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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호참조해결은 자연언어 문서 내에서 같은 개체를 나타내는 언 들을 연결하는 문제다. 명사, 

지시 형사, 축약어 등의 사용과 동음이의어의 혼동으로 인한 동일 지시를 하는 언 들을 악함으로서, 다

양한 자연언어처리 문제의 성능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 어권 상호참조해결에서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BERT 기반 상호참조해결 모델에 개체명, 명사 사 을 사용한 자질을 추가하고 표층형

을 이용한 장거리 군집화를 용했다. 한 한국어 데이터셋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 을 해결하고 한국

어, 어 데이터에서 본 논문의 모델과 기존의 모델들을 실험하여 성능을 비교하 다. 한국어 데이터에서 기

존의 연구들보다 높은 정 도 75.7%, 재 율 68.1%, CoNLL F1-score 71.7%의 성능을 보 다. 모델들의 결

과를 분석하여 기존 딥러닝 모델에 비해 문맥  요소를 잘 악하는 것을 확인했다.

키워드: 딥러닝, 자연언어처리, 상호참조해결, BERT

Abstract Coreference resolution is a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ask of identifying all mentions 

that refer to the same denotation in the given natural language document. It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variou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asks by resolving the co-referents caused by 

linguistically replaceable realizations by using the referencible forms such as pronouns, indicative 

adjectives, and abbreviations but preventing co-referencing of homonyms (i.e., same form but different 

meaning). We propose a novel approach to coreference resolution particulary to identify the long-distant 

co-referents by applying long-distance clustering for surface forms under a BERT-based model 

performing well in English. We compar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odel and other models over 

the Korean and English datasets. Results demonstrated that our model has a better grasp of contextual 

elements compared to the other models.

Keywords: deep learn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oreference resolution, 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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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상호참조해결은 문서 내에서 같은 개체를 나타내는 

언 들을 연결하는 문제를 말한다. 자연언어로 이루어진 

문서에서 개체는 명사, 지시 형사, 축약어 등과 같

이 다양한 표층형을 가질 수 있고, 동음이의어와 같이 

동일한 표층형을 가지는 다른 개체들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언 들의 상호참조 계를 해결함으로써, 다양한 

자연언어처리 문제의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1].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반으로 한 사

학습된 언어 모델이다[2]. 사 학습은 주어지는 자연언

어 문서에서 임의의 단어에 마스크를 우고, 해당 마스

크를 측하는 문제와 주어진 문장들이 연결된 문장인

지를 측하는 문제에 해 동시에 학습한다. 사 학습

을 통해 모델은 양방향 문맥을 잘 반 하는 단어 임베

딩을 만들어 내고 지도학습을 통해 여러 문제들에 합

하게 섬세한 조율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 학습 당시 

최  512개의 토큰을 학습하기 때문에, BERT는 최  

512개 토큰만 입력받을 수 있다. 토큰은 BERT가 자체

으로 가지는 토크나이 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럼에

도, 자연언어처리 분야의 상호참조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서 BERT를 기반으로 한 모델들이 최고 성능을 

내고 있다[3].

기존의 어권 상호참조해결 모델은 종단 간 학습을 

통해 문서 내에 존재하는 특정 길이 이하의 연속 인 

토큰열(구간)에서 언 들을 찾아내고 찾아낸 언 들의 

상호참조 계를 밝힌다[3-5]. 모델들은 모든 구간에 

해 언  수를 내고, 모든 구간 에 한 선행사 수

를 내어 최종 으로 구간 의 언  수와 선행사 

수를 통해 해당 구간 의 상호참조 계를 결정한다. 

이  BERT를 기반으로 한 모델[3]이 OntoNotes와 GAP 

벤치마크에서 각각 F1-score 76.9%, 85%의 성능을 보

여주었고 OntoNotes 벤치마크에서 최고 성능을 냈다.

본 논문에서는 BERT를 기반으로 한 어권 상호참

조해결 모델[3]을 한국어에 용하면서 동일 지시어가 

멀리 떨어져도 연결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어  단 로 

동작하는 어권 모델에 한국어 데이터를 바로 용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어의 경우 어  단 로 언 을 

찾는다면 조사가 포함되는 문제 이 있기 때문이다. 이

는 상호참조해결 문제에 안 좋은 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태소 분 을 처리로 추가하여 조사가 언 에 포함

되지 않도록 한다.

