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시스템이 주어진 문장을 이해

하고 처리하려면, 사용하는 입력의 형태나 입력의 정보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문장 

내의 주어나 목적어가 자주 생략되기 때문에[1],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태스크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된 입력을 그대

로 사용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하여금 생략된 정보까지 

예측하고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생략된 주어나 목적어 등에 대한 

정보를 복원해주는 기술은 필수적이다. 

생략복원(Zero Anaphora Resolution)이란, 텍스트에서 

생략된 부분을 이전 문구에서 찾아서 복원해 주는 기술

이다. 문장에서 축약된 표현, 즉 대명사 같은 것을 대용

어(anaphora)라고 한다. 이러한 대명사조차 생략되어 있

는 경우, 생략된 해당 문장성분(주로 주어 또는 목적어)

을 무형 대용어(zero anaphora)라고 한다. 동사, 형용사 

등의 서술어와 같이 무형 대용어가 종속되는 문장 성분

은 지배소(predicate)이며, 무형 대용어가 복원되어야 

할 원래 표현은 선행어(antecedent)라고 지칭한다. 생략

복원은 무형 대용어에 대한 선행어를 찾아 텍스트의 의

미를 더 명확하게 해 주고, 담화나 문서 내에서 언급하

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그림 1]의 “철수는 학교에 갔다. 가다가 

영희를 만났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 ‘만났다’에 대

한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만났다’는 지

배소, ‘철수’는 선행어가 되고, 두 번째 문장에 원래 

있어야 할 복원대상이 되는 주어(‘철수’)는 무형 대용

어가 된다. 시스템이 ‘만났다’에 대한 주체가 ‘철수’ 

임을 알고 있다면, 문장을 이해하고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정 대명사와 같은 개체를 문서 내에서 찾는 상호 참

조 해결(coreference resolution)과 달리, 생략된 주어 

또는 목적어를 복원해주어야 하는 생략복원 문제는 영어

권 언어보다는 주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같은 동아

시아계 언어와 이탈리아어 등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2], 이에 대한 연구가 다른 자연어처리 문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립국어원의 무형 대용어 복원 말뭉치

[3]의 문어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주어 생략복원을 진

행하였다. 해당 말뭉치는 주어와 목적어 복원을 대상으

로 하지만, 데이터의 86%가 주어 복원 샘플이므로 주어

에 대한 생략복원만 진행하였다. 생략복원이 불필요한 

네거티브 샘플(negative sample)을 생성하여 학습 데이터

셋에 포함함으로써, 실제 상황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목

표로 학습을 진행하였다. 생략복원에 효과적인 입력 형

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입력 형태를 시도

했다. 출력 레이어로는 finetuning layer(Linear, Bi-

LSTM, MultiHeadAttention)와 생략복원 태스크 형태(BIO 

tagging, span prediction)의 다양한 조합을 실험하였다. 

더 나아가, 가장 성능이 좋은 입력 및 출력 형태 조합 

모델에 대해 window size (지배소를 포함한 문장을 제외

하고 선행어를 찾기 위해 검색하는 문장 개수)를 변화시

키며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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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어에서는 문장 내의 주어나 목적어가 자주 생략된다. 자연어 처리에서 이러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

는 것은 정보 부족으로 인한 문제 난이도 상승으로 귀결된다. 생략복원은 텍스트에서 생략된 부분을 이전 

문구에서 찾아서 복원해 주는 기술이며, 본 논문은 생략된 주어를 복원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본 논

문에서는 기존에 생략복원에 사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입력 형태를 시도한다. 또한, 출력 레이어로는 

finetuning layer(Linear, Bi-LSTM, MultiHeadAttention)와 생략복원 태스크 형태(BIO tagging, span 

prediction)의 다양한 조합을 실험한다. 국립국어원 무형 대용어 복원 말뭉치를 기반으로 생략복원이 불필

요한 네거티브 샘플을 추가하여 ELECTRA 기반의 딥러닝 생략복원 모델을 학습시키고, 생략복원에 최적

화된 조합을 검토한다. 

 

주제어: 생략복원, 무형 대용어, 자연어처리, 딥러닝 

[그림 1] 생략복원 구문 예시 

- 329 -



생략복원 논문들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전반적인 시스템 

구성에 대해 서술한다. 4장에서는 실험환경 및 결과를 분

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더불어 향후 연구

에 대해 논의한다. 

