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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oint of interest (POI) is a term referring to a geographic entity such as a landmark, transportation, restaurant, 

annual festival and even a region. POIs are the basis for management and linking of the data in location-based 
applica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a two-step method for POI detection from text. The first step is POI candidate 
detection based on the approximate entity recognition method that does not need any training data. The second step is 
POI candidate disambiguation that selects the best ontological entity for the POI candidate. We propose two POI 
candidate disambiguation methods: one based on theme locations and the other based on POI graphs. Furthermore, 
we construct a test collection for effectiveness evaluation and analyz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POI 
candidate disambigu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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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POI (Point of interest)는 치 정보를 가진 심 지

을 뜻하는 용어로, 디지털 지도 에서 표 될 수 있는 

주요 시설물 ( 지, 교통시설, 문화시설, 음식 , 연

례 축제 장소 등)과 지역 등을 지칭한다. POI는 치 기

반 서비스에서 부분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리하는 

기 으로 쓰인다.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하

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여행 분야에서는 여행사나 

워블로거 등의 문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남긴 

POI에 한 감상  의견 등을 기술한 웹에 공개된 여행 

콘텐츠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여행 콘텐츠로

부터 텍스트 마이닝 작업을 통해 POI에 한 의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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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출한다면 이는 여행사, 개인 여행자, POI 소유주 

등 다양한 주체가 여행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개인 여행 

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Lee, 

Choi & Park, 2012, Choi, Lee & Park, 2012).

다시 말하여, 여행 콘텐츠로부터 POI를 탐지하는 것

은 여행 분야에서 지리  여행 특성 분석, 감성 분석, 트

드 분석 등 부가가치를 가지는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

는 텍스트 마이닝 연구 수행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여행 콘텐츠로부터 탐지된 POI는 여행 콘텐츠의 색인 

 검색, POI 련 정보의 융합을 한 키(key)로 쓰일 

수 있다. 를 들어, 여행 콘텐츠에 한 감성 분석 결과

는 POI를 키로 하여 통합된 후 분석될 수 있다.

국외에서는 키피디아(Wikipedia)와 치기반 소

셜 미디어의 텍스트로부터 POI를 탐지하는 연구가

(Rae, 2012) 최근에 등장하 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탐지 상 POI 집합 혹은 온톨로지에 같거나 비슷한 이

름의 POI 후보들이 존재할 때, 탐지된 POI가 어느 후보

와 매핑되어야 할지에 한 POI 후보 모호성 해소 문제

를 해결하지 못하 다. 특히, POI탐지에 있어서도 기존 

연구에서는 학습 데이터에 의존 인 기계 학습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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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했기 때문에 탐지 상 POI 집합이 교체되거나 학

습된 탐지 모델이 학습 데이터와 다른 종류의 텍스트에 

용되면 탐지 성능이 하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 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계 학습에서 기인되는 문제

를 해결하기 해 2단계 POI 탐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 단

계에서는 학습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근사 개체명 인

식 방법에 기반을 두어 POI 후보 탐지를 수행한다. 두 번

째 단계에서는 POI 후보 모호성 해소를 해 문서의 주

제 지역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과 POI 그래  생성에 기

반을 둔 방법을 각각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POI 탐지 

성능을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해 테스트 콜 션을 구

축하여 각 방법의 성능과 장   단 을 분석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POI 탐지 

기술에 한 선행 연구 사례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근

사 개체명 인식 방법을 통한 POI 후보 탐지 방법을 제안

하며, 4장에서는 POI 모호성 해소를 해 제안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5장에서는 성능 측정을 해 실

험에 사용한 테스트 콜 션을 제작한 방법과 함께 구체

인 실험 결과에 해 서술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결

론과 향후 연구 과제를 설명한다.

Ⅱ. 련 연구

문서에서 POI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것은 개체명 인

식(named entity recognition) 기술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POI는 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히 인식하는 것을 넘어, 탐지된 POI가 실세계에서 어느 

치에 있는 것인지 악하고 실의 실제 POI와 연결

하는 것이 추가 으로 필요하다.

Adam Rae et al.(Rae, 2012)은 순차  태깅 모델을 한 

기계 학습 방법인 조건부 랜덤 필드(CRF: Conditional 

Random Fields) 모델을 활용하여 문서  POI가 나타난 

역을 탐지한 후, POI의 치를 O’Hare 와 Murdock 

(O’Hare & Murdock, 2012)이 소개한 치 추정 알고리즘

을 사용해 1km x 1km 셀 단 의 좌표로 추정했다. 

조건부 랜덤 필드 모델은 개체명 인식 분야에서 

리 쓰이는 방법이다. 고정된 탐지 상 집합에 국한되

지 않고 새로운 개체명을 탐지할 수 있다는 장 이 있

지만, 학습 데이터의 종류에 의존 이기 때문에 과

합(overfit)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 근거로 키

피디아와 치기반 소셜 미디어 데이터 간 교차 실험을 

했을 때 F1으로 측정한 탐지 성능이 최고 성능(0.92) 

비 48.2%에서 51.8%까지 하락하 다. 이를 극복하기 

한 방법으로 다양한 역에 충분한 학습데이터를 구

축해야 하는데 이는 고비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학습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편집 거리(edit 

distance) 기반 근사 개체명 인식 방법을 활용하 다. 이 

방법은 탐지 상 데이터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생성할 필요가 없다는 장 이 있다.

 O’Hare 와 Murdock(O’Hare & Murdock, 2012)이 소

개한 치 추정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리커(Flickr) 데

이터를 사용해 만든 1km x 1km 셀 단 의 치 추정 모

델을 이용해 POI의 치 정보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리  모호성을 어느 정도는 해소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치 추정 모델에 질의로 사용되는 

POI명이 변이함에 따라 추정된 치정보가 달라질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동일한 POI를 서로 다른 

치를 가진 두 POI로 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탐지한 

POI를 고유한 식별자 수 에서 모호성을 해소했다고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근사 개체명 인식 방법

으로 탐지 상 POI 집합  POI후보들을 탐지하고, 이 

 탐지된 POI가 매핑되어야 하는 POI후보를 최종 탐

지 결과로 선택하는 두 단계 방식으로 POI 모호성을 고

유한 식별자 수 에서 해소하 다. 이는 지역 련 개

체명을 온톨로지에 연결하는 개체명 연결(entity 

linking)기능과 동일하다.

Ⅲ. POI 후보 탐지

POI는 다양한 형태의 표 으로 문서에서 나타난다. 

일반 인 개체명 인식에서는 인명, 지명, 지역명 등 

리 알려진 고유 명사가 상인데 비해서 여행 POI는 다

양한 일반 명사들도 포함하고 표  형식도 일반 인 명

사구뿐 아니라 형용사구 는 하나의 문장으로까지 표

된다. 한 여행 POI는 그 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

라 시간에 따라서 자주 변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를 들면 어떤 지역의 유명한 식당 명을 POI로 등록할 

수 도 있지만 폐업을 함에 따라 POI 집합에서 삭제되어

야 한다. 한 새로 등록한 식당명의 경우 이와 련된 

여행 후기 문서를 수집하고 보존해야 하므로 POI탐지 

엔진 한 이러한 빈번한 POI 등록/해제에 처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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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ocess of POI candidate detection

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변 상황에서 POI와 련된 데이

터를 수집하고 유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POI 집합은 탐지 상인 POI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으로 POI 이름 외에도 POI 카테고리, 주소를 포

함한 치정보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공

사에서 제공하는 27,847개의 POI를 상으로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일반 으로 개체명 인식 연구에 리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 랜덤 필드, 최 엔트로피(MaxEnt: Maximum 

Entropy) 등의 기계학습 기반 방법은 빈번한 POI 등록/

해제에 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기계학습 기반 방법

의 경우 탐지 상이 변화할 때마다 그에 맞는 학습 데

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체명 인식 분야

에서 주로 쓰이는 지도학습 방법의 경우 학습 데이터는 

주로 수동 어노테이션에 의해 구축되기 때문에, 탐지 

상 POI 집합이 변화할 때마다 그에 맞는 학습 데이터

를 생성하기 해 인 ⋅시간  비용이 계속해서 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

지 않는 근사 개체명 인식 방법(Rae, 2012, Wang, 2009, 

Li, 2011)을 활용하여 POI 후보를 탐지한다.

근사 개체명 인식 방법은 부분 문자열(substring) 매

칭 방법(Deng, 2012)에 기반을 두어 POI 후보를 탐지한

다. 핵심 아이디어는 POI 집합에 있는 각 POI로부터 부

분 문자열을 생성하고 이를 정보검색에서 사용하는 역

색인(inverted index)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다. 역색인을 

사용하면 비교 상 스트링과 본문의 스트링을 비교하

는 데 걸리는 시간을 직  비교 방식에 비해 훨씬 단축

할 수 있다. 부분 문자열 매칭 방식은 기계학습 모델 구

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학습 데이터에 의존 이지 않

다. 따라서 탐지하고자 하는 POI 목록을 추가 인 학습 

비용 없이 언제든지 추가⋅삭제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장

이다. 

POI 후보 탐지 기술이 하는 일은 주어진 문서 에서 

탐지 상 POI 집합에 해당하는 문자열 부분을 탐지하

는 것이다. 따라서 기계학습 기반 개체명 인식 방법이 

가지는 장 , 즉 탐지 상 목록을 미리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본 연구의 핵심과는 무 하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것은 POI집합에 기반을 두어 탐지를 함으로

써 기계학습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손쉽

게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POI 후보 탐지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입력 문서가 주어지면, 이를 문장 단 로 분리하고 

문장마다 부분 문자열을 생성한 뒤에 역색인을 검색하

여 매칭되는 POI를 찾는다. POI가 검색된 경우, 그 POI

와 문서에서의 부분 문자열을 좌우로 확장한 문자열간

의 편집 거리를 비교하여 이 값이 일정 임계치 이하일 

때 그 문자열을 POI 후보로서 탐지한다. <Figure 1>은 

제안하는 방법의 개요를 보여 다. 선은 POI 집합이 

색인 구축에 활용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실선은 입력 

문서에서 POI 후보 탐지가 수행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Figure 1>은 각 과정에 한 자세한 설명이다.