추가 인 성능 향상을 해 개체명 추출, 명사 사

을 이용한다[6]. 문서 내의 개체, 명사 정보를 통하여 

언  추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는 상호참조해결 성

능의 향상을 가져온다. 추출된 언 의 상호참조 계를 

밝힐 때에 언 의 개체 유형을 벡터화 하여 상호참조 

성능을 향상시킨다.

한 표층형을 이용한 장거리 군집화를 만들어 용한

다. 이는 기존 상호참조해결 연구들[3-5]이 계산 효율  

성능 향상을 해 가까운 언 들만 연결하는 한계 을 

극복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해당 데이터셋

에서 가장 높은 CoNLL F1-score 71.7%의 성능을 보 다.

2. 련 연구

상호참조해결을 하여 규칙 기반, 머신러닝을 이용한 

모델이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고[7], 최근 딥러닝을 이용한 

종단 간 학습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3-5].

처음으로 종단 간 학습을 통한 상호참조해결 문제를 

연구발표한 [4]는 Bi-LSTM을 기반으로 GloVe[8]와 

자 임베딩을 활용하여 문서 내의 모든 구간에 한 구

간 표 (벡터 임베딩)을 만든다. 언  수 함수와 상호

참조 수 함수가 구간 표 을 통해 모든 구간 의 상

호참조 여부를 결정하여 F1-score 67.2%를 달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5]는 문맥을 더 잘 반 하는 ElMo[9]

를 워드 임베딩으로 사용한다. 한 선행사 분포를 사용

하여 구간 표 을 상호참조해결에 합하도록 수정하여 

F1-score 73%를 달성했다.

한국어 상호참조해결 한 딥러닝을 통한 모델이 활

발하게 연구 이다.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델

[10]이 있었으며, [6]은 [5]에 형태소, 개체 유형, 언  

후보 목록의 경계 정보를 특질로 사용하 다.

본 논문은 어권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BERT 기반 

상호참조해결 모델[3]을 기반으로 한다. 해당 모델[3]은 

논문 [5]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한다. 어권 종단 간 

상호참조해결 모델인 논문[5]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

어 상호참조해결을 한다. 이 두 단계를 시와 함께 

간단히 설명하고 2.1, 2.2 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첫 번째는 언 을 탐지하는 것이다. 아래의 텍스트로

그림 1 구간 표  생성

Fig. 1 Generation of span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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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든다.

(1) “유 순은 천안에서 태어났다. 그녀1는 명학당

에서 수학했다. 이 후 그녀2는 이화학당에 편입학 

했다.”

언  탐지 단계에서 텍스트 내의 언 인 “유 순”, “천

안”, “그녀1”, “ 명학당”, “그녀2”, “이화학당”을 찾는다.

두 번째로 탐지된 언 들의 선행사를 찾는다. 를 들

어 언  “그녀1”에 한 선행사 후보는 “그녀1” 보다 앞

쪽에 발생한 언 인 “유 순”, “천안”과 ‘선행사 없음’이

며 이 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선택한 언 들을 선행사 

체인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집합으로 만든다. 를 들어 

“그녀2”의 선행사가 “그녀1”이고, “그녀1”의 선행사가 

“유 순”이면 이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만든다.

2.1 언  탐지

[3-5]는 문서 내에 존재하는 특정 길이 이하의 연속

된 토큰열(구간)을 언 의 후보로 두고, 문서 길이에 비

례하는 개수의 언 을 추출한다. 해당 언 의 개수를 

라고 한다. 이 때 구간이 되는 토큰열의 최  길이는 하

이퍼 라미터로 조정된다.

