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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어 문장의 경우 문맥상 추론이 가능하다면 용언의 격이 생략되는 현상 즉 무형대용어 (zero 
anaphora) 현상이 흔히 발생한다. 무형대용어를 채울 수 있는 선행어 (명사구)를 찾는 문제는 대용어 해
결 (anaphora resolution) 문제와 같은 성격의 문제이다. 이러한 생략현상은 백과사전이나 위키피디아 등 
백과사전류 문서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특히 선행어로 표제어가 가능한 경우 무형대용어 현상이 빈번히 
발생한다. 백과사전류 문서는 질의응답 (QA) 시스템의 정답 추출 정보원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생략된 표
제어의 복원이 없다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생략된 표제어 복원을 위해 무형대
용어의 해결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주제어: 무형대용어, 대용어, 대용어해결, 표제어, 표제어복원

1. 서론

대용어(anaphor) 현상이란 문장의 용언의 격을 채우는 

성분이 이미 앞에서 나타난 경우 이를 다시 반복하지 않

고 대명사를 사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음 텍스트를 보

자 [1].

“철수는 학교에 갔다. 가는 도중 그는  영희를 

만났다.”

위 예에서 “그” 는 “철수”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대용어이다. 이때 “철수”를 대용어의 선행어

(antecedent)라고 부른다. 대용어와 선행어는 동일한 개

체를 지시하므로 상호참조 (coreferent) 관계에 있다고 

한다 [1]. 대용어의 선행어를 찾는 문제를 대용어 해결 

(anaphora resolution)이라고 한다. 선행어가 될 후보 

명사구는 문서가 긴 경우 수십 개가 될 수도 있다. 선행

어가 텍스트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비조응

성; nonanaphoricity), 이러한 경우도 밝혀내야 하므로 

문제가 더욱 어렵게 된다. 

무형대용어 현상은(zero anaphora) 대용어가 생략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예를 보자.

“철수는 학교에 갔다. 가는 도중 φ 영희를 만났

다.”

대용어 “그는” 이 생략되어  빈 자리가 되었으며( φ 

로 표시된 곳), 여기에 무형대용어가 발생하였다고 한

다. 무형대용어의 경우 형태가 없으므로 대용어에 비해 

그 선행어를 찾는 작업이 더 어렵다. 

위키피디아 등 백과사전류 문서에서는 표제어와 상호

참조 관계를 가지는 명사구인 경우 특히 생략될 경우가 

많다 [3]. 다음 예를 보자.

 표제어: 블라디미르 푸틴(두산백과)

푸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생하 다. 1975년 상트페테르부르

크 학교 법학부 국제법과를 φ1 졸업한 뒤 연방보안국(FSB)의 

신인 구 소련 국가안보 원회(KGB)에 φ2 들어가 주로 동독에서 

오랜 기간 첩보활동에 φ3 종사하 다. 

이어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 표자회의 의장의 

보좌 과 상트페테르부르크시 해외 원회 원장 등을 φ4 역임하

다.  …

위 그림에서 φi 은 표제어가 생략된 무형대용어를 나

타낸다. 푸틴에 대한 질의를 받은 질의응답 시스템은 답

을 찾는데 위 문서의 내용을 이용해야 할 수 있다. 그러

나 표제어가 생략되어 생긴 무형대용어가 많다면 이들의 

복원 없이는 답을 추출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 (다음 예 

참조).
     Query: 동독에서 첩보활동에 종사했던 대통령은 누구인가?

     Answer: 블라디미르 푸틴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백과사전류 문서의 

표제어 복원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백과사전 문서에서 오직 표제어만이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무형대용어들도 존재할 수 있다. 이

러한 무형대용어들에 대한 복원도 마찬가지로 정보추출

에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표제어 복원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 무형대용어의 해결에 기반을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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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추구하였다. 

   백과사전 문서에 나타나는 무형대용어는 다음 두 가

지 성질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문서내에 선행어가 있

나(a) 없나(~a)의 여부, 표제어로 채울 수 있나(b) 없나

(~b)의 여부.

1) 타입 1:  a & b

2) 타입 2:  a & ~b

3) 타입 3:  ~a & b

4) 타입 4:  ~a & ~b

백과사전류 문서에서 위의 4 가지 형태의 모든 무형대용

어에 대하여 선행어 또는 표제어에 의해 복원되도록 하

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우리의 목표이다.

