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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명 연결 (Entity 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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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문장에 출현한 단어의 중의성을 해결하여

지식 기반(Knowledge base)상의 하나의 특정 개체로 연결하는 작업

“거미가 콘서트를 취소했다”

거미 (동물)

거미 (가수)



멘션 탐지와 개체 중의성 해결

• Mention Detection
– 문장에서 멘션 탐지

• Entity Disambiguation
– 얻어진 멘션에서 개체 결정

2018년에 거미는 결혼을 했다

거미

거미(가수)

거미(동물)

거미(드라마)



엔터티 타이핑

• Entity Typing
– 문서의 나타난 개체의 Type(eq. 지역, 기관)을 결정

Entity Type

거미 (가수) 사람

서울
수도
대한민구의 특별시
대도시

… …

• Types 갯수

Ultra Fine-grained types > Fine-grained types > Coarse-grained types



Coarse-grained 엔터티타이핑

• Wikidata taxonomy
– 상위로 갈수록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는 계층 구조를 가진

wikidata 집합



Coarse-grained 엔터티타이핑

𝐺 = 𝑉, 𝐸 , 𝑉0 = 𝑟𝑜𝑜𝑡

𝑣′ = 𝑎𝑟𝑔𝑚𝑎𝑥𝑉 𝐸𝑛𝑡𝑟𝑜𝑝𝑦 𝐸𝑥𝑝𝑎𝑛𝑑 𝐺, 𝑣 , 𝐺 = 𝐸𝑥𝑝𝑎𝑛𝑑(𝐺, 𝑣′)

• Wikidata taxonomy
– Wikidata의 taxonomy 정보를 이용하여 개체 타입 결정

– Leaf node들의 frequency로 부터 entropy 계산하여 상위
노드 (50, 100)개의 타입 결정

– parent node(root)로부터 각각 child node를 확장하여 얻은
leaf node들의 entropy 계산

– frequency는 학습 데이터에서 entity의 types의 빈도수를
측정하여 얻음



• Wikidata taxonomy
– 추출한 entropy Top 50의 taxonomy의 일부

entity

object spatio-temporal

spatialgroup

geographicgroup of physical objects

group

L3

L2

L1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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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 임베딩을 이용한 NIL 멘션 탐지와
개체 연결의 통합 모델[홍승연’20]

RoBERTa

𝒔𝟏 𝒔𝟐

NIL 𝒆𝟏𝟏 𝒆𝟏𝟐 𝒆𝟏𝟑 NIL 𝒆𝟐𝟏 𝒆𝟐𝟐 𝒆𝟐𝟑

[SOS] 2018 년 에 거미 는 결혼 을 했 다 [EOS]

• 멘션 사전을 이용하여 가능한 모든 멘션을 탐지하고 중의성을 해결하는 모델
• 멘션 span 표상과 후보 개체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개체 결정
• Base model

𝒆𝟐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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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tion 추출

문장

가능한 모든
Span 추출

Mention 사전을 통한
Filtering

2018 년 에 거미 는 결혼 을 했 다

[2018]
[2018, 년]
[2018, 년, 
에]
….

[2018, 년] – NIL 개체
[거미] – 거미(가수)

멘션 임베딩을 이용한 NIL 멘션 탐지와
개체 연결의 통합 모델[홍승연’20]



Coarse-grained 엔터티 타이핑에 기반한 멘션 탐지

RoBERTa

𝒔𝟏 𝒔𝟐

NIL 𝑻(𝒆𝟏𝟏) 𝑻(𝒆𝟏𝟐) 𝑻(𝒆𝟏𝟑) NIL 𝑻(𝒆𝟐𝟏) 𝑻(𝒆𝟐𝟐) 𝑻(𝒆𝟐𝟑)

[SOS] 2018 년 에 거미 는 결혼 을 했 다 [EOS]

• NIL 멘션 탐지와 개체 연결의 통합 모델에서 엔터티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엔터티
타이핑 정보만을 사용하여 멘션 탐지 진행하는 모델

𝑻(𝒆𝟐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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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ity Typing
– 엔터티 타이핑은 여러 개의 Type이 존재하는 경우 빈도수

에 근거하여 대표 Type을 정하고 Type이 없는 경우 UNK 
Type으로 설정

– 엔터티 타이핑 정보는 wikidata에서 추출

– Coarse-grained 엔터티 타이핑은 wikidata-taxonomy를 통
해 얻은 대표 타입 사용

Coarse-grained 엔터티타이핑에기반한멘션탐지

Entity Type Type Entity

거미 (가수) 사람 사람

지포스 20 X UNK

서울
수도
대한민구의 특별시
대도시

수도

… … …



• Mention Detection
– 탐지된 멘션의 시작 위치 표상과 끝 위치 표상을 결합하여 Span 

표상을 얻음

– 얻어진 Span 표상 𝑠𝑖과 후보 개체 타입 표상 T(𝑒𝑖𝑗)와 Biaffine 연
산을 통해 점수를 얻고 멘션 여부 결정

– 개체 타입 표상 T(𝑒𝑖𝑗)은 해당 개체 설명 문서에 RoBERTa를 적용
하여 얻음(𝑗는 𝑗번째 후보 개체)

𝑠𝑐𝑜𝑟𝑒𝑖𝑗 = 𝐵𝑖𝑎𝑓𝑓𝑖𝑛𝑒(𝑠𝑖 , T(𝑒𝑖𝑗))

Coarse-grained 엔터티타이핑에기반한멘션탐지

𝐶𝑡 = [𝑐1, … , 𝑐𝑛]

ℎ𝑡 = 𝑅𝑜𝐵𝐸𝑅𝑇𝑎(𝐶𝑡)

𝑠𝑖 = ℎ𝑠𝑡𝑎𝑟𝑡(𝑖); ℎ𝑒𝑛𝑑(𝑖)



• 데이터 구축
– 위키피디아 문장 6만개를 사용하여 학습셋 3만, 개발셋 1만, 

평가셋 2만 문장으로 구성하여 학습

– 위키피디아 문서의 링크 정보를 이용하여 멘션-개체 사전 구
축

… SM 아카데미 대표인 이솔림 씨의 추천으로
참가해 <a href=“거미(가수)”>거미</a>&휘성
의 곡인 <Do It>을 부르고 ….

Coarse-grained 엔터티타이핑에기반한멘션탐지



• 실험 결과
– Base Model은 멘션 임베딩을 이용한 NIL 멘션 탐지와

개체 연결의 통합 모델[홍승연’20] 결과

– 성능은 기존 모델에 비해 감소 되었지만 총 개체 임베딩 수
가 감소하여 메모리 부분에서 이점

모델 F1 개체 임베딩 수
Base Model 89.05% 54489
Typing Model 87.20% 3482
Coarse-grained Typing Model
+Top 50 Taxonomy

87.36% 50

Coarse-grained Typing Model
+Top 100 Taxonomy

87.27% 100

Coarse-grained 엔터티타이핑에기반한멘션탐지



• 결론
– 엔터티 타이핑을 통해 멘션 탐지를 진행하여 기존보다 향

상된 성능을 얻지 못하였지만 개체 임베딩 수를 줄여 메모
리 부분에서 이점을 얻음

– 엔터티 타이핑을 통해 좀 더 일반화된 엔터티를 통해 문제
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에서 실험을 진행하
여 기존 모델과 비교 실험 필요(기존 모델은 특정 도메인
에서 데이터만 잘처리)

Coarse-grained 엔터티타이핑에기반한멘션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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