언 을 탐지하기 해 [5]는 문서 내의 각 구간에 

한 표 을 생성한다. 구간 표 은 문서 내에서 해당 구

간의 문맥  요소를 표 하는 고차원 벡터이다. ElMo를 

사용한 [5]와는 달리 [3]에서는 BERT 임베딩을 사용하

여 구간 표 을 생성한다. BERT 사용을 해 [5]에서

는 구간을 BERT 토크나이 를 통해 토큰화 한다. 그림 1

과 같이 섬세한 조율을 마친 BERT 모델에 토큰들이 

입력으로 들어가면 토큰에 한 벡터 임베딩이 출력되

고 이를 기반으로 구간 표 을 생성한다. [4]에서는 구

간 표 을 생성해내기 해 네 가지의 임베딩을 합쳐 

생성한다. 첫 번째는 표 을 만들 구간의 시작 토큰 임

베딩, 두 번째는 구간의 마지막 토큰 임베딩, 세 번째는 

구간 내의 모든 토큰 임베딩에 어텐션 메커니즘을 용

한 임베딩, 네 번째는 구간의 길이에 한 특질 벡터이

다. [4]에서 제안한 구간 표  생성방식은 상호참조해결 

연구[3,5] 뿐만 아니라 자연언어처리의 다른 문제들에서

도 리 사용된다.

앞에서 생성한 구간 표 을 feed-forward neural 

network에 통과시켜 각 구간에 한 언  수를 추출

한다. 언  수 상  개 구간을 언 으로 단한다. 

단된 언 들은 상호참조해결 단계로 넘어가 동일 개

체를 나타내는 언 들로 군집화한다.

2.2 상호참조해결

상호참조해결을 해 탐지한 개 각각의 언 에 한 

선행사를 찾는다. 선행사를 찾기 해 재 언 과 재 

언 보다 앞 쪽에 치한 언 들과 선행사 수를 계산

하여 가장 높은 선행사 수를 갖는 언 을 재 언

의 선행사로 별한다. 언 의 선행사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선행사 없음’을 의미하는 임의의 언 과도 선행

사 수를 낸다.

즉 선행사 수는 두 언 을 입력으로 하여 입력된 

두 언 이 같은 개체를 가르치는가에 한 수이다. 선

행사 수는 각각의 언 의 언  수와 언  에 

한 수의 합으로 만들어진다. 언   수는 각 언

의 표 과 언  에 한 특질 벡터를 입력으로 하는 

feed-forward neural network를 통과시켜 추출한다. 이 

때 사용되는 특질 벡터는 두 언  사이의 거리에 한 

특질 벡터이다.

탐지된 개 언 에 한 선행사를 찾은 후, 선행사 

체인을 연결하여 같은 개체를 나타내는 언 들의 집합

을 만들어 상호참조 문제를 해결한다.

3. BERT 기반 상호참조해결 모델의 수정 제안

본 논문이 제안하는 상호참조해결 모델은 그림 2와 

같은 흐름도로 나타낼 수 있다.

BERT기반 동지시 언 을 별한 후, 멀리 떨어진 

(장거리) 동지시 언 을 연결하기 한 장거리 군집화를 

통하여 최종 언  군집을 얻어낸다. 해당 언  군집은 

하나의 개체를 지시(denotation)한다.

그림 2 상호참조해결 흐름도

Fig. 2 Flowchart of Co-reference resolution

3.1 단거리 상호참조해결 모델

[6]은 개체, 명사 정보를 사용하여 상호참조해결의 

성능을 높 다. 본 논문은 BERT기반 상호참조해결 모

델[3]에 [6]과 같이 개체, 명사 정보를 추가한 단거리 

상호참조해결 모델을 제안한다.

언  탐지 단계에서 문서내의 구간(연속된 형태소열)

에 해 언  수를 부여하는데, 개체명 인식기로 인식

되거나 명사 사 에 존재하는 표층형을 가진 구간이

라면 언  수에 가산 을 부여한다. 이는 개체명 인식

기로 인식되는 개체 는 명사가 언 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 데이터

에서 언  탐지의 F1-score를 60.7%에서 80%으로 향상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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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본 논문에서의 특질

