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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식 추출이란 자연언어 문장으로부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 형태의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으로, 지식베이스를 생성  확장하고 이를 이용해 질의 응답, 화 에이 트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된다. 지식 추출을 해서는 주어진 자연언어 문장 내에 지식베이스에 연결 가능한 개체를 발견하고 

그 개체들 간의 의미  계를 악하는 과정이 필수 으로 수반된다. 본 논문에서는 크라우드소싱으로 개

체 연결과 계 추출을 한 데이터 셋을 효과 으로 제작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지식 추출에는 다  작

업 설계가 필요한데 효율 인 데이터 주석 작업 틀을 설계하고, 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 작

업자들을 교육, 데이터 품질을 지속 으로 자동 검수, 그리고 악성 작업자를 걸러내는 장치들을 도입하

다. 본 논문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방법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해, 지식 추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모델들

을 학습하고 평가한 결과, 본 논문의 크라우드소싱 데이터가 성능 향상에 기여했다는 것을 확인하 다.

키워드: 시맨틱웹, 지식베이스, 자연언어처리, 지식추출, 크라우드소싱

Abstract Knowledge extraction is the task of extracting knowledge from natural language 

sentences in the form of information that a computer can understand to create and expand the 

knowledge base. Knowledge bases and extraction systems are used in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question answering and dialog agents. For knowledge extraction, it is essential to both find a 

knowledge base entity in a given natural language sentence and understand the semantic relationship 

between the entities. In this paper, we proposed a cost-effective multi-task data collection process to 

create a dataset for entity linking, entity grouping, and relation extraction using crowdsourcing. 

Because knowledge extraction requires multiple tasks, we designed an annotation scheme to reduce 

the burden of annotation by humans in each step where the output of the previous task was used as 

the input for the next task. We trained, tested, and continuously monitored the workers to filter out 

malicious workers. To demonstrate the excellence of our data and methods, the results of learning and 

evaluating the models for knowledge extraction confirmed that our crowdsourcing scheme contributed 

to performance improvement.

Keywords: semantic web, knowledge bas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knowledge extraction 

crowd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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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DBpedia[1], Wikidata[2]와 같은 다양한 규모 

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들을 심으로 자연언어 

텍스트(natural language text)로부터 지식을 추출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지식베이스 확장을 

한 지식 추출(knowledge extraction) 시스템은 개체 연

결(entity linking)과 계 추출(relation extraction)이라

는 두 가지 필수 인 단계를 수반한다. 자연언어 텍스트

에서 지식베이스 개체에 연결 가능한 명사 혹은 명사구

를 찾아 연결하는 ‘개체 연결’ 단계 후, 자연언어 문장 

내 두 개체간의 의미  계(semantic relation)를 추출

하는 ‘ 계 추출’ 단계를 거쳐 지식베이스의 단  지식

인 RDF/OWL 트리 (triple)을 생성한다. 추가로, 문장 

내 명사를 개체로 연결하는 상호참조해결 등이 수반

되어 더 많은 지식을 추출할 수 있다.

지식 추출을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에 발맞

춰 어권에서는 각 단계마다 공개된 데이터들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공개된 데이터는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연구 그룹에서 서로 다른 목 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 

이들을 엮어 하나의 지식 추출 시스템을 구성하기 한 

데이터 셋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를 들어, 개체 연결

의 경우 트 터에서 인물과 사건을 잡기 한 데이터셋

[4], 그리고 상호 참조 해결의 경우 키피디아에서 

명사의 선행사를 찾기 한 데이터셋[5], 그리고 계 

추출의 경우 뉴스 코퍼스에서 두 개체간 계를 악하

기 한 데이터셋[6]으로 공개되어 있다. 즉, 지식 추출

에 필요한 여러 가지 태스크를 동시에 학습하고 평가 

 에러 분석까지 할 수 있는 데이터 셋으로 통합 구성

하기 어려우며, 이는 지식 추출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있

어 장애물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과 기계가 업하여 성과를 내는 

방법  하나인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기법으로 

지식 추출에 필요한 개체 연결, 개체 군집(상호참조해

결), 그리고 계 추출의 기계학습 데이터를 효과 으로 

생성하는 다  작업 주석 기법을 제안한다. 크라우드소

싱 방법으로 기계 학습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할 

때 고려해야할 것들이 있다. 먼  작업자(worker)가 작

업에 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게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그 다음 악성 작업자를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