 

2. 관련 연구 
 

딥러닝 기반의 생략복원 연구에는 한국어 연구 외에도 

중국어([2][4]), 일본어([5]), 이탈리아어([6]) 등이 있

다. 이 논문들 에서는 FFNN(Feed Forward Neural Net)을 

사용하거나[2], sequence labeling 형태로 생략복원 모델

을 학습시키고[4], CNN(Convolutional Neural Net)을 사

용하기도 했다[5].  

한국어 생략복원과 관련된 연구에는, 먼저 생략된 대

용어를 복원하여, 상호 참조 해결 형태의 문제로 바꾼 

논문[7]이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실제 선행어를 찾지 

않고 무형 대용어에 해당되는 대명사 표현만을 복원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본 논문의 취지와 다르다. 반면, wiki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sequence labeling을 시도하여 선행

어를 복원하려 한 논문[8] 등이 있다. 하지만, 해당 논

문에서는 실제로 복원이 필요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학

습 및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복원이 필요하지 않은 

문장들에 대한 판별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논문에서 다양한 입력 형태에 

대한 시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우선 기존에 생략복

원에서 시도해 본 적 없는 다양한 입력 형태를 비교 분

석한다. 또한, finetuning layer, 생략복원 태스크 형태

에 대한 다양한 조합의 출력 레이어를 실험한다. 생략복

원 태스크 같은 경우, 첫 번째는 sequence labeling의 한 

형태인 BIO tagging을 사용한다. 두 번째는 MRC(Machine 

Reading Comprehension)에서 많이 사용되는 span 

prediction 형태를 사용한다. 이는 상호 참조 해결 연구

[9], 생략복원 연구([10], [11])에서 사용한 바가 있다.  

 

3. 시스템 구성 
 

3.1 지배소 후보 선정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무형 대용어 복원 말뭉치[3] 

중 문어체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지배소 후보를 선정하였

다. 무형 대용어 복원 말뭉치 문어체 데이터셋은 7,265

개의 뉴스 기사 등의 문서에 대해, 복원이 필요한 지배

소-선행어 쌍을 명시해 놓은 데이터셋이다. 해당 데이터

셋에 명시된 지배소-선행어 쌍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 번째는 지배소에 대해 복원되어야 할 선행어

가 문서 내에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지배소에 대해 복원되어야 할 선행어가 문서 내에 명시

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누군가’로 복원되어야 하는 경

우이다. 

먼저, 동일한 문서에 대해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형태 분석 말뭉치[12]를 활용하여, 위의 두 가지 경우의 

지배소들에 대한 형태소 분석 형태를 확인하였다. 그 결

과, 대부분의 지배소들이 동사(VV), 형용사(VA), 동사  

 

파생 접미사(XSV), 그리고 형용사 파생 접미사(XSA) 중 

하나 이상의 형태소를 포함하도록 분석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그림 2]는 몇 가지 지배소들의 형태소 분석 결과 

예시이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셋 전체의 모든 형태소

를 확인하여, 위의 네 가지 중 하나 이상의 형태를 포함

하도록 분석된 단어들을 지배소 후보로 선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데이터셋에 포함된 위의 두 가지 

경우 (선행어 문서 내 존재, ‘누군가’로 복원) 외에 복

원이 불필요한 지배소들도 네거티브 샘플로 학습 데이터

셋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따라서, 형태소 분석 형태를 

확인하여 지배소 후보로 선정된 지배소들 중 위의 두 가

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복원이 불필요한 지배소로 

정의하였고, 이 중 절반만 임의추출하여 데이터셋에 포

함시켰다. 이와 같이 절반만 포함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

다. 복원이 불필요한 지배소 전체를 데이터셋에 포함시

키면, 복원 대상이 되는 데이터셋보다 복원이 되지 않는 

데이터셋이 많아진다. 이러한 경우, 시스템이 복원을 해

야 하는 경우에도 복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거티브 샘플의 비율을 조절하기 위

해 절반만 임의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3]은 불필요한 것 중 절반을 임의추출하지 않은 

경우의 데이터셋 구성을 보여준다. 복원이 필요한 데이

터셋은 실제로 복원이 가능한 데이터셋과 복원이 불가능

하여 ‘누군가＇로 복원해야 하는 데이터셋으로 나뉜다. 