Fig. 3 Features in our paper

[3]은 언 의 선행사를 찾기 해 두 언  간의 선행

사 수를 부여한다. 이 때, 2.2 에서 말했듯이, 기존의 

모델[3]은 두 언  간의 거리에 한 특질 벡터를 이용

한다. 같은 개체를 나타내는 언 들은 같은 개체명 유형

을 가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제안하는 모

델에서는 특질 벡터에 각각의 언 의 개체명 유형 정보

를 추가한다(그림 3). 자세히 설명하면, 개체명 타입 정

보에 한 3가지 학습가능한 벡터를 생성한다. 첫 번째 

벡터는 두 언 의 개체명 유형이 같은 경우, 두 번째는 

두 언 의 개체명 유형이 다른 경우, 마지막은 두 언  

 하나라도 개체명 유형이 없는 경우이다. 선행사 수

를 부여할 때, 두 언 의 개체명 유형을 보고, 해당하는 

유형의 벡터를 참고하여 선행사 수를 부여하게 된다.

에서 제안한 두 종류의 수정을 통하여 한국어 데이

터셋에서 기존 상호참조해결 모델[3]의 성능(F1-score 

53.2%) 보다 높은 성능(+17.5%)을 내는 단거리 상호참

조해결 모델을 제안한다. 자세한 내용은 실험  분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3.2 장거리 군집화

기존의 상호참조해결 모델들[3-5]은 문서 내의 구간

에서 개의 언 을 추출하고 추출된 언 들의 선행사를 

찾는다. 이와 같은 방법은 개의 선행사 수를 

필요로 한다. 문서가 길어질수록 언 의 개수()는 커지

고 언 의 개수()가 커질수록 더 많은 선행사 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선행사 수를 한 연산은 간단한 연

산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  추론에 많은 양의 연산을 

필요로 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 [4]는 재 언 보다 앞쪽에 치

한 모든 언 을 선행사 후보로 두지 않고 가까이 있는 

개로 한정한다. 는 모델의 하이퍼 라미터로 조정된

다. 하지만 [4]의 방법은 멀리 떨어진 언  간의 상호참

조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해 [5]에

서는 [4]에서 선행사 수를 계산하기 해 사용하 던 

특질 벡터를 제거한다. 해당 특질 벡터는 두 언  사이

의 거리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장거리의 언  간의 

군집을 방해한다. 한 [5]에서는 coarse pruner(거친 

가지치기)를 도입한다. 이는 모든 언  에 해 선행

사 수를 계산하지 않고, 비교  간단한 연산을 통하여 

간이 선행사 수를 계산한다. 이후 간이 선행사 수 

 상  개의 언 을 추출한 후에 재 언 과 개의 

언  간의 선행사 수를 계산한다. 하지만 [3]에서는 

[5]에서의 coarse pruner를 사용하지만 [5]에서는 사용

하지 않는 언  사이의 거리 정보를 사용하 다. 즉 언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같은 개체를 나타내기 힘들다

는 정보를 주는 것이 성능 향상에 더 도움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문에서 [3]과 같이 특질 벡터를 통하여 언  사

이의 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표층형을 사용

하여 멀리 떨어진 언 들 간의 군집화를 추가하여 성능

을 향상 시킨다. [11]에서의 ‘one sense per collocation’ 

성질에 따라 문서 내에서 서로 다른 개체는 같은 표층

형을 가질 확률이 낮다고 가정한다. 규칙은 다음과 같

다.

모든 언  집합 에 하여 집합 내부의 모든 구간

의 표층형을 비교한다. 이때 ‘그’, ‘그녀’와 같은 명사 

사 에 존재하는 명사를 제외한 표층형이 겹치는 구

간이 존재한다면 해당 집합 을 하나로 합친다.

한국어 키피디아 문서1)를 로 들어 설명하겠다. 

문서 내의 개체 “박찬호”에 한 언 들  일부는 아

래와 같이 등장한다.

(1)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

“박찬호1는 한민국의 은퇴한 야구 선수로 은퇴 이

에는 한화 이 스의 투수로 뛰었다.”

(2)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문장:

“ 한 그1는 한국 선수  유일하게 한･미･일 세 리

그에서 모두 선발 승을 거뒀으며 ...”

(3) 네 번째 문단의 세 번째 문장:

“2010년을 끝으로 MLB에서의 커리어를 마감한 그2

는 2011년에는 일본 로 야구에서 활동했다.”

(4) 스물 한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

“... 박찬호2는 남은 한 자리를 놓고 톰 캔디오디, 

런 드라이포트, 마크 거드리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

에 진입했다.”

