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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호참조해결은 문서 내에서 선행하는 명사구와 재 등장한 명사구 간에 같은 개체를 의미하

는 지를 결정하는 문제로 정보 추출, 문서분류  요약, 질의응답 등에 용된다. 본 논문은 상호참조해결

의 규칙기반 방법  가장 성능이 좋은 Stanford의 다 단계 시 (Multi-pass Sieve) 시스템을 한국어에 

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명사구를 멘션(mention)으로 다루고 있으며, Stanford의 다 단계 시  시스

템과는 달리 멘션 추출을 해 의존 구문 트리를 이용하고, 동 으로 한국어 약어 리스트를 구축한다. 

한 한국어 명사를 참조하는데 있어 심화 이론  심의 이 인 특성을 용하여 가 치를 부여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F1 값은 MUC 59.0%, B3 59.5%, Ceafe 63.5%, CoNLL(평균) 60.7%의 

성능을 보 다.

키워드: 상호참조, 상호참조해결, 다 단계 상호참조해결, 결정 규칙

Abstract Coreference resolution finds all expressions that refer to the same entity in a document. 

Coreference resolution is important for information extraction, document classification, document 

summary, and question answering system. In this paper, we adapt Stanford`s Multi-pass sieve system, 

the one of the best model of rule based coreference resolution to Korean. In this paper, all noun phrases 

are considered to mentions. Also, unlike Stanford`s Multi-pass sieve system, the dependency parse 

tree is used for mention extraction, a Korean acronym list is built ‘dynamically’. In addition, we 

propose a method that calculates weights by applying transitive properties of centers of the centering 

theory when refer Korean pronoun. The experiments show that our system obtains MUC 59.0%, B3 

59.5%, Ceafe 63.5%, and CoNLL(Mean) 60.7%.

Keywords: coreference, coreference resolution, multi-pass sieve coreference resolution, entity- 

centric, wise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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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연 언어 문서에서는 같은 개체를 나타내는 명사구

들이 종종 다른 형태와 어휘로 등장 한다. 보통 문서는 

앞서 등장한 명사구가 이후 다시 표 될 때 축약되거나, 

명사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게 문서 내에서 같은 개

체를 의미하지만, 단어가 변형되거나 혹은 명사 형태

와 같이 축약된 명사구들로 나타나는 것을 참조라 하며, 

그 명사구 간의 참조 계를 명확히 밝  주는 과정을 

상호참조해결(Coreference Resolution)이라 한다.

상호참조해결은 자연 언어로 쓰여진 문서를 요약하거

나 용어와 유의어를 포함한 문서를 검색 할 때 사용

된다. 그리고 요약된 문서의 정확도를 높이고, 검색 시 

조회된 문서의 재 율(recall)을 높일 수 있다. 한 최

근 두되고 있는 SNS 등에서 발생하는 빅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자연어 이해 기술  질의응답(NLQA) 문

제 해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련 연구

기존의 규칙기반 상호참조는 생성과 유지, 에러검출이 

쉬운 반면에 포 인 추론이 어려우며, 용어 해결 시 

정확률(precision)이 높으나 재 율이 낮다[1]. 따라서 

어에 한 상호참조해결은 Entity-Centric 방법을 사용

하여 앞의 단 을 해결하고 재 율을 향상시켰다[2-4].

Entity-Centric Model은 선행사와 재 등장한 명사

에 해 상호참조가 가능하면 이 둘에 하여 하나의 엔

티티(entity)로 집합 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차후에 등

장한 명사와 앞서 생성된 엔티티에 있는 후보 멘션(can-

didates)과의 계에서 이 둘은 엔티티의 속성 정보를 

공유하여 서로 상호참조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상호참조

가 가능하면 등장한 명사를 해당 엔티티로 포함시킨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방법에 있어 어 상호참조해결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Stanford[2]의 다 단계 

시 (Multi-pass Sieve) 시스템을 한국어에 용하 다. 

그러나 Stanford의 다 단계 시  시스템과 달리 의존 

구문 트리에 기반한 멘션 추출을 수행하 고, 동 으로 

한국어 약어 리스트를 생성하 으며, 명사참조를 해 

심화 이론  심의 이  특성을 이용하여 가 치

를 부여하는 방법을 용하 다. 그 , 의존 구문 트리

를 사용한 이유는 한국어의 문법  자율성 때문이다. 

즉, 한국어는 어순이 자유롭고 순서에 상 없이 불연속

으로 문법  계를 이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

구조기반 구문분석 보다 의존 구문기반 구문분석이 

합하며, 의존 구문기반 구문분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존 구문 트리를 이용

하 다. 그러나 구-구조기반 구문분석에 반하여 의존 구

문기반 구문분석은 구 단 의 정보를 얻기에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Stanford의 멘션 탐지와 달

리 의존 구문기반에서 명사구를 식별하여 추출할 수 있

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고안하 다.

상호참조는 어떤 개체가 여러 가지 단어들로 지칭되

는 것을 말하며, 서로 다른 형태인 단어들이 하나의 개

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을 상호참조해결

이라 한다. 그러나 기존 한국어에 한 상호참조해결과 

련된 연구는, 문서내의 범주에서 모든 명사들이 아닌 

특정 명사들(즉, 명사 등)에 한 해결 는 용어 

해결 단 의 국소 인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5, 6, 7]. 

따라서 문서 내에 등장한 모든 명사구에 하여 포

인 추론을 하지 못하 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에 하

여 문서 내에 등장하는 모든 명사 는 명사구를 고려

하고, 그것들에 하여 상호참조해결을 수행하며, 재

율을 높일 것을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3장에서 상호참조해결

에 한 용어 정의와 시스템에 해 소개하고, 4장에서 

멘션 탐지(Mention Detection)의 방법과 알고리즘을 설

명한다. 5장에서 다 단계 시 (Multi-pass Sieve)에 

해 자세히 다루고 6장에서 후 처리(Post Processing)에 

해 설명한다. 7장에서 상호참조해결에 한 실험  결

과를 실행하고 8장을 마지막으로 논문의 결론을 내린다.

3. 상호참조해결 시스템

본 장의 3.1에서 상호참조해결에 해 정의하고, 3.2

에서 상호참조해결에 사용되는 멘션과 엔티티에 해 

설명한다.

3.1 상호참조해결(Coreference Resolution)

보통 문서 내에서 이 에 언 된 표 이나 의미를 받

아와 다시 사용하는 것을 용어해결(anaphora resolu-

tion)이라 한다. 이처럼 용어해결은 문맥상에서 이

인 특징만 가진다(즉, A B). 상호참조해결도 용어

해결과 마찬가지로 문서 내에서 이미 언 된 객체에 

하여 별칭, 약어 그리고 명사와 같이 표 이 다른 단

어로 다시 언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상호참조해결

은 이 인 특징뿐만 아니라 재귀 , 칭 인 특징도 

갖는다(즉, A is B(A B), B is A(AB), A=B와 같

다)[8]. 따라서 표 이 서로 다른 단어들이 하나의 개체

를 가리킬 때 복집합 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것

을 상호참조해결이라 한다. 를 들어, “ 국 원지방

을 무 로 사랑과 연애를 다룬다.”에서 용어 해결은 

이  특성 때문에 ‘ 국 원지방’을 ‘무 ’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호참조해결에서는 ‘ 국 원지방’과 ‘무

’는 엄연히 서로 다른 개체이므로 서로 참조가 불가능

하다. 그러나 두 멘션에 해, 시간 정보나 공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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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호참조해결

Fig. 1 Coreference Resolution

등에 한 의미가 명확하고 서로 같다면 참조가 가능하

다. 를 들어, “ 화문(光化門)은 경복궁의 남쪽에 있

는 정문이며…”에서 ‘ 화문(光化門)’과 ‘경복궁의 남쪽

에 있는 정문’의 의미는 명확하며 서로 같다(즉, 앞에서 

정의한 상호참조해결 3가지 규칙에 성립한다). 따라서 

이 둘은 상호참조해결이 가능하다.

상호참조해결은 먼  멘션을 찾는 멘션 탐지 과정과 

규칙기반 방식인 다 단계 시 를 이용해 상호참조를 해

결하며, 후 처리로 상호참조해결을 마무리한다. 그림 1

은 상호참조해결의 각 단계별 결과를 보이며, Pass2는 

순서 로 시 1부터 8까지이다. 그림 1에서  첨자는 

엔티티의 id이고 아래 첨자는 멘션의 id이다.

본 논문은 그림 1과 같이 상호참조를 해결하기 해 

형태소 분석, 개체명 정보[9-11], 구문 분석, 의존 구문 

트리 등의 정보를 이용한다. 한 하나의 문서 내에서 

등장한 여러 멘션들 간에 상호참조를 해결하기 하여 

단계별로 시 (sieve)를 진행한다. 시 는 그림 1과 같

이 총 8단계로 구성되어 규칙에 따라 엔티티를 정의해 

나가며 상호참조를 해결한다. 이 과정  앞선 시 에서 

발견하지 못한 참조 계를 이후 시 에서 추가하는 형

식으로 재 율을 높이게 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다 단계 시 는 문법  규칙에 

의하여 시  앞부분에서는 정확률을 시  뒷부분에서 

재 율을 향상 시키는 데에 집 하 다. 특히 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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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엔티티 데이터 구조

Table 1 Entity Data Structure

은 명사구의 심어를 이용하여 련된 멘션을 찾는 규

칙들을 용하여 재 율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

3.2 멘션  엔티티(Mention and Entity)

멘션(Mention)은 상호참조해결의 상이 되는 모든 

명사구(즉, 명사, 명사구 등)를 의미한다. 멘션에서 해당 

구의 실질 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를 심어(head)라 

하며, 멘션은 심어를 심으로 이를 수식하는 수식어

를 포함한다. 멘션은 의존 구문 분석기의 결과인 의존 

구문 트리를 바탕으로 추출하며, 기본 으로 모든 형태

의 명사구들을 멘션으로 선택한다.

엔티티는 동일한 멘션의 집합이다. 본 논문에서는 Entity- 

Centric Model에 기반하여 선행 멘션(antecedent)과 

재 등장한 멘션간의 참조를 해결할 때 엔티티의 속성을 

이용한다( 를 들어, {토니 블 어 총리, 토니 블 어, 

그, 블 어}와 같이 하나의 엔티티로 묶인 멘션들은 ani-

macy, number, type 등과 같은 속성을 공유한다). 엔티

티에 한 구조는 JSON으로 이 졌으며, 표 1에서 엔티

티 구조와 엔티티에서 공유하는 속성 정보를 나타낸다.

4. 멘션 탐지(Mention Detection)

멘션은 해당 멘션 내에 존재 하는 개체명 정보와, 

심어 정보 등을 포함하며, 이를 멘션 탐지 과정 에 추

가하여 추후에 실행되는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한다. 

이후, 모든 과정들은 본 과정의 산출물인 멘션을 기반으

로 참조 여부를 확인한다. 그 기 때문에 상호참조해결

의 성능은 멘션 탐지에 종속되게 된다. 즉, 멘션을 생성

함에 있어 락이 존재한다면, 추후 시  단계에서 그 

오류가 되며, 결국엔 시스템 체의 성능이 떨어지

게 된다. 그러므로 해당 단계는 가능한 최 의 재 율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 다.

멘션 탐지 단계는 의존 구문 트리에서 등장하는 모든 

명사구를 멘션으로 잡는다. 따라서 모든 명사구에 해 

처리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필요하다. 이 규

칙은 멘션 탐지 알고리즘에서 순서 로 사용된다. 그리

고 그림 2와 표 2에서 멘션 탐지에 한 과정을 보인다.

∙멘션은 기본 으로 어  단 로 처리한다.

∙수식 정보를 포함한 멘션 생성(즉, 명사구)

의존 구문 트리는 단어마다 수식 정보(즉, mod)를 가

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수식 정보를 포함한 완

벽한 명사구를 생성한다. 즉, 각 단어에 포함된 mod 

인덱스를 따라가 수식어를 포함한 하나의 멘션을 만

드는데, 멘션의 심어는 항상 명사류(즉, NP가 포함

된 태그 정보)로 정의한다. 만약, 멘션의 심어가 동

사류(즉, VP가 포함된 태그 정보)이면 멘션 탐지 정

의에 의하여 해당 단어는 멘션으로 추출하지 않는다.

∙개체명의 원자성

개체명은 멘션에서 의미가 있는 단어의 최소 단 로 

본다. 그러므로 상호참조해결을 진행할 때 개체명을 

멘션으로 는 멘션의 자질로서 참조하기 때문에 추

출하는 멘션이 개체명 보다 작은 단 가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멘션 추출 시 ‘ 심어 복 처리’의 상황

과 둘  하나가 개체명이라면, 개체명을 멘션으로 하

고 그보다 작은 멘션은 제거한다.

를 들어, [[르노]01 자동차]00 [르노 자동차]00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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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멘션 탐지 그래

Fig. 2 Mention Detection Graph

표 2 멘션 탐지를 수행한 

Table 2 Mention Detection example

같은 결과를 가진다. 즉, [르노]01는 개체명이 없지만, [르

노 자동차]00는 ‘OGG_BUSINESS’라는 개체명을 가진

다. 따라서 [르노]
0
1를 [르노 자동차]

0
0에 포함시켜 제거한다.

∙ 심어의 복 처리

멘션 추출 시 심어와 심어의 치가 같은 두 개 

이상의 명사구가 추출될 경우, 더 큰 멘션을 선택하며 

작은 멘션은 제거 한다. 크기가 같은 멘션은 복 처

리(즉, 하나만 남긴다)를 한다.

를 들어, [오바마 [ 통령]01]
0
0   [오바마 통

령]00과 같이 두 개의 멘션 [오바마 통령]00, [ 통

령]01은 서로 심어와 그 치가 같다. 따라서 멘션이 

더 큰 [오바마 통령]
0
0을 추출하고 멘션의 크기가 

작은 [ 통령]01을 제거한다.

∙ 명사 분류

세종 자사 에 기술된 명사들을 심어로 하는 멘

션들은 명사에 한 표시를 하고, 명사 상호참조해

결(Pronominal Coreference Resolution) 시  이 까

지 멘션들과 별도로 처리하여 문자열이 같아 참조 되는 

경우를 방지하 다.

를 들어, “장-마르크 르푸는 이날 기자들에게 … 

그는 르노가 …”의 문장에서 멘션은 다음과 같이 추

출 것이다. [장-마르크 르푸]00, [이날]01, [기자들]02, 

[그]
0
3, [르노]

0
4, 이 게 추출된 멘션들  [이날]

0
1과 

[그]03는 명사로서, 멘션에서 확인하여 명사에 

한 표시를 하고 명사의 자질로 사용한다. 즉, 명

사에 한 표시를 한 멘션은 명사 시  이 엔 상

호참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2는 멘션 탐지를 해 의존 구문 트리를 시각화 

한 것이다. 입력된 문장 에는 각 단어의 의존 구문 트

리의 태그로 태깅되어있고 그 순서에 맞게 id가 매겨져 

있다. 한 명사구마다 표시를 하 으며, 멘션 탐지 알

고리즘 기에 이 명사구에 따라 어  단 로 멘션을 

추출한다. 그리고 문장 아래 mod 치 정보를 표시하

으며, 이 수식 정보(즉, mod 치 정보가 가리키는 단

어의 id)는 화살표를 따라가며 알 수 있다. 

표 2는 각 규칙에 따른 멘션 탐지에 하여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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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멘션 탐지 알고리즘

Fig. 3 Mention Detection Algorithm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입력 문장, 어  단  멘션 

추출, 수식정보 확장, 개체명 원자성 그리고 심어 

복 처리에 한 결과를 각 단계마다 순서 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멘션 탐지의 결과를 보인다. 이 에서 개체

명 원자성은 먼  개체명이 존재하는 멘션에 하여 표

시를 한 뒤 결과를 보 다. 표 2에서 보이는 모든 결과

에 한 과정은 그림 2를 참조하며 확인한다.

그림 3은 표 2에 해 수행하는 멘션 탐지 알고리즘

이다. 알고리즘은 첫 번째 반복문에서 어  단 로 멘션

을 추출하고 수식 정보를 확장하여 멘션을 명확한 명사

구로 정의한다. 그 다음 반복문에서 개체명 원자성을 확

인한 뒤 다음 세 번째 반복문에서 심어 복 처리를 

진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사를 탐색한 후, 명

사와 일치하는 멘션이 존재한다면 명사에 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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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를 하고 명사 후보로 사용한다.

5. 다 단계 시 (Multi-pass Sieve)

본 논문에서 멘션 탐지를 거쳐 생성된 멘션들은 다 

단계 시 를 이용하여 정의된 규칙에 따라 참조를 해결

한다. 다 단계 시 는 총 8단계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진다. 그리고 선두 부분은 

상호참조해결의 정확률을 높게 잡으며, 서로 다른 규칙

의 각 시 를 거치면서 재 율을 높여간다.

5.1 정확한 문자열 일치(Sieve 1; Exact String Match)

정확한 문자열 일치는 문서 내에서 선행 멘션과 재 

멘션의 문자열이 같이 일치하는 경우에 같은 엔티티

로 참조된다(즉, [ 랑스의]22, [ 랑스]28, [ 랑스]235와 

같은 경우 하나의 엔티티로 참조한다).

5.2 엄 한 구문(Sieve 2; Precise Constructs)

엄 한 구문에서는 다음 규칙으로 발생하는 멘션 간

의 참조를 해결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체명 정보를 이용

한 동격 역할(Role Appositive)과 약어 생성 알고리즘

을 통해 만들어진 약어 조회 방법을 사용하 다.

5.2.1 엄 한 구문: 동격 역할(Role Appositive)

자연 언어에서 보편 으로 사람 이름 멘션을 직책 멘

션으로 수식하거나, 반 로 사람 이름 멘션 뒤에 직책 

등을 나타내는 멘션이 붙는 경우가 있다(즉, [[종교장

]
0
1 압델 모네임 살 ]

0
0를 보면 안은 멘션1) [종교장  

압델 모네임 살 ]00와 안긴 멘션2) [종교장 ]01이 같은 

상을 지칭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안은 

멘션의 개체명 속성이 사람, 직업, 직책 등이고 안긴 멘

션이 사람, 직업, 직책 등의 개체명 속성을 갖는다. 이런 

특징을 이용하여, 해당 조건을 만족했을 때 두 멘션은 

서로 참조한다. 그러나 안은 멘션과 안긴 멘션 간에 개

체명 속성이 서로 같아선 안 된다.

5.2.2 엄 한 구문: 약어(Acronym)

한국어에서 약어는 어에서의 약어(즉,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와 달리 명사에서 음  등을 축

약하여 사용한다(즉, ‘한국 력공사’를 ‘한 ’, ‘경상북도’

를 ‘경북’ 등). 이런 약어들을 생성하기 하여 약어 생

성 알고리즘을 용하고, 생성된 약어를 가진 멘션과 매

핑되는 멘션을 같은 엔티티로 참조한다. 본 논문에서는 

[12]의 명사 생략형, 음  조합형, 혼합형, 명사 축약형 

 한 심어 일치(Relaxed Head Match)에서 수

용 가능한 명사 축약형을 제외하고 앞의 3가지 규칙을 

사용하 다. 한 인칭 약어 규칙(즉, ‘김  통령‘을

1) 안은 mention: mention 안에 다른 mention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안긴 mention: 하나의 큰 mention 속에 포함되어 있는 mention을 의

미한다.

‘김 통령’으로 축약하는 방법)과 어 약어 규칙을 추

가하여 총 5가지 방법의 약어 규칙을 구축하 으며, 각 

약어 규칙은 다음과 같다.

i. 명사 생략형: 복수명사  일부 단일명사를 생략하여 

명사를 축약한다. ( 를 들어, 복수명사: ‘르노자동차’, 

단일 명사: ‘르노’, ‘자동’, ‘차’, 축약 결과: ‘르노자동’, 

‘르노차’, ‘자동차’)

ii. 음  조합형: 명사를 구성하는 단일 명사  첫 음

로 축약한다. ( 를 들어, 복수 명사: ‘한국 력공사’, 

단일 명사: ‘한국’, 력’, ‘공사’, 축약 결과: ‘한 ’, 

‘ 공’, ‘한 공’)

iii. 혼합형: 명사생략형과 음 조합형을 합친 개념으로 

복수 명사 에서 일부 단일 명사는 그 로 추출하

며, 나머지 단일 명사들  첫 음 을 추출해 축약

한다. ( 를 들어, 복수 명사: ‘ 우자동차 매’, 단일

명사: ‘ 우’, ‘자동차’, ‘ 매’, 축약 결과: ‘ 우자 ’)

iv. 인칭 약어 규칙: 인칭 약어는 사람이름과 그 사람의 

직 , 직업 등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성과 직 로 축

약한다. 인칭 약어로 축약하는 방법에 해서는 개체

명 정보를 조회하여 “CV_POSITION(직 )”을 찾으

면 해당 인덱스로부터 최  2번째까지의 이  인덱스

를 조회하여 “PS_NAME(사람이름)”이 존재하면 해

당 word만 축약하여 약어를 생성한다( 를 들어, [

재 멘션의 개체명 정보 = CV_POSITION: 통령, 

해당 개체명의 이  개체명 정보 = PS_NAME: 김

]이면 “김 통령”으로 축약).

v. 어 약어 규칙: 어는 한국어와 달리 단어의 첫 음

만 축약한다( 를 들어, 복수명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단일명사: ‘Natural’, ‘Language’, ‘Pro-

cessing’, 축약 결과: ‘NLP’).

5.3 엄격한 심어 일치 A, B, C

(Sieve 3, 4, 5; Strict Head Match A, B, C)

본 시 는 아래의 제약 조건을 만족하고, 심어가 같

은 멘션들의 참조 여부를 결정한다. 엄격한 심어 일치 

A에서는 세 제약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멘션들을 서로 

참조한다. 그리고 엄격한 심어 일치 B에서는 “호환 

가능한 수식어(Compatible modifiers only)” 제약 조건

을 제외하고 두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멘션들을 참조하며, 

엄격한 심어 일치 C에서는 “단어 포함(Word inclu-

sion)”을 제외한 두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멘션들의 경우

에만 참조한다.

∙단어 포함

문서 내에서 두 멘션이 참조된다면, 앞서 등장한 멘션

의 길이가 이후에 등장하는 멘션의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 단어 포함에 한 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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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단어 포함의 

Table 3 Word inclusion example

- It is possible to refer two mentions

[나이지리아 남부 아바 마을]60에서 종족간의 유 분

규로 450명의 호사족 주민이 … [아바 마을]625에 정통

한 정보망을 갖고 있는 …

∙호환 가능한 수식어

문서 내에서 두 멘션이 참조된다면, 뒤에 등장하는 멘

션의 수식어 정보들은 앞서 등장하는 멘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표 4는 호환 가능한 수식어의 이다.

표 4 호환 가능한 수식어의 

Table 4 Compatible modifiers only example

- It is possible to refer two mentions

[환경에 응하여 날지 못하는 새]
1
0는 보통 … 하지만 

[날지 못하는 새]
1
1는

- It is impossible to refer two mentions

[어류]00는 보통 시각에 의존하여 먹이활동을 한다. 하

지만 [ 이 퇴화된 어류]
1
1는  각을 이용하여 먹이활

동을 한다..

∙Not I within I

안긴 멘션의 심어에 “~의”가 붙어 다음 명사구를 수

식한다면 안은 멘션은 “I within I” 상태의 멘션이다. 

이 경우, 안긴 멘션과 안은 멘션은 서로 참조하지 않는

다(즉, [[남극]11의  물]00 두 멘션은 참조하지 않는다).

5.4 고유 심어 일치(Sieve 6; Proper Head Word 

Match)

고유 심어 일치는 앞서 수행한 엄격한 심어 일치

와 상당히 유사하다. 심어가 고유 명사이고, 서로 의

미가 같은 두 멘션일 경우 참조가 가능하다. 즉, 해당 

시 를 해결하기 해서 다음 조건을 따르며 모두 만족

할 경우 참조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 고유 명사는 형

태소 정보를 이용하거나, 멘션에서 나타내는 의미의 최

소 단 인 개체명 정보에 기반하여 추출한다.

∙선행사와 재 멘션이 서로 같은 심어 정보를 갖는다.

∙Not I within I

∙선행사와 재 멘션의 수량 정보가 같다.

수량 정보는 심어의 단수 는 복수를 말하며 선행

사와 재 멘션간에 수량 정보가 같아야 한다.

∙선행사와 재 멘션의 지역 정보가 같다.

여기서 지역 정보는 나라, 수도 등과 같은 지역 인 

정보를 말한다. 비교되는 두 멘션에 지역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 조건은 무시된다.

보통 수량 정보와 지역 정보는 속사 는 개체명 

정보, 시소러스 등을 이용하여 추출하지만, 본 논문에서 

수량 정보는 심어를 수식하는 수식어로 구분하고, 지

역 정보는 개체명 정보만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이에 따

른 고유 심어 명사 일치에 한 는 표 5와 같다. 표 5

는 수량 정보에 한 와 지역 정보에 한 이며, 참

조가 가능할 경우와 참조가 불가능할 경우로 나뉜다.

표 5 고유 심어 일치 

Table 5 Proper Head Word Match example

- In the case that the current mention matches the 

number information of the antecedent mention

[ 부분의 사람들]00은 불평 불만 … 때문에 [그 사람

들이]
0
1 늘 인류 역사의 수 바퀴를…

- In the case that the current mention does not 

match the number information of the antecedent 

mention

[순례길에 오르는 순례자]00는 차를 타고 … 알 라시드 

공항에서 [많은 순례자들]11을 실어 나르기 해…

- In the case that the current mention matches the 

location information of the antecedent mention

[미국 통령]00이  앞에 나왔을 때는 … [미국 

통령]01은 …

- In the case that the current mention does not 

match the location information of the antecedent 

mention

[ 랑스의 르노 자동차 그룹]
0
0은 … [한국의 르노사]

1
1

와 …

5.5 한 심어 일치(Sieve 7; Relaxed Head Match)

한 심어 일치는 다른 심어 일치와 달리 휴리

스틱에 의하여 좀 더 완화된 규칙을 가지며 해당 제약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재 멘션의 심어가 후보 멘션의 명사 단어 집합에 

있을 경우 참조한다.

∙후보 멘션과 재 멘션의 심어가 모두 개체명일 경우 

서로 같은 개체명 속성을 가져야 한다( 를 들어, [ 랑

스의 르노 자동차], [르노 삼성 자동차], [르노사], [르

노]와 같은 4개의 멘션들은 모두 OGG_BUSINESS 개

체명 속성을 가지며 ‘르노삼성자동차’라는 개체를 가리

킨다. 따라서 서로 상호참조가 가능하다).

5.6 명사 상호참조해결(Sieve 8; Pronominal 

Coreference Resolution)

한국어에서는 존칭에 따라 인칭 명사의 형태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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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다양하며, “그”, “이”, “ ” 등의 지시 명사와 일반 

명사의 조합이 명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명

사의 역할을 하는 멘션들을 찾아내고, 그 속성을 부여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 심화 이론[13]을 이용하여 

명사 멘션과 이에 해당하는 멘션을 참조한다.

본 논문에서는 세종 말뭉치의 명사 사 을 이용하

여, 멘션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찾아내어 별

도로 처리한다. 명사 사 에 기록된 각 명사는 ani-

macy, gender, number, 높임법 등의 속성들을 갖고 있

으며, 명사에서 해당 속성을 확실히 결론지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속성을 “undefined”로, 속성이 없다면 

“none”으로 정의한다.

심화 이론은 심리언어학 등에서 여러 차례 언 되

어 온 방법론이다. 한 담화(discourse) 내의 문장, 즉 

발화(utterance)에서 나타나는 단어(명사구)의 특징(sali-

ence)과 응집성(cohesion)을 고려하여, 재 화자와 독

자의 생각이 집 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처

럼 화자와 독자가 집 하고 있는 부분을 심(center)이

라 하고, 이것은 발화의 주제가 되며, 결국엔 담화를 해

석할 수 있다. 이 발화 내에서 심을 식별하는 데에는 

몇 가지 제약조건  규칙과 함께 Cf (forward-looking)

와 Cb (backward-looking), Cp (preferred center)를 사

용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하여 발화의 이, 즉 

심의 이동에 하여 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기존의 Stanford의 방법(즉, 명사 속성 정보: num-

ber, person, animacy, NER label, Pronoun distance 

등)[2]에 추가로, 명사 해결을 해 심의 이 인 

특성을 용하여 명사 후보들의 가 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명사 후보에 한 가 치 부여 방법

은 다음과 같으며, 거리 가 치를 부여할 경우에는 후방 

조응사(cataphora)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사보

다 먼  나온 선행사(antecedent)들과 연산이 이 진다.

∙멘션의 주격, 목 격에 따라 가 치를 부여한다.

∙ 명사의 속성과 멘션의 개체명 정보를 비교하여 가

치를 부여한다.

∙ 재 등장한 명사로부터 떨어진 문장의 거리로 가

치를 부여한다.

∙ 재 등장한 명사와 멘션 후보들 간에 거리를 이용

하여 가 치를 부여한다.

∙각 멘션 후보마다 속해있는 문장에서의 치를 고려

하여 가 치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심화 이론의 기본 인 개념인 발화의 

이  특징을 내포하여 각 멘션 후보들에 한 명사의 

상호참조를 해결하 다. 그에 따른 는 표 6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표 6은 문장  멘션 속성과 처리 과정, 명사 상호

참조해결 결과로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

계에서는 3개의 입력된 문장과 각 멘션이 가지고 있는 

개체명 정보 그리고 명사 멘션의 속성 정보를 나타낸

다. 두 번째는 명사 상호참조해결의 처리 과정으로써 

앞에서 제시한 5가지의 조건에 따라 순차 으로 처리되

는 것을 보인다.

Step 1은 주격과 목 격에 따라 가 치 100, 50을 부

여하고 Step 2는 명사의 속성과 각 멘션의 개체명 정

보를 이용하여 가 치를 부여한다. 여기서 명사 속성

은 human, thing, time, place 등으로 나뉘며, human에 

응되는 개체명일 경우 가 치를 10으로 하고 그 외의 

것들에 응 되는 개체명에 해서는 1로 한다. 그 후, 

추가로 50을 곱하여 가 치를 부여한다. Step 3는 각 

문장의 치에 한 규칙으로, 문장의 id를 이용하여 가

치로 주었다. Step 4는 재 등장한 명사와 각 멘

션에 한 거리 가 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각 멘션의 id

가 아닌 멘션의 시작 id를 기 으로 가 치를 부여하

다. 마지막으로 Step 5는 문장 내에서 멘션의 치 

계를 보는 것으로 어 의 길이와 멘션의 시작 id를 이

용하여 가 치를 부여한다.

두 번째 단계인 명사 상호참조해결 처리 과정을 거

쳐 가 치가 가장 높은 값을 가진 멘션을 선택하여 

명사 상호참조에 하여 해결한다. 따라서 표 6에서는 

[그]25와 [장-마르크 르푸]22가 서로 상호참조한다.

6. 후 처리(Post Processing)

후 처리는 의 시 들을 거쳐 생성된 엔티티 정보들 

 상호참조해결과 련 없는 멘션들을 제거한다. 멘션 

탐지 단계에서는 모든 명사구들을 추출해낸다. 그리고 

다 단계 시 를 진행하면서 추출된 멘션들의 경우 동일

한 멘션들 간에 참조가 이 지고 하나의 엔티티에 속하

게 된다. 그러나 참조되지 않은 멘션들은 하나의 엔티티

에 하나의 멘션만 갖게 되는데 이것을 단일 개체

(singleton)이라 한다. 이처럼 단일 개체는 다른 멘션들

과 참조되지 않기 때문에 상호참조라 볼 수 없다. 따라

서 후 처리 단계에서 단일 개체를 제거한다. 후 처리에 

한 결과는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실험  결과

평가 데이터는 휴먼 지식증강 서비스를 한 지능 진화

형 WiseQA 랫폼 기술 개발 과제  구축한 WiseQA 

문서 205개와 News 문서 20개를 합하여 총 225개의 문

서를 사용하 다. News 문서와 WiseQA 문서는 5682개 

멘션간에 1340번의 참조 발생이 포함되어 있다.

평가 데이터 News 문서 20개, WiseQA 문서 205개  

형태소 분석, 개체명, 의존 구문 트리 분석까지는 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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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명사 상호참조해결 

Table 6 Pronominal Coreference Resolution example

Sentence 1 [[신문사]
1
1의 한 계자]

0
0가 밝혔다.

Sentence 2 [장-마르크 르푸]22는 [[삼성차]44 인수]33를 마무리하겠다고 … .

Sentence 3 [그]
5
5는 [르노]

1
6가 [3월말]

7
7까지 … .

NE label of each mentions

[신문사의 한 계자]00 QT_MAN_COUNT

[신문사]
1
1 OGG_BUSINESS

[장-마르크 르푸]
2
2 PS_NAME

[삼성차 인수]33 none

[삼성차]
4
4 OGG_BUSINESS

[르노]66 OGG_BUSINESS

[3월말]
7
7 DT_OTHERS

Pronoun attribution [그]5
5 3, singular, human

Step Pronoun Mention Score

1 (Sub, Obj weight) [그]55

[신문사의 한 계자]
0
0 100

[장-마르크 르푸]22 100

[삼성차 인수]
1
1 70

2 (Features weight) [그]55

[신문사의 한 계자]00 600

[신문사]
1
1 0

[장-마르크 르푸]22 600

[삼성차 인수]
3
3 70

[삼성차]
4
4 0

3 (Sentence id weight) [그]55

[신문사의 한 계자]00 610

[신문사]
1
1 10

[장-마르크 르푸]22 620

[삼성차 인수]
3
3 90

[삼성차]44 20

4 (Mention id weight) [그]55

[신문사의 한 계자]00 611

[신문사]
1
1 11

[장-마르크 르푸]22 621

[삼성차 인수]
3
3 93

[삼성차]44 23

5 (Word slot weight) [그]
5
5

[신문사의 한 계자]
0
0 611.25

[신문사]11 11.25

[장-마르크 르푸]
2
2 621.25

[삼성차 인수]
3
3 93.6

[삼성차]44 23.6

Result (Pronominal Coreference Resolution) [그]
5
5 [장-마르크 르푸]

2
2 621.25

표 7 후 처리를 수행한 

Table 7 Post Processing example

- Multi-pass Sieve result

[  야신]00은 [[축구]22 골키퍼]01로서 유일하게 [[유

럽축구 회]
4
4가 선정하는 올해의 선수]

0
3로 뽑히기도 

했다.

- Removing singleton

[  야신]00은 [축구 골키퍼]01로서 유일하게 [유럽축

구 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선수]03로 뽑히기도 했다.

의 언어분석기를 이용하 다. 이 게 구축한 말뭉치에 

본 논문의 상호참조해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상

호참조를 해결하 고, 그 후 3명의 연구원이 복되게 

상호참조해결 오류를 수정하여 상호참조해결 정답 데이

터 셋을 구축하 다. 한 3명의 연구원들 간에 Cohen

의 일치도(57.79%)와 엔티티의 일치도(57.05%)를 구하

다[14].

7.1 평가 방법

본 논문에서는 SemEval 평가 로그램[15]을 이용하

여 MUC[16]와 B
3
 [17]와 CEAF-e[18]들의 성능지표로 

본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 다. 한 CoNLL-2011에서

는 앞의 세 성능 지표에 한 F1 평균(Mean)[19]을 상

호참조해결에 한 공식 성능 지표로 지정하 기 때문

에 Mean 값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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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시  단계 별 성능

Table 8 Performance of each sieves

MUC B-cube CEAFE CoNLL(Mean)

R P F1 R P F1 R P F1 F1

Sieve1 22.08 97.04 35.98 22.67 97.12 36.76 28.84 88.92 43.55 38.76

+ Sieve 2 24.14 86.82 37.77 25.16 87.91 39.13 32.47 81.70 46.47 41.12

+ Sieve 3 41.10 77.24 53.65 41.19 78.13 53.95 49.90 74.09 59.64 55.75

+ Sieve 4 43.12 73.97 54.48 43.15 74.71 54.71 52.43 70.05 59.97 56.39

+ Sieve 5 43.28 73.79 54.56 43.29 74.63 54.80 52.53 70.25 60.11 56.49

+ Sieve 6 45.14 71.42 55.32 45.81 72.71 56.20 55.59 67.92 61.14 57.55

+ Sieve 7 57.39 60.66 58.98 57.56 61.56 59.49 67.38 60.72 63.88 60.78

+ Sieve 8 61.13 56.96 58.97 61.31 57.80 59.50 70.15 57.96 63.47 60.65

본 논문에서 평가를 해 gold entity set과 predicted 

entity set이 필요하다. Gold entity set은 평가 시스템

에서 key로 정의되며, 사람이 직  태깅한 상호참조해

결의 정답 데이터 셋이다. 반면에, predicted entity set

은 평가 시스템에서 response로 정의되며, 상호참조해결 

시스템으로부터 상호참조를 해결한 시스템 데이터 셋이

다. 상호참조해결에서 구하는 F1 값은 F


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한 모든 성능지표에 공통으로 용된다.

∙MUC: MUC는 링크 기반 측정 방법으로 다음과 같

이 key와 response 각각에 한 recall과 precision을 

측정한다.

를 들어, 어떤 문서를 평가를 할 때 다음과 같다.

- Key에 해 S={1, 2, 3}, {4, 5}이고, response에 

해 S={1, 2}, {3}, {4, 5}이다.

- |S|는 S의 원소 개수이며 |S1| = 3, |S2| = 2가 된다(res-

ponse도 같이 구한다).

- p(S)는 집합 S가 response에 련되어 링크 된 것을 

하나의 원소로 보고 개수를 센 것으로 key에 하여 

p(S1) = 2, p(S2) = 1이 되고, response에 하여 p(S1)

= 1, p(S2) = 1, p(S3) = 1이 된다.

- c(S) = (|S| - 1), c(S)는 key( 는 response)에서 올바

르게 링크(참조)된 개수.

-m(S) = (|p(S) - 1|), m(S)는 key( 는 response)로 

계되는 response( 는 key)의 링크  없는 링크의 수.

-따라서 하나의 엔티티 한 recall/precision은 

 
   

와 같이 정의된다.

-결과는 recall = 100%, precision = 100%가 된다.

∙B3 : MUC와 달리 B3 는 멘션을 기반으로 하여 성능

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어진 멘션에 해 

체 predicted와 gold mention cluster의 비율을 측

정한다. 즉, recall은 key들로, precision은 response

들로 계산하며, key와 response의 엔티티를 교집합 

할 때, 재 교집합 된 엔티티에 있는 멘션의 개수로 

성능을 구한다.

  

∙CEAF-e: 엔티티 기반 방법으로, key의 엔티티와 

response의 엔티티들 간에 일- -일 맵핑으로 확인하

는데, 그 값  가장 높은 값을 선별한다. 즉, 각 

response의 엔티티는 key의 엔티티들  최 의 엔

티티로 맵핑된다(g
*
= argmaxg∈GmΦ(g)). CEAF-e에

서 response와 key의 유사성을 별하는 함수(Φ(g))

와 Recall, Precision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CoNLL F1: MUC, B3 그리고 CEAF-e의 F1값들을 

평균한 것으로, CoNLL-2011에서 공식 지정한 지표

이다.

7.2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멘션간의 재 율은 상당히 요하다. 재

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상호참조가 발생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 율을 최 화하기 해 기 멘

션 탐지 단계에서 모든 멘션을 고려한다. 그 후 다 단계 

시   시  기에 정확률 주로 상호참조를 해결하

며,  시 를 진행하면서 재 율을 높여간다. 표 8은 

각 시 의 단계별에 한 성능결과이다(모든 결과는 단

일 개체 제거를 용하 다).

각 시  별 상호참조해결 결과, 처음 성능을 기록한 

시 1의 정확한 문자열 일치는 상당히 높은 정확률과 

CoNLL F1 38.76%를 보 으며, 시 2에서도 높은 정확

률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 CoNLL의 F1값이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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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News 20문서 + WiseQA 205문서 성능

Table 9 Performance for News 20 documents + WiseQA 

205 documents

Recall Precision F1

Mention Detection (singleton) 78.44% 80.77% 79.58%

MUC 61.13% 56.96% 58.97%

B
3

61.31% 57.80% 59.50%

Ceafe 70.15% 57.96% 63.47%

Mean (CoNLL) 64.20% 57.57% 60.65%

이 향상된 시 는 엄격한 심어 일치 부분이며, 이  

시 와 비교하면 약 14%의 차이를 보인다. 이 의미는 

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도 해당 시 의 사용이 

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해당 시 부터 멘션들 

간에 심어를 기 으로 같은 엔티티를 가리키는 가에 

한 규칙을 확인한다. 따라서 재 율이 차 향상되며, 

정확률과의 trade-off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5문서에 한 체 평가는 표 9와 같다. 표 9의 모

든 상호참조해결 결과는 단일 개체를 제거한 것으로 측

정하 다. 단일 개체는 엔티티 안에 하나의 멘션만 있어 

상호참조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멘션 탐지는 모

든 멘션을 추출했을 때의 결과이며, 다 단계 시 가 진행

되지 않았을 경우 하나의 엔티티 안에는 하나의 멘션만 

존재한다. 따라서 단일 개체를 제거하지 않고 평가하 다.

실험 결과, News문서와 WiseQA문서를 합한 225개 

문서의 F1 값은 MUC 58.97%, B
3
 59.50%, Ceafe 63.47%

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어의 경우 Mean(CoNLL 

2011 공식 지표) 값이 59.3%로 다 단계 시 가 한국어

에 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에 한 상호참조해결을 하여 

규칙기반과 Entity-Centric Model을 이용한 Stanford

의 다 단계 시  방법을 용하 다. 한 멘션 탐지에

서 구 구조 문법이 아닌 의존 구문 트리에 기반한 멘션 

추출을 수행하 고, 동 으로 한국어 약어 리스트를 생

성하 으며, 심화 이론  심의 이  특성을 이용

한 한국어 명사 참조해결을 사용하 다. 그 결과 

News 20문서와 WiseQA 205문서를 합친 총 225문서

의 CoNLL(MUC, B
3
, Ceafe의 F1 평균) 값이 60.65%

의 성능을 보 다.

본 논문에서 한국어에 용한 상호참조해결 시스템은 

어와 마찬가지로 문서 내에 상호참조해결 시 재 율

을 높이는데 합했다. 그러나 상호참조해결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의미  모호성에 한 몇 가지 오류 사항이 있

다. 보통 사람은 어휘  상식과 개념  상식으로 멘션간

의 참조 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의 경우 온

톨로지 는 시소러스 등의 사  정보를 사용하여 해당 

멘션의 개념  이해나 의미  계를 구분해야 한다. 그

러나 본 논문에서 용한 상호참조해결 시스템은 지식

기반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 다.

첫째, 지정사 ‘-이다’에 한 모호성이다. ‘-이다’라는 

서술격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서 사용되며, 주어와 ‘-이

다’가 서술하고 있는 체언이 동격의 계일 때 이 둘은 

상호참조가 가능하다. 그러나 둘  하나의 의미가 포

인 개념일 경우, 상호참조에 한 모호성이 발생한다

( 를 들어, “무궁화는 꽃이다.”와 같은 문장에서 ‘무궁

화’와 ‘꽃’과의 용어해결이 가능하지만 꽃이 무궁화보

다 상  개념이기 때문에 상호참조의 재귀  특징을 만

족하지 못한다. 반면에, “무궁화는 한국을 표하는 꽃이

다.”와 같은 문장은 ‘한국을 표하는’이라는 수식어가 꽃

을 수식하고 있어 ‘무궁화’와 ‘꽃’이 동격의 계가 될 수 

있다). 한 여러 문서에 해 상호참조를 해결하다 보

면, 앞서 보인 와 같은 문장들이 많이 등장한다. 따라

서 단순한 규칙기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둘째, 본 논문은 상호참조해결의 다 단계 시   시

 3부터 멘션의 심어가 기 인 규칙을 용한다. 따

라서 서로 의미가 다른 수식어구들로 인한 모호성과 단

어의 상･하 개념에 한 모호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

다. 수식어는 명사(head)를 꾸며 보다 더 명확하게 만든

다. 어떤 멘션들의 명사(head)를 다른 형태의 단어가 같

은 의미로 수식하는 경우와 다른 의미로 수식하는 경우, 

이 멘션들을 구분하기가 까다롭다. 그리고 어떤 단어에 

해 세부 으로 여러 단어들로 나뉠 경우, 그 단어는 

여러 단어들로 나뉜 것들의 상  개념이 된다( 를 들

어, “무궁화는 배달계, 단심계, 아사달계로 구성된다.”와 

같은 문장에서 [무궁화][배달계, 단심계, 아사달계]의 

구조를 갖는다). 이런 상  개념과 하  개념간의 계

를 해결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셋째, 상호참조해결의 시  8( 명사 상호참조해결)에

서 CoNLL 값이 0.13%의 하락을 보 다.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 명사에 한 상호참조해결은 

심화 이론의 의  특성에 기반하여, 명사 속성, 

개체명 정보, 선행 멘션의 문장 치  멘션 치 등에 

따른 자질 정보로 가 치를 계산하 다. 그러나 재 시

소러스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하  개념에 

한 상호참조가 불가능 하 다( 를 들어, [공화당의 상

징인 당나귀], [이 동물은]에 하여 서로 각각 하의어와 

상의어가 된다. 이런 경우, 시소러스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불가하 다). 따라서 시소러스 등

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멘션들 때문에 시  8에 한 

성능하락이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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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본 논문에 용한 상호참조해결 시스템 오류 

외에 상호참조해결에는 무형 용어에 한 문제도 있

다. 한국어의 가장 큰 특징  하나는 무형 용어가 빈

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무형 용어가 발생하면 문장

의 필수 구조인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해당 문장의 의미가 불명확해지며, 이것은 오로지 사람

의 직 에 의해서만 탐지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무형 용어에 한 문제는 상호참조해결에 있어 성능

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상호참조해결은 형태소 분석, 

개체명 정보, 구문 분석, 의존 구문 트리 등의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류가 되면 치명 인 결과를 불

러올 수 있다. 를 들어, 의존 구문 트리에서 “1일 미

셸 캉드쉬”에 해 “미셸 캉드쉬”의 수식어가 “1일”로 

잡 있다면, [1일 미셸 캉드쉬]로 하나의 멘션이 된다. 

한 의존 구문 트리에서 의존 명사 “수”에 하여 NP

로 정의되어 “～있을 수 있는가.”를 [～있을 수]와 같은 

멘션으로 잡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엉뚱

한 것이 멘션으로 잡혔기 때문에 상호참조해결에서 오

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계획으로 의 오류들을 해결하고, 한국

어에 한 상호참조해결의 재 율과 정확률을 높여볼 것

이다. 의 오류들을 해결하기 해 온톨로지나 시소러

스 등의 지식기반 데이터들을 사용하고 그에 따른 제약 

규칙을 더 추가할 정이다. 한 Wikipedia의 데이터베

이스나 그에 딸린 인포박스(infobox) 등에서 world 

knowledge 데이터를 추출하여 별칭  약어, 해당 멘션

의 계 등의 사 을 만들어 활용할 것이며, 불 용어

(stop word) 등과 같은 사 을 만들어 이  분석에 

한 오류가 되는 상을 방지할 것이다. 그리고 명

사 상호참조해결을 해, 명사에 한 용어 해결과 

문법 인 특성을 고려한 추가 인 규칙들을 마련하여 

용해볼 것이고 시소러스를 이용하여 상･하  개념에 

해 해결해볼 것 이다. 한 한국어에 한 무형 용어 

복원 기술을 시   하나로 용하여, 상호참조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무형 용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상호참조해결에 있어 mention pair 등[8]과 같

이 통계  방법을 용하여 성능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References

[ 1 ] B. Baldwin, "CogNIAC: high precision coreference 

with limited knowledge and linguistic resources," 

Proc. of a Workshop on Operational Factors in 

Practical, Robust Anaphora Resolution for Unre-

stricted Texts.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

guistics, pp. 38-45, 1997.

[ 2 ] H. Y. Lee, A. Chang, Y. Peirsman, N. Chambers, 

M. Surdeanu, and D. Jurafsky, "Deterministic core-

ference resolution based on entity-centric, preci-

sion-ranked rules,"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2013.

[ 3 ] A. Haghighi and D. Klein, "Coreference resolution 

in a modular, entity-centered model," Human Lan-

guage Technologies: The 2010 Annual Conference 

of the North Americ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Association for Com-

putational Linguistics, pp. 385-393, 2010.

[ 4 ] Z. Guodong and S. Jian, "A high-performance core-

ference resolution system using a constraint-based 

multi-agent strategy," Proc. of the 20th interna-

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p. 522, 2004.

[ 5 ] S. S. Kang, B. H. Yun, and C. W. Woo, "Antecedent 

Decision Rules of Personal Pronouns for Corefer-

ence Resolution," Conference of the KIPS B, 11.2: 

pp. 227-232, 2004.

[ 6 ] Y. H. Ahn, S. S. Kang, C. W. Woo, and B. H. Yun, 

"Coreference Resolution of Pronouns by Heuristic 

Rules," Proc. of the KIISE, 28.2Ⅱ: pp. 193-195, 2001.

[ 7 ] M. R. Choi, C. K. Lee, J. H. Wang, and M. G. Jang, 

"Reference Resolution for Ontology Population," 

Proc. of the KIISE for HCLT (2007), pp. 140-144, 2007.

[ 8 ] M. Stede, "Discourse processing," Synthesis Lec-

tures on Human Language Technologies, 4.3: 1-165, 

2011.

[ 9 ] C. K. Lee, Y. G. Hwang, H. J. Oh, S. J. Lim, Jeong 

Heo, C. H. Lee, H. J. Kim, J. H. Wang, and M. G. 

Jang, "Fine-grained named entity recognition using 

conditional random fields for question answering," 

Information Retrieval Technology. Springer Berlin 

Heidelberg, pp. 581-587, 2006.

[10] C. K. Lee, Y. G. Hwang, and M. G. Jang, "Fine- 

grained named entity recognition and relation extr-

action for question answering," Proc. of the 30th 

annual international ACM SIGIR conferenc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nformation retrieval, 

ACM, pp. 799-800, 2007.

[11] C. K. Lee, P. M. Ryu, and H. K. Kim, "Named 

entity recognition using a modified Pegasos algorithm," 

Proc. of the 20th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ACM, pp.

2337-2340, 2011.

[12] Y. C. Yoon, Y. I. Song, J. Y. Lee, and H. C. Kim, 

"Construction of Korean acronym dictionary by con-

sidering ways of making acronym from definition," 

Proc. of The KSCS  2006, 2006.

[13] B. J. Grosz, S. Weinstein, and Aravind K. Joshi, 

"Centering: A framework for modeling the local 

coherence of discourse," Computational linguistics 

21.2, pp. 203-225, 1995.

[14] C. E. Park, G. H. Choi, H. G. Lee, and C. K. Lee, 

"Semi-automatic Tagging Tool for Korean Core-

ference Resolution using the Multi-pass Sieve," 



Multi-pass Sieve를 이용한 한국어 상호참조해결  1005

Proc. of KIISE and KBS  Joint Symposium, pp.

61-64, 2014.

[15] L. Ma`rquez, M. Recasens, and E. Sapena, (2010). 

[Online]. Available: http://stel.ub.edu/semeval2010-coref/ 

(downloaded 2013, 12).

[16] M. Vilain, J. Burger, J. Aberdeen, D. Connolly, and 

L. Hirschman, "A model-theoretic coreference scoring 

scheme," Proc. of the 6th conference on Message 

understanding,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

guistics, pp. 45-52, 1995.

[17] A. Bagga and B. Baldwin, "Algorithms for scoring 

coreference chains,"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

ence on language resources and evaluation work-

shop on linguistics coreference. Vol. 1, pp. 563-566, 

1998.

[18] X. Luo, "On coreference resolution performance 

metrics," Proc. of the conference on Human Lan-

guage Technology and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pp. 25-32, 2005.

[19] S. Pradhan, L. Ramshaw, M. Marcus, M. Palmer, R. 

Weischedel, and N. Xue, "Conll-2011 shared task: 

Modeling unrestricted coreference in ontonotes," 

Proc. of the Fifteenth Conference on Computational 

Natural Language Learning: Shared Task, Associa-

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pp. 1-27, 2011.

박 천 음

2014년 강원 학교 학사. 2014년 3월～

재 강원 학교 컴퓨터과학과 석사 과정 

심분야는 자연어처리, 정보추출, 기계

학습

최 경 호

2011년 3월～ 재 강원  컴퓨터과학과 

학석사 연계 과정. 심분야는 자연어처

리, 기계학습

이 창 기

1999년 KAIST 학사. 2001년 POSTECH 

석사. 2004년 POSTECH 박사. 2004년～

2012년 2월 ETRI 선임연구원. 2012년 3

월～ 재 강원  컴퓨터과학과 조교수. 

심분야는 자연어처리, 정보추출, 정보검

색, 기계학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