2. 관련 연구

백과사전 문서에서 생략된 표제어를 복원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로 [3]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어진 무형대

용어에 대하여 문서내 선행어의 인식은 수행하지 않는

다. 단지 이 무형대용어를 표제어로 복구할지, 복구하지 

않을지 만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위의 타

입 2의 경우에는 복원을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주어진 

무형대용어가 어느 타입인지의 구별도 수행하지 않는다.

이 연구의 특징은 규칙과 통계적인 방법을 하이브리드

화 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의미코드를 

가지는 표제어의 문서의 경우 주어가 생략된 모든 무형

대용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표제어로 복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코드들을 선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의

미코드(s)에 속하는 대부분의 표제어들의 문서에서 주어

가 생략된 무형대용어들 중 50% 이상이 표제어가 생략된 

경우임이 관찰된다면 s를 선정대상으로 한다.

무형대용어 해결 문제는 일본에서 많이 연구되었다. 

그 이유는 한국어와 유사한 종류의 언어인 일본어에서도 

무형대용어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2,4,5]. 

이 문제에 대한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Iida 의 연구

를 들 수 있다 [6,7]. [6]의 연구에서는 선행어의 위치

에 따라 문장 내 (intra-sentential), 문장 간  

(inter-sentential) 로 나눈다. 전자는 선행어가 무형대

용어와 동일한 문장에 나타나는 경우이며 후자는 앞의 

다른 문장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결국 각 경우에 따라 

따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렬로 시도하도록 한다. 또 다

른 특징으로는 과거의 기법들에 비해 구문정보를 더욱 

주요한 정보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들은 문장내 무형대

용어만을 대상으로 할 때의 시스템 성능을 발표하였는데 

F1=0.595를 가진다. 그러나 문장내 무형대용어는 전체 

무형대용어의 일부이며 처리가 쉬운 경우라서 주어진 성

능은 전체 무형대용어 시스템의 성능으로 간주하기 어렵

다. 게다가 이들의 연구는 표제어의 복원 문제를 포함하

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시스템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가

능하지 않다. [7]의 연구에서는 Integer Linear 

Programming 이라는 보다 강력한 추론 기능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하려는 시도가 소개되어 있다. 이 

시스템의 성능은 전체적인 무형대용어 해결 작업에 대하

여 F1 = 35 정도로 무형대용어 해결 작업이 상당히 어려

운 문제임을 알 수 있다.

3. 시스템 구성

우리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표제

어 복원 과정은 그림의 중간 선 아래 부분의 4 개의 모

듈을 이용한다. 백과사전류 문서가 입력되면 먼저 문서

내의 무형대용어(ZA)의 위치를 탐지한다. 그 다음 각각

의 무형대용어에 대하여 “문서내 선행어 인식” 모듈을 

거친다. 이 모듈에서는 문서내의 선행어 후보가 되는 명

사구들 중에서 선행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것인지 인

식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ZA 해결). 만약 문서 내에 선

행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표제어 ZA 복원 

판별” 모듈로 보낸다. 여기에서는 SVM 이진 분류기를 

사용한다. 문서내에 무형대용어의 선행어가 존재하는 경

우“표제어 문서내 선행어 coreference 판별” 모듈을 

거치도록 하는데 여기에서는 표제어와 이 선행어가 서로 

상호참조 관계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

“문서내 선행어 인식” 모듈은 일반적인 무형대용어 

해결 문제이다. 이의 기본 전략은 상호참조해결 문제에

서 사용하는 기법에 기반하는데 지금까지 제안된 주요 

방식은 “candidate-wise”, “tournament” 두 가지가 

제안되었다 [1,8,9,10,11,12,13,14].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구조적 Support Vector Machine (SVM)을 이용하는 

“시퀀스 레이블링 (sequence labeling)” 기법을 사용

한다 [15]. 

결국 우리 시스템은 이진 분류를 위한 일반적인 SVM과  

시퀀스 레이블링을 위한 구조적 SVM을 이용하는 방식으

로서 기계학습 기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4. 기계학습

4.1. 학습데이타

기계학습을 위하여 우리는 학습데이타를 구축하였다. 그

림 2에서 각 무형대용어는 대괄호 쌍 “[...]” 안에 표

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1,2/s] 는 주어(subj)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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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무형대용어이며 선행어는 1, 2 번으로 표시된 명사구 

후보들로서 이 경우 문서내 선행어(2번 후보)와 표제어

(1번 후보) 모두 선행어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표제어: <+1>현진건</1>

<+2> 진건</2>은 일제 강 기 조선의 소설가 겸 언론인이다. 