POI 분할(segmentation)과정은 POI로부터 역색인을 

구성하기 한 부분 문자열을 만들어 내는 핵심 요소이

다. POI 의 단편(segment)이 무 많으면 역색인의 크기

가 커지고 검증(verification) 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

다. 본 연구에서는 Wang과 Deng(Wang, 2009, Deng, 

2012)의 연구에 따라서 균일 분할 방법을 이용하여 POI 

분할을 수행하 다. 균일 분할은 주어진 POI 문자열(길

이 |e|)을 τ+1개의 단편으로 나 는 방법이다. τ 는 임

의로 지정한 편집 거리를 나타낸다. 우선 k=|e|-⌊|e|/(τ

+1)⌋⋅(τ+1) 의 공식을 이용해서 처음 k개의 단편은 

⌈|e|/(τ+1)⌉의 길이를 갖게 하고 나머지 분할은 ⌊
|e|/(τ+1)⌋의 길이를 갖게 한다. 를 들어 τ=2 일 때, 

“황 벽사원”은 {“황 ”, “ 벽”, “사원”}의 분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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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 어진다. 생성된 분할단편들은 트라이(trie) 구조

를 이용한 색인을 구성한다. 트라이의 각 노드는 하나

의 문자를 나타내고 각 단말 노드는 분할의 마지막 문

자와 이를 포함한 POI 목록을 가지고 있다. <Figure 2>

는 POI 분할 방법을 이용하여 구축된 트라이 기반 색인

을 보여 다.

Figure 2. Trie based index 

트라이는 문자열을 구성하는 문자의 순서로 각 노드

의 값을 표 한 트리 구조이다. 트라이구조는 특히 검

색 시 이 을 가지는데, 일반 인 트리에서의 검색과 

달리 찾는 문자열이 없을 경우 트리의 최종 깊이까지 

탐색하지 않고 끝낼 수 있어 검색 시간이 단축된다.

입력 문서로부터 POI를 탐지하는 방법은 SEARCH

와 EXTENSION 의 두 단계를 가지고 있다. SEARCH는 

문서의 부분 문자열  탐지 상 POI가 있는지 트라이 

색인을 검색하여 찾는 과정이다. <Figure 2>의 에서

는 SEARCH의 결과로 “황 ”, “ 벽”, “사원”이 문서에

서 언 된 것으로 검색되고 이들에 연결된 POI 후보 집

합이 각각 생성된다. EXTENSION은 SEARCH 단계에

서 찾은 문서에서의 부분 문자열을 앞뒤로 확장하여 

POI 후보 집합  편집 거리가 임계치 이내로 매칭되는 

것이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 때 만약 생성 가능한 모든 부분 문자열과 POI 간

의 편집 거리를 모두 계산한다면 시간 복잡도가 매우 

크다(О(τ|e|)). <Figure 3>는 POI(“황 벽사원”)와 

문서의 문자열(“황 벽불상”)간의 편집 거리가 임

계치 이내인지 검증할 때, 다이내믹 로그래

(dynamic programming) 기법을 사용하여 시간 복잡도

를 이는 원리를 도식화한 것이다. 하나의 셀은 해당

하는 열과 행의 자 간의 비교 연산을 의미한다. 트라

이 색인에서 검색된 POI와 입력 문서의 문자열에서 공

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단편(“ 벽”)의 왼쪽과 오른쪽

의 부분 문자열에 한 검증 과정을 각각 수행한다.

Figure 3. Process of EXTENSION– efficiency 
of early termination 

회색 셀들은 최악의 경우 모든 연산을 수행해야 하

는 부분이고, 흰색 셀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다. 우선 오른쪽 부분 문자열(“불상”)에 한 검증 과정

에서, 공통 단편으로부터 한 자씩 늘려 나가면서 편

집 거리를 계산한다. 이 때,  단계에서 계산된 편집 거

리는 다음 단계의 계산에 재이용되어 시간 복잡도를 

인다. 만약 편집 거리가 특정 임계치(<Figure 3>에서는 

1로 설정함)를 넘는다면(검은색 셀), 왼쪽 부분 문자열

에 한 나머지 검증은 필요 없이 조기 종료하여 연산 

시간을 더욱 일 수 있다.

