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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사용자의 관심사를 고려하면 상황 인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기존의 사용자의 관심사를 고려하는 

서비스에는 지식베이스(KB)가 사용 되었으나, 최근 새로운 방법인 wikidata를 이용한 엔티티 링크를 활용한 

방법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wikidata가 적용된 엔티티 링크는 기존의 KB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데이터의 변경, 보완이 쉽고 가볍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wikidata가 적용된 엔티티 링크 모델을 이용한 상

황인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키워드: wikidata, 엔티티 링크 모델(entity linker model),

상황 인지 프레임워크(context-awar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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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사용자에게 적합한 상황 인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관심사를 고려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사용자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하면 사용자의 최근 개인적 관심사나 

사회적 관심사를 이해 할 수 있다[1,2,3]. 소셜 미디어 데이터 분석에는 

여러 기법이 있으나, 사용자 관심사를 찾기 위한 사용자 프로파일링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사용자가 작성하거나 선호하는 문장에

서 연결성을 찾는 연구는 주로 지식 베이스(KB, Knowledge Bases)를 

이용한다. KB를 이용한 연구는 대부분 DBpedia[4] 또는 YAGO[5]

와 같은 위키피디아에서 파생된 지식을 이용하였다. 이 KB들은 위키피

디아 페이지의 정보 및 범주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자동으로 관리되어 

편집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wikidata[6]는 편집이 가능한 다국어 

지식 데이터베이스이다. 또한, wikidata는 구조화 된 데이터로만 

입력 할 수 있어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를 구성하기 용이하

다. 지식 그래프는 최근 활발히 연구 되고 있는 개체 연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7,8,9] 구조화 된 wikidata의 데이터 모델은 

지식 그래프 및 새로운 학습법의 도입으로 최근에 기업 정보 연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기존에 위치 정보와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가 있었다[10,11]. 기존 연구들 

중 하나[11]는 KB의 일종인 위키피디아의 범주를 이용하여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키워드는 유사도를 분석하여 사용자에

게 관심항목을 제안 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위키피디아의 범주만

을 이용하여 지식 그래프를 적용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wikidata의 엔티티 연결을 이용하여 사용자 관심사

를 고려하는 상황인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엔티티 링크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기존의 상황인지 프레임워크보다 wikidata와 연결 수정 

및 개선이 용이하고, 연결성 분석이 가벼운 특징을 가진다.

II. Related works

wikidata[6]는 wikimedia에서 제공하는 위키(wiki, 불특정 다수가 

협업을 통해 직접 내용과 구조를 수정할 수 있는 웹사이트)지만, 

구조화된 위키 페이지를 저장하는 특징을 가진다. 항목(item)은 Q-id

로 식별 되며 여러 데이터 필드로 구성된다. 레이블은 엔티티의 기본 

이름을 저장한다. 이것은 명칭을 구분하기 위해 항목을 설명하며, 

별칭을 가진다. 항목은 RDF 스타일의 문장을 저장하며 참조에 의해 

연결 될 수 있고 한정어(qualifiers)로 보다 정밀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항목은 다른 wikimedia 프로젝트인 wikipedia등의 엔티

티에 해당하는 페이지에 연결 되는 사이트 링크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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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스타벅스(Starbucks, Q37158)인 경우 Fig. 1과 같은 

페이지와 정보를 가진다. wikidata를 이용하여 엔티티 링크를 연결하

는 openTapioca[12]는 실시간으로 훈련하고 실행하며 동기화를 지원

한다. 이 연구는 wikidata만을 이용하여 Named Entity Linking을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가볍고 효과적인 

추천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사람, 위치 및 조직에 

관련된 내용만을 연결 하도록 제한하였다.

Fig. 1. wikidata의 starbucks 페이지

기존에 KB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관심에 맞는 상황인지 지능형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연구 되어 왔다.[4, 5,11] 기존의 연구들은 

wikipedia의 범주를 이용하여 소셜 미디어에서 주요 단어를 추출하여 

사용자의 관심을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방법은 지식 그래프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주요 단어 간 연결 시스템이 

복잡하여 연결 시스템 수정이나 개선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한다. 

하지만, wikidata를 이용하는 엔티티 연결은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가능하며 기본 데이터에 직접 개입이 가능하고 연결 수정 및 개선이 

용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ikidata의 엔티티 링크 모델이 적용된 

상황인지 서비스 엔티티 링크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III. wikidata를 이용하는 상황 인지 엔티티 링

크 프레임워크

Fig. 2는 wikidata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관심사를 고려하도록 

설계된 상황 인지 엔티티 링크 프레임워크이다.

Fig. 2. wikidata를 이용하는 상황 인지 엔티티 링크 프레임워크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우리는 wikipedia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wikidata의 엔티티 링커는 상황인지 서비스에 사용 할 수 

있도록 openTapioca를 일부 수정하였다. 프레임워크는 wikidata에

서 제공하는 정보를 동기화 하여 연결 정보를 수정하고 개선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Fig. 3. wikidata로 생성된 엔티티 연결 그래프

사용자의 관심사를 찾기 위한 초기 인덱스는 기기의 검색기록,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그리고 위치 기록을 이용하였다. 인덱스의 추출은 

TextRank[13]를 이용하였다. 또한, 너무 넓은 범위의 엔티티 연결을 

막기 위해 초기 인덱스 항목을 태깅하여 기존 분류법의 범위를 기준으로 

최대 5단계 이상의 연결을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예를 들어, 

최근의 초기 인덱스가 소셜 미디어 데이터에서 스타벅스(Starbucks, 

Q37158)와 상황인지 위치 정보에서 대전(Daejeon, Q20921)을 얻었

다고 가정하면, 엔티티 연결은 Fig. 3과 같은 구조를 보인다. 이 엔티티 

연결을 이용하여 상황인지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Paik's Coffee 

(Q55730575), Tom N Toms (Q18142418)등을 추천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wikidata의 entity link를 이용하는 상황 인지 프레임

워크를 제안하였다. 기존의 wikipedia등의 KB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

자의 관심사에 맞는 상황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들과는 

다르게, wikidata의 entity link를 이용하면 데이터의 연결성 변경이 

쉽고 실시간으로 wikidata와 동기화하여 새로운 정보를 적용 할 

때의 비용 부담이 적다. 하지만, wikidata의 entity link만 사용할 

경우 관련 링크 혹은 문서로 데이터가 제공 될 경우, 별도로 긴 

문장을 entity로 분석 하는 기능이 없어 정보로서 가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wikipedia를 이용하여 문서 유사도 측정을 하는 기능을 추가한 프레임

워크를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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