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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연어 문장의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 

결과는 인명, 지명, 조직명 등의 태그를 갖지만 각 개체

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체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 하다. 

예를 들어 ‘김기범은 반올림에 출연했다.’라는 문장에

서 ‘김기범’을 인명으로 인식하였더라도 다양한 개체

(야구선수, 배우, 가수 등…) 중 어느 개체에 해당하는

지 모호하다. (그림 1)과 같이 이러한 모호성을 해결하

는 작업을 개체 연결(Entity Linking)이라 한다. 

기존의 개체 연구는 주로 입력 문장과 지식 베이스 문

서에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를 기반으로 한 단어 기반 접

근법(Word-based Approach)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정형 

문장에서는 높은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

는 문서 임베딩(Document Embedding)과 선형 변환

(Linear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이러한 단점을 극

복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기존의 개체명 연결은 개체와 지식베이스에 출현하는 

단어, 하이퍼링크 등을 이용하여 두 대상의 문맥 유사도

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었다[1-2]. 소셜 미디어의 

문장은 길이가 짧아 문맥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Shen의 연구[3]에서

는 사용자의 성향을 모델링하였고, 정소윤의 연구[4]에

서는 사용자 과거 문장과 최근 발생한 뉴스 주제를 모델

링 하여 성능 향상을 이룬바 있다. 

 

3. 심층학습을 이용한 개체 연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체 연결 모델의 전체 구조는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하는 개체 연결 모델

은 2 개의 문서 임베딩 모델, 1 개의 선형 변환 모델 그

리고 코사인 유사도로 구성된다. 개체 연결에서 연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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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단어 기반 접근법을 이용한 개체 연결은 단어의 변형, 신조어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비정형 문

장에 대해서는 좋은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문서 임베딩과 선형 변환을 이용하여 단어 

기반 접근법의 단점을 해소하는 개체 연결을 제안한다. 문서 임베딩은 하나의 문서 전체를 벡터 공간에 

표현하여 문서 간 의미적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비교적 정형 문장인 위키백과 문

장과 비정형 문장인 소셜 미디어 문장 사이에 선형 변환을 수행하여 두 문형 사이의 표현 격차를 해소하

였다. 제안하는 개체 연결 방법은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인 트위터 환경 문장에서 단어 기반 접근법과 비

교하여 높은 성능 향상을 보였다. 

 

주제어: 개체 연결, 개체명 인식, 위키백과, 문서 임베딩 

그림 1. 개체 연결의 예 그림 2. 개체 연결 모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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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는 지식베이스의 개체로서 위키백과

(wikipedia.org)의 문서를 사용하는 것을 위키화

(wikification)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도 위키화를 대상

으로 한다. 

 

3.1 문서 임베딩 
 

최근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을 확장하여 자연어 

문장이나 문서를 벡터 공간으로 표현하는 문서 임베딩

(Document Embedding)[5]이 제안되었다. 문서 임베딩은 

DM(Distributed Memory) 또는 DBOW(Distributed Bag of 

Word)로 구성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DM 모델을 사용한다. 

DM 모델은 (그림 3)과 같이 각 문서에 단락 식별자

(Paragraph id)와 해당 문서를 구성하는 단어 열을 입력

으로 하고, 다음 단어가 Softmax 분류기에 의해 예측되

는 신경망으로 구성된다. 이때 D와 W는 확률적 경사 강

하법(Stochastic Gradient Descent)에 의해 학습된다. 

그리고 테스트 단계에서 문서가 입력되면 Softmax 분류

기와 W의 가중치(weight)를 고정한 상태에서 신경망 학

습을 수행이 수행된다. 학습이 수행 된 후 단락 행렬 D

가 입력 문서에 대한 문서 임베딩이 된다. 

 

3.2 선형 변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문장과 위키백과 문서의 

문장은 표현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내

용을 포함하더라도 문서 임베딩의 유사도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위키백과 문서의 벡터 표

현과 트위터 문장의 벡터 표현 사이에 선형적 사상이 가

능하다는 가정을 하고 선형 변환을 수행하여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트위터 문장의 문서 임베딩을 T, 위키백과의 문서 임

베딩 출력을 W 그리고 두 임베딩의 선형 변환 행렬을 M 

이라 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TM=W                               (1) 

M을 학습하기 위한 T와 W를 수집하기 위해 문서 W는 

위키백과 문서를 임베딩의 입력으로 사용하고, T는 해당 

위키백과 문서의 제목을 포함하는 트워터 문장을 수집하

여 임베딩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또한 M을 학습하기 위

해 확률적 경사 강하법을 사용한다. 

 

3.3 개체 연결을 위한 코사인 유사도 
 

각 모델의 학습이 끝난 후 입력 문장에 대해서 개체 

연결을 수행할 때 입력 문장의 문서 임베딩Tt를 선형 변

환하여 위키백과 문서 임베딩 Wt로 변환한다. 그 후 각 

개체 후보 문서들의 문서 임베딩 Wi에 대해서 아래의 코

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가장 유사도가 높은 개체 i를 

선택하게 된다. 

 

cos (𝑊𝑊𝑡𝑡 ,𝑊𝑊𝑖𝑖) = 𝑊𝑊𝑡𝑡∙𝑊𝑊𝑖𝑖
||𝑊𝑊𝑡𝑡|| ||𝑤𝑤𝑖𝑖||

                     (2) 

4. 실험 
 

실험은 한국어 위키백과 문서와 한국어 트위터를 대상

으로 수행하였다. 위키백과 문서의 문서 임베딩을 학습

하기 위해 본문 내용이 200 어절 이상으로 구성된 약 32

만개의  문서를 수집하였다. 트위터 문서의 문서 임베딩

을 학습하기 위해 임의의 트위터 문장을 약 38만개 수집

하였다. 위키백과 지식베이스는 동명이인 문서가 존재하

는 인명을 대상으로 구축하였고, 트위터에서 임의의 300

명 사용자가 작성한 문장 중 지식베이스의 인명이 출현

한 문장 248개를 수집하여 테스트 문장으로 사용하였다. 

테스트 문장에서 평균 약 3.45명의 개체 모호성이 있었

다. 형태소 분석을 위해 Twitter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https://github.com/twitter/twitter-korean-text)를 

사용하였다. 

비교 모델은 [2]과 [3]의 모델을 재구현하여 사용하였

고 실험 결과는 (표 1)과 같다. 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

듯이 기존의 모델은 비정형 문장에 대해서 성능이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문서 임베딩과 선형 변환 모델은 단어 기반 모델과 

비교하여 크게 개선된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

는 제안하는 문서 임베딩과 선형 변환이 트위터 문장과 

위키백과 문서 사이의 표현 차이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델 정확도 

링크 기반[2] 0.31 

링크 + 사용자 모델[3] 0.59 

문서 임베딩 0.71 

문서 임베딩 + 선형 변환 0.74 

표 1. 실험 결과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문서 임베딩과 선형 변환을 이용한 개

체 연결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모델은 단어 기반 

개체 연결의 단점을 보완하여 비정형 문장에 대해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다. 향후 소셜 미디어에 부착된 

다양한 메타 정보(해쉬태그, 날짜와 시간, 리트윗 관계 

등)의 활용 법, 인명 개체 이외의 개체에 대한 실험 등

그림 3. Distributed Model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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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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