왼쪽 부분 문자열(“황 ”)에 한 검증 과정은 오른

쪽 부분 문자열에 한 검증 과정과 동일하게 이루어진

다. 두 과정에서 조기 종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왼

쪽 문자열(“황 ”), 공통 단편(“ 벽”), 오른쪽 문자열

(“불상”)을 모두 연결시킨 문자열과 POI간의 편집 거리

를 계산하여 임계치 이내라면 유사한 문자열로서 검증

을 완료한다. 결과 으로 시간 복잡도를 이면서도 

편집 거리가 임계치 내인 POI 후보를 탐지할 수 있다.

부분 문자열 매칭 기반 POI 후보 탐지 기술의 가장 

큰 장 은 학습데이터가 필요 없다는 이다. POI 집합

에 POI를 추가하는 등 변화가 생기면, 역색인만을 다시 

구축하고 동일한 과정을 실행하면 된다.

Ⅳ. POI 후보 모호성 해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부분 문자열 매칭 방법은 문

서의 스트링만을 비교하므로 하나의 스트링에 여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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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OI 후보가 검출될 수 있다. 따라서 검색된 POI 후보 

 가장 합한 POI를 선택하는 모호성 해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여 

장⋅단 을 비교 분석하 다. 첫 번째는 주제 지역 탐

지에 근거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문서 내에서 언 된 

POI간의 그래  구성에 근거한 방법이다.

1. 주제 지역 탐지에 근거한 방법

여행은 하나 이상의 특정한 지역을 심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어진 문서에서 언 된 POI

들은 특정한 지역에 몰려 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문

서가 서술하고 있는 주제 지역을 먼  탐지하여 활용하

면, 한 POI 언 에 해 두 개 이상의 POI 후보가 탐지되

었을 때, 둘  해당 문서에서 주로 언 하고 있는 지역

의 POI를 선택함으로써 POI 후보의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

문서에서 주로 언 하고 있는 주제 지역을 탐지하는 

기술은 지리 정보 검색(geographical information 

retrieval) 분야에서 심도 있게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주

제 지역 탐지 기술은 지명 가제티어(gazetteer)를 활용

하는 표 인 연구(Wang, 2005)를 이용하 다. 주제 

지역 탐지 기술을 POI탐지 분야에 활용한 는 본 연구

에서 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OI 집합에 명시된 POI 소재정보에 

드러난 행정구역명을 취합하여 주제지역 탐지를 한 

가제티어를 생성하 다. 가제티어의 각 지명은 ‘서울 – 
강남구 - 개포동’에서와 같이 지명간 상⋅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지명 트리를 구성할 수 

있다. 우선 가제티어를 기 으로 삼아 한 문서에서 언

된 지명들을 지명 트리에 매핑한다. 주제 지역을 탐

지하기 에, 다음 수식에 따라 각 지명이 문서에서 언

된 횟수와 그 하  지명이 언 된 횟수를 취합하여 

각 지명 노드의 가 치를 설정한다. 이 방식에 따르면, 

“강남구”가 문서에서 언 된 경우에 “서울”노드도 가

치를 받을 수 있다. 지명노드 l 이 각 문서 d 에서 갖는 

가 치는 다음과 같다.

Figure 4. Weight function for location node

Georef(d,l) 함수는 문서 d 에서 지명 l 이 언 된 횟수

를 의미한다. 따라서 리  노드부터 상향식(bottom-up) 

순으로 모든 노드의 가 치를 계산하면, 각 노드는 해

당 지명이 언 된 횟수 와 그 하  노드의 하  지명들

이 언 된 횟수의 합만큼 가 치를 가지게 된다.

와 같이 각 지명별로 가 치를 설정한 후, 요한 

노드를 별하기 해 Power와 Spread라는 두 척도를 

사용한다. Power는 각 노드의 가 치를 루트 노드(rt)의 

가 치로 정규화한 값이다.

Figure 5. Power measurement

Spread는 엔트로피에 기반을 두어 계산되며, 련 연

구(Ding, 2000)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계산 방법을 

사용하 다. 이 척도가 의미하는 바는 한 노드의 자식 

노드들이 균등한 수치의 Power를 보일 때 해당 노드가 

표성이 있다고 단하는 것이다. 자식 노드들의 

Power 수치가 균등하지 않을수록 부모 노드는 낮은 

Spread값을 가진다. 아래 수식에서 li 와 lj 는 l 의 직계 자

손을 의미한다. (l≤i, j≤n, n은 l의 자식의 수를 의미함) 

Figure 6. Spread measurement

두 가지 척도에 의한 값이 계산된 후, 트리에서 두 값

이 모두 일정 임계치를 넘는 노드들만을 인정하여 주제 

지역 집합을 구성하면 주제지역탐지과정이 완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언덕 오르기(hill climbing) 방식으로 임

계치를 조정하며 실험한 결과 정확율과 재 율의 가장 

높은 평균 성능을 보이는 임계치(tPower=0.33, tSpread= 

0.25)를 채택하 다. 