(5) 스물 아홉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

“6월 6일에 박찬호3는 애 하임 에인 스를 상 로 

선발 등 하 다.”

1) https://ko.wikipedia.org/wiki/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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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개의 언   문장(1-3)에 속한 언 들이 가까

이 치하고 문장(4,5)에 속한 언 들이 가까이 치한

다. 하지만 문장(1-3)와 문장(4,5) 사이에는 16개의 문단

이 존재한다. 언  간의 거리가 멀어 {“박찬호1”, “그1”}, 

{“그2”, “박찬호2”, “박찬호3”}와 같이 다른 집합으로 묶

다고 하자. 여기에서 명사 사 에 존재하는 명사

를 제외하면 첫 번째 집합에는 표층형 “박찬호”가 남고, 

두 번째 집합에는 표층형 “박찬호”가 남게 된다. 두 집

합에 동일한 표층형 “박찬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집

합은 하나의 집합으로 합쳐 새롭게 생성된 {“박찬호1”, 

“그1”, “그2”, “박찬호2”, “박찬호3”} 집합을 하나의 개체

로 단한다.

장거리 군집화에 한 부작용은 존재한다. 문서 내에 

“같은 표층형으로 언 되는 서로 다른 개체”가 존재할 

수 있다. 부작용을 야기하는 개체의 존재를 한국어 테스

트 셋에서 찾아보았다. 1184개의 개체  2개의 개체 

에서 부작용이 발생하 다. 이  하나의 개체 을 

보면, 문서2)에서 화 내에서 서로 다른 개체인 ‘첫 번

째로 발생한 토네이도’ 그리고 ‘두 번째로 발생한 토네

이도’를 “토네이도”라는 동일한 표층형으로 언 한다. 하

지만 1184개  4개의 개체에 발생하는 부작용은 미미

하기 때문에 장거리 군집화로 인한 성능향상을 기 할 

수 있다.

4. 실험

4.1 한국어 데이터 비

본 제안 모델에서는 문서 내의 명사, 개체 정보를 

활용한다. 이를 해 개체명 인식기와 명사 사 을 사

용하여 입력 문서 내의 개체와 명사를 찾는다. 명사 

사 은 [6]과 같은 세종 자사 에 명시된 명사  지

시 형사로 시작하는 명사구 사 이다. 개체명 인식기

와 형태소 분석기는 ETRI 오 API3)를 사용하 다.

4.2 데이터셋

본 실험에서 사용한 한국어 데이터셋은 한국어 키

피디아 2,867개 문서에 언   상호참조 계를 주석하

다. 데이터셋  2407개 문서를 학습 데이터, 253개 

문서를 개발 데이터, 207개의 문서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했다. 학습, 개발 데이터의 경우 크라우드소싱을 통

해 언   상호참조 계를 주석하 다. 테스트 데이터

의 경우 정확한 성능 별을 해 보다 높은 질의 주석

이 필요하다. 이를 해 언  여부는 크라우드 소싱을 

통하여 주석하 지만, 언  간의 상호참조 계는 문가 

네 명이 주석하 다. 어 데이터셋은 OntoNotes 5.0 

2) https://ko.wikipedia.org/wiki/인투_더_스톰_(2014년_ 화)

3) http://aiopen.etri.re.kr/

Release[12]와 Ace 2005 Corpus를 사용하 다. Ace 

2005 Corpus의 경우 [13]의 논문과 같은 방식으로 훈

련, 개발, 테스트셋으로 나 었다. 

표 1-3은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 각각에 한 통계

이다. 데이터셋 내의 문서의 개수와 문장 개수와 문서당 

형태소 개수(#POS per doc.)가 있다. 문서당 형태소 개

수는 문서의 길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 데

이터셋의 경우 다른 데이터셋에 비해 긴 문서로 이루어

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서당 개체수(#entity per 

doc.)는 문서당 개체가 몇 개 발생하는지에 한 평균 

개수이고 개체당 언 수(#mention per entity)는 문서 

내에서 하나의 개체에 한 언 의 평균 횟수이다.

