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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메인 지식은 텍스트의 포맷과 의미 정보를 이용하여 웹에 존재하는 텍스트의 다양한 의미를 이
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도메인 지식은 텍스트에 데이터의 의미를 표현하는 레이블이 존재
하지 않을 경우에 텍스트 인식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텍스트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추론할 수 있
는 엔티티 인식 모델을 제안한다. 엔티티 인식 모델은 베이지언 모델과 컨텍스트 정보를 결합한 방법
으로서, 구조 분석을 수행한 HTML 문서의 텍스트 토큰에 대해서 어떤 엔티티에 속할 것인가를 결
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실험 결과 본 모델을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레이블이 없어서 인식되지 않았
던 텍스트들을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 론
정보 소스에서 텍스트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때,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도메인 지식에 정의되어 있는 포맷 정
보와 의미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인식되게 된다[1]. 그
러나 레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는 텍스트는 도메인 지식을 이
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텍스트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
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엔티티를 인식할 수가
없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인식되지 않는 텍스트의 의
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확률적인 방법을 새롭게 모델링하고자
한다.
2. 엔티티 인식 모델 배경
여러 아이템의 정보를 담고 있는 페이지에서 하나의 아이
템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레이블이 있는 텍스트와 그렇지 않
은 텍스트가 있다. 레이블이 있는 텍스트는 도메인 지식을 이
용하여 의미 정보와 구조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해 낼 수 있
다. 그러나 레이블이 없는 경우 텍스트의 의미를 자동으로 알
아내기 위해서는 확률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우선 모델을 제안하기 이전에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정의
할 필요가 있다. 엔티티는 도메인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는 구성 요소의 기본 단위이다. 레이블은 해당 정보 소스에서
엔티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단서이다. 아이템은 정
보 소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기본 단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웹 정보 소스가 페이지에 여러 아이템을 일정 패턴
(리스트 형태나 테이블 형태)에 맞게 표시를 하고 있다. 아이
템은 데이터베이스의 투플이라고도 정의될 수 있다. 웹 문서
에 대한 구조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 텍스트 조각들이 태그에
의해서 띄엄 띄엄 떨어져서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텍스트 조
각들을 브라우져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논리적으로 묶어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텍스트로 재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구성
된 텍스트에서 엔티티의 값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토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HTML 문서에 대한 구조 분석을 수행하면 많은 토큰들이
생기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레이블이 있는 정보와 레이블
이 없는 정보가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같은 패턴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정보 소스에 대해서 토큰 집합이라는 것을 구
성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아이템에 대해서 토큰을 하나 선택
하면, 다른 아이템의 같은 위치에 있는 토큰도 같은 역할을
하는 토큰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각각의 토큰들은 해당
아이템의 동일 엔티티를 설명하는 텍스트가 될 것이다), 이러
한 토큰들을 모아서 구성한 것을 토큰 집합(Token Set)이라
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정보 소스에서 여러 개의 토
큰 집합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여러 개의 토큰 집합이 순차
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토큰 집합 열(Token Set
Sequence)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토큰 집합 열을 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토큰 집합 열 구성 과정

[그림 1]의 (a)는 HTML 문서를 브라우져에서 브라우징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웹 정보 소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
이다. (b)는 브라우징된 정보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
보만을 뽑아서 아이템 단위로 정보를 재배열한 것이다. 하나
의 정보 소스에서 여러 개의 아이템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
다. (c)는 웹 페이지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일정한 패턴을 추출
하여 하나의 아이템 단위로 텍스트 정보를 그룹핑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문서에 대한 구조 분석을 수
행할 때, (b)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텍스트를 논리적으로
묶어 줘야 한다. 즉, 텍스트 사이에 존재하는 링크 태그나 폰
트 태그와 같은 서식을 모두 제거하고, 텍스트만을 추출해야
한다. (d)는 아이템에서 엔티티의 값이 될 수 있는 토큰들을
모아서 토큰 집합을 구성하는 것이다. 여러 개의 토큰 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토큰 집합 열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도 함
께 보여준다.
[그림 1]의 아이템을 데이터베이스의 투플 개념으로 표현
하면 [그림 2]와 같다.