「운수 좋은 날」, 「술 권하는 사회」 등 20편의 단편소설과 7편의 

‧장편소설을 [1,2/s] 남겼다. 일제 지배하의 민족의 수난  운명에 

한 객 인 실 묘사를 지향한 리얼리즘의 선구자로 [1,2/s] 꼽힌

다.

[그림 2] 학습데이타

[표 1] 피쳐리스트.

(1) Pd 어 에서 맨 끝의 어미 앞의 형태소의 품사(동사/형용사

부분임)

(2) Pd 의 어미의 품사

(3) Pd 의 자동사/타동사/자타동사 여부:  0(자동사), 1(타동사), 

2(자타동사)

(4) ZA 의 종류: s, o  하나일 것임

(5) NPi 와 ZA 가 동일 문장내에 있는지의 여부: 0(동일 문장), 

1(다른 문장)

(6) NPi의 조사 이 의 품사(POS)

(7) NPi의 조사 이 의 형태소어휘(string or lexeme이라 부름)

(8) NPi의 조사의 품사(POS)

(9) NPi의 조사의 형태소어휘(string or lexeme이라 부름)

(10) NPi를 구성하는 명사의 NE type : NE 가 아닌 명사에 

해서는 notNE 라는 type 을  것.

(11) NPi 의 지배소가 Pd 인지의 여부: 0(그 지 않음), 1(그러

함)

(12) Pd 가 NPi 의 조상인 경우 그 경로상의 의존 계 이블 

시 스

(13) NPi 와 Pd 사이에 존재하는 명사구의 수

(13’) NPi 를 구성하는 형태소 에 xsn 이 있는지 여부

(14) 이 NPi 가 표제어인지의 여부:  0(표제어가 아님), 1(표제어

임)

(15) NPi 가 속한 문장과 Pd 가 속한 문장의 계: 0(같은 문장), 

1(바로 앞문장), 2(그 이외의 경우)

(16) NPi 가 문장에서 처음 나오는 명사구인가:   0 (아니다), 1

(그 다).

(17) NPi 가 Pd  (Pd 가 이끄는 )의 가장 좌측 형제 의 

가장 좌측 명사구 자식인가: 0(아님), 1(맞음).

(18) NPi 가 루트 의 맨 좌측 형제 의 맨 좌측 명사구인지의 

여부: 0(아니다), 1(그 다)

(19) NPi 노드와 Pd 노드를 연결하는 경로 상의 이블 시 스

(주: Pd: 용언)

4.2. 피쳐

각 후보 명사구에 대하여 피쳐벡터가 준비된다. 후보 

명사구는 무형대용어보다 이전에 나온 모든 명사구들이 

대상이다. 물론 이 들 중에 일부만이 무형대용어의 선행

어가 되므로 이들 모든 명사구들 중 일부만이 선행어 번

호 태그를 가지게 된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피쳐로 준비한다: 어

휘 정보, 위치정보, 구문구조 정보등을 포함한다. 우리

가 사용하는 피쳐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5. 무형대용어 해결 기반 표제어 복원

우리 시스템은 백과사전류 문서내에 존재하는 모든 무

형대용어를 처리 대상으로 한다. 각 무형대용어에 대하

여 선행어가 있다면 이를 인식하고, 표제어도 선행어로 

간주될 수 있다면 이를 인식한다. 결국 각 무형대용어는 

1장에서 소개한 4 가지 타입 중 하나이며 해당 경우에 

따라 선행어가 무엇인지, 표제어도 선행어로 볼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 시스템의 작업 흐름은 그림 3과 같다. 입력은 

백과사전류 문서이다. 문서는 표제어에 대한 설명을 

담은 것으로서 표제어는 문서 텍스트의 일부가 아니라고 

우리 연구에서는 가정한다. 그러나 문서마다 어느 

표제어에 대한 문서인지는 주어진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표제어는 문서의 일부가 아니므로 선행어 후보 리스트에 

들어 있지 않다. 주어진 문서에 대하여 시스템은 먼저 

무형대용어 탐지를 수행한다. 무형대용어 탐지란 생략된 

격을 찾는 작업이다. 우리의 경우 필수격 즉 주격과 

목적격만을 탐지 대상으로 한다. 