이 때, 후자의 경우는 실제로 선행어를 문서 내에서 찾

을 수 없기 때문에 복원이 불필요한 경우와 동일한 정답

을 가진다. 따라서 복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1)‘누군가’

로 복원해야 하는 경우(10%), 2)복원이 불필요한 경우

(50%) 두 경우를 합친 전체의 60%를 이루게 된다. 반면, 

[그림 4]는 복원이 불필요한 것 중 절반을 추출한 데이 

[그림 3] 네거티브 샘플링 결과: 복원 불필요한 경우를 모두 추출한 

경우. y축은 샘플 개수. 비율은 전체 데이터셋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림 2] 지배소 형태소 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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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셋이다. 이 경우, 복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46%

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그림 4]와 같은 데이터셋을 사

용하면, 실제로 선행어를 찾아야 하는 경우와 복원이 되

지 않는 경우의 샘플 개수가 비슷한 균형 잡힌 데이터셋

이 완성된다. 

 

3.2 입력 형태 

해당 장에서는, 지배소 후보를 포함한 문장을 ‘현재 

문장(predicate sentence)’으로 정의한다. 현재 문장 앞

의 window size 개수만큼의 문장들은 ‘앞의 문장들

(context window sentences)’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생략 복원 태스크에 효과적인 입력 형태를 찾고자 다

섯 가지 입력 형태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한 문장

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지배소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

에, 입력으로 주어지는 문장의 지배소 후보를 표시하여 

모델에게 어떤 지배소에 대한 복원을 시도하고자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5]는 다섯 가지 입력 형

태에 대한 예시이다. Window size가 2일 때의 예시이기 

때문에, ‘앞의 문장들’은 ‘오늘은 월요일이다. 철수는 

학교에 갔다.’ 이다. 이를 뒤따르는 ‘현재 문장’은 

지배소 ‘만났다’를 포함하는 ‘가다가 영희를 만났다’

라는 문장이다.  

 먼저 입력 1 형태는, [8]에서 참고한 형태로, 지배소

만 앞에 두고, [SEP] 토큰으로 분리된 뒤쪽에는 앞의 문

장들과 현재 문장을 놓은 형태이다. 입력 2 형태는, [10]

1 B는 batch size, S는 sequence length를 의미한다. 

의 영어 생략복원에서 참고한 형태로, 지배소가 표시된 

현재 문장을 앞에 놓고, [SEP]로 분리된 뒤쪽에는 앞의 

문장들만 놓은 형태이다. 입력 3 형태는, 입력 2에서 현

재 문장이 앞의 문장들보다 먼저 등장하여 원래 순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실험한 형태이다. 이는 

지배소를 표시한 현재문장을 앞쪽에 놓고, [SEP] 토큰으

로 분리된 뒤쪽에는 앞의 문장들과 현재 문장을 놓은 형

태이다. 입력 4 형태는, window size 내의 문장들을 문장 

구분 없이 순서대로 놓은 형태이다. 즉, [SEP] 토큰으로 

입력을 분리하지 않고, 앞의 문장들과 지배소가 표시된 

현재 문장을 이어서 한 번에 놓은 형태이다. 입력 5 형

태는, 입력 4와 반대로 window size내의 문장들을 [SEP] 

토큰으로 분리한 형태이다. 

모든 입력 형태는 window size를 2로 고정한 채 사용

하였다 (‘앞의 문장들’로 두 개 문장만 고려). 그 이

유는 국립국어원 무형 대용어 복원 말뭉치의 약 96%에서 

선행어가 앞의 두 문장 이내에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자

세한 통계는 4.1 데이터셋 참조). 성능이 가장 좋게 나

온 입력 및 출력 조합 모델에 대해서는 window size를 0, 

1로 바꾸며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반면 복원이 불필요하거나, ‘누군가’로 복원되어야 

하거나, window size 밖에 선행어가 있는 경우는, 전부 

주어진 입력에 대해 선행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복원

을 하지 않았다. 

 

3.3 출력 레이어 

생략복원 모델의 출력 레이어는 크게 2가지 차원을 고

려하여 구현 및 실험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finetuning layer의 종류이다. 해당 

차원에서는 Linear layer, Bi-LSTM, MultiHeadAttention 

세 가지 종류로 세분화해서 비교하였다.  

