터로 구성된 네이버의 엔터티 링킹 데이터셋을 추가로 실험

- 뉴스 기사 등에서 수작업으로 멘션 부분과 엔티티 id를 표시

- 가계 이름, 인명 등 저명성이 떨어지는 엔터티가 포함됨

- 모든 엔터티에 대해 가상 엔터티 설명문을 적용

- 70%를 train, 20%를 test, 10%를 dev로 사용

• 엔터티 링킹 학습 데이터는 총 6만개의 문장으로 구성, 3만개를
train, 2만개를 test, 1만개를 dev 셋으로 사용

• 가상 엔터티 설명문으로 변환되는 비중을 10~50%, 100%로 조정하

며 성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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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 가상 엔터티 설명문 변환 비중 별 엔터티 링킹 성능

• Nil 탐지 F1은 해당 멘션이 Nil 멘션 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F1 점

수를 의미
- 모델이 예측한 것이 Nil 엔터티인지 다른 엔터티인지를 통해 측정

• 가상 엔터티 설명문은 온전한 엔터티 정보에 비해 해당 엔터티의 정보를 잘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능이 낮아지나, 급격히 낮아지지 않음

변환 비중 정밀도 재현율 F1
Nil 

탐지 F1

Baseline 85.96% 85.78% 85.87% 89.05%

10% 85.53% 84.69% 85.11% 88.68%

20% 84.95% 84.10% 84.52% 88.48%

30% 84.56% 83.59% 84.07% 88.31%

40% 84.39% 82.94% 83.66% 88.27%

50% 84.33% 82.31% 83.31% 88.21%

100% 84.43% 82.19% 83.29% 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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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 전이학습 실험 결과 : 네이버 데이터셋

• 데이터 편차가 매우 크고 데이터 셋이 작기 때문에 dev 셋과 test 셋

사이의 성능 편차가 큼
• 아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환경에서도 엔터티 링킹이 어느정도

수행 가능

데이터셋 정밀도 재현율 F1
Nil 

탐지 F1

dev 49.92% 66.49% 57.02% 65.52%

test 69.42% 85.97% 76.81% 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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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연구

• 결론
- 데이터셋으로 부터 가상 엔터티 설명문을 구축, 이를 통해 엔터티의 정보를 획

득 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엔터티 링킹을 시도.

- 가상 엔터티 설명문을 사용하여 엔터티 링킹 성능 하락폭이 크지 않음을 보임

• 향후 연구
- 각 엔터티를 하나의 페이지로만 매핑 하는 것이 아닌, 기존 엔터티 링킹 모델의

확률값을 이용하여 기존의 엔터티 임베딩과 새로 만들어진 엔터티 임베딩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도록 시도 해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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