고, 마지막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 으로 데이

터 품질을 리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온

라인 튜토리얼과 샘  테스트, 그리고 지뢰 문제 심기 

등의 장치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 다. 한 지식 

추출 시스템 구성 시 개체 연결, 상호참조 해결, 계 

추출의 순서로 설계한다는 에 착안하여 이  작업의 

결과물이 다음 작업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방식의 ‘One 

and the Same Corpus’ 작업 틀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각 작업에서 작업자들이 주석할 양을 축소시켜 작업 효

율성을 향상시켰다. 이런 설계 방법들이 크라우드소싱 

데이터 생성 시 더 은 비용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생

성하게 하며, 동일한 코퍼스로 지식 추출 시스템을 구성

하는 여러 가지 모델을 설계  평가 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수집한 크라우드소싱 데이터가 지식 추출 모델 

학습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기 해, 다양한 모델들로 

성능 평가를 진행하 고, 그 결과를 소개한다.

2. 다  작업 크라우드소싱 설계

그림 1은 지식 추출을 한 작업 흐름도를 나타낸 것

으로, 본 연구에서는 언  탐지(mention detection), 개

체 연결(entity linking), 개체 군집(entity clustering; 

co-reference resolution), 그리고 계 추출(relation 

extraction) 총 4가지 작업 틀을 설계하고 이를 이

라인 형태로 엮어 각 작업 단계마다 작업자가 주석해야 

할 일을 여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한, 본 연구

에서는 크라우드소싱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해 

GI 로토콜[6]을 기반으로 3가지 장치를 모든 작업 단

계에 도입하 다. 크라우드소싱 작업을 설계함에 있어 

가장 요한 것은 작업자에게 작업을 정확히 이해시키

는 것이다. 이를 해 작업 설계자는 작업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작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작업자는 이를 숙지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일반 작업자를 활용하는 크라우드소싱

에서는 작업 가이드라인 숙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작업자가 실제 

작업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  문제를 풀고 즉각 정/오

답 피드백을 받는 1) 튜토리얼 장치를 도입하 다. 작업

자는 본 연구 에서 작성하고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숙

지한 후, 약 50개의 튜토리얼 문제를 풀어보며 본인이 

제출한 답의 정/오답 유무를 즉각 으로 피드백 받는다. 

작업자는 튜토리얼 문제를 모두 풀어야하며 제출한 오

답을 모두 수정하기 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그 다음, 고의로 작업을 망치려고 하는 악성 작업자를 

걸러내기 한 2) 샘  테스트 시험 장치를 도입하 다.

그림 1 데이터 수집 차 개요

Fig. 1 Overview of the data colle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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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테스트는 총 10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80  이상

인 작업자만 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샘  테스트는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지며, 3번 모두 탈락한 작업자는 

더 이상 작업 시도를 할 수 없다.

 두 단계를 모두 거쳐 본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

들에 해, 단기간에 돈을 벌기 한 용도로 문제를 제

로 풀지 않아 품질이 매우 낮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악

성 작업자를 걸러내기 한 3) 지뢰 문제 장치를 도입

하 다. 지뢰 문제는 본 연구 의 석사과정 이상 연구원

이 가이드라인 숙지 후 주석한 데이터로, 일종의 문가 

주석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지뢰 데이터는 각 작업자

마다 임의로 주어지며, 지뢰 데이터를 이용해 작업자 품

질을 자동 검수하여 일정 수가 넘지 않으면 이  지

뢰 문제까지 작업한 데이터를 모두 반려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를 들어, 작업자가 9번 데이터까지 주석하