에 품사(Category)를 부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2].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ERM 역시 하나의 아이템을 구성하는 각 토큰
(Token)의 엔티티(Entity)를 식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HMM과 다른 점은 HMM처럼 모든 단어에 확률적 방법을 적
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레이블이 있어서 어떤 엔티티에 속
하는지 결정이 된 토큰은 제외하고, 그 외의 토큰에만 확률적
방법을 적용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HMM은 구성 요소의 순서, 즉 단어간의 발생 순서가 중요하
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ERM은 토큰간의 발생 순서가 중요하
게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Viterbi Algorithm과 같은 방법
을 적용해서 계산할 확률에 대한 경우의 수를 줄여야 할 필
요는 없다. 이러한 결정적 차이로 인해서 ERM의 수식은
HMM과는 다르게 구성된다. ERM과 HMM의 차이를 [표 1]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lass
Object
Probability
Corpus
Statistics
Context
Information
Difference

[그림 2] 투플 구성
[그림 2]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아이템마다 m개의 인식
되지 않은 토큰이 존재한다. 이렇게 인식되지 않은 토큰을 할
당되지 않은 엔티티의 집합에 있는 각 엔티티로 어떻게 식별
할 것인가가 모델에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전제를 만들
수 있다.
1. 하나의 아이템에 대해서 n개의 인식된 토큰이 있다.
{t1, t2, …, tn}
2. n개의 할당된 엔티티가 있다. {e1, e2, …, en}
3. 하나의 아이템에 대해서 m개의 인식되지 않은 토큰이
있다. {t′1, t′2, …, t′m}
4. q개의 할당되지 않은 엔티티가 있다. {e′1, e′2, …, e′q}
이때 e′k는 도메인 지식에서 정의된 엔티티 집합 E에
서 현재의 정보 소스에서 발견된 엔티티를 뺀 나머지
집합이다. 토큰에 대한 엔티티는 배타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이미 발견된 엔티티는 새롭게 인식될 수 있는
엔티티 집합에서 제거해야만 한다.
5. 하나의 정보 소스에 대해서 v개의 아이템이 존재한다.
6. 하나의 정보 소스에 대해서 n개의 인식된 토큰 집합이
있다. 그리고 하나의 토큰 집합에는 v개의 토큰이 있
다. {T1, T2, ..., Tn}, Ti = {ti1, ti2, …, tiv}
7. 하나의 정보 소스에 대해서 m개의 인식되지 않은 토
큰 집합이 있다. 그리고 하나의 토큰 집합에는 v개의
토큰이 있다. {T′1, T′2, ..., T′m}, Tj = {t′j1, t′j2, …, t′jv}
8. 도메인 지식에 (n + q)개의 엔티티가 정의되어 있다.
위에서 기술된 것을 바탕으로 토큰 집합에 엔티티 이름을
배타적으로 부여하는 확률 모델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2. 엔티티 인식 모델 설계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ERM(Entity Recognition Model)은
HMM(Hidden Markov Model)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HMM은 문장이 있을 때 문장의 구성 요소인 각 단어(Word)

HMM
Category
Word
Word가 Category
로 태깅될 확률
Lexical Generation
Probability
Bigram Probability

ERM
Entity
Token
Token이
Entity로
식별될 확률
Model 1 Probability

Category의 발생 순
서가 중요함

Entity의 발생 순서
가 중요하지 않음

Model 2 Probability

[표 1] HMM과 ERM 비교

HMM
= PROB(C1 ,..., C T | w1 ,..., wT )

≅ ∏i =1,T PROB( wi | C i ) * PROB(C i | C i −1)

ERM
= PROB(e′1 ,..., e′q | T ′1 ,...,T ′m)
≅ α *{P(e′i ) *
(1 − α ) *{

1 v
∑ P( ′ | ′ )} +
v k =1 t jk e i

1 v n
∑∑ P( ′ = ′ | = ) * P(eh = t hk )}
v k =1 h=1 e i t jk eh t hk

(단, 1 <= i <= q and 1 <= j <= m)
HMM에서 하나의 Word가 Category가 될 확률을 나타내
는 Lexical Generation Probability:

PROB ( wi | C i )

는

ERM에서 베이지언 모델을 이용하는 Model 1 Probability:

P (e′i ) *

1 v
∑ P( ′ | ′ ) 와
v k =1 t jk e i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계산하

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P(t′jk | e′i)는 통계 데이터로부터 얻어진다. P(t′jk | e′i) =
엔티티 e′i 의 값이 t′jk 인 개수 / 엔티티 e′i 가 나온 개수
2. P(e′i)는 통계 데이터로부터 얻어진다. P(e′i) = 할당되지
않은 엔티티 e′i가 나온 개수 / 할당되지 않은 엔티티가 나온
모든 개수
또한 HMM에서 두 개의 Category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확률을 나타내는 Bigram Probability:

PROB(C i | C i −1) 는

ERM에서 컨텍스트 정보를 이용한 Model 2 Probability:

1 v n
∑∑ P( ′ = ′ | = ) * P(eh = t hk )
v k =1 h=1 e i t jk eh t hk

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3. P(e′i=t′jk | eh=thk)는 통계 데이터로부터 얻어진다. P(e′
i=t′jk | eh=thk) = 엔티티 e′i 값이 t′jk 이고, 엔티티 eh 값이 thk
인 투플의 개수 / 통계 데이터의 전체 투풀 개수
4. P(eh=thk)는 통계 데이터로부터 얻어진다. P(eh=thk) = 엔
티티 eh 값이 thk 인 투플의 개수 / 통계 데이터의 전체 투풀
개수
5. PROB(e′1 ,…,e′q |T′1 ,…,T′m )가 가장 큰 확률 값을 갖는
e′i 를 선택하여, 토큰 집합 T′j 의 엔티티로 할당한다. 단, 이
때 토큰이 엔티티가 될 확률이 임계 값을 넘지 않을 경우에
는 해당 토큰의 엔티티 식별은 무효로 한다. 임계 값에 의해
서 정보 소스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토큰인지,
별로 의미가 없는 토큰인지를 구별해 내도록 한다. 임계 값은
실험에 의해서 추정하도록 했다.
6. 처음의 토큰 집합 열로부터 토큰 집합 T′j 를 제거하여,
새로운 토큰 집합 열 T′1, T′2, ..., T′m-1 을 생성한다. 새롭게
생성된 토큰 집합 열에 대해서 단계 1, 2, 3, 4, 5를 반복해서
적용한다.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는, 인식되지 않은
엔티티 중의 하나가 새롭게 할당되어 져서 더 이상 할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e′i 에 대한 P(e′i) 값이 갱신되어
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이미 할당된 e′i 외의 나머지
엔티티에 대해서 P(e′i) 값은 더 커지게 된다.
참고로 ERM은 HMM에서와 같이 각 구성 요소간의 순서에
대한 제약 사항이 없으므로, 두 개의 확률을 가중치 변수 α
를 이용하여 결합하도록 했다. 실제적인 α값의 결정은 적용
하려는 도메인의 데이터 특성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도록 한
다.
4. 엔티티 인식 모델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영화 도메인의 정보 소스
7개의 사이트(Site A, Site B, …, Site G)에 적용시켜 보았다.
영화에 관련된 도메인 지식을 구축할 때 시스템의 응용 분야
에 맞게 도메인 지식의 엔티티를 적절히 선택하도록 해야 한
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엔티티 인식 모델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화 도메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엔티티를 포함하도록 하여, 영화에 관련된 최대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실험을 수행하도록 했다.
엔티티 인식률 비교

[그림 4] Model 1과 Model 2의 확률 비교
실험 결과 [그림 3]과 같이 정보 소스에서 인식할 수 있는
텍스트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영화 도메인
에서는 대부분의 텍스트에 레이블을 붙여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가율이 크지는 않았지만, 레이블이 없이 나오는 텍
스트들에 대해서는 엔티티 인식이 제대로 수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4]와 같이 정보 소스에 따라 확률
Model 1과 2의 값이 상대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영화 도메인에 속하는 7개의 사이트에 대해서 실험
해 본 결과 어떤 사이트에서는 Model 1의 확률 값이 크게 나
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Model 2의
확률 값이 크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사이트마
다 나오는 정보의 특성 때문으로 생각되어 진다. 실제로 Site
E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레이블이 있는 텍스트가 다른
사이트에 비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
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Site E에는 레이블이 있는 텍스트가 5
개가 나오는 것에 반해, Site D와 Site G는 레이블이 있는 텍
스트가 2개 밖에 안 나옴). 다시 말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Model 1의 확률 값이 Model 2의 확률 값보다 크게 나오는데,
특별히 레이블이 있는 텍스트가 많아서 컨텍스트 정보를 많
이 갖게 되는 경우에는 Model 2의 확률 값이 크게 나오는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보 소스의 데이터 특성에 의
존하여 각 Model의 확률 값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Model 1과 Model 2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정보
소스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특성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가중치 변수 α값은 적용하려고 하는 정보 소스의 데이
터 특성에 맞게 어느 Model에 비중을 둘 것인지를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하도록 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확률 모델을 영화 도메인에 적용하
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 인식할 수 있는 엔티티의 수가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레이블이 없는 토큰들에
대해서 확률적 방법을 적용해서 엔티티 인식을 수행한 방법
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향후 연구로는 본 모델을 보다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시켜 일반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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