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0�

21 $#�3
�'+()(*)�
4506.7�

%�
�4*+(8�

:9; <%�
�=?>7*+(8�

BD;AC@E $#��
�'+()(*)�F*0-�

�������	
��������������������������

������� ���"�!
%!$&#

/5-0-+*(),.1-30643'-.'25�� 9:;.1748;,.1-30643'-.'25�� 8.1-,.1-30643'-.'25

<334>->=43�?B=@7A=37:� /45� C457-3�D73>=E73>�<3-A;:=:� -3@�<334>->=43� F44A

HB3GIB�J-��� � I=3GK4B30��1�� I7430GL43�M1-

M1-30643�N3=O75:=>;

P� �Q

�������	R�$��T�S�WV�U� ZYX�\['�]^`_�&a���b�����cdR�$��ef��
gh�['� i� ej�� ���� ���	R� $k� �f�X�� ��� ml
� ��� �����
� mn�['� o���
qp������R�r����s����uvt��������	
����xyw�qp���s��d�u['

�m�z��������	��f{}�|���~�	�����	�qp������

��E�:G

IH���J57?05/�K5)6?56.�L0*8.MM()6�$�	�NO

P�Q�NR�=.)7(S.)7�T)5/UM(M�V�X;YW�"Z"�[

\��]��3W��	�`_^$�$#a"�b^c�Q��d

fe�Igih�NRj\�kl�mnh�	@E�Q�NRV�

o=.)7(S.)7pq\�r����e�	��h��ts�uvj

xwW� dq:� Q�NRa"� Q�NRaq\� nyih�

}~|z{� 	@E� ��� $#�'+()(*)�l� ��	@\�

$�W:�$#�a�aq\�nyih{�}~	@E

Q�NRW:� NRj�I� j\� �3l� $#�3

�'+()(*)�4506.7�aq�	@E�3�a"���c�z�l���

	���c���Pa"�H�P��V�P����@�	�k�a�

$#�3a�����[@E���W\� ��Y���:9;^�

��j�:����@�� �¡V�}¢a�I£$�$#l�¤�

¥�c�I§¦s�n�¨���[s�|©@E���ª�c�$#�

3W��	�$#a�¬«�[\�$#�X;Y�'+()(*)�4.7�

\�¯®�a�±°W{�´²³ih�µ^j��[@E

r�¶W:\�·�¸a�¹ih�$#c�Q��»ºl�<¼¨�

½� ²¾j\� ��¿l� �}jÀ@E� a� H�\� £��

��c������$�ÁÂ�e��Ã	�Ä�uÅ�±{a@E�·�¸

\� ��� �f$� Q�� »º� ÁÂ�e� B�z� fÆ� ���

Ç0(SSMÈ�75/.W:��cÉ�����l�¹ih�»ºl�ÊË@E�

·�¸V�P{��Q�NRl�f	�ÁÂ�e�Ã�jÀ@E

j¯B�Q�NRl�f	�^aÌqP$�<Íh�PjÎ�

�Ï��b^e�f	�ÐaÑ�¾�a�aÒ�¯¯�Ó��[

@E�ah�PjÎ�H�I�@�:h�@Ô�zÕih�H��

ª�e���j��[\�Ö�a@·Ø×Ù¸E�

Ú���W:\�	���Q�NR�H�e�f	�»º�Á

Â���Û�^aÌqPl��±j��H�~�»º�ÁÂ�e�

�Ã	@E�

��V�@Ü���@E���W:\�	���Q�NR�^a

ÌqPl��±j�c���W:\�»º�^aÌqPl�ÞÝ

jßc�Ø�W:\��$	�$#�ÁÂ�e��Ûj\���W�

àÆ:�ÞÝ	@E��¯áih�É�W:�ªGl�z�	@E

�E�	���Q�NR�^aÌqP

Ú���W:\�	���Q�NRl�f	�^aÌqPl�

�â	@E�

���E��zÚ�ãä

Q�NRW�}~|\�$#X;Y\�%h�å��:a

@E�Q�NRV�æ�^¯$�$#��! ^�[@E�@Ü�

$#���'+()(*)�=.)7.)8.�e�çè�IE

���o"\�21$�:9;^�BD;AC@Ep

�����l�NR	�$#��! \�n��W�"Z"�[@E

� $#%&�'+()(*)�,*/-.0�\�$#l�êéj\�%&h

:���W:\��ëa�I£a�$#%&W�Æì	@E

� $#�3�'+()(*)�4506.7�V��N�ía�îaz{�j

��%��4*+(8�ï�<%��=?>7*+(8�h�"ðz{�j\

Ð�%�\�$#�n�$��3a�|\�}¢c���c�3

���a��<%�\�%�^�^¯��[\�òña"�ó

�a@E�



�����	��
�	�����������������������

»� �$

=ôL'= õ�³�$#l�¬��[\���

=ôJö÷ ùø³�$#l�¬��[\���

=ôJöÇ <�³�$#l�¬��[\���

=ô'úû $#a�¬«�[¯�ÓV���

�N »� �$

$#

�3

'4 {üP��àýa�[\�$#�3

'4ôöþ4 {üP��àý�í\�$#�3

$#

��

'FôL'= õ�³�$#���
�ny

'FôJö÷ ÿ�l�ÝĀā�Ă���í\�$#
���
�ny

'FôJöÇ <�³�$#���
�ny

nØE�ă&Ą�$#��

�N àąÝ �3

$#�3

�

$#��

Ć$�àą

ć5Mô*+()(*)
$#�3l�zÕih�

$#��ï��àą

(Mô*+()(*)ô*Ĉ
$#�3l�zÕih�

$#��ï$�vàą

$#�3�

Ć$�àą

.ĉ?5/
gĊ	� $#�3l�

@Ô�Ýċih�}~

ć5Mô5M+.87
%�e� zÕih�

<%�ï��àą

(Mô5M+.87ô*Ĉ
%�e� zÕih�

<%�ï�vàą

nÉE�àąĄ�$#��

üZ»� ÞÝ

č'ČôĎč å��:�Đaď

T÷4,'đ å�Ã�I

K'ČT4Ď'J å�Ã�I$��³

T÷4,'đô4ĒLö å�Ã�I$�§Ą

,öKLôČ'÷J4 å��ē��

KTJÇ÷TÇö å�Ã��Ĕ�

,'4öK 21Ý

4Ď4Kö å��m

đT4ĎJÇ= 21�b¿

Č'J4öJ4 å�Ú�

öJčô'ĕôđöĖĎöF å$��¯á�ė

Ęč'ČôĎčĚę�Ø����Ù
ĘT÷4,'đĚ70(+5-ě(M*0�S.S>.0
ĘK'ČT4Ď'JĚ
ĘT÷4,'đô4ĒLöĚ
Ę,öKLôČ'÷J4Ě�
ĘKTJÇ÷TÇöĚĜ*
Ę,'4öKĚğĞ�ĝ;�21�ĠĐ±;
Ę4Ď4KöĚĢ³P^ġ��Ĥģ	��ã
ĘđT4ĎJÇ=ĚØĥ^ġØĥ� �ĥĦÖ �ĥħª{Øĥ:

9;É
ĘČ'J4öJ4
ĨĘĚ=ô'úûĩ ĪīW:�Ĭ±e�Z����ĭ\Ð�

Įį^�İ�21a�Đı@��ı��Ā	�% e��ÎĲ
O�Ģı@

ĨĘĚ=ô'úûĩ ��W� 9ĳ	� 21�a� ¡Đ:�
�ĝ���Đ!