고 10번 지뢰 문제를 풀어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

번부터 9번까지 작업한 데이터를 모두 반려시키고 다른 

작업자에게 할당하는 방식이다. [6]에서는 지뢰 문제를 

작업 기에 높은 빈도로 배치하고 작업이 진행될수록 

지뢰 문제의 빈도를 낮춘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지뢰 

문제의 빈도를 꾸 하게 유지하 다. 그 이유는 작업자

가 처음에 고품질의 데이터 주석 능력을 보 다고 하더

라도 뒤로 갈수록 반복된 작업으로 인해 집 력이 흐려

지는 모습을 보여 실제 주석 품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 기 때문이다. 크라우드소싱은 일반인 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이 어려우면 가이드라인이나 작업 

 교육도 무용지물이 되기 마련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작업마다 난이도를 낮추기 해 몇 가지 장치가 추가되

었는데 이는 각 작업의 주석 틀과 함께 설명한다.

2.1 단계별 작업 틀

먼  언  탐지 작업 틀은 그림 2와 같다. 왼쪽에는 

작업할 텍스트가 주어지고, 이때 란색 배경색은 개체 

연결 시스템으로 자동 주석된 개체를 보여 다. 이는 작

업자가 작업할 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개체의 개

그림 2 언  탐지 작업 틀

Fig. 2 Snapshot of mention detection

그림 3 개체 연결 작업 틀

Fig. 3 Snapshot of entity linking

념을 시와 함께 인지하는 도구로 작동한다. 작업자는 

주석할 범 (span)을 선택하면 오른쪽에서 개체의 분류

(category)를 선택해야 하고, 개체 등 을 표기하는 방

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개체 등 은 완 한 고유명사

로 쓰인 경우 3개, 보통명사와 고유명사의 조합으로 개

체가 될 경우 2개, 보통명사지만 문맥상 개체로 인식될 

경우 1개를 선택하도록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다. 개체 

연결 작업은 한 문단 당 250원의 단가로 데이터를 주석

하 고, 작업자가 주석해야 할 개체를 주석하지 않고 지

나가는 경우를 비하기 해 한 문단 당 두 명의 작업

자에게 할당하 으며, 두 작업자 간 카 (kappa) 스코어

는 0.61 이다.

그 다음은 개체 연결 작업이고, 틀은 그림 3과 같다. 

개체 연결 작업에서는 이  작업인 언  탐지 작업에서 

언  개체로 주석된 것들에 해 작업을 진행한다. 상단

에는 작업할 텍스트와 작업 상이 되는 개체가 표기되

며, 하단부에 지식베이스 개체들의 정의문이 제공된다. 

작업자는 이를 읽고 가장 합한 개체 정의문을 선택하

고 이때 합한 정의문이 없을 경우와 개체가 아닌 경

우를 비해 “  목록에서 찾을 수 없음”과 “개체가 아

님” 선택지가 함께 제공된다. 개체 군집 작업은 한 문단 

당 150원의 단가로 데이터를 주석하 고, 한 문단 당 한 

명의 작업자가 할당되었다.

그 다음은 개체 군집  상호참조 해결 작업이고, 틀

은 그림 4와 같다. 개체 군집 작업에서는 개체 연결 작

업의 결과물이 입력으로 들어가며, 그에 따라 신규 개체 

 자동으로 검출된 명사와 동일한 선행사를 고르는

그림 4 개체 군집 작업 틀

Fig. 4 Snapshot of entity 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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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계 추출 작업 틀

Fig. 5 Snapshot of relation extraction

문제이다. 왼쪽에는 작업 텍스트가 주어지며, 란색 배

경색으로 표시된 개체와 동일한 선행사를 클릭하여 선

택하면 된다. 이때 동일 문단 내에 선행사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문단 보기” 기능을 제

공하여 최  10개 문단까지 확인할 수 있다. 10개 문단

까지 확인해도 선행사가 없는 경우 “선행사 없음”을 체

크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마찬가지로 한 문단 당 한명

의 작업자, 150원의 단가로 주석하 다.