4.3 실험환경

구간 표 을 만들기 하여 BERT[2]를 사용한다. 한

국어 데이터셋은 multilingual-BERT-base 모델을 사

학습된 모델로서 사용하고 어 데이터셋의 경우 cased- 

BERT-base 모델을 사 학습된 모델로 사용한다. 해당 

모델은 12개의 트랜스포머 블록, 768개의 히든 이어 

차원 수, 12개의 self-attention 헤드로 이루어진 사 학

습된 모델이다. 한국어 데이터셋에 한 실험은 훈련 데

이터를 20번 학습하 고 사용된 드롭아웃은 0.3이다.

표 1 한국어 데이터셋의 통계

Table 1 Statistics of Korean dataset

train+dev set test set

#document 2,660 207

#sentence 55,406 2,493

#POS per doc. 720 621

#entity per doc. 12.1 5.4

#mention per entity 3.4 3.4

표 2 OntoNotes 5.0 Release의 통계

Table 2 Statistics of OntoNotes 5.0 Release

train+dev set test set

#document 3,145 348

#sentence 339,158 37,915

#POS per doc. 465 487

#entity per doc. 12.6 13

#mention per entity 4.4 4.4

표 3 Ace 2005 Corpus의 통계

Table 3 Statistics of Ace 2005 Corpus

train+dev set test set

#document 559 40

#sentence 15,545 713

#POS per doc. 479 463

#entity per doc. 12.8 14.2

#mention per entity 5.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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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어 데이터셋에 한 모델별 성능 비교

Table 5 Performances of models using Korean dataset

Models
MUC

F1

B3

F1

CEAF-e

F1

Average

Precision Recall F1-score

Bi-LSTM[5] 54.9 49.1 48.6 48.6 53.3 50.8

   + NER, Pronoun dictionary[6] 67.9 64.2 66.2 86.8 54.8 66.1

       + Long-distance clustering 74.2 70.3 69.4 85.7 61.1 71.3

BERT[3] 56.7 51.3 51.5 49 58.2 53.2

   + NER, Pronoun dictionary 75.75 69.35 66.98 73.8 67.8 70.7

       + Long-distance clustering 76.89 70.66 67.55 75.7 68.1 71.7

표 6 어 데이터셋에 한 모델별 성능 비교

Table 6 Performances of models using English dataset

Dataset Models
MUC

F1

B
3

F1

CEAF-e

F1

Average

Precision Recall F1-score

OntoNotes 5.0
BERT[3] 81 71.1 68 72.4 74.4 73.3

+ Long-distance clustering 80.9 70.9 67.8 72.2 74.3 73.2

OntoNotes-Long
BERT[3] 55.8 39.3 30.3 73.5 29.4 41.8

+ Long-distance clustering 55.9 39.4 30.3 73.5 29.5 41.9

Ace-2005
BERT[3] 74.3 63.3 59.6 74 59.3 65.7

+ Long-distance clustering 75.2 64 60.7 74.6 60.1 66.6

표 4 언  간 평균 거리

Table 4 Average distance between mention

Dataset train set dev set test set

Korean 120 118.7 116.6

OntoNotes 5.0 47.3 47.4 49

OntoNotes-Long 84.8 85.8 86.8

Ace 2005 53 73.8 67.9

BERT 라미터의 학습률은 × 이고 상호참조 

라미터의 학습률은 × 이다. 최  토큰 길이는 

128이고, 구간 표  갱신 횟수는 1이다. 인공 신경망의 

히든 이어 차원 수는 1000이다. 나머지 어 데이터셋

에 한 실험은 [3]에서 사용한 하이퍼 라미터를 그

로 사용한다.

표 4는 각각의 데이터셋에서 같은 개체를 나타내는 

언 들 사이의 거리이다. 즉 표 4의 수치가 클수록 같은 

개체에 한 언  사이의 거리가 멀고, 상호참조 모델이 

각 언 에 한 선행사를 먼 곳에서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OntoNotes 5.0 데이터셋이 다른 데이터

셋에 비해 언  간 평균 거리가 짧음을 확인하 고, 언

간 평균 거리에 비례하여 장거리 군집화가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OntoNotes-Long 데이터셋을 만들

었다. 해당 데이터셋은 OntoNotes 5.0의 모든 문장 뒤

에 15개의 언 으로 이루어진 의미 없는 문장을 삽입하

여 만들었다. 표 4의 OntoNotes-Long에 한 수치는 

의미 없는 문장 내에 언 을 제외한 수치이다.