두 번째 차원은 생략복원 태스크의 형태이다. 해당 차

원에서는 sequence labeling 형태와, MRC에 많이 사용되

는 span prediction 형태를 비교하였다. [그림 6]과 같

이, BIO tagging은 주어진 지배소(predicate)에 대한 선

행어에 해당되는 토큰을 B (Beginning), I (Inside)로 태

깅하고, 그 외 토큰들은 O (Outside)로 태깅한 것을 정

답으로 사용하는 형태이다. BIO tagging을 위해 학습시킨 

finetuning layer는 최종적으로 1B x S x 3 크기의 logit

[그림 4] 네거티브 샘플링 결과: 복원 불필요 샘플 중 절반을 임의추출

한 경우. y축은 샘플 개수. 비율은 전체 데이터셋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림 5] 다섯 가지 입력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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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과값으로 계산한다. 즉, 각 샘플의 S 개의 토큰 각

각에 대해 B, I, O 중 하나를 예측한다. 복원이 불필요하

거나, 무형 대용어가 ‘누군가’로 복원되어야 하는 경

우, 정답은 전부 O (Outside)로 태깅한다. 반면, span 

prediction은 [그림 7]과 같이 선행어의 시작과 끝 지점 

토큰들을 정답으로 사용하는 형태이다. 이를 위해 학습

시킨 finetuning layer는 최종적으로 시작 지점과 끝지점

에 대해 각각 B x S 크기의 logit을 결과값으로 계산한

다. 복원이 불필요하거나, 무형 대용어가 ‘누군가’로 

복원되어야 하는 경우, 시작과 끝 토큰을 전부 0으로 예

측해야 정답이 된다 (0은 CLS 토큰 자리를 나타냄). 

따라서 사실상 두 가지 차원에 대한 6가지 조합이 존

재한다. 하지만 실험은 4가지 조합에 대해서만 진행하였

다. 4장 실험 및 결과에서 상세하게 서술하겠지만, 첫 번

째 차원의 Linear Layer 실험에서 다섯 가지 입력 형태 

모두에 대해 BIO tagging보다 span prediction의 성능이 

좋았다. 따라서 나머지 두 finetuning layer인 Bi-LSTM과 

MultiHeadAttention을 사용한 실험에서는 span 

prediction 형태로만 생략복원 태스크를 진행하였다. 

 

3.4 학습 과정 

모델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입력을 토크나이징 

하고 2) 사전 학습된 Electra를 통과시키고 3) Electra

에서 나온 마지막 hidden layer를 finetuning layer에 통

과시킨 뒤 4) 최종적으로 나온 logit에 대해 

CrossEntropyLoss를 사용하여 loss를 계산한 뒤 역전파

시킨다. 

 

4. 실험 환경 및 결과 
 

Electra 모델과 토크나이저(tokenizer)는 character 

level을 사용하였다[13]. 한국어에서 선행어(주어)가 대

부분 조사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word level의 토크나

이저를 사용하면 선행어 인식 후에 조사를 추가로 분리

해야 하기 때문이다. 

 

 

4.1 데이터셋 

[표 1] 데이터셋 구성 

 
샘플 유형 

총합 
문서 내 선행어 ‘누군가’ 복원 복원 불필요 

train 134,080 33,465 83,962 251,507 

val 19,192 4,803 11,913 35,908 

test 38,395 9,760 23,778 71,933 

총합 191,667 48,028 119,653 359,348 

 

문어체 데이터셋의 7,265개의 문서를 기반으로 [그림 

4]과 같은 359,348개의 지배소-선행어 쌍을 최종 데이터

셋으로 선택했다. 해당 데이터셋의 구성은 [표 1]과 같

다. 샘플 개수는 문장의 개수가 아닌 지배소의 개수와 

동일하다. 즉, 같은 문장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지배소가 

존재한다면, 해당 문장을 두 개의 서로 다른 샘플(지배

소-선행어 쌍)로 만들어 데이터셋에 포함시켰다. 총 

7,265개의 문서 중 같은 문서에서 나온 샘플들은 train, 

val, 또는 test 데이터셋에 중 한곳에만 포함되도록 하

였다. 같은 문서에서 나온 문장 샘플이 train, val, test

에 나뉘어 포함되면, 학습 상황과 테스트 상황에서 비슷

한 문장을 볼 수 있어 테스트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때, 샘플 개수는 train : val : 

test = 7:1:2의 비율로 나누어지도록 하였다. 