마지막으로, 계 추출 작업 틀은 그림 5와 같다. 작

업자는 상단에 제공된 텍스트를 읽고 아래에 주어진 자

연언어 OX 질문에 해 답을 하는 형태이다. 이때 일반

인은 지식베이스 온톨로지에 정의된 의미  계를 정

확히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를 들어, 지식베이

스에 정의된 의미  계들  manager와 director의 

차이를 단어 뜻만으로는 정확히 구분하기 힘들다. manager

는 스포츠 의 감독을 뜻하고, director는 화를 만든 

감독을 의미한다.  한 가지 로, family는 동식물 종

의 분류 체계  하나를 뜻하며 흔히 해석할 수 있는 

가족 계는 parent, relative 등으로 나타낸다. 이처럼 

지식베이스 스키마에 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의미

 계만 주어졌을 때 그 뜻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모두 자연언어 질문으로 바꿔서 작

업자에게 제공하 다. 계 추출은 평균 5개 문단을 묶

어 제시하 으며, 400원의 단가로 주석하 다.

2.2 주석 데이터

본 연구에서 설계한 다  작업 크라우드소싱 방법으

로 수집한 데이터의 양은 표 1과 같다. 개체 연결(EL)

은 약 2600개 가량 문서 분량이며, 문서 당 최  10개 

문단, 평균 200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체 언  개수

(total number of mention)는 152,301개, 그  지식베

이스 개체 정의문에 없는 것(not-in-candidate)이 10,566

개가 있다. 즉 약 1만개 가량은 새롭게 지식베이스에 등

록되어야 할 신규 개체라고 볼 수 있다. 1,836개의 개체

가 아닌 언 (not-an-entity)이 있었으며, 체 언   

1.2%로 그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아 언  탐지 작

업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체 군집(CR)

은 총 32,172개의 군집(reference chain)으로 구성되며 

각 군집당 3.4개의 개체(ratio of A/B)로 구성된다. 

표 1 크라우드소싱 데이터 통계

Table 1 Statistics of our crowdsourcing data

Dataset Crowdsourced Gold set

EL

Document 2,574 434

Total number of mention 152,301 4,186

Not-in-candidate 10,566 137

Not-an-entity 1,836 35

EG

Document 2,659 140

Sentence 55,363 2,470

Mention of chain (A) 109,363 4,022

Reference chain (B) 32,575 1,184

Ratio of A/B 3.357 3.397

RE

Source Wikipedia/News

No. of relation 113 76 

No. of true labeled data 141,858 3,190

No. of false labeled data 121,566 0

계 추출(RE)은 약 26만개 질문(No. of labeled data)을 

수집했으며, 이때 노이즈 데이터의 비율은 46% 정도이다.

3. 실 험

본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지식 추출을 구성하는 

핵심 모델들의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지를 확인하기 

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설계하 다.

먼  개체 연결과 개체 군집은 지도 학습 방법으로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본 크라우드소싱 데이터를 이용

해 학습과 평가를 진행하 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개체 연결은 Le and Titov[7]의 모델을, 그리고 개체 

군집은 Lee et al.[8]의 모델을 사용하 고 각각 한국어 

특성에 맞게 재학습하 다. 두 모델 모두 어권과 비교

해 비슷하거나 더 높은 평가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는 

본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 셋이 기계 학습에 합하며 

효용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

계 추출은 원격 지도 학습 방식[9]으로 모델을 학습

할 수 있지만 원격 지도 학습 데이터에는 노이즈가 많

아 계 추출 모델의 성능을 하락시킨다. 따라서 본 실

험에서는 원격 지도 학습 데이터에 크라우드소싱 데이

터가 추가됨에 따라 계 추출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검증하기 해 4가지 서로 다른 계 추출 모델

(PCNN[10], GAN[11], RL[12], BERT[13])과 서로 다른

표 2 개체 연결  군집 평가 결과 표

Table 2 Evaluation results for entity linking and grouping

Model Precision Recall F1-score

EL
KO 0.93 0.91 0.92

EN 0.88 0.98 0.93

EG
KO 0.88 0.65 0.75

EN 0.83 0.61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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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 추출 평가 결과 표

