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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한국어 명사 상호참조해결

(Coreference Resolution for Korean Pronouns 

using Pointer Networks)

박 천 음
†
      이 창 기

††

                               (Cheoneum Park)         (Changki Lee)

요 약 포인터 네트워크(Pointer Networks)는 Recurrent Neural Network (RNN)를 기반으로 어텐

션 메커니즘(Attention mechanism)을 이용하여 입력 시 스에 응되는 치들의 리스트를 출력하는 딥 

러닝 모델이다. 명사 상호참조해결은 문서 내에 등장하는 명사와 이에 응되는 선행사를 찾아 하나의 

엔티티로 정의하는 자연어처리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명사와 선행사의 

참조 계를 밝히는 명사 상호참조해결 방법과 포인터 네트워크의 입력 연결순서(chaining order) 여섯 

가지를 제안한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  연결순서 coref2가 MUC F1 81.40%로 가장 좋

은 성능을 보 다. 이는 기존 한국어 명사 상호참조해결의 규칙 기반(50.40%)보다 31.00%p, 통계 기반

(62.12%) 보다 19.28%p 우수한 성능임을 나타낸다.

키워드: 포인터 네트워크, 명사 상호참조해결, 딥 러닝, 상호참조해결

Abstract Pointer Networks is a deep-learning model for the attention-mechanism outputting of 

a list of elements that corresponds to the input sequence and is based on a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The coreference resolution for pronouns is th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task that 

defines a single entity to find the antecedents that correspond to the pronouns in a document. In this 

paper, a pronoun coreference-resolution method that finds the relation between the antecedents and the 

pronouns using the Pointer Networks is proposed; furthermore, the input methods of the Pointer 

Networks-that is, the chaining order between the words in an entity-are proposed. From among the 

methods that are proposed in this paper, the chaining order Coref2  showed the best performance with 

an F1 of MUC 81.40 %. The method showed performances that are 31.00 % and 19.28 % better than 

the rule-based (50.40 %) and statistics-based (62.12 %) coreference resolution systems, respectively, 

for the Korean pronouns.

Keywords: pointer networks, coreference resolution for pronouns, deep learning, coreferenc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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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명사는 일반 으로 먼  언 한 내용이나 단어(즉, 

선행사)를 다시 표 할 때 사용되며, 한정 명사구(즉, 한

정사구)는 지시 형사와 일반 명사의 조합으로 선행사

를 다시 표 할 때 사용된다. 명사 상호참조해결( 는 

용어 해결)은 문서 내에서 등장한 명사나 한정사구

가 어떤 선행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밝히는 문제다. 담

화나 문서 내에서 명사나 한정사구를 사용하면 특정 

상에 한 정보를 일 성 있게 유지할 수 있으며, 

재 문맥에서 심이 되는 내용을 더욱 잘 달할 수 있

어 빈번히 사용된다. 이에 따라, 명사 상호참조해결은 

문맥을 이해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며, 질의 응답, 문

서 요약, 기계 번역 등에 응용될 수 있다.

상호참조해결 시스템은 크게 규칙 기반과 통계 기반

으로 나  수 있다. 이  규칙 기반 시스템은 선행사들

에 하여 문법 인 특성과 등장한 치, 개체명, 성별, 

인칭, 단복수 등의 의미에 하여 일 성 있는 규칙을 

정의해야 하므로 규칙을 정의한 사람에게 매우 의존

이고, 유지보수도 어렵다. 통계 기반은 기계학습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 으로 규칙 기반에 비해 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자질 디자인이 잘 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일반 인 기계학습은 사람이 직  자질을 

추출하고 최 의 자질 조합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최근 딥 러닝(Deep learning)의 등장으로 앞서 언

한 기계학습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

연어처리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1]. 본 논문에서

는 딥 러닝 모델  하나인 포인터 네트워크(Pointer 

Networks)[2]를 이용한 명사 상호참조해결을 제안한

다. 포인터 네트워크는 어텐션 메커니즘(Attention mecha-

nism)[3]을 이용하여 입력 시 스에 응되는 치를 

출력하는 Recurrent Neural Network (RNN)[4]의 확장

된 모델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명사 상호

참조해결에 한 련 연구를 설명하고, 3장에서 포인터

네트워크에 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

한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명사 상호참조해결에 

하여 설명하고, 5장에서 이에 한 실험  결과를 보

인다.

2. 련 연구

명사 상호참조해결의 규칙 기반 방법은 다단계시

(Multi-pass sieve) 모델[5,6] 등이 있으며, 통계 기반 

방법은 멘션 페어(Mention pair) 모델[7] 등이 있다. 스

탠포드(Stanford)의 다단계시  모델에서는 명사와 엔

티티의 속성, 개체명 정보 등을 이용하여 상호참조를 해

결한다. 멘션 페어 모델은 재 등장한 멘션과 임의의 

선행사를 하나의 으로 만들고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서로 참조 계인지 아닌지를 별하는 방법이다.

[8]에서는 규칙 기반과 통계 기반을 결합한 모델을 제

안하고 이를 용하여 한국어 상호참조해결을 수행하

다. 규칙 기반 방법으로 다단계시  모델을 한국어에 

합하게 수정하 고, 심화 이론(Centering theory)[9]

과 Resolution of Anaphora Procedure (RAP)[10] 알

고리즘을 명사 상호참조해결 시 에 용하 다. 통계 

기반 방법으로는 딥 러닝 기반의 멘션페어 모델을 용

하 다. [8]의 규칙 기반 모델은 모든 데이터에 하여 

일 성 있는 규칙을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엔티티

의 속성정보가 부족하거나 모호한 경우에도 어려움을 

보 다. [8]의 멘션페어 모델은 하나의 으로 입력된 

단어들( 재 명사, 선행사)과 그 주변 문맥만을 사용하

기 때문에 선행사와 명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 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사와 명

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문맥정보를 이용하도

록 RNN의 확장된 모델인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할 것

을 제안한다.

명사는 앞서 언 된 선행사를 다시 표 할 때, 문맥 

안에서 같은 명사의 반복을 피하고, 상에 한 정보를 

일 성 있게 유지하기 하여 다른 단어(즉, 별명, 한정

사구, 명사 등)로 표 한 것이다. 명사는 선행사들과 

서로 의미  참조 계에 있으며, 이들 사이의 의미는 처

음 표 한 단어부터 마지막 명사까지 순차 으로 

달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포인터 네트워크를 

수행할 때, 명사와 선행사들 간의 연결을 고려한 여섯 

가지의 연결순서(chaining order) 방법을 제안한다.

3. 포인터 네트워크

포인터 네트워크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RNN

의 확장 모델이다. 일반 인 RNN은 입력과 출력이 1:1

로 응되는 순차 데이터(sequence data)를 모델링 할 

수 있으나, 입출력이 N:M인 문제에 바로 용하기 어

렵다. RNN encoder-decoder[11] 모델은 두 개의 RNN 

구조(encoder, decoder)로 구성되며, 인코더(encoder 

RNN)에서 주어진 입력 열을 인코딩(encoding)한 후, 

이를 이용하여 디코더(decoder RNN)에서 결과 열을 생

성하기 때문에 입출력이 N:M인 문제를 모델링 할 수 

있다. 그러나 RNN encoder-decoder 모델은 고정된 출

력 사  길이(output vocabulary size)를 갖기 때문에 

각 출력에 한 타겟 클래스의 개수가 가변 인 문제

( 를 들어, 입력 열 길이에 따라 변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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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터 네트워크는 출력 클래스의 개수가 가변 인 

(즉, 입력 열 길이에 따라 변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

는 모델이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인코더의 hidden state

를 이용하여 생성된 인코딩과 재까지 생성한 디코더

의 hidden state를 입력으로 하여 입력  어느 치를 

주의해서 야 할지(attention weight)를 결정한다. 포

인터 네트워크는 그림 1과 같이 attention weight(즉, 

입력열의 치 별 확률)를 디코더의 출력으로 가지며, 

재 디코더 단 (decoder unit)의 출력이 다음 디코더 

단 의 입력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인코더를 해 bidirectional Gated 

Recurrent Unit(bi-GRU)[3,12]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여기서   와 는 입력 열에 한 Forward, Back-

ward Network이며,  는 단어표 (word embedding)

을 용하는 함수이다.   는   와 를 합

(concatenate)한 것으로 입력 순서 정보와 역순의 정보

를 모두 본다. 입력 열 치에 따른 조건부확률을 학습

하는 디코더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ht는 디코더의 hidden state이며, 인코더와 디코더의 이

 시간 hidden state를 입력으로 받는다. at는 scoreconcat

함수의 결과 벡터에 softmax를 이용하여 정규화한 값(즉, 

attention weight)이며, 입력 열의 치를 가리킨다. 

scoreconcat 함수는 ht와   를 합(concatenate)하여 align-

ment score를 계산한다. 본 논문에서는 beam search를 이

용하여 최 의 출력 열을 선택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포인터 네트워크에 

한 학습 알고리즘이다.

학습을 수행할 때, 먼  인코더에서 bidirectional GRU

를 이용하여 입력열을 인코딩 한다. 1)에서 bidirec-

tional GRU의 forward recurrent에 한 인코딩을 만

들고, 2)에서 backward recurrent에 한 인코딩을 만

들어 3)에서 둘을 연결(concatenate)한다. 그 다음 디코

그림 1 포인터 네트워크 학습 알고리즘

Fig. 1 Pointer Networks-model training algorithm

더를 수행하여 정답을 측하는데, 먼  4)에서 GRU를 

이용하여 target class에 한 출력을 측한다. 마지막

으로, loss 값을 계산하고 5)에서 loss에 한 error를 

역 (backpropagation)하여 라미터(즉, weight matrix)

를 갱신하며 포인터 네트워크의 학습을 수행한다.

포인터 네트워크의 학습은 정의한 에포크(epoch)와 

배치(batch) 크기만큼 수행한다. 에포크는 최  200만큼 

정의하고, 5 에포크 동안 평가 성능이 오르지 않으면 학

습율(learning rate)을 반씩 여나간 후, 학습율이 특정 

값으로 수렴한 경우 학습이 종료되도록 했다. 배치 크기

는 1문장으로 하 다.

4.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명사 상호참조해결

명사 상호참조해결은 명사나 한정사구와 의미가 

같은 선행사들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포인터 네트워크는 

입력 열에 응되는 치를 출력 열로 생성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명사 상호참조해결에 포인터 네

트워크를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포인터 네트워크에 

한 모델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인코더의 입력은 A, B, C, D로, 입력 문

장의 각 형태소이고, <EOS>는 문장의 끝을 알리는 종

료 기호이다. 디코더에는 처음 시작하는 단어 A가 주어

지고 그 다음 출력에 하여 측을 수행한다. 즉, 

Projection layer와 Hidden layer를 통하여 인코더에 입

력된 문장에 한 인코딩을 생성하고, 이것과 함께 이  

출력 단어를 이용하여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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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포인터 네트워크 모델 구조

Fig. 2 Pointer Networks-model structure

출력 단어의 합한 출력 단어의 치를 측한다. 포인

터 네트워크의 입력은 임의의 문장과 그에 포함된 각 

엔티티들의 시작 명사 혹은 한정사구가 되며, 문장의 

모든 형태소들이 인코더에 입력되고 명사 는 한정

사구는 디코더의 시작으로 입력된다. 입력된 형태소

(One-hot representation)는 Projection layer에서 단어 

표 (Word embedding)[13]과 곱하여 차원축소를 수행

하여 집 벡터(dense vector) 표 으로 만든다.

명사 상호참조해결을 수행하기 해 포인터 네트워

크를 이용할 경우, 입력은 형태소 정보를 기반으로 하

고, 출력은 명사와 연결되는 형태소의 치이다. 명

사를 입력의 시작으로 정의하고, 뒤에 따르는 인덱스들

을 선행사의 치로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입력

과 출력에 한 는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포인터 네트워크 학습을 하여 사용한 

데이터의 입력(Input example)은 문장의 형태소들이고, 

출력(Output example)은 참조 해결되는 형태소가 입력

열에서 등장하는 치(인덱스) 리스트이다. 를 들어, 

입력된 문장이 표 1의 “문장(Sentence)”1)과 같은 경우, 

입력은 한국어 단어표 을 용하기 하여 “형태소 정

보와 순서 인덱스를 포함한 문장(Sentence with POS-tag 

and order index)”과 같이 형태소 별로 나 어 구성된

다(여기서 각 형태소를 표 할 때 “단어의 기본형/형태

소_태그:단어의 순서”와 같이 를 보인다). 실제 데이

터는 입력문장의 형태소 정보들을 “단어표 의 인덱스

(Lookup index of word embedding)”와 같이 단어사

을 이용하여 단어표 의 인덱스로 맵핑 되어 구성된다.

출력 결과 제는 타겟 텍스트(Target text)와 타겟 

클래스(Target class)로 나타낸다. 먼  타겟 텍스트는 

명사 상호참조해결이 수행된 엔티티에 하여 나타낸

1) 문장 에서 호에 포함된 단어(즉, 멘션)들은 서로 명

사 상호참조 계에 있는 엔티티를 뜻하며, 멘션 안에  

그어진 단어가 포인터 네트워크의 출력 결과로 가리켜질 멘

션의 심어(즉, 기 이 되는 명사로 규칙기반 상호참조해결

에서의 심어와 다르다)가 된다.

표 1 포인터 네트워크의 입력과 출력

Table 1 Input and output of Pointer Networks

Input example

Sentence

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

에 빠지는 [이중침체현상을] [‘더블딥현상’이라

고] 한다. [이 현상을] 상징하는 [알파벳은] [무엇

일까?]

Sentence with 
POS-tag and 
order index

경기/NNG:0 침체/NNG:1 후/NNG:2 잠시

/MAG:3 회복/NNG:4 기/XSN:5 를/JKO:6 보이

/VV:7 다가/EC:8 다시/MAG:9 침체/NNG:10 에
/JKB:11 빠지/VV:12 는/ETM:13 이중/NNG:14 
침체/NNG:15 현상/NNG:16 을/JKO:17 '/SS:18 
더블/NNG:19 딥/NNG:20 현상/NNG:21 '/:22 이
라고/JKQ:23 하/VV:24 ㄴ다/EF:25 ./SF:26 이

/MM:27 현상/NNG:28 을/JKO:29 상징/NNG:30 
하/XSV:31 는/ETM:32 알파벳/NNG:33 은

/JX:34 무엇/NP:35 이/VCP:36 ㄹ까/EF:37 
?/SF:38 </S>:39

Lookup index of 
word embedding 

1427, 1726, 56545, 3075, 883, 6683, 11, 99, 628, 
334, 1726, 9, 850, 18, 4184, 1726, 1464, 5, 23, 
5650, 54603, 1464, 23, 147, 48, 51, 2, 87, 1464, 5, 
2837, 3, 18, 24011, 17, 1004, 14, 1842, 144, 1

Output example

Target text
(coreference entity 

for pronouns)

무엇  (이중 침체) 현상  (더블 딥) 현상 

 (이) 현상  알파벳  </s>

Target class 35  16  21  28  33  39

결과이며, 실제 데이터는 타겟 클래스와 같이 해당 형태

소가 문장 내에서 등장한 순서 인덱스로 구성된다. 여기

서 [무엇35]은 학습( 는 측)할 때 입력열과 함께 주어

지는 포인터 네트워크 출력열의 시작이 된다(즉, 디코더

의 시작 입력). 포인터 네트워크는 디코더 시작 입력인 

[무엇35] 다음에 따르는 출력 결과들을 측하면서 학습

을 수행한다.

포인터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디코더의 입력은 임의

의 엔티티에 포함된 멘션들인데, 이들을 표 2와 같이 여

섯 가지 종류로 나 어 순서를 정렬(체이닝 입력)하고 

학습에 사용한다.

5. 실험

본 논문에서는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명사 상

호참조해결의 실험 데이터로 ETRI 퀴즈 도메인 상호참

조해결 데이터 셋을 이용하 다. 이 데이터 셋은 퀴즈 

도메인(장학퀴즈와 wiseQA)의 2,224개 질문문서로 구

성되어 있으며, 학습 데이터를 1,411 문서, 개발(develop-

ment) 데이터를 405 문서, 평가 데이터를 408 문서로 

구성하 다. 포인터 네트워크에 한 평가 지표는 M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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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결 순서  어텐션 이어의 각 활성함수에 따른 명사 상호참조해결 성능 비교 (개발 데이터)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 of the pronoun coreference resolution for both the chaining order and the activation 

function of the attention layer (development data)

Chaining order
ReLU Sigm Tanh

Precision Recall F1 Precision Recall F1 Precision Recall F1

Coref0 86.10 77.66 81.66 85.56 76.04 80.52 87.83 78.24 82.76

Coref1 90.08 76.04 82.47 86.73 78.94 82.65 86.57 79.05 82.64

Coref2 88.11 81.83 84.85 87.57 77.08 81.99 85.16 78.70 81.80

Coref3 87.87 79.05 83.23 86.85 79.98 83.27 89.25 74.42 81.16

Coref4 86.89 78.94 82.72 88.32 77.89 82.78 89.11 77.55 82.93

Coref5 89.63 75.93 82.21 87.52 75.58 81.11 88.28 76.85 82.17

표 2 엔티티에 포함된 단어들 간의 연결 순서

Table 2 Chaining order between words in an entity

Chaining 

order
Chain explanation

Coref0
엔티티의 처음 위치의 대명사가 시작 입력이 되며, 그 다

음으로 등장하는 멘션 순서로 정렬한다.
{이곳45 이곳56 어디61 (순국한) 곳33}

Coref1

엔티티의 마지막 위치의 대명사가 시작 입력이 되며, 첫 

번째 멘션부터 순서대로 정렬한다. 후방 조응사(즉, 대명

사가 선행사보다 먼저 등장한 경우)가 존재하면, 후방 조

응사를 시작 입력으로 한다.
{어디61 (순국한) 곳33 이곳45 이곳56}

후방 조응사: {이것0 원자19번38 이것39 무엇44}

Coref2
순서는 Coref1과 같으며, 후방 조응사를 고려하지 않는

다.

Coref3

엔티티의 마지막 위치의 대명사가 시작 입력이 되며, 포
함된 멘션들을 역순으로 정렬한다. 후방 조응사를 고려

하지 않는다.
{어디61 이곳56 이곳45 (순국한) 곳33}

Coref4

순서는 Coref3과 같으며, 후방 조응사가 존재하면, 후방 

조응사를 시작 입력으로 하고, 순서는 Coref1을 따른다..
{어디61 이곳56 이곳45 (순국한) 곳33}

후방 조응사: {이것0 원자19번38 이것39 무엇44}

Coref5

순서는 Coref3과 같으며, 후방 조응사가 존재하면, 후방 

조응사를 시작 입력으로 하고, 따르는 멘션들은 Coref3
과 같이 역순으로 정렬한다.

{어디61 이곳56 이곳45 (순국한) 곳33}
후방 조응사: {이것0 무엇44 이것39 원자19번38}

F1 값을 이용하 다[14].

입력에 한 단어표 은 130,000개의 형태소로 구성

된 것[13]을 사용하 으며, 표 5에서 단어표 의 차원에 

따른 실험 결과를 보인다. 인코더와 디코더의 활성함수

는 tanh를 사용하 고, attention layer의 활성함수는 표 3

에서 ReLU, sigm, tanh 등을 비교하여 최  함수를 구

하 다. Drop-out은 0.5의 확률 값으로 용하 으며, 

학습율은 0.1을 시작으로 평가 성능이 오르지 않으면 5 

에포크마다 50%씩 감소하도록 정의하 다. Beam search

표 4 Coref2에 한 포인터 네트워크 라미터 최 화

Table 4 Parameter optimization of Pointer Networks for 

Coref2

Attention 

scoring 

method

Dimension

of 

[  , ]

Dev Test

F1 Precision Recall F1

concat

[100, 50] 82.84 - - -

[200, 100] 82.99 - - -

[400, 200] 84.85 84.84 78.23 81.40

[800, 400] 83.59 - - -

[1600, 800] 81.90 - - -

[3200, 1600] 82.37 - - -

에서의 beam 크기는 5로 정의하 고, 히든 이어 유닛 

수는 개발셋(development set)을 이용하여 결정하 다

(표 4 참고). 각 실험은 개발셋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평

가셋(test)으로 성능을 측정하는 cross-validation을 수

행하 다.

표 3은 히든 이어 유닛 수를 [400, 200] (즉, [  , ])

으로 정의하고, 연결 순서와 attention layer의 각 활성

함수(ReLU, sigm, tanh 등)에 따른 명사 상호참조해

결 실험을 개발셋에서 수행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 연

결 순서 coref2가 어텐션 이어의 활성함수 ReLU에서 

F1 84.85%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 으며, coref3이 sigm

에서 F1 83.27%로 다음으로 좋은 성능을 보 다.

표 4는 표 3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coref2 

(ReLU)에 한 라미터 최 화를 수행한 것이다. 개발 

데이터에 하여 히든 이어 유닛 수가 [400, 200]일 

경우, F1 84.85%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 고, 이때 평

가 데이터에서는 F1 81.40%의 성능을 보 다.

표 5는 단어표 의 각 단어의 차원 수(즉, 히든 유닛 

수)에 따른 명사 상호참조해결 성능 결과이다. 실험은 

50, 100, 200 차원 등으로 수행하 으며, 이 에서 개

발 데이터의 경우, 50 차원일 때 F1 84.85%로 가장 좋

은 성능을 보 다.

표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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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포인터 네트워크의 단어표  크기에 따른 명사 

상호참조해결 성능 비교

Table 5 Performance comparison of coreference resolution 

for the pronouns following size of word embedding 

of pointer networks

Word embedding size
Dev Test

F1 Precision Recall F1

50 84.85 84.84 78.23 81.40

100 82.93 - - -

200 82.19 - - -

표 6 포인터 네트워크 모델과 규칙 기반, 통계 기반 모델의 

성능 비교

Table 6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Pointer Net-

works and rule, statistics based model

Model F1 (dev) F1 (test)

Pointer Networks 84.85 81.40

Multi-pass sieve [6] 52.09 50.40

Guided mention pair [8] 65.19 62.12

명사 상호참조해결과 규칙 기반인 다단계시 [6], 통계 

기반인 가이드 멘션페어 모델[8]을 이용한 명사 상호

참조해결에 한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방법의 성능이 기존 규칙 기반의 방법보다 약 

31.00%p, 통계 기반 방법보다 약 19.28%p 더 우수한 성

능을 보 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명사 

상호참조해결을 수행하 고, 포인터 네트워크의 연결 순

서에 하여 여섯 가지 종류로 정의하 다. 한 하이퍼 

라미터(hyper parameter) 튜닝을 통하여 최 의 성능

을 구하 고, 단어표 의 차원 수에 따른 성능을 보 으

며, 기존의 규칙 기반  통계 기반 방법과 비교하 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82.44%로 기존 규

칙 기반 방법보다 약 31.00%p, 통계 기반 방법보다 약 

19.28%p 더 우수한 성능을 보 다. 향후 연구로는 명

사 상호참조해결을 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구축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재 상 으로 짧은 문서인 

질문 문서에만 용하고 있는 포인터 네트워크를 일반

인 문서에도 용하고, 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을 개선

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정이다. 한 포인터 네트워크에 

Gated Recurrent Unit 신 Long short-term memory 

[15]를 용해볼 것이며, 다양한 자연어처리 문제(즉, 멘

션탐지, 개체명인식, 구문분석, SRL 등)에도 용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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