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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Stanford의 다 단계 시브(Multi-pass Sieve) 상호참조해결을 기반으로, 한국어에 적용한 한국어 
상호참조해결(선행 연구)을 이용하여 한정 명사구에 대한 처리와 확장된 대명사 상호참조해결 방법을 제안
한다. 지시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한정 명사구는 일반 멘션(mention)의 특징과 대명사 속성
을 한 번에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정 명사구는 모든 시브(sieve)에서 상호참조를 진행할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이런 특징으로 한정 명사구를 어떤 관점(멘션 또는 대명사)에서 상호참조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보인다. 또한 이런 한정 명사구의 대명사 속성을 이용하기 위해 문법적•의미적 규칙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
다. 그 결과, 본 논문의 선행 연구인 한국어 상호참조해결에 비하여 CoNLL 값이 약 0.8%만큼 향상되어 
61.45%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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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질의 응답(Question and Answering)에서 보통 질문의 물음은 

“이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의 이름은?”, “이 동물이 상징하

는 것은 무엇인가?”등과 같이 대명사(pronouns)나 한정 명사

구(definite NPs라 하며, 즉 지시관형사가 붙은 명사구)가 포함

된 문장이 된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문서 검색에서, 이런 

대명사나 한정 명사구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 되어야 

정확한 검색을 할 수 있다. 즉, 마지막 물음에 나타나는 대명

사 또는 한정 명사구가 전체 지문의 핵심 키워드가 되기 때문

에, 올바른 답변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처럼 대명사 

및 한정 명사구가 어떤 선행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

호참조해결(coreference resolution)로 해결한다. 만약 이런 대

명사분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문장 전체를 분석하여 핵심 키

워드(즉, 중심어)를 추출하고, 이를 정리하여 질문의 요지를 추

론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명사 및 한정 명사

구의 해결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게다가 이러한 대명사 

해결의 중요성 때문에 CoNLL-2011에서 이미 영어에 대한 상

호참조해결을 주제로 다뤘었다.

한국어에서 대명사는 앞서 등장한 명사에 대하여 다시 언급

할 때 그 대상을 대신할 단어를 말한다. 그리고 지시관형사

(demonstrative pronoun)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여 가리키는 

관형사를 말하며, 이 관형사는 선행하는 대상의 단어보다 좀 

더 상위 개념의 단어(예를 들어, “귀가 큰 당나귀 …”, “이 동

물은 …”과 같이 여기서 두 번째 문장에 나타난 범주어 [동물]

은 첫 번째 문장의 [당나귀]보다 상위어다) 또는 같은 단어와 

함께 사용된다. 이러한 언어적 특성에 대하여 사람은 직관에 

의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기계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기

계가 이러한 언어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두 가지 패러다임

(paradigm)이 적용 되는데, 먼저 대용어해결(anaphora 

resolution)과 다른 하나는 상호참조해결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대명사와 한정 명사구에 대하여 좀 

더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호참조해결을 적용하였다. 이

와 같이 상호참조해결을 이용한 대명사 및 한정 명사구 해결은 

정보 검색, 정보 추출, 문서 요약, 이벤트 추출 및 탐지, 영형

(zero pronouns) 복원 그리고 질의응답 등에 응용될 수 있다.

2. 관련 연구

기존의 대명사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주로 대용어처리가 사

용되어 왔다. 이중 크게 세 가지 모델을 이용해 왔는데, 바로 

중심화 이론(centering theory)[4]과 Hobbs 알고리즘(Hobbs 

algorithm)[5], RAP(Resolution of Anaphora Procedure) 알고

리즘[6]이다.

특히 두 모델(중심화 이론, Hobbs 알고리즘)은 각각에 대하

여 문장이 길어지거나 문법구조가 복잡해지는 경우, 대명사 해

결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영어권에서 제안 된 것이라 한국어에 

맞춰 재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Hobbs는 문법 트리에 기

반하고 있다. 그러나 RAP 알고리즘은 문법의 복잡함에 있어 

독립적이며,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의존 구문 문법에 적용하기

에 어렵지 않다. 더하여 RAP 알고리즘의 특성은 중심화 이론

에서 중요시 여기는 몇 가지 요소(즉, grammatical role, rec-

ency, repeated mention, current discourse topic, parallelis

m)[3]들을 내포하며, 문법 체계에서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표

현하여 사용하였다(즉, 문법 구조 상 각 특징들을 점수화 하였

다).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설명은 4장을 참조한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모델들의 공통점은 바로 주어의 중심

어(head)가 문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대용어 해

결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호참조해결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진행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여, Stanford의 [1]

에서는 위와 같은 개념과 entity centric 모델, 대명사 해결에 

대하여 대명사의 속성과 개체명을 이용한 해결 방법을 영어에 

적용하여 상호참조를 해결하였고 Closed Track으로 CoNLL-F

1 값 57.8%의 성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선행 연구

인 [2]에서, Stanford의 [1] 중 한국어에 적합한 방법들만 추

려내어 적용하여 CoNLL-F1 60.65%을 측정하였으며, 이와 같

은 방법이 한국어에도 적합하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2]에

서는 지식기반 사전을 참조하지 않아 상호참조해결에 대한 약

간의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중심어에 

대한 개념과 [2]의 방법을 개선하는 것과 세종태그셋에서 추출

한 지식기반 데이터를 이용하여, 문장 간(inter-sentential) 또

는 문장 내에서 등장하는 선행사 후보들과 이에 참조되는 대명

사에 대한 해결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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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Model Name

Pass 1 Mention Detection

Pass 2

Sieve 1 Exact String Match

Sieve 2 Precise Constructs

Sieve 3-5 Strict Head Match A-C

Sieve 6 Proper Head Noun Match

Sieve 7 Relaxed Head Match

Sieve 8 Pronoun Resolution

Pass 3 Post Processing

Factor type Initial 
weight

(1) Sentence recency 100

(2) Subject emphasis 80

(3) Existential emphasis 70

(4) Accusative emphasis 50

(5) Indirect object and oblique emphasis 40

(6) Head noun emphasis 80

(7) Non-adverbial emphasis 50

그 외로 CogNIAC의 경험규칙을 이용하여 한국어 3인칭 대

명사를 해결한 [8]이 있다. [8]은 전체 평균 재현율(recall) 

79.0%, 정확률(precision) 86.8%를 보인다. 그러나 본 논문과 

달리 [8]은 한국어 3인칭 대명사에 대한 상호참조해결로 한정

된 해결 방법이다. 이와 달리, 본 논문은 세종태그셋에서 추출

한 한국어의 모든 대명사와 한정 명사구에 대한 해결을 제안한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3장에서 기존에 다뤘던 한

국어 상호참조해결에 대하여 설명하고 4장에서 RAP 알고리즘

의 처리 방법 및 과정을 보인다. 이어서 5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대명사 및 한정 명사구의 상호참조해결 방법에 대

해서 다루며, 6장에서 각 실험에 대한 방법과 결과를 보인다. 

그리고 7장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3.  한국어 상호참조해결

자연스러운 문맥을 위해 사람들은 먼저 말했던 단어를 다시 말

할 때, 대명사를 이용하여 같은 말의 반복을 피한다.

보통 대명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패러다임이 적용

된다. 대용어해결과 상호참조해결이 그것인데, 이 둘은 개념적

으로 거의 유사하여 모호하지만, 그 방법에 차이가 있다. 즉, 

목적은 둘 다 대명사에 대응되는 선행사들을 찾는 것이다. 하

지만 대용어해결은 선행사와 대용어와의 관계에 있어 전이적인 

특성만 갖는다. 반면에 상호참조해결은 전이적, 대칭적, 재귀적 

등과 같이 3가지의 특성을 갖고 참조해결을 진행한다(즉, a -> 

b, b -> c 이면 b <- c, a <- b 이며, c <-> a 와 같

다)[3]. 즉, 대용어해결은 단어 간의 첨자(index)가 각각에 대

하여 연쇄적으로 해결되고 상호참조해결은 첨자가 개체 별로 

중복 집합관계에 따른다.

대용어 해결과 상호참조 해결은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며, 

본 논문에서는 상호참조 해결을 기반으로 대명사 및 한정 명사

구 해결을 진행한다. 한국어에 대한 상호참조 해결[2]은 본 논

문의 선행연구로서, Stanford의 [1]을 기반으로 한국어에 적용 

가능한 방법들과 본 논문에서 다루는 뉴스 도메인과 질의 응답 

도메인에 적합한 방법들만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크

게 3단계로 멘션 탐지(Mention Detection)와 다 단계 시브, 후

처리(Post Processing)로 구성되며 해결 과정은 [표 1]과 같

다.

표 1. 상호참조해결 순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인 [2]를 기반으로 대명사와 한정 명사

구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추고 한국어에 대한 상호참조해결 

성능을 더욱 개선시켰다.

4.  RAP 알고리즘

RAP 알고리즘은 문장 내 또는 문장 간의 3인칭 대명사와 어휘 

대용어(lexical anaphors)에 대한 선행사를 찾아 해결한다[6]. 

이 알고리즘은 앞서 언급한 요소들에 대한 개념을 포함시켜 정

의하고 조건들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런 요소적 특징들을 점수

화 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선행사(또는 멘션)와 대명사 

해결을 진행하며, 문법적 특징에 따른 점수 가중치는 [표 2]와 

같다.

표 2. 요소의 특징에 따른 가중치

RAP 알고리즘은 입력된 모든 문장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

한다. 알고리즘의 첫 번째 단계는 현재 등장한 문장에 존재하

는 요소들에 대하여 가중치를 반으로 나눈다. 이것은 등장하는 

대명사로부터 앞서 등장한 문장들과의 거리 차이를 정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현재 문장에 등장하는 멘션들에 대하여  [표 

2]를 이용하여 문법적 요소가 맞는 기준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표 2]의 각 요소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3], 이

런 방법을 본 논문의 대명사 상호참조해결에 적용해 보고 본 

논문의 제안 방법과 비교해보았다.

(1)은 현재 등장한 문장에 대한 가중치로 현재 문장 내의 모

든 멘션들에 가중치 100을 더한다. (2)는 현재 진행 중인 문장

에서 주어인 멘션에 가중치를 더한다. (3)은 영어의 “There b

e…”와 같은 유도부사에 대한 특징이다. 영어에서는 해당 부분

이 멘션으로 등장하면 가중치를 더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이와 

같은 문법 구조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4)는 직접 

목적어가 등장하면 가중치를 더하며, (5)는 간접 목적어가 등

장할 경우 가중치를 더한다. 그러나 역시 한국어에는 직접 목

적어와 간접 목적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5)에 대

한 가중치는 생략한다. (6)은 해당 멘션의 중심어가 존재할 경

우, 즉 하나의 명사구에서 중심어가 되는 명사를 수식하는 명

사들이 아니라, 그 명사구의 중심어에 대한 멘션인 경우 가중

치를 부여한다(예를 들어, “르노 삼성 자동차”인 명사구에서 

중심어인 “자동차”를 포함한 멘션 [르노 삼성 자동차]에만 가

중치를 부여하고 이 중심어를 수식하는 [르노]와 [삼성] 멘션

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7)은 부사격에 대한 가중치 부여이다.

5.  대명사 상호참조해결

본 논문의 대명사 상호참조해결은 Stanford의 [1]을 기반으로 

한국어에 적용한 [2]로부터 확장시켰다.

5.1 한국어 대명사 및 한정 명사구

대명사는 앞서 언급된 명사에 대해 다시 언급할 때 사용된다. 

한국어에서의 대명사는 영어와 달리 보다 더 세분화 되고 의미

가 다양하다(예를 들어, 인칭/비인칭 대명사 모두 지시하는 대

상 간의 거리에 따른 속성과 존칭에 관한 속성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종 코퍼스에서 추출한 총 188개의 대명사를 대

명사 사전으로 사용하였다. 

한정 명사구는 지시 관형사와 명사(한정 명사구에서 중심어)

가 함께 사용되는 문법 구조이다. 특히 한정 명사구의 중심어

는 지시 관형사가 선행사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지시하는 대상

보다 상위어가 사용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한정 명사

구를 해결할 때, 대명사 해결보다 자질을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즉, 지시 관형사 중 대부분은 대명사와 같은 단어들

이 사용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단어들에 대해 대명사 속성을 부

여하고, 한정 명사구에 포함된 중심어를 이용하여 개체명 정보

를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그 외에도 세종 코퍼스로부터 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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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Mean

Kappa coefficient 54.16% 55.65% 73.63% 61.12%

Sieve Recall Precision CoNLL-F1

Previous paper 64.2% 57.57% 60.65%

Multi-pass Sieve 60.74% 61.22% 60.96%

Pronouns match Sieve 59.39% 61.32% 60.33%

러스 정보를 추출하여 의미 사전(즉, semClass)을 만들고, 이

것을 한정 명사구의 중심어에 적용하여 중심어 의미 매치

(head semantic match)를 수행하여 대명사 및 한정 명사구의 

해결을 제안한다.

5.2 대명사 상호참조해결 방법 확장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대명사 상호참조해결 알고리즘은, 문장 

규칙과 중심화 이론의 전이적 특성을 적용시켜, 그 특징들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인 [2]을 대명사 속성 및 한정 명

사구의 특징에 따른 방법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이에 대한 방

법은 다음과 같다.

 대명사 문자열 매치(pronoun string match)

 선행사와 한정 명사구의 중심어간의 문자열 매치(head 

string match)

 선행사와 한정 명사구의 중심어간의 의미 매치(head 

semantic match)

 재귀 대명사는 현재 문장의 주어와 상호참조한다.

위의 규칙들 중에서 첫 번째 규칙은 선행 멘션 중 현재 대명

사와 문자열이 같은 대명사 멘션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 이

유는 보통 한 번 대명사로 언급한 것은 또다시 같은 대명사로 

언급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규칙은 선행사가 수식어

들로 인하여 의미가 명확해진 범주어에 대한 해결 방법이다(예

를 들어, “한국 축구 국가대표의 상징인 호랑이는 …”. “그 호

랑이는 …”일 경우 [그 호랑이]에서의 중심어와 선행사와의 중

심어는 서로 같다).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은 선행사의 중심어와 

한정 명사구의 중심어 사이에서 서로의 개체명을 이용하여 유

사한 의미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 의미사전을 이용하여 서로 

계층관계인지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재귀 대명사는 해당 문장

의 주어를 참조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대명사가 선행사

를 참조하지 않는 경우(즉, 후방 조응사)에 대비하여 대명사 상

호참조해결 알고리즘에 임계치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 임계

치를 넘는 대명사만이 상호참조가 가능하다.

6.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은 [2]에서 사용하였던 평가 데이터(news 20문서 + 

wiseqa 205문서, 총 225문서)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평가 

데이터는 ETRI의 언어분석기를 이용하였다. 2명의 연구원이 추

가로 상호참조해결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총 3명의 연구원 

간의 데이터 일치도를 구하였다. 일치도를 구하는데 사용된 지

표는 Cohen의 카파 계수(Cohen`s kappa coefficient)[9]를 사

용하였다.

카파 계수는 2명의 평가자 간의 의견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에 대한 평가이다. 따라서 일치도는 2명의 데이터 결과를 서로 

겹쳐가며 총 3번(즉, 연구원: 1, 2, 3 중, 실험 A: 1-2, B: 2-

3, C: 3-1) 측정하였다. 이에 따른 계수 값은, 두 명의 연구원 

간에 서로 동일한 문서 중에서 하나의 엔티티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를 통해 구한다. 여기서 멘션의 비교 기준은 중심어로 하

여 문장의 인덱스와 멘션의 중심어 인덱스가 서로 같으면 의견

이 일치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계산한 문서 당 계수를 다 

더하고 평균을 내어 카파 계수를 측정한다.

표 3. 상호참조해결 카파 계수 일치도

[표 3]에 따라 본 논문의 카파 계수는 61.12%로 측정되었으

며, 카파 계수 지표 ‘0~20%(근소한 일치)’, ‘21~40%(적당한 

일치)’, ‘41~60%(평균 일치)’, ‘61~80%(상당한 일치)’, 

‘81~100%(완벽히 일치)’중 61~80%에 속해 상당한 수준의 일

치도를 보였다.

6.1 평가 방법

본 논문에서 적용한 평가 방법은 [2]에서 사용하였던 MUC과 

  , CEAF-e, CoNLL 등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CoNLL은 앞

의 세 지표의 F1 값에 대하여 평균(mean)을 낸 것이다.

6.2 실험 결과

본 논문은 선행 연구인 [2]을 기반으로 대명사 해결을 한국어

에 적합하도록 확장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인지 다음 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보인

다. 우선 [표 4]는 한정 명사구를 어떤 관점(즉, 멘션 또는 대

명사)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한다. 즉, 한정 명사구에 

대하여, 이것을 멘션으로 보아 모든 시브를 이용하여 상호참조

를 해결하는 것인 가, 아니면 이것을 대명사로 보아 대명사 상

호참조해결 시브에서만 처리하는 가에 대하여 보인다. [표 4]

의 재현율(recall)과 정확률(precision) 또한 F1과 마찬가지로 

성능지표 세 가지(즉, MUC,   , Ceaf-e)를 평균한 것이다.

표 4. 한정 명사구의 처리 방법에 따른 성능

[표 4]는 [2]를 기반으로 하여 한정 명사구의 추출과 해결

을 추가하여 실험한 것이다. 여기서 Multi-pass Sieve는 한정 

명사구에 대하여 일반 멘션과 대명사 속성을 포함하고, 모든 

시브를 이용하여 처리한 경우이다. 반면에, 대명사 시브(Pron-

ouns match Sieve)는 한정 명사구를 오직 대명사로 보고 대명

사 상호참조해결에서만 처리한 경우이다. 결과적으로, 한정 명

사구는 멘션과 대명사 속성을 갖게 하고, 모든 시브를 이용하

여 해결하는 방법이 더 우수한 성능을 기록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앞으로의 실험은 모두 한정 명사구를 모든 시브에 

대하여 처리하였을 경우에 기반 하여 진행한다.

그 다음으로, [그림 1]은 최적의 가중치 파라미터(50 / 20 / 

40 / 20: 61.45%)를 이용하여, 한정 명사구를 해결한 것과 그

렇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고 한정 명사구에 대한 사

용을 증명한다.

[그림 1]의 그래프는 먼저 선행 연구의 성능을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는 한정 명사구에 대한 처리가 없었다. 즉, 기본적으

로 한정 명사구가 일반 멘션으로 탐지되고 그 안의 지시관형사

가 대명사로 추출되었다. 이런 경우, 한정 명사구와 지시관형

사는 어떤 규칙에 제한되지 않아 특정 기준에 의한 참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의 성능 그래프는 이런 경우

(즉, 한정 명사구와 지시관형사의 참조)를 제거한 것에 대한 상

호참조해결 성능을 보인다. 세 번째 성능 그래프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방법 중 먼저 대명사 해결 방법만 적용하여 나타난 

성능이다. 그 다음으로, 한정 명사구만 해결하는 경우에 대한 

성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보인 성능은 한정 명사구와 대명사 

해결 방법 모두를 수행했을 경우에 나타난 것이다.

그림 1. 각 대명사 해결 방법에 따른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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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Recall Precision CoNLL-F1

RAP algorithm 61.76% 60.23% 60.98%

This paper 61.54% 61.38% 61.45%

[그림 1]에서 첫 번째 그래프(선행 연구)는 정확률보다 재현

율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 그에 반해, 한정 명사구를 모두 제

거한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정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와 같은 

이유는, 한정 명사구와 한정 명사구 안에 있는 지시 관형사(대

명사로 멘션이 잡혔었다)가 모두 빠지면서, 정말 대명사로 쓰

이는 멘션만 남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대명사 해결 방법만 적용한 것으로, 재현율이 

다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은 한정 명사구에 

대해서만 성능을 측정한 것으로, 한정 명사구를 멘션으로 추출

하고 [표 4]와 같이 모든 시브에 적용하여 상호참조해결을 진

행했을 경우, 재현율과 정확률이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들을 모두 적용

하였을 경우에 CoNLL 61.45%로 선행 연구에 비해 약 0.8% 

향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4장에서 언급한 RAP 알고리즘과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대명사 가중치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 비교를 [표 5]

에서 보인다. [표 5]은 한정 명사구를 추출하고 모든 시브에서 

상호참조가 발생한 것을 기반으로 한다. 즉, 대명사 상호참조

해결 시브에서 사용된 알고리즘만 변경하여 성능을 측정한 것

이다. [표 5]의 성능 기준은 [표 4]와 같다.

표 5.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

[표 5]의 결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대명사 상호참조해결 

방법이 약 0.47% 더 높게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RAP 

알고리즘의 가중치 적용 방법은 문법 규칙에만 의존적이다. 또

한 영어에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한국어에 적용할 수 없는 규칙

(유도부사, 간접 목적어 등)도 있다. 이에 반해 [2]는 개체명 

정보를 이용한 대명사 상호참조해결을 수행한 [1]을 기반으로, 

좀 더 다양한 개체명 정보들을 적용하고 분류하여 한국어에 더

욱 정확한 상호참조를 가능하게 했고, 본 논문에서는 이것의 

사용을 더욱 확장하여 대명사뿐만 아니라 한정 명사구에도 적

용하였다. 또한 한정 명사구의 명사구 특징(즉, 일반 멘션으로 

사용)과 대명사의 속성정보(즉, 대명사 시브에서 참조해결)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기존 RAP 알

고리즘 보다 한국어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7.  결론

본 논문은 선행 연구인 [2]를 기반으로 하여 더 나은 상호참조

해결 성능을 위해 한국어 대명사 및 한정 명사구 상호참조해결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한정 명사구 처리 방법과 

대명사 해결에 대한 가중치 파라미터의 최적 조합을 보였고, 

이것을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 실

험을 진행 하였다. 그 결과, 상호참조해결의 최종 성능(대명사 

상호참조해결)에 대한 CoNLL 값이 61.45%로 선행 연구인 [2]

에 비해 약 0.8% 향상됨을 보였다. 또한 RAP 알고리즘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대명사 상호참조해결 알고리즘을 한국어에 대

해 비교했을 경우, 각각 60.98%와 61.45%로 본 논문에서 제

시한 방법이 0.47% 더 높았음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방법이 한국어 상호참조해결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호참조해결에 대한 어려움이 남아있다. 상

호참조해결은 사람 조차 직관으로 해결하기 힘든 모호성이 있

는데, 예를 들어 “한국 축구 국가대표의 상징인 동물은 호랑이

이다.”와 같은 문장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의 상징인 동물]

은 [호랑이]로 전이될 수 있다. 그러나 [호랑이]는 그 의미가 

선행한 멘션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호랑이가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상호참조해결의 재귀적 특성을 만족할 수 없

다. 이것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와 [그 당시]라는 멘션들이 등

장한다면, 여기서 [통일신라]는 그때의 시대를 나타내는 단어

인지, 아니면 나라를 나타내는 단어인지에 대한 의미가 모호하

기 때문에 [그 당시] 멘션과 상호참조가 가능한지 불분명하다.

또한 “그 후”, “그 외”, “그 결과”와 같은 한정 명사구에서 

지시 관형사는 선행하는 멘션을 가리키지만 한정 명사구 자체

의 의미는 그 다음에 나타날 명사구(멘션)를 가리킨다. 즉, 후

방 조응사(cataphora)로 본 논문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렇

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의 대명사에 대한 상호참조해결은 불

가능 하였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계획으로, 개체 중심 

상호참조해결에서 엔티티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즉, 

world knowledge와 문서내의 정보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상호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 재검토하여 일관성 있고 올바른 기준을 

정의할 것이다. 또한 그 정의에 따라 상호참조해결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더 구축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관계 추출 등을 이용하여 개체 간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후방 조응사에 대한 대명사 

해결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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