Table 3 Evaluation results for relation extraction

Architecture LM Prec Recall F1

PCNN-DS FastText 0.62 0.55 0.58

PCNN-Crowd FastText 0.77 0.58 0.66

GAN-DS ELMo 0.70 0.64 0.67

GAN-Crowd ELMo 0.76 0.70 0.73

RL-DS FastText 0.80 0.67 0.73

RL-Crowd FastText 0.82 0.73 0.77

BERT-DS BERT-base 0.88 0.76 0.82

BERT-Crowd BERT-base 0.89 0.78 0.83

언어 모델(language model; LM)에 원격 지도 학습 데

이터만으로 학습했을 때와 여기에 본 연구에서 수집한 

크라우드소싱 데이터가 추가되었을 때의 성능 변화를 

측정하 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평가 데이터는 

문가가 태깅한 1,838개를 사용하 다. 본 실험에서는 총 

49개의 계를 분류하도록 계 추출 모델을 학습시켰

고 계 선정 기 은 다음과 같다.

1) DS 학습 데이터가 각 계별로 충분히 많을 것 

(1000개 이상)

2) DS 노이즈 분포가 최  50%가 넘지 않을 것

이 실험에 사용된 원격 지도 학습 데이터는 한국어 

키피디아와 KBox[14] 지식베이스에서 수집한 것으로 

약 23만개이고, 크라우드소싱 데이터는 약 2만개이다. 

 표에서 ‘-DS’가 붙은 것은 원격 지도 학습 데이터만 

사용한 것이고, ‘-Crowd’가 붙은 것은 원격 지도 학습 

데이터에 크라우드소싱 데이터를 합쳐서 학습에 사용하

다. 실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계 추출 

모델에서 크라우드소싱 데이터를 추가한 것이 성능 향

상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한국어 키피디아가 아닌 뉴스 

코퍼스 상에서 크라우드소싱 데이터를 수집하 을 때

그림 6 학습 데이터 양 증가에 따른 계 추출 성능 평가: 

Cn은 크라우드소싱 데이터 단

Fig. 6 Performance of relation extraction: Cn indicates 

the crowdsourcing data chunk

계 추출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는지 확인하기 해, 뉴

스 코퍼스와 KBox 지식베이스 간 크라우드소싱 데이터

를 수집하여, 약 40만개의 DS 데이터에 약 13만개의 크

라우드소싱 데이터를 진 으로 추가시키면서 성능을 

측정하 다. 그림 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원격 지도 학

습 데이터에 크라우드소싱 데이터의 양이 차 추가됨

에 따라 성능이 지속 으로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크라우드소싱 데이터 10만개에서 13만개가 추가

되었을 때는 성능 차이가 없이 동일했다. 따라서 크라우

드소싱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 성능 향상의 한계가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원격지도학습 데이터 40만개 

기 에서 크라우드소싱 10만개라는 것을 확인하 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식 추출을 한 핵심 모델들의 데이

터셋 구축을 하여 다  작업 크라우드소싱 기법을 제

안하고, 실제 데이터 수집과 모델 학습  평가를 통해 

그 효용성을 입증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다  작업 

기법은 이  작업의 출력이 다음 작업의 입력으로 들어

가는 것을 토 로, 데이터 수집 시 작업 효율을 높일 뿐

만 아니라 동일한 코퍼스로 지식 추출을 구성하는 모든 

모듈들을 테스트 해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크

라우드소싱 작업을 설계함에 있어 데이터 품질을 보증

하기 해 3가지 장치를 도입하 고, 각 단계마다 작업

자의 난이도를 낮추기 한 장치들을 추가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실험을 통해 크라우드소싱 데이터가 차 

늘어남에 따라 성능 향상이 발생하지만 일정 수  이상

일 때에는 더 이상 데이터의 양이 아닌 모델의 구조

인 발 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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