4.4 실험 결과

표 5는 한국어 데이터셋을 사용한 상호참조해결 모델

들의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Bi-LSTM을 기반으로 한 

연구[5], 이에 명사  개체 정보를 특질로 추가한 연

구[6], 이에 표층형을 사용한 규칙을 추가하 고, BERT

를 기반으로 한 연구[3], 이에 표층형을 사용한 규칙을 

추가하여 성능을 비교하 다. 표 6은 어 데이터셋에 

어권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3]을 용해보고 해

당 모델의 결과에 장거리 군집화를 용한 결과이다.

5. 분 석

이 에서 한국어 데이터셋의 실험결과인 표 5에 

하여 5.1-5.3 에 걸쳐 분석 설명하고자 한다. 5.4 에서 

장거리 군집화가 어 데이터셋에 어떤 향을 주는지

에 하여 분석한다.

5.1 인코더

[3]은 BERT를 인코더로 사용하여 구간 표 을 생성

해내고, [5]는 Bi-LSTM을 사용하여 구간 표 을 생성

한다. 표 5에서와 같이 BERT 기반 모델이 Bi-LSTM 

기반 모델보다 정 도, 재 율, F1-score에서 앞서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표 7은 Bi-LSTM 기반 모델과 BERT 

기반 모델의 주석 결과를 비교한다. 시는 한국어 테스

트 데이터의 일부이다. 시 1에서 ‘마르코 혼 이 비

안 데 라 모라’와 ‘ 비안’은 같은 개체를 지시하는 언

들이다. 시 2에서 ‘오범석’과 ‘반칙왕’은 같은 개체를 

지시하는 언 들이고, 시 3에서 ‘이 도’와 ‘작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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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다른 표층형으로 언 되는 개체가 등장하는 시

Table 7 Examples of entities mentioned in different surface forms

Example 1
마르코 혼 이 비안 데 라 모라는 멕시코의 축구 선수로 ... 

비안은 과달라하라 출신의 선수로 지역, 클럽 치바스의 유소년 을 거쳤다. 

Example 2
오범석은 한민국의 축구 선수로서 ... 

반칙을 많이 범하여 '반칙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 다.

Example 3
이 도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공어들은 작가 자신이 댓 을 통해서 

“언어에 공을 들이지 않았다”고 언 한 이 있으나, ...

한 같은 개체를 지시한다. 시 1에서의 언 들은 비

록 다른 표층형을 지시하는 두 번째 언 의 표층형이 

첫 번째 언 의 표층형 내에 포함되어 있다. 시 2와 3

에서의 언 들은 완 히 다른 표층형을 가지기 때문에 

문맥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동일 지시를 할 수 

있는 시이다. 시 1-3 모두 BERT를 기반으로 한 

모델에서는 맞추었지만 Bi-LSTM 기반 모델에서는 모

두 틀린 시이다. 이를 통해 BERT 기반 모델이 기존 

Bi-LSTM 기반 모델보다 문맥  특징을 잘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5.2 명사, 개체 정보

제안하는 모델은 BERT를 인코더로 사용하는 기존의 

모델[3]에 [6]과 같이 개체명 인식, 명사 사  정보를 

특질로 추가한다. 언  탐지 단계에서 해당 구간에 한 

개체, 명사 가부에 한 정보를 추가한다. 이는 개체 

혹은 명사가 개체의 언 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

을 기반으로 한다. 이와 같은 정보를 용하지 않는 모

델[3]에서 한국어 데이터에 한 언  탐지의 성능은 정

도 56%, 재 율 66.3%, F1-score 60.7%이다. 해당 

모델[3]에 개체, 명사 정보를 추가하면 언  탐지의 

성능이 정 도 83%, 재 율 77.1%, F1-score 80%로 

향상한다. 개체  명사 유형 정보가 언 의 정 도 

향상에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언  간의 상호참조 해결 문제에서도 언 의 개체 타