문서에 해서 주제 지역 탐지를 완료하고 나면, POI 

후보 가운데 주제 지역  최소한 하나에 치하는 POI

만을 선택함으로써 POI 후보 모호성 해소화 과정을 완

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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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I 그래  구성에 근거한 방법

개체명 연결(entity linking)은 웹 텍스트에 언 된 개

체명 후보를 지식 베이스 상의 개체(entity)와 연결하는 

것으로 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 의 하나이

다. 본 연구에서는 POI 후보가 블로그 텍스트에 언 된 

형태인 POI 멘션(POI mention, 이하 멘션)을 탐지 상 

POI집합의 특정 POI로 매핑하는 문제를 개체명 연결

의 측면에서 근하 다. Han(Han, 2011)은 같은 텍스

트 내에 있는 멘션들의 개체명 연결 결정은 서로 향

을 미친다는 에 착안하여 그래  기반의 개체명 연결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본 연구에서는 Han의 개체명 연

결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POI 후보의 모호성을 해소하

는 기술을 제안한다.

1) POI 그래 의 구성

POI 그래 는 한 문서에서 언 된 여러 POI 후보들

과 그 사이의 계 정도를 표 하기 한 것이다. POI 

후보를 단독으로 고려하는 것보다, 여러 POI 후보 집합

의 서로간 계를 고려한 그래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

하면 문서에서 언 하고 있는 POI가 복수의 POI 후보 

에 어떤 것인지 효과 으로 별할 수 있다. <Figure 

7>은 한 문서에서 언 된 여러 POI의 를 보여 다.

Figure 7. An example of multiple POI mention of 
a document

<Figure 8>은 <Figure 7>를 그래 로 표 한 것이다. 

그래 에는 두 가지 유형의 노드가 있다. 멘션 노드

(Mention, 이하 m)는 텍스트 상의 POI 이름을 나타내고 

POI 노드(POI, 이하 e)는 POI 집합 에 존재하는 POI 후

보를 나타낸다. 

Figure 8. An example of POI graph

아래와 같이 에지의 가 치를 구성한다. 에지의 가

치는 이후 집단 추론 과정에서 노드의 가 치가 

되는 비율을 결정한다. 멘션 노드에서 POI 노드로 가는 

단방향의 에지와 POI 노드 사이의 양방향 에지가 있다. 

이 방향성에 따라, 가 치  과정에서 가 치는 멘

션에서 POI 노드로는 될 수 있지만 POI 노드에서 

멘션으로는 될 수 없다.

- 멘션-POI 에지의 구성

W(m → e) = 1. 에지 가 치 W를 1로 두어 후에 가

치  과정에서 멘션 노드에서 POI 노드로 같은 비율

의 가 치가 되도록 하 다.

- POI-POI 에지의 구성

POI 노드 간의 에지 가 치 W 는 다음과 같이 그 거

리에 따라 결정된다. 

Figure 9. Weight of edge

여기서 α는 감쇠 인자(decay factor)로서 본 연구에

서는 0.5로 지정하 다. d(ei,ej)는 지명 트리 상에서 두 

노드 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를 들어 <Figure 10>에서 

d( 라남도 – 함평군 – 해보면 - 용천사, 라남도- 

군 – 불갑면 - 불갑사) = 6이 되고, d( 라남도 – 함평군 – 
해보면 – 용천사, 경상북도 – 청도군 – 각북면 – 불갑사) 

= 8이 된다. 즉, 지명 트리 상에서 POI간의 거리가 멀수

록 가 치  비율이 어들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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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Measuring distance between location nodes 

2) POI 그래 에서의 집단 추론

POI 그래 를 구성하는 노드들이 서로간 얼마나 가

까운 장소에 집해 있는지를 고려하여 최종 으로 선

택되어야 할 POI후보 노드를 선별해 내기 해 집단 추

론 방법을 이용한다.

- 기 가 치 설정

텍스트 내의 모든 멘션이 그래  상에서 같은 요

도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더 요한 역할을 하는 멘

션에 더 높은 가 치를 주기 해서 각각의 멘션 노드

에 TF-IDF 값을 정규화하여 가 치로 부여한다.

Figure 11. Importance measurement

- 가 치  비율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가 치  비율 P를 구하기 

해서 에지 가 치를 정규화한다. Nm은 멘션 노드 m과 

에지로 직  연결된 이웃 POI 노드 집합이고, Ne는 POI 

노드 e와 에지로 직  연결된 이웃 POI 노드 집합이다.

Figure 12. Proportion of weight propagation

- 집단 추론 알고리즘

설명의 편의를 해서, n개의 노드 각각에 해서 1

부터 n의 색인을 부여하여 이를 노드 표기에 사용한다. 

다음은 알고리즘에 이용되는 세 가지 구성 요소이다:

⋅s: n차원의 기 score 벡터. 인덱스 i가 멘션 노드 m

에 해당될 때, si = Importance(m) 이다.