각각의 train, val, test 데이터셋은 1) 복원이 필요

하고 문서 내에 선행어가 존재하는 경우 2) 복원이 필요

하지만 문서 내에 선행어가 존재하지 않아 ‘누군가’로 

복원되어야 하는 경우 3) 복원이 불필요한 경우의 세 가

지 유형의 데이터를 모두 포함한다. 이 중 1 번 케이스

의 경우,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소와 같은 문장 

내에 선행어가 있는 경우(지배소와 선행어 사이 문장 거

리 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선행어가 포함된 문

장과 지배소가 포함된 문장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해

당 유형의 샘플 개수가 줄어드는 형태이다. Window size

를 2로 고정하면 복원 가능한 데이터셋의 96% 정도를 활

용할 수 있음이 확인 가능하다. 

 

[그림 6] 입력 4을 기반으로 한 BIO tagging 형태의 태스크. (*)은 

finetuning layer가 정답을 예측할 시 출력하는 output이다. 

 

[그림 7] 입력 4을 기반으로 한 span prediction 형태의 태스크. (1)

과 (2)는 각각 finetuning layer가 정답을 예측할 시 출력하는 시작

과 끝 토큰 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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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문서 내에서 선행어를 찾을 수 있는 경우, 지배소와 선행어 사

이 거리.  

 
지배소와 선행어 사이 문장 거리 

총합 
0 1 2 3 4 5 

train 106,694 16,576 5,763 2,552 1,520 975 134,080 

val 15,154 2,511 812 373 214 128 19,192 

test 30,370 4,866 1,621 796 405 337 38,395 

비율 79.4% 12.5% 4.3% 1.9% 1.1% 0.8% 100% 

 

 

4.2 평가 방법 

𝐴𝑐𝑐𝑢𝑟𝑎𝑐𝑦 =
정답∩  시스템 모든 예측

전체 sample 개수
 --- (1) 

𝑃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 =
정답  ∩  시스템 선행어 복원 예측 

시스템 선행어 복원 예측 개수
 --- (2) 

𝑅𝑒𝑐𝑎𝑙𝑙 =
정답∩  시스템 선행어 복원 예측 

복원이 필요한 sample 개수
 --- (3) 

𝐹1 =
2∗𝑃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 ∗𝑅𝑒𝑐𝑎𝑙𝑙

𝑃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𝑅𝑒𝑐𝑎𝑙𝑙
  --- (4) 

 

복원이 불필요한 샘플이나, ‘누군가’로 복원되어야 

하는 샘플, 그리고 window size 밖에 선행어가 있는 경

우 ‘선행어를 찾지 않는다’는 정답을 도출해야 한다. 

Accuracy(수식 1)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정답 여부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값이다. 즉, accuracy는 모든 샘플

에 대한 정답 비율을 측정한 값이다. 

Precision과 Recall은, 복원이 필요하고, window size 

내에 선행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즉, 특정 선행어

를 정확히 찾아야 하는 경우만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Precision(수식 2)은 모델이 특정 선행어를 예측한 샘플

에 대한 정답 비율이고, Recall(수식 3)은 특정 선행어

를 정답으로 가지는 샘플에 대한 정답의 비율이다. F1 

score(수식 4)는 precision과 recall의 평균값이다. 

다섯 가지 입력 형태에 대해,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score가 가장 좋은 경우가 한 가지 입력에 몰

리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모델을 평가하는 기준은 

F1 score이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4.3 실험 결과 

[표 3] Linear Layer를 추가해 finetuning 한 결과. 밑줄은 

accuracy/precision/recall/F1 score에 대한 최고 성능. 

Window size 2 
입력 형태 

입력1 입력2 입력3 입력4 입력5 

BIO 

tagging 

Accuracy 71.85 69.31 70.79 70.59 70.68 

Precision 66.24 60.69 59.73 64.26 61.62 

Recall 53.87 47.07 49.62 51.48 54.88 

F1 score 58.42 53.02 54.20 57.15 58.02 

Span 

prediction 

Accuracy 81.00 80.81 81.63 80.32 80.57 

Precision 74.68 74.26 72.49 75.98 75.71 

Recall 75.23 75.36 74.13 71.63 72.56 

F1 score 74.95 74.80 73.30 73.74 74.1 

 

 [표 3]은 사전학습 된 KoCharElectra base model에 

Linear Layer를 추가해 finetuning한 결과이다. 5가지 입

력 형태 모두에 대해 BIO tagging으로 생략복원을 한 것

이 span prediction보다 성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능 개선을 위해 사용한 Bi-LSTM 과 

MultiHeadAttention finetuning layer들에 대해서는 span 

prediction만 실험하였다. 