입을 사용한다. 즉, 두 언  간의 개체유형의 동질성이 

상호참조의 동지시성 여부에 향이 크므로, 하나라도 

개체가 아닌 경우, 두 언 의 개체 타입이 같은 경우, 

두 언 의 개체 타입이 다른 경우를 나타내는 특질을 

사용함으로써 [3]에서 보인 상호참조해결 성능인 CoNLL 

F1-score 53.2%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17.5% 높은 성

능인 70.7%를 달성함을 표 5에서 알 수 있다. 즉 표 5

에서 NER, Pronoun dictionary를 사용한 결과를 볼 수 

있다.

5.3 장거리 군집화

장거리 군집화는 단계에서 생성한 언  군집들 사

이의 표층형을 비교하여 같은 표층형을 포함하는 군집

들을 재군집하여 합한다. 이 때 특정 개체에 한 언

의 표층형이 한정 일수록 더 좋은 향을 미칠 수 있

다. 즉 동일 개체에 한 언 들이 같은 자의 표층형

에 편향되어 있을수록 잘 동작한다. 표 5를 통하여 장거

리 군집화가 한국어 데이터에 해 성능향상을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지만, 표 6에서 OnteNotes 5.0 데이터에

서는 오히려 장거리 군집화의 부작용에 의해 성능이 하

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 데이터에서 같은 

개체를 나타내는 언 들이 같은 표층형을 가지는 경우

가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어 테스트셋의 개

체는 평균 2.04개의 표층형( 명사 제외)으로 이루어져 

있고, OntoNotes 5.0 테스트셋의 개체는 평균 6.11개의 

표층형( 명사 제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개체에 

해 어가 한국어에 비해 3배 정도 다양하게 표 된다. 

의 통계는 명사를 제외한 표층형의 평균 개수이다.

같은 개체를 나타내는 언  간 거리가 장거리 군집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OntoNotes-Long 데이터

셋을 만들었다. 해당 데이터셋의 실험 결과는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거리 군집화가 성능을 하락 시켰던 

OntoNotes 5.0의 실험에 비해 OntoNotes-Long에서는 

성능이 향상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언  간 평균 거리

가 길어지더라도 한국어 데이터셋에 비해 큰 성능 향상

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이는 한국어 데이터셋의 개체에 

비해 OntoNotes 데이터셋의 개체가 다양한 표층형(평

균 6.11개)로 언 되기 때문이다.

Ace 2005의 경우에는 언  간 평균 거리가 OntoNotes 

5.0에 비해 길고 한국어 데이터와 OnteNotes-Long보다 

짧다. 그럼에도 장거리 군집화가 작용하여 성능이 향상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Ace 2005 데이터셋의 개체

가 한정된 표층형( 명사 제외 평균 1.6개)으로 언 되

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어권 상호참조 모델[3]을 기반으로 

multilingual-BERT-base 모델에 한국어 데이터를 

용하고 발생하는 문제 을 해결하 다. 모델에 개체명 

인식, 명사 사 을 이용하는 특질을 추가하여 언  탐

지의 성능과 상호참조해결 성능이 각각 F1-score 19.3%, 

CoNLL F1-score 17.5% 향상하 다. 한 상호참조 

계에 있는 언 들의 집합 간 표층형을 비교하는 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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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화을 추가하여 성능이 CoNLL F1-score 1%가 상

승하 다. 기존의 상호참조 연구들[3,5,6]과 성능비교를 

하여 실험을 모두 하 다. 그 실험 결과, 한국어 데이터

에서 평균 정 도 75.7% 재 율 68.1%, CoNLL F1-score 

71.7%의 성능을 보 으며 이는 기존 상호참조해결 연구

[3,6]보다 더 좋은 성능이다.

장거리 군집화의 효용성을 객 으로 보기 하여 

OntoNotes 5.0 데이터셋과 ACE 2005 데이터셋에 한 

실험을 진행하고 분석하 다. 향후 연구로는 표층형만을 

사용하는 본 논문의 장거리 군집화의 한계를 넘기 하

여 언  집합의 표 을 생성하고 해당 표 을 사용하는 

군집화 방법을 제안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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