⋅r: n차원의 score 벡터. ri는 노드 i가 POI 노드라면 

재 문서 내에서 모호성 해소의 척도가 될 가

치를 나타내고 노드 i가 멘션 노드라면 노드가 

가지고 있는 가 치를 나타낸다.

⋅M: n X n의 가 치  행렬. Mij는 노드 i에서 노

드 j로의 가 치  비율이다.

먼  기 벡터 r0는 s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행

렬 M에 따라서 score를 이웃 노드로 시킴으로써 다

음 단계의 score 벡터 rt+1을 계산해 나간다. 이후 동일

한 과정을 반복하여 r의 값이 수렴하여 변하지 않을 때

까지 계속한다. 본 연구에서 λ는 0.1로 설정했다.

Figure 13. Collective inference process

수렴이 완료되면 아래 수식에 따라 문서 내에서 한 

개의 멘션 m이 주어졌을 때 그에 한 복수개의 POI 후

보  가장 큰 가 치를 갖는 POI 개체 e를 정함으로써 

POI 모호성 문제를 해소하여 POI 후보를 POI 집합  

하나의 개체로 결정하게 된다. <Figure 14>의 시를 보

면, 수렴 결과 “불갑사”라는 멘션에 해서 불갑사(

남) 노드는 0.6, 불갑사(경북)노드는 0.2의 가 치를 가

지므로 불갑사( 남) POI가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14. An example of POI candidate disambig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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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험  분석

1. 탐지 상 POI 집합

본 연구에서는 탐지 상의 POI집합으로 한국

공사에서 제공하는 POI를 2012년 10월에 수집하여 이

용하 다. 본 탐지 상 POI 집합은 27,847개의 POI 이

름을 포함하고 있으며, <Figure 15>은 POI 집합의 일부

를 나타내는 제이다. 탐지 상 POI 집합에는 가장 왼

쪽 열부터 POI 범주, POI ID, POI 이름에 한 정보가 수

록되어 있으며, 지역 1은 특별시/ 역시/도, 지역 2는 

시/구/면, 지역 3은 동/읍의 행정구역 단 로 장되어 

있다.

Figure 15. POI set

<Figure 16>는 탐지 상 POI 집합의 범주별 분류를 

보여 다. 범주는 지(Attraction), 교통시설

(Travel), 포츠(Reports), 문화시설(Culture), 쇼핑센터

(Shopping), 숙박시설(Accommodation), 여행코스

(Course tour), 음식 (Restaurant), 축제(Festival)의 9가

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지, 숙박시설, 음식  

범주가 POI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6. Statistics of POI category

2. 테스트 콜 션 구축

1) 여행 후기 말뭉치 구축

테스트 콜 션을 구축하기 해 우선 네이버(Naver)

에서 여행 후기 말뭉치를 수집하 다. 네이버는 국내 

최  포털 사이트로서, 양질의 여행 블로그가 집되

어 있어 여행 후기를 수집하기에 합하다. 네이버 블

로그  주 목 이 국내 여행 후기의 수록이면서 포스

된 문서가 300건 이상인 블로그 55개를 선정하여 문

서를 수집하 다.

수집한 문서 집합  탐지 상 POI를 포함할 가능성

이 있는 것만을 남기기 해 필터링을 실시하 다. 문

서에서 탐지 상 POI가 언 된 가능성이 있는지 별

하기 해 일반 으로 정확율(Precision)은 낮지만 재

율(Recall)은 상 으로 높다고 알려진 편집 거리 척도

에 기반을 둔 POI 후보 탐지 기술을 사용하 다. 편집 

거리 척도는 문서의 내용과 각 POI의 이름을 철자 수

에서 비교하여 본문에 등장한 POI와 탐지 상 POI 집

합에 포함된 POI 간 철자 차이가 임계치 이내인 경우 해

당 본문에서 등장한 POI를 POI 후보로 별한다. 테스

트 콜 션 제작을 한 필터링 과정에서는 임계치를 2

자로 설정하 는데, 임계치를 1 이하로 설정할 경우 

완  일치(exact match)에 가까운 POI 후보만을 찾으므

로 재 율이 하게 떨어지게 되고, 임계치를 3 이상

으로 설정할 경우 보통의 경우 3~7 자로 이루어진 

POI에 해 많은 종류의 단어를 여과 없이 POI 후보로 

별하게 되어 POI 후보 탐지의 정확율이 히 떨어

지게 되기 때문이다.

2) 어노테이션

여행 후기 말뭉치  3,000건의 문서를 임의로 선정

하여 정답 POI를 어노테이션하 다. <Figure 17>은 어

노테이션을 통한 정답 POI 표기의 개요를 보여 다. 어

노테이션 작업의 정확도와 효율성 향상을 해서 일부 

자동 로세스를 추가한 반자동 어노테이션 방법을 도

입하 다.

자동 로세스에서는 POI 후보 탐지기를 통해 탐지

된 모든 POI 후보를 각 입력 문서에 표시한다(<Figure 

17>에서 ‘강원도-인제군-기린면-진동리’로 표시). 이

게 POI 후보를 먼  제시하면 어노테이터는 탐지 

상 POI 집합에 포함된 POI  재 지칭하고 있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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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Process of POI annotation

성이 높은 POI후보에 해서 선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작업이 간단해지고 어노테이션 효율성이 늘어나게 된

다(<Figure 17>에서 <P></P> 태그로 표시). 문서의 나

머지 부분에 해서는 탐지 상 POI 집합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POI가 있는지만 추가로 확인하여 

어노테이션 하도록 하 다. 사용한 POI 후보 탐지기는 

편집 거리 기반이기 때문에, 편집 거리의 허용 임계치

를 충분히 크게 설정하면, 어느 정도의 오타까지 포용

하는 선에서 탐지 상 POI 집합에 포함된 POI와 그 

POI의 이형태( 를 들어, 오탈자 등)가 언 된 모든 

역을 탐지할 수 있다. 물론, 문장 상에서 POI 후보 역

의 경계를 일부 잘못 설정하여 탐지할 여지가 있기 때

문에 어노테이터가 POI 역의 경계를 보정해 주는 과

정이 필요하다.

어노테이터가 각 POI 후보에 해 수동으로 수행해

야 할 어노테이션 작업은 크게 3가지인데, 우선 POI 후

보가 실제로 POI인지 단하는 것, 검출된 문장에서 

POI 역의 경계가 잘못 표기되어있다면 그것을 올바

른 경계로 수정하는 것, 제시된 POI 후보가 둘 이상이라

면 그  올바른 POI 후보를 선택하여 어노테이션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모든 단은 각 POI 후보를 보면서 POI가 맞는지 참 

혹은 거짓으로 단하는 이진선택(binary decision)을 

수행한 후, 그에 이어 차례로 수행되기 때문에 어노테

이터가 느끼는 로세스의 복잡함은 크지 않다. 어노

테이션의 자동 로세스에서 제시된 POI 후보  최종 

POI로 단된 개체는 어노테이션 지원 도구 상에서 

<P> </P> 태그로 표기한다.

한, 자동 로세스에서 탐지하지 못한 POI가 일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노테이터가 새로이 찾아 낸 

POI도 별도로 어노테이션 하도록 하 는데, 어노테이

터는 문서를 읽으면서 POI라고 단되는 새로운 개체

들을 발견하면 <C> </C> 태그로 표기하게 했다. 이때

의 POI 여부 단 기 은 POI 후보 탐지기가 사용한 한

국 공사 POI 집합의 성질과 동일하게, 지, 교통

시설, 포츠, 문화시설, 쇼핑센터, 숙박시설, 여행코

스, 음식 , 축제⋅행사⋅공연 일 경우로 한정했다. 어

노테이터에 의해 발견된 새로운 POI 후보들은 한국

공사 POI 집합과의 비교를 거쳐, 이미 탐지 상 POI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테스트 콜 션에 포함

시켰다.

상호 검증을 통해 테스트 콜 션의 정확도와 신뢰성

을 높이기 해서, 세 명의 유  어노테이터를 고용하

여 동일한 코퍼스에 한 어노테이션을 복 수행하게 

하 다. 어노테이터는 산 련분야 학원생 에서 

모집하 으며, 가장 객 인 결과를 얻기 해 세 명 

모두가 POI로 동의한 POI 후보만을 정답 POI로 사용하

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 테스트 콜 션에서 

제외하 다.

3) 테스트 콜 션 분석

말뭉치에 한 어노테이션 결과 총 2,101가지, 

15,794건 언 된 POI 정답 집합이 테스트 콜 션을 구

성하 다. 어노테이터의 어노테이션 결과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평가자간 일치도를 산정하는 통계 기법 

 두 집합 간의 일치도를 계산하는 Fleiss’ Kappa 와 어

노테이션 집합간 상 계수인 ICC(Inter-class 

Correlation)를 어노테이션 된 POI간에 측정하 다. 통

상 으로 이 두 가지 수치가 0.7 이상이면 일치한다고 

단하는데, 95% 신뢰구간에서 두 가지 수치 모두 0.9

를 기록하여 평가자간 어노테이션이 매우 일치함을 나

타내고 있어 신뢰도가 매우 높은 수 임을 알 수 있다.

3. 실험 결과  분석

POI 후보 탐지 과정에 이은 POI 후보 모호성 해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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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주제지역에 근거한 방법과 POI 그래  구성에 

근거한 방법 각각에 하여 테스트 콜 션을 이용해 성

능을 측정했다. 그 결과 주제 지역 기반 방법을 사용했

을 때는 재 율(Recall, 0.72)이 상 으로 높았으며, 

POI 그래  기반 방법은 0.02 더 높은 정확율(Precision, 

0.62)을 기록했으나 재 율(0.41)은 상 으로 낮아졌

다. 즉 문서의 주제 지역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POI를 

탐지할 때 재 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

다. 정확율 면에서는 두 방법 간 큰 차이가 없었다. 

정확율 재 율

POI 그래  기반 방법 0.62 0.41
주제 지역 기반 방법 0.60 0.72

Table 1. Performance of POI disambiguation

문서의 한 POI 언 에 해 복수 개의 POI 후보가 탐

지된 경우(테스트 콜 션에서 총 POI 언   24%, 언

당 평균 3.4개의 POI 후보가 탐지됨) POI 모호성 해소 

기술의 난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추가 으로 POI의 모

호성 증가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 다. POI 후보가 단독

으로 탐지된 경우, POI 후보를 POI집합으로 연결하는 

데 모호성은 없지만 연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POI 후

보 모호성 해소 기술의 결과값이 이용되었다. 본 실험

의 목 은 모호성 해소 기술의 유효성을 보이기 한 

것이며, POI 후보가 단독일 때도 기존의 다른 POI 탐지 

기술과 결합하여 탐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Figure 18. Result of single POI candidate

Figure 19. Result of multiple POI candidate

테스트 콜 션 체에서의 평가 결과와 같이, POI 후

보가 복수 개인 경우에도 POI 그래  기반 방법은 정확

율에서, 주제 지역 기반 방법은 재 율에서 각각 강세

를 보 으며, 그 경향이 강화되었다. 주제 지역 기반 방

법은 문서에서 주제 지역이 드러나지 않거나 혹은 그것

이 POI의 소속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율

이 상 으로 낮으며, 반 의 경우에는 재 율이 상

으로 높았다. 따라서 치정보가 표시되거나 장문

으로 지명이 잘 서술된 문서의 경우에 합한 방법이

다. 탐지하고자 하는 POI 집합과 여행 콘텐츠 문서의 특

성에 따라, POI 후보가 복수 개인 경우가 많을 시에는 

높은 정확율이 필요한 경우 POI 그래  기반, 높은 재

율이 필요한 경우 주제 지역 기반 방법을 선택하여 사

용하는 경우 상 으로 높은 성능을 기 할 수 있다.

Ⅵ. 결론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한  여행 후기의 텍스트로부터 POI

를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는 POI 탐

지를 한 학습에 물 ⋅인 ⋅시간  비용이 드는 기

계학습 방법 신, 근사 개체명 인식 방법에 기반을 두

어 POI 탐지 기술을 구성하 으며, 비슷한 이름의 POI

가 두 가지 이상 있을 경우 탐지된 POI가 어느 POI에 매

핑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한 두 가지의 POI 후보 

모호성 해소 기술을 제안하 다.

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POI 후보 탐지 기술과 POI 

후보 모호성 해소 기술을 평가하기 해서 테스트 콜

션을 구축하 으며, 테스트 콜 션을 기반으로 POI 탐

지 엔진의 성능을 정량 으로 평가하여 높은 정확율을 

요하는 경우 POI 그래  기반 모호성 해소 방법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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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율을 요하는 경우 주제 지역 기반 모호성 해소 방

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비교 분석하 다.

POI 탐지 기술을 이용하면, 각 여행 콘텐츠에서 POI를 

탐지하여 색인을 한 기 으로 삼을 수 있다. 방 한 양

의 소셜 미디어 웹 데이터에서 POI를 탐지하면, 여행사

와 일반 개인 등 다양한 주체에게 유용한 POI 련 정보를 

쉽게 융합ᆞ⋅검색⋅ᆞ 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탐지된 POI간의 의미  계를 

밝히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하나의 여행 콘텐츠 안에

서 나타난 두 개 이상의 POI가 어떤 의미  계를 가지

고 있는지 밝 내면, 하나의 여행 코스 안에서 각 PO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히고 그 특성을 유형화 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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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심 지  탐지를 한 모호성 해소 방법

김경민

POI (Point of interest)는 치 정보를 가진 심 지 을 뜻하는 용어로, 디지털 지도 에서 표 될 수 있는 주요 시

설물( 지, 교통시설, 문화시설, 음식 , 연례 축제 장소 등)과 지역 등을 지칭한다. 이러한 POI는 치 기반 서비스

에서 부분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리하는 기 으로 쓰인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근사 

개체명 인식 방법을 이용하여 텍스트로부터 POI후보를 탐지하고, POI를 POI 집합에 연결하는데 있어서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두 단계의 심 지  탐지 방법을 제안하 다. POI 모호성 해소 문제를 해결하기 해 문서의 주제 지역 정

보를 이용하는 방법과 POI 그래 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테스트 콜 션 구축을 통한 정량  평가를 통해 두 

가지 POI 모호성 해소 방법의 성능과 장   단 을 분석하 다. 

핵심용어: 개체명 인식, 심 지 , 모호성 해소, 주제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