 

[표 4] Bi-LSTM Layer를 추가해 finetuning 한 결과. Span prediction 

사용. 

Window 

size 2 

입력 형태 

입력1 입력2 입력3 입력4 입력5 

Accuracy 80.64 80.92 82.77 80.45 80.84 

Precision 74.48 75.13 75.11 75.46 76.82 

Recall 74.94 76.27 74.27 73.18 72.18 

F1 score 74.71 75.68 74.68 74.30 74.43 

 

[표 4]는 사전학습 된 KoCharElectra base model에 Bi-

LSTM layer를 추가해 finetuning 한 결과이다. 전반적으

로 Linear Layer를 사용했을 때보다 성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 가지 입력 형태 중 두 번째 형태

가 F1 score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MultiHeadAttention Layer를 추가해 finetuning 한 결과. Span 

prediction 사용. 

Window 

size 2 

입력 형태 

입력1 입력2 입력3 입력4 입력5 

Accuracy 81.01 81.12 82.91 79.88 80.74 

Precision 76.87 76.76 77.20 72.65 77.43 

Recall 72.00 73.01 71.77 75.16 70.98 

F1 score 74.36 74.84 74.39 73.88 74.07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MultiHeadAttention을 사용

해 finetuning했을 때도, F1 score는 두 번째 입력 형태

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Bi-LSTM과 MultiHeadAttention에 대해서 두 번째 입력 

형태가 precision이 가장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F1이 최

종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입력 

형태가 생략복원에 가장 효과적인 입력 형태라고 판단하

였다.  

 

[표 6] Best model인 Bi-LSTM + 입력 2에 대한 결과 

 window size 

0 1 2 

Accuracy 85.22 81.83 80.92 

Precision 77.67 78.10 75.13 

Recall 77.62 74.94 76.27 

F1 score 77.65 76.52 75.68 

 

위의 [표 6]은 앞선 실험에서 가장 성능이 좋았던 입

력 2 + Bi-LSTM finetuning layer + span prediction에 

대해 window size를 바꾸며 진행한 실험 결과이다. 

Window size가 2인 경우와의 비교를 위해 [표 4]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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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 대한 결과를 한 번 더 언급했다. Window size가 1인 

것은 현재 문장과 앞의 문장 하나를 고려하여 선행어를 

찾은 실험 결과이다. Window size가 0인 것은 현재 문장

만 고려하여 선행어를 찾은 실험 결과이다. 만약 선행어

가 window size 밖에 있다면, 복원을 하지 않은 것을 정

답으로 처리했다. Window size가 작아질수록, 선행어가 

해당 window size 내에 존재하는 경우 더 찾기 쉬워진다. 

따라서 [표 6]과 같이 window size가 작아질수록 F1 

score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입력 2 형태와, 출력 레이어에 대해서는 

Bi-LSTM finetuning layer와 span prediction 태스크 형

태를 사용하여 모델링 한 조합이 성능이 가장 좋았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최근 한국어 생략복원 연구는 입력 형태나 데이터셋

(네거티브 샘플 유무), 그리고 생략복원 태스크 형태

(sequence labeling, span prediction)의 활용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

한 입력 형태를 실험하였다. 또한, finetuning layer, 생

략복원 태스크 형태에 대한 다양한 조합의 출력 레이어

를 실험함으로써 어떠한 접근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생략복원에 최적화된 

입력 및 출력 레이어 조합의 모델을 확인하였다. 모든 

데이터셋 구축 및 실험은 국립국어원 무형 대용어 복원 

말뭉치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구축 과정에서 복원이 

불필요한 서술어들에 대한 샘플도 추가하여 최종 데이터

셋을 구성했다. 해당 데이터셋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의 입력 및 모델을 baseline으로 

하여 향후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지배소에 대해 주어 뿐만 아니

라 목적어를 동시에 복원하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또

한, 구어체에 대한 생략복원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생략복원 모델을 더 광

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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