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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각종 웹사이트와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는 회의공지에 포함된 회의장소를 나타내는 문자열로부터 실
제 위치를 추정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직접 구현한 NER과 Relation-type Classification 모듈을 사용하였
으며, 장소에 대한 모델은 기존의 지리정보시스템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위하여 OpenStreetMap[6]과 Geonames[7]의 
데이터 구조를 참조하여 설계되었고, 실제 위치를 구하기 위하여 내부자원 외에도, 각종 오픈API들을 외부자원으로 활
용하였다.

주제어 : Location, OpenStreetMap, Geodata, Web Map Service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조도

1. 서 론
  각종 웹사이트와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많은 종류의 
회의, 약속, 모임에 관한 공지를 수신하고 있다. 2009년 
8월 21일자 Enron Email Dataset[3] 183,022 개의 이
메일을 조사한 결과 5~6통 중 한 통에 해당하는 약 
17%가 회의공지와 관련된 이메일이었다. 또한, 최근 스
마트폰 열풍과 더불어 이러한 일정을 온라인 캘린더로 
관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작은 스크린과 
터치방식의 입력으로는 꾸준히 수신되는 다량의 공지를 
읽고 직접 입력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일정정보를 추출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회의공지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포함되어있지만 가
장 중요한 정보는 ‘시작/종료 시간’과 ‘장소’일 것이다. 시
작 및 종료시간의 추출에 관한 연구는 (Choi et al. 
2010)[1]에서 시작 및 종료시간에 대해 각각 90%, 
84%이상의 F-measure를 보이는 높은 추출 성능을 보
였고, 장소의 추출에 관한 연구는 (Min et al. 2005)[2]
에서 진행되었으나 245개의 이메일만을 대상으로 57%
의 낮은 F-measure를 보였으며, 텍스트로 표현된 장소
정보 이상의 연구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회의공지로부터 추출된 일정정보 중 가
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회의장소’를 대상으로 하여, 
텍스트로 표현된 장소를 추출하고, 이것이 실제 지도상
의 어느 곳에 위치한 장소인지를 추정하는 시스템의 설
계와 구현에 대하여 소개한다.
  
2. 회의 공지 내 회의장소를 나타내는 문자열의 지도상 

실제 위치 추정 시스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1과 같이 4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은 회의공지 텍스트 전



그림 2 CRFs-based NER System

그림 3 SVMs-based Relation-type Classification System

문을 입력으로 하여, Named Entity Recognizer 모듈에서 
장소타입 개체명을 인식하고, Relation-type 
Classification 모듈을 통해 찾아진 장소타입 개체명과 회
의공지와의 관계를 분류한다. Normalization 모듈에서는 
장소개체명이 가리키는 실제 경/위도 좌표와 정규화된 행정
주소, 시맨틱 타입을 가지는 후보군의 목록을 얻는다. 마지
막으로 Disambiguation 모듈에서 찾아진 후보군들의 모호
성을 해소하여 최종적으로 선택한 위치를 출력한다. 

 2.1. CRFs-based NER
  NER 모듈은 Conditional Random Fields 모델 기반으

그림 4 Location Normalization System

로 직접 구현하였으며 Java NLP 패키지인 Mallet 플랫
폼[4]을 이용하였다. NER 시스템의 구조는 그럼2와 갇
다. 학습 파라미터로는 gaussian prior 의 값을 10, 
iteration 값을 500으로 사용하였다. 모듈의 입력은 회의
공지전문이며, 출력은 추출된 장소타입 개체명 목록이다.
 2.2. SVMs-based Relation-type Classification
  Relation-type Classification 모듈은 Support Vector 
Machines 모델기반으로, Java로 구현된 LIBSVM[5]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입력은 회의공지와 추출된 장소타
입 개체명 목록으로 하여 ‘회의장소’, ‘회의장소 주변 랜
드마크’, ‘그 외 장소’ 중 하나의 분류를 갖는 장소 목록
을 출력한다.
 2.3. Normalization
  Normalization 모듈에서는 사용자로부터 피드백을 받
아 위치가 확인된 회의장소 DB로부터 검색을 진행한 후, 
외부 자원으로부터 검색을 진행한다. 외부자원을 사용하
는 지역 검색을 위하여 Naver Local Search Open 
API[8]이 사용되었고, Naver에서 사용하는 KTM 좌표
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WGS84 표준 위/경도 좌표
계로 변환하기 위하여 Daum Transcoord API[9]를 이용
하였다. 모듈의 입력은 장소분류를 갖는 장소목록이며, 
출력으로 회의장소의 위/경도 좌표값, 정규화된 행정주
소, 장소의 시맨틱 타입을 갖는 후보군 목록을 갖는다.
  그림4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Normalization은 5단계
의 과정을 거친다. Pre-processing 에서는 Location NE 
이외의 불필요한 문자열들을 제거하고, Query Splitting 
단계에서는 입력 Query로 들어온 Location NE를 
Main-part와 Extra-part로 나눈다. Address 
Information Extraction 에서는 Main-part에서 우편번호
DB를 사용하여 주소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최대로 확
장해낸다. 그러면, System의 Location DB와 외부 지도 



Open API 서비스로 지역검색 Query를 전송하여 번지까
지의 정보를 포함하는 Candidate 주소들을 얻어낸다. 마
지막으로 얻어진 행정주소를 Geocode 로 변환하는 API
를 사용하여 (longitude, latitude) 의 리스트를 구한다. 
Normalization 모듈에서 사용한 Local Search API는 
NHN의 Naver Local Search API[8] 이며, 주소의 
Geocoding 은 Google Geocoding API[10] 를 사용하였
다. 그리고, Geodata 의 저장을 위하여 사용된 좌표계는 
WGS84이다.
 2.4. Disambiguation
  Disambiguation 모듈에서는 Normalization 모듈의 출
력인 후보군 목록을 입력으로 받아 가장 우선순위가 높
은 후보를 출력한다. 모듈에서 사용되는 행정구역범위 
DB를 구축하기 위하여 Google Geocoding API[10] 가 
사용되었으며, 남서쪽 끝과 북동쪽 끝점의 위/경도 좌표
를 갖고 있어 사각형 형태의 범위로 후보군을 좁힐 수 
있다. 행정구역 범위 DB는 2011년 4월 20일자까지 우
편번호부에 등록된 ‘리’ 단위까지의 행정구역 23,909 곳
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Geocoding Step에서 1개의 geographical location 을 
결과로 얻었다면 disambiguation 할 필요없이 그대로 리
턴을 해줄 수 있지만,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주소를 가
졌을 때 어느 주소가 회의장소인지를 본 단계에서 선택
해 주어야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검색시 사
용한 Query 와 검색결과가 가지는 Title 간 matched 
characters 의 수로 랭킹을 매겨 제일 높은 것을 취하는 
방법이다. 추가적으로 disambiguation 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feature 로는 landmark 와의 거리, PC 또는 
smartphone 의 주소록에 포함된 장소가 가리키는 주소
를 취하는 방법, smartphone 의 GPS log 분석을 통해 
본인이 오랫동안 머물었던 장소에 weight 를 더하여주는 
방법 등을 반영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회의공지로부터 추출된 장소 문자열이 
가리키는 실제 위치를 추정하는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본 저자가 아는 바에 한해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형태의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고, 회의
공지 내에 등장하는 장소의 입력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
와 정규화된 형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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