ĨĘĚ=ôL'=ĩ ĨĴĚ'4ĩV�ĨÃ¯BĚ'FôJöÇĩ�ĨĵĶ
ķÏı@Ě'FôL'=ĩ
ĨđöKĩć5Mô*+()(*)ĸĴĸÃ¯Bĸ�ĸ�ĨĹđöKĩ
ĨđöKĩć5Mô*+()(*)ĸĴĸĵĶķÏı@ĸ�ĸ�ĨĹđöKĩ

ĘöJčô'ĕôđöĖĎöF

�ĺ�E�ÁÂ����

� $#���'+()(*)� F*0-�\� $#�3W� �	� $#l�

"ZĻ\�nyihļ�õ��ĽV�<�$�ÿ�l�ľ��

[@E�ĊĿ³ih�ÿ�l�^ŀ�Ą~}^�$#��h�

ŃŁł@E

�

���E��$#ÁÂ�$�üZ���

�ĺ�V�Ú���W:��Û	�ÁÂ�$���a@E

�:$�ĄńV�Ć�ā�Ņ;Y��e�ņÆ�üZ��e�

Ňl���[{ň�ÞąjÀ@E�3�W�ŉĘÈ�z2h�±Ã

|\�k�a�üZ��aßc�Yø�ÌŊaŋ�}aYW:�

I&³ih��Īj\�ka@E�üZ��W��	�ÞÝl�

n�h��jÀ@E

���E��ÁÂ���Û�»�Ō

Q�NRV��:W�"Zō��ëa$�$#a"�Q�a�

õ�³P¯c�<�³P¯�NŎj\�kl�Á	@E�Ú���

W:\���l�ÿ�W�dq��s�õ��L'=�c�ùø�Jö÷�c�

<��JöÇ�c�$#a�¬«�[¯�ÓV�Ħà����'úû�ih�

�N	@E�n�W����»�e��jÀ@E

ă&Ą�$#��\���W�"Zō�Ý}"�Ý}�e��

3ih�{üP��àý�W�dq�$#�3l�»ºjß�$

#��\��ģ��fh�ŏ�:�ÿ��õ�Ĺ<�Ĺùø����

e��Ő�»º	@E�nØW�ă&Ą�$#��e��jÀ@E

àąĄ�$#��\�$#�3�Ć�ő\�$#�3��$#

��ï$�àą�Ą»$���e�$�	@E��àą\��:

$�zÕa�|\�ka�Œŋ�z�ł�œŔa��vàą\�z

Õa�|\�ka�"ùW�z�ł�œŔa@E�nÉW�àąĄ�

$#��e��jÀ@E



�����	��
�	�����������������������

ĨĘĚ��»ºÝĩ���»º

ĨđöKĩàąÝĸ$#�3Ĺ$#��ĸf���ĸĨĹđöKĩ

�E�»º�^aÌqP

���E�����»º

��$�±Ã�<NW�f�jß���$�ÿ�W�dq�ĨĘĸ

��»�Ýĩl�nzÆÕ@E

� =ôL'=�õ�³����Ě���W�"Zō��ëa$�$#a�

õ�³ih�"Z"\�œŔ�=ôL'=h�NR�E

���ĨĘĚ=ôL'=ĩ"\�21$�:9;^�BD;AC@E�

� =ôJö÷�ùø³����

×�ùø³�$#l�¬��[\�œŔ�=ôJö÷h�NR�E

���ĨĘĚ=ôJö÷ĩ"\�21�:9;\�"ŕ¯�ÓË@E

×� 	� ��W� õ��� <�a� �Ő� "Z"\� œŔ{�

=ôJö÷h�NR�E

���ĨĘĚ=ôJö÷ĩ21�:9;\�Ŗ¯{�"ŕ¯�ÓË@E

� =ôJöÇ�<�³����Ě���W�"Zō��ëa$�$#a�

<�³ih�"Z"\�œŔ�=ôJöÇh�NR�E

���ĨĘĚ=ôJöÇĩ"\�21$�:9;^�ŗW��¯�ÓË@E

� =ô'úû�Ħà����Ě���W��ëa$�$#a�"Z"¯�

Ó\�Ħà³P�Ļ~l�¬��[\�œŔ�=ô'úûh�NR�E

���ĨĘĚ=ô'úûĩ21W��r�a�[@E

���E��ă&Ą�$#��

ă&Ą� $#��\� ă&Ý� Pń�J5S.-� ö)7(7U�

đ.8*6)(7(*)��ÁÂ�W:�ă&ÝW�Æìj\�ka@E�$

#�3V�����fc�$#��\��ģ��fh�»º	@E

� $#�3

����$#�3V�{üP�$�àý��Î<W�dq��NE

����'4\�{üP��àý�[\�$#�3E

����'4ôöþ4\�{üP��àý�í\�$#�3E

���	�u�¤�Ĩ	�Ě'4ôöþ4ĩW�^��Ř�c�@ÜW�^

s�|��a�Ĩ21Ě'4ĩW�ř��ŘÏı@E

� 'FôL'=�õ�³�$#���

����õ�³P�$#��"�nya�¬«�[\�œŔE

���21$�:9;^�ĨŖ@Ě'FôL'=ĩE

� 'FôJö÷�ùø³�$#���

����ÿ�l�ÝĀā�Ă���í\�$#���
�nyE

���21$�:9;^�ĨŖ¯{�Ś¯{�Ó@Ě'FôJö÷ĩ

� 'FôJöÇ�<�³�$#���

����<�³P�$#��"�nya�¬«�[\�œŔE

���21$�:9;^�ĨŚ@Ě'FôJöÇĩ

���E��àąĄ�$#��

àąĄ�$#��\�$#�3��$#��c�$#�3��

$#�3�Ć$�àą�Ą»�ś�^¯h�NŎł@E�ĨđöKĩh�

±ÃjÎ�ĨĹđöKĩh�Ŝ\@E�$#�3��$#��$�f�

��\��<Ñ�±ÃjÎ�nz	@E

� ć5Mô*+()(*)

×�:h�àý�[\�$#�3��$#��

×���W�$#�3a�Œŋ�z�|��[\��àą$�œŔ�

»º

���Ĩ:9;Ě'4ĩ^�ĨŖË@Ě'FôL'=ĩE

ĨđöKĩć5Mô*+()(*)ĸ:9;ĸŖË@ĸ�ĸ�ĨĹđöKĩ

� (Mô*+()(*)ô*Ĉ

×�:h�àý�[\�$#�3��$#��

×���W�$#�3a�"ùW�z�|��[\�vàą$�

œŔ�»º

���ĨŖVĚ'FôL'=ĩ�Ĩ:9;Ě'4ĩÀ@E

ĨđöKĩ(Mô*+()(*)ô*ĈĸŖVĸ:9;ĸ�ĸ�ĨĹđöKĩ

� .ĉ?5/

×�ś�$#�3a�gĊj¯B�:h�@Ô�Ýċih�}~

ł�œŔ

���Ĩ21Ě'4ĩV�ŝŞjzW�ĨŖVĚ'FôL'=ĩ�Ĩ�¿Ě'4ĩ

a©@E

ĨđöKĩ.ĉ?5/ĸ21ĸ�¿ĸ�ĸ�ĨĹđöKĩ

� ć5Mô5M+.87

×�$#�3��$#�3�Ć$�àą�Ą»���

×�%�e�zÕih�<%�ï��àą�

���Ĩ21Ě'4ĩ$�Ĩ:9;Ě'4ĩ^�ŖË@E

ĨđöKĩć5Mô5M+.87ĸ21ĸ:9;ĸ�ĸ�ĨĹđöKĩ

� (Mô5M+.87ô*Ĉ

×�$#�3��$#�3�Ć$�àą�Ą»���

×�%�e�zÕih�<%�ï�vàą

�����$�Ĩ:9;Ě'4ĩe��Īj\�Ĩ21Ě'4ĩ

ĨđöKĩ(Mô5M+.87ô*Ĉĸ:9;ĸ21ĸ�ĸ�ĨĹđöKĩ

ØE�$#�ÁÂ���Û

Ú���W:�}~	�ÁÂ�\�Yø�ÌŊaŋ·��¸W:�

�Īj\�21�å��:h�ş�æą$�21W��	�@�

��åe��Īj��[@E�Ú���W:\�a�}aYW:�



�����	��
�	�����������������������

�N »º�â�ł�ÁÂ� »ºł�ÁÂ� Ģą

å Øc�É� �c��� Šc�É�

