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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서 내에서 등장한 임의의 개체(entity)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단어들을 찾아 하나의 클러스터로 정의하는 것을 상호참
조해결(coreference resolution)이라 한다. 개체를 표현하는 단
어는 멘션(mention)이라 하며, 상호참조해결에서는 주로 
멘션 랭킹(mention ranking) 방법이 사용된다[1, 2]. 디코더 
부분이 Feed-Forward Neural Network (FFNN)로 구성된 
포인터 네트워크는 멘션 랭킹과 같지만, 포인터 네트워크
의 디코더 부분을 하나의 시퀀스(sequence)로 보고 모델
링 할 수 있고, 한번의 인코딩으로 모든 멘션 후보들에 
대한 디코딩을 수행하여 학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3, 4]에서는 고유 명사가 많이 등장하는 위키 문서에 대한 상
호참조해결을 연구하였는데, 자연어처리에 사용되는 단어 표현
(word embedding)의 사전은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을 위주로 만
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유 명사들은 unknown 단어로 처
리되는 문제가 있다.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5]
를 이용하여 음절 표현을 학습하면 미등록어에 대하여 
학습이 가능하다. 
문맥 표현은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에 기반한 언어 

모델을 학습하여 얻은 여러 층의 히든 스테이트(hidden state)를 
가중치 합(weighted sum)을 하여 얻어낸 벡터이며, 이렇게 사
전 학습 된 표현을 ELMo (embedding from language 
model) [6]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호참조해결에서 발생하는 미등록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절 표현 CNN을 적용한 포인
터 네트워크를 제안하고, 문맥 표현을 함께 이용하여 상
호참조해결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것을 보인다. 
 

2. 문맥 표현과 음절 표현 
2.1. ELMo 
문맥 표현인 ELMo는 양방향 언어 모델(bidirectional language 
model)을 사전 학습하여 만든 벡터이다. 언어 모델의 입력 단어
에 대하여 long short-term memory (LSTM) [7]으로 학습하기 때
문에 문맥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문자 단위 CNN으로 만들
어진 벡터가 입력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서브 단어 (sub-word)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다. ELMo 표현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 | = 1,… , = , | = 0,… ,  = ;Θ = ,  

 
2.1. 음절 표현 CNN 

 
[그림 1] 음절 표현 CNN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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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자질을 필터에 통과시키는 Convolution layer와 
복잡도를 줄이기 위한 Down-sampling layer, 추상화를 위
한 히든 레이어 순서로 연결된 인공 신경망이다. 본 논문
에서는 상호참조해결에서 발생하는 미등록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CNN을 이용한 음절 단위 임베딩을 만들
어 학습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음절 표현을 
위한 CNN 구조를 보인다. 

CNN의 Input layer에서는 각 형태소의 음절을 입력으
로 받고 Convolutional layer의 필터를 통과시킨다. 필터
는 (2,3,4)개의 크기로 설정되며 학습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max pooling layer를 거쳐 각 필터를 
통과한 출력 중에서 가장 높은 값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한다. 마지막으로 히든 레이어를 거쳐 학습 가능한 파라
미터들에 대한 추상화를 시도한다. 

 
3. 문맥 표현과 음절 표현 기반 포인터 네트워크 
포인터 네트워크는 어텐션 매커니즘(attention 

mechanism) [8]으로 입력열에 대한 얼라인먼트 스코어
(alignment score)를 계산하고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가진 
위치를 출력 결과로 학습 및 추론하는 RNN encoder-
decoder 모델이다. 포인터 네트워크는 입력열에 대응되는 
위치를 출력하기 때문에 가변길이 클래스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며, 상호참조해결과 같이 입력 문서 중에 출력 결
과를 찾는 문제에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그림 2]와 같이 [3]에서 제안한 셀프 매칭 어텐션 기반 
포인터 네트워크에 음절 표현 CNN과 ELMo 표현이 적
용된 모델이다. 포인터 네트워크는 bidirectional GRU 
(BiGRU)[8]를 수행하여 만든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고 그 
위에 셀프 매칭 어텐션을 수행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얼
라인먼트 스코어를 계산하고 모델링한다. 이와 같이 인코
딩에 셀프 매칭 어텐션을 적용하면 문맥에서 비슷한 단
어들 간의 얼라인먼트 스코어가 높게 계산되는 효과가 
있다.  
포인터 네트워크 인코더의 입력은 하나의 문서이며 = , ,… , 와 같고, 디코더의 입력은 문서에서 등

장하는 멘션 후보들이며 = , , … , 와 같으
며, 디코더의 출력은 디코더의 각 입력에 대응되는 상호
참조해결 결과로서 = , , … , 과 같이 구성된
다. 단어 표현과 음절 임베딩, ELMo 표현은 모두 연결
(concatenation)하여 네트워크 입력으로 넘기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입력열에 대한 BiGRU의 히든 스테이트는 =, 와 같다. 
셀프 매칭 어텐션 기반 포인터 네트워크는 

Self_att_ffnn(self-attention with FFNN)을 이용하며, 아래와 
같이 어텐션 가중치를 구하여 문맥 벡터(context vector)를 
만들고 모델링을 수행한다. 

 = ; ∗,  = ;  ; ∗ = ⊙ ;  = exp∑ exp  = ∑   
 
위 식에서 모델링이 수행된 히든 스테이트는 이며, i,j,t 
모두 입력 단어 인덱스이다. 모델링 레이어에서 입력으로 
사용되는 히든 스테이트 은 셀프 매칭 레이어의 문맥 
벡터 가 연결되어 모델링이 수행된다. ; ∗는 gated 
attention [9, 10]이 적용된 것을 의미하며, sigmoid가 적용
된 비선형 게이트 레이어 와 ; 에 대하여 element-
wise product를 수행한 것이다. 어텐션 메커니즘의 얼라
인먼트 스코어 는 bilinear sequence attention을 사용하
여 계산한다. 

 

 
[그림 2] 셀프 매칭 기반 포인터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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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더에서는 입력열의 특정 위치( ∈ )를 입력 
받아 디코딩을 수행하고, 입력과 대응되는 위치( ∈

)의 조건부확률을 학습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ℎ  = exp∑ exp  =  
 
디코더 입력열의 모델은 FFNN으로 구성되며 각 스텝

에 대한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는 = 로 나

타낸다. 은 얼라인먼트 스코어를 나타내며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은 bilinear sequence attention을 사용한다. 
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위치가 디코더의 입력 
에 대응되는 출력 결과 가 된다. 

 
4. 실험 
본 논문에서는 상호참조해결의 실험 데이터로 ETRI 퀴
즈 도메인(장학퀴즈와 wiseQA) 상호참조해결 데이터 셋
을 이용하였으며, 상호참조해결 평가를 위하여 MUC, B3, 
CEAF-e, CoNLL F1 척도(measure)를 사용하였다[coref 
영어]. ETRI 데이터 셋은 학습 데이터 2,819 문서, 개발 
데이터 645 문서, 평가 데이터 571 문서로 구성된다. 
단어 표현은 ETRI 데이터 셋과 세종 말뭉치, 뉴스 및 

위키 문서 등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의 35억 형태소에 
대하여 수정된 FastText [11, 12]로 학습한 것을 사용하였
다. 실험은 교차 검증(cross validation)을 수행하였고, 개
발셋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 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인코더와 디코더의 히든 레이어 차원 수는 128이
고, 활성 함수(activation function)는 tanh를 사용하였다. 
어텐션 레이어의 활성 함수는 relu를 사용하였다. RNN
의 드랍아웃(dropout)은 0.2 각 임베딩의 드랍아웃은 0.5
로 설정하였다. 단어 표현의 차원 수는 50 ([표 4]에서 
단어 표현 최적화 수행)이고 음절 표현의 기본 차원 수
는 30, ELMo 표현의 차원 수는 1024로 설정하였다. 음
절 표현은 CNN을 이용하였으며, (2,3,4)의 크기인 필터
(filter)를 사용하고, 각 필터의 기본 크기는 20([표 2]에
서 필터 크기 최적화 수행)으로 설정하였다. 학습을 위
하여 Adam [13]을 이용하였고, 미니 배치의 크기는 21
로 설정하였다. 

[표 1]은 포인터 네트워크의 모델 조합을 수행한 결과
이다. 베이스 라인(baseline)은 규칙기반 모델[14]이며, 
포인터 네트워크(ptr-net)모델은 일반 encoder-decoder만 
사용한 모델이다. 그 이후는 음절 표현 CNN과 셀프 매
칭 어텐션(Self-attn), ELMo 표현 등을 누적하여 추가한 
모델의 결과이다. 
 
[표 1] 상호참조해결에 대한 모델 별 비교 성능 (dev, %) 
Model MUC B3 CEAFe CoNLL F1
규칙기반[14] 
(baseline) 

44.25 45.21 50.91 46.79 

Ptr-net 59.07 55.16 53.58 55.94 

+ Char_CNN 58.87 55.25 53.78 55.97 
+ Self-attn - - - 56.33 
+ ELMo 60.87 57.12 55.64 57.88 
 
실험 결과, 베이스 라인인 규칙기반모델의 CoNLL F1 
성능이 46.79%를 보였고, 일반 포인터 네트워크(ptr-net)
를 적용한 경우, F1 성능은 55.94%로 9.15% 더 좋은 성
능을 보였다. Ptr-net에 음절 표현 CNN을 적용하면 F1
이 0.03% 향상된 55.97%의 성능을 보였으며, 이어서 셀
프 매칭 어텐션(Self-attn)을 추가한 경우 F1이 음절 표
현 CNN을 추가한 모델보다 0.36% 더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ELMo 표현을 추가하여 CoNLL F1 
성능은 57.88%를 보였으며, 셀프 매칭 어텐션까지 추가
한 모델보다 1.55%, 베이스 라인인 규칙기반보다 11.09% 
더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표 2]는 음절 표현 CNN에 대하여 필터 크기를 최적
화 한 실험이다. [표 2, 3]의 실험에서는 일반 포인터 네
트워크 모델에서 실험을 수행하였고, ELMo 표현을 사용
하지 않았다. 실험 결과, 필터 크기가 5일 때 CoNLL F1 
성능이 56.98%로 가장 좋았다. 

 
[표 2] 음절 표현 CNN의 필터 크기 최적화 (dev, %) 
필터 크기 MUC B3 CEAFe CoNLL F1

20 58.87 55.25 53.78 55.97 
10 58.46 55.29 55.19 56.31 
5 59.42 55.98 55.54 56.98 

 
 [표 3]은 형태소 분석 결과로부터 음절을 나눌 때 품

사 태그(part-of-speech)를 함께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실험을 나타낸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두 동일하며, [표 2]에서 최적화된 필터 크기 5를 사용
하였다. 실험 결과, 형태소 분석 결과로부터 음절을 나
눌 때 품사 태그가 함께 포함되지 않을 경우가 0.47% 
차이로 더 좋았다. 

 
[표 3] 음절 단위에 품사 정보 포함 유무에 대한 포인터 

네트워크 성능 비교 (dev, %) 
Model MUC B3 CEAFe CoNLL F1
Char w/o POS 59.42 55.98 55.54 56.98 
Char w/ POS 59.43 55.82 54.29 56.51 

 
[표 4]는 ELMo 표현까지 모두 사용할 경우에서 단어 

표현 차원 수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이다. 
 

[표 4] 단어 표현 차원 수 최적화 (%) 
DEV 

Dimension MUC B3 CEAFe CoNLL F1
50 60.87 57.12 55.64 57.88 
100 60.63 56.79 55.46 57.63 
400 59.86 56.53 55.84 57.41 

TEST 
50 50.45 46.34 44.28 47.02 
100 52.70 48.93 46.82 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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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50.34 47.06 46.16 47.85 
 
실험 결과, 개발 셋에서는 단어 표현의 차원 수가 50

일 때 CoNLL F1이 57.88%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지
만, 테스트 셋에서 단어 표현의 차원 수가 100일 때 
CoNLL F1이 49.48%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미등록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인
터 네트워크에 음절 표현을 학습하는 CNN을 추가하고, 
상호참조해결의 성능을 더욱 향상 시키기 위하여 문맥 
표현인 ELMo를 적용하였다. 모델을 추가함에 따라 최
적의 성능을 찾기 위하여 CNN과 ELMo에 대한 모델과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음절 표현을 학습하기 위하여 사용한 

CNN은 필터 크기가 5일 때 최적의 성능을 보였고, 형
태소 결과로부터 품사 태그를 제외하여 음절을 추출할 
때가 품사 태그를 포함하여 음절을 추출할 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셀프 어텐션 기반 포인터 네트워크 + 음절 표현 
CNN + 문맥 표현 ELMo)이 MUC 60.87%, B3 75.12% 
CEAFe 55.64%, CoNLL F1 57.88%로 가장 좋은 성능으로, 
CoNLL F1 기준으로 규칙기반보다 11.09% 향상된 성능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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