[그림 3] 표제어 복원 작업의 흐름도.

이를 위해 문장의 ETRI 구문분석 시스템이 제공하는 

구문구조 분석 정보을 활용한다. 용언이 자동사나 형용

사라면 필수격은 주격 하나이며, 타동사라면 주격 및 목

적격 두 개가 필수격이다. 한국어의 경우 자동사 및 타

동사 두 가지 경우로 이용될 수 있는 용언들이 많다 (이

를 자타동사라고 부르자).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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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격만이 필수격이라고 본다. 결국 용언이 필요로 하는 

필수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나서 구문분석 정보에서 

필수격이 모두 존재하는 지를 파악하여 필수격의 생략여

부를 판단한다.

탐지된 무형대용어에 대하여 문서내에 존재하는 선행

어를 인식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시퀀스 레이블링 기법

을 사용한다. 이것은 후보 명사구 리스트 안의 각각의 

명사구에 대하여 레이블 “Antec”, “NoAntec” 둘 중 

하나의 레이블을 부여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Structural SVM을 사용한다 [15]. 

문서 내에서 선행어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 Antec 레

이블을 가진 명사구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 선행어가 

표제어와 상호참조 관계에 있는지 판단한다. 그렇다면 

이 무형대용어는 타입 1 이며 그렇지 않다면 타입 2 이

다. 타입 1의 경우에는 무형대용어의 위치에 선행어나 

표제어로 복원해 줄 수 있다. 타입 2의 경우에는 선행어

로만 복원할 수 있다. 이 상호참조 관계 판단은 현재로

서는 선행어와 표제어의 스트링 매칭에 기반하고 있다.

문서내에서 선행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진 분

류기를 이용하여 표제어가 탐지된 무형대용어의 선행어

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SVM 기반의 이

진분류 모델을 사용한다. 

시퀀스 레이블링의 구조적 SVM, 표제어 복원 여부 판

별을 위한 이진 분류 SVM 모두 4 장에서 소개한 피쳐셋

을 이용한다.

6. 실험

우리 시스템의 성능은 Recall 과 Precision을 사용한

다. 여기서 Recall이란 학습데이타에서 정답이라고 표시

된 모든 무형대용어의 수에 대하여 시스템이 선행어를 

제대로 찾아낸 무형대용어의 수의 비율이다. Precision 

이란 시스템이 탐지한 무형대용어의 수에 대하여 시스템

이 제대로 찾아낸 무형대용어의 수의 비율이다. 표 2는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보여 준다. 즉 모든 무형대용어에 

대하여 타입 및 “선행어의 인식” 작업과 “표제어의 

선행어 가능성 여부”판단 작업을 정확히 알아내는 작업

을 말한다.

 

[표 2] 전체 시스템 성능.

코퍼스  백과사 , 키피디아

훈련데이타 크기  2,840 (ZA 발생 수)

테스트데이타 크기  1,093 (ZA 발생 수)

Recall  53.16

Precision  57.24

F1 score  55.12

무형대용어의 탐지 문제는 구문분석기의 성능에 큰 영

향을 받는다. 이의 영향을 배제한 우리 시스템의 성능을 

알아 보기 위해 탐지 모듈을 제외한 시스템의 성능을 표 

3에 보여 주고 있다.

[표 3] 탐지 작업을 제외한 시스템 성능.

코퍼스  백과사 , 키피디아

훈련데이타 크기  2,840 (ZA 발생수)

테스트데이타 크기    988 (ZA 발생수)

Recall  61.94

Precision  60.30

F1 score  61.11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백과사전이나 위키피디아 등 백과사전

류 문서에서 나타나는 무형대용어의 복원 작업에 대한 

시스템 개발을 다루었다. 이 목표를 위해 우리 시스템은  

먼저 무형대용어 해결 작업을 수행한다. 그 다음 탐색된 

선행어와 표제어의 상호참조 관계를 이용하여 표제어가 

복원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우리 시스템의 핵

심 모듈인 “무형대용어 해결 모듈”의 개발을 위해 우

리는 시퀀스 레이블링 기법을 이용하였다. 실험 결과 우

리 시스템의 성능은 F1 = 55 로서 가능한 선행어의 수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실용적인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성능향상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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