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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품사태그가 부착된 의존구문 트리와 개체명 정보가 자동 태깅된 말뭉치에서 멘

션(Mention)을 추출하고, SVM을 기반으로 한 멘션 페어 모델(Mention Pair Model) 이용하는 한국어 상

호참조해결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스템의 학습과 평가를 해서 신문기사를 기반으로 하는 14개의 문서와, 

키피디아(Wikipedia)를 기반으로 하는 200개의 질의응답 문서를 분석하여 상호참조해결 정보가 담긴 말

뭉치를 구축했다.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은 MUC-F1 55.68%, B-cube-F1 57.19%, 

CEAFE-F1 61.75%로 나타났다.

키워드: 상호참조해결, 멘션 페어, Support Vector Machine(SVM), 멘션

Abstract In this paper, we suggest a Coreference Resolution system for Korean using Mention 

Pair with SVM. The system introduced in this paper, also be able to extract Mention from document 

which is including automatically tagged name entity information, dependency trees and POS tags. We 

also built a corpus, including 214 documents with Coreference tags, referencing online news and 

Wikipedia for training the system and testing the system’s performance. The corpus had 14 documents 

from online news, along with 200 question-and-answer documents from Wikipedia. When we tested 

the system by corpus,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was extracted by MUC-F1 55.68%, B-cube-F1 

57.19%, and CEAFE-F1 61.75%.

Keywords: coreference resolution, mention pair, support vector machine (SVM), m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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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문서 내에서 완 히 같은 개념이나 상을 표 한 명

사구들이 서로를 참조 하는 것을 상호참조라 한다. 보통 

문서 내에서 등장하는 같은 객체를 표 하는 명사구들

은 문서에서 반복해서 나타날수록 명사구가 짧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수반하는 형용사구 등의 객체에 

한 정보가 함축되거나 어드는 것을 야기한다. 한 문

장의 간결성을 해 문서 내에서 빈번하게 등장 하는 

명사의 경우 구문분석 수 에서 그 명사가 지칭하

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상호참조해결은 같은 상을 지칭하는 명사구들을 하

나의 엔티티(Entity)로 묶어두는 과정으로, 명사 등의 

모호성을 수반한 명사구가 발생시키는 문제를 여주고, 

다른 자연언어처리 과정과 응용에서 사용되어 오류를 

일 수 있다.

일반 으로 상호참조해결 문제를 다룰 때 문서 내에

서 등장한 명사구로써, 어떤 하나의 객체를 표 하는 명

사구를 멘션이라 칭한다. 그리고 문서 내에서 등장하여, 

여러 개의 혹은 하나의 멘션으로 표 된 개념 객체를 

엔티티 라 칭한다.

를 들어 “[코끼리]하면 흔히 [[귀]가 큰 코끼리]를 

떠올린다. 하지만 [인도코끼리]는 [귀]가 작다. [[우리]가 

떠올리는 [귀]가 큰 코끼리는] [아 리카코끼리]이다.” 

라는 문서가 있다. [ ]로 각각 표시된 단어들이 이 문서

에서 추출 할 수 있는 멘션들이다. 상호참조해결 시스템

을 통해 엔티티와 참조 계를 추출하면, [코끼리], [귀가 

큰 코끼리], [우리가 떠올리는 귀가 큰 코끼리], [아 리

카코끼리]를 하나의 엔티티로 묶어 같은 상을 지칭하

여 상호참조하는 것을 밝힐 수 있다. 한 첫 번째로 등

장한 [귀]는 두 번째로 등장한 [귀]와 같은 객체를 지칭

하지 않고 세 번째로 등장한 [귀]와 같은 엔티티로 묶

어, 같은 문자열을 갖고 있더라도 서로 다른 객체를 지

칭하는 것을 구분하여 밝힐 수 있다. [인도코끼리], 두 

번째 [귀], [우리]는 다른 멘션과 상호참조하지 않는 멘

션들로, 각각이 서로 다른 하나씩의 개념만을 표 하므

로, 하나의 엔티티안에 하나의 멘션만 있는 싱 턴 엔티

티(Singleton Eneity)로 묶어  수 있다. 하지만 상호참

조해결 시스템을 평가할 때에는 일반 으로 이 싱 턴 

엔티티는 제외하고 평가하게 된다[1].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SVM[2]을 기반으로 

한 멘션 페어 모델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 상호참조해결 

시스템이다. SVM을 학습시키고 시스템을 평가하기 

해 상호참조해결 정보가 담긴 417개 문서로 된 말뭉치를 

구축했으며, MUC[3], B-cube[4], CEAFE[5]상에서 5 

Fold Cross Validation 통하여 성능을 측정한다.

2. 련연구

문 상호참조해결 에서는 Multi-pass Sieve 시스템

이 우수한 성능을 보 다[6]. 이 시스템은 10개의 시

(Sieve)라 칭한 결정모델단계를 두어, 각 시 는 문법을 

기반한 조건들이 만족되는 멘션들을 찾아 상호참조여부를 

결정한다. 문서는 10개의 시 를 Precision 성능이 우수

한 순으로 모두 거쳐 가면서 시스템 결과물의 Recall을 

올린다. CoNLL2011에서 Multi-pass Sieve시스템의 성

능은 MUC-F1 61.0%, B-cube-F1 70.8%, CEAFE-F1 

47.9%의 성능을 보 다.

복잡한 상호참조해결 문제를 분류문제로 바꾸어 기계

학습을 통해 수행하기 해 고안된 방법으로는 멘션 페

어, 엔티티 멘션(Entity Mention), 멘션 랭킹(Mention 

Ranking) 등이 있다. 멘션 페어는 문서 내에서 등장하

는 멘션을 두 개씩 으로 묶어 두 멘션의 참조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멘션 페어 방법을 기반으로 의존트

리와 약어정보, 워드넷(Wordnet)을 참조하여 얻은 의미

정보들을 바탕으로 제작한 자질(총 39개)들을 사용한 

문 상호참조해결 시스템에서 54.1% B-cube-F1 성능을 

보 다[7].

한국어에서 상호참조해결 문제를 직 으로 다룬 가

장 최근의 연구로는 규칙기반의 Multi-pass Sieve 시스

템을 한국어에 합하게 변형하여 용한 연구가 있다. 

의존구문 분석과 개체명 인식까지의 처리를 거친 문서

를 입력받아 처리하고, 자체 으로 멘션들의 약어정보를 

생성하고 추가하여 총 8개의 시 에서 이용한다. CoNLL 

2011에서 사용한 MUC, B-cube, CEAFE로 해당 시스템

의 성능을 평가했을 때 각각 58.97%, 59.50%, 63.47% 

의 F1 값을 나타냈다[8].

3. 한국어 멘션 페어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멘션 페어 모델 기반의 한국어 

상호참조해결 시스템은 크게 3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  사  처리를 거처 품사, 의존구문 트리, 개체명 정

보를 포함한 자연어 문서를 받아 멘션을 찾아내는 멘션 

탐색(Mention Detection) 과정을 거친다. 그 다음으로 

찾아낸 멘션들을 모두 두 개씩 묶어 멘션 페어 자질을 

추가해주는 자질 추출(Feature Extraction) 과정을 거치

고, 마지막으로 자질이 추가된 멘션 페어들의 참조여부

를 미리 학습된 SVM 분류기로 평가하여 참조라고 평

가된 멘션들을 모아 엔티티로 만든다.

3.1 멘션 탐색(Mention Detection)

멘션 탐색에서는 의존구문 트리와 개체명 정보를 받

아 멘션들을 찾아내어 멘션 리스트를 결과물로 반환한

다. 이 과정에서는 우선 의존구문 트리를 참조하여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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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어 Mention Pair 시스템에 사용한 자질

Table 1 Features for Korean Mention Pair System

그림 1 멘션 탐색의 

Fig. 1 Example of Mention Detection

과 같이 생성 가능한 모든 명사구를 추출한다. 추출된 

명사구  헤드(Head)가 같은 명사구가 있다면 명사구

가 시작되는 단어가 가장 앞선 명사구만을 멘션 리스트

에 추가한다. 입력으로 받은 의존구문 트리에 오류가 있

을 경우를 보완하기 해 개체명 정보를 조회하여 확인

된 개체명들  아직 멘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개

체명을 멘션 리스트에 추가한다.  추출된 멘션들  

한쪽 끝이 개체명이 포함된 어 에 걸쳐 있을 경우에 

멘션의 걸쳐진 끝 어 을 해당 개체명의 끝 어 로 변

경 하여, 개체명으로 확인된 명사구가 간에 탈락되지 

않게 한다.

3.2 자질 추출(Feature Extraction)

앞선 멘션 탐색 과정에서 추출된 멘션들을 각 멘션이 

자신을 제외한 모든 멘션들과 을 이루도록 두 개씩 

묶어 멘션 페어 리스트에 추가한다. 그 후 각 문서와 함

께 입력 받은 품사, 의존구문 트리, 개체명 정보와 세종

말뭉치의 명사 사 을 참조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

로 아래 표 1에 나타낸 26개의 자질들을 추출해 그림 2처

럼 각 멘션 페어에 추가한다.

3.3 페어 평가

사 에 학습한 SVM 분류기를 이용하여 자질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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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질 추출 결과

Fig. 2 Example of Feature Extraction

그림 3 한국어 Mention Pair 시스템의 결과물

Fig. 3 Result of Korean Mention Pair System

된 모든 멘션 페어들의 상호참조여부를 측한다.

멘션 페어에 한 SVM 분류기의 측결과는 단순히 

두 Mention 간의 상호참조여부만 반환되므로 문서에서 

구축된 모든 멘션 페어들의 상호참조 여부를 확인해, 상

호참조로 측된 멘션들을 하나의 엔티티로 묶어 다. 

이때 단 한번도 상호참조로 측되지 않은 멘션은 싱

턴 엔티티로 측된 것이므로 멘션들은 삭제한다. 시스

템의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4. 실 험

논문에서 제안한 한국어 멘션 페어 시스템을 평가하기 

해 연구원들이 직  제작한 214개의 문서로 구축된 말

뭉치를 이용하여 5 fold cross validation을 수행했다.

4.1 실험데이터

신문기사와 Wiki문서에서 얻은 자연어 문서를 ETRI

의 언어분석기로 처리하여 형태소 분석, 개체명 인식, 

의존구문분석까지의 자연언어 정보를 처리하고, 앞서 정

의한 로 멘션과 참조에 한 정보를 연구원들이 수작

업으로 추가해 말뭉치를 만들었다. CoNLL2011의 평가 

규칙을 따라 문서 내에서 단 한번도 상호참조되지 않은 

멘션은 엔티티로 추가하지 않았다. 이 게 구축된 말뭉

치는 14개의 신문기사와 키피디아를 참조하여 만든 

200개의 질의응답 문서로 구성했으며, 513개의 엔티티로 

구분된 1311개의 멘션을 포함하고 있다.

200개의 질의응답 문서에는 297개의 엔티티가 포함되

어 있고, 14개의 신문기사 문서는 66개의 엔티티, 180개

의 멘션을 포함하고 있다.

4.2 실험결과

표 2, 표 3, 표 4는 시스템의 멘션 탐색을 수행하지 않고,

표 2 정답 멘션 신문기사 말뭉치 평가 성능

Table 2 Gold Mention News-corpus Performance

Recall Precision F1

MUC 68.42% 65.54% 66.95%

B-cube 66.49% 65.49% 65.98%

CEAFE 69.18% 70.24% 69.70%

Average 68.03% 67.09% 67.54%

표 3 정답 멘션 질의응답 말뭉치 평가 성능

Table 3 Gold Mention QA-corpus Performance

Recall Precision F1

MUC 50.76% 63.84% 56.55%

B-cube 51.50% 65.34% 57.60%

CEAFE 57.63% 63.09% 60.23%

Average 53.30% 64.09% 58.13%

표 4 정답 멘션 체 말뭉치 평가 성능

Table 4 Gold Mention All-corpus performance

Recall Precision F1

MUC 56.68% 64.43% 60.31%

B-cube 56.52% 65.65% 60.75%

CEAFE 63.03% 63.24% 63.13%

Average 58.74% 64.44% 61.40%

문서의 정답 멘션 리스트와 자동 태깅된 품사, 의존구문 

트리, 개체명 정보를 입력으로 주고 실험한 결과이다.

표 5, 표 6, 표 7은 품사, 의존구문 트리, 개체명 정보

를 자동 태깅한 문서를 입력으로 받아 시스템의 멘션 

탐색을 이용하여 처리했을 때의 성능을 나타낸다.

정답 멘션을 사용했을 때 시스템의 멘션 탐색을 사용

했을 때보다 CEAFE-F1 값이 신문기사 말뭉치에서는 

3.79%, 질의응답 말뭉치에서는 0.90%, 체 말뭉치에서

는 1.38% 더 높았다. 반 으로 문서가 길어 참조가

표 5 신문기사 평가 성능

Table 5 News-corpus Performance

Recall Precision F1

MUC 64.58% 66.66% 65.60%

B-cube 63.19% 65.53% 64.34%

CEAFE 67.02% 64.82% 65.91%

Average 64.93% 65.67% 65.28%

표 6 질의응답 말뭉치 평가 성능

Table 6 QA-corpus Performance

Recall Precision F1

MUC 44.46% 64.30% 52.57%

B-cube 46.06% 66.56% 54.44%

CEAFE 53.69% 66.30% 59.33%

Average 48.07% 65.72% 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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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체 말뭉치 평가 성능

Table 7 All-corpus Performance

Recall Precision F1

MUC 47.29% 67.69% 55.68%

B-cube 48.65% 69.36% 57.19%

CEAFE 55.89% 68.97% 61.75%

Average 50.61% 68.67% 58.21%

자주 나타나는 신문기사 말뭉치로 시스템을 평가했을 때

의 성능이 높았다.

체 말뭉치로 시스템을 평가 했을 때 CEAFE-F1 

값이 61.75%가 나타났다. 이는 규칙기반의 한국어 상호

참조시스템[8]의 CEAFE-F1 값 63.47%에 크게 뒤처지

지 않는 성능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6개의 자질을 사용한 SVM기반의 멘

션 페어 상호참조해결 시스템을 평가했다. 문에서 수

행한 멘션 페어 시스템에 비해 자질 수가 부족하고, 성

능에 상당히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워드 넷

(Word-Net)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세 지표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문에 비해 한국어가 

명사의 사용이 고, 참조하는 명사구 헤드의 형태의 

변형이 기 때문일 것이다. 추후에는 한국어에 합한 

자질을 더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

고, 멘션 랭킹, 클러스터 랭킹 모델들도 한국어 상호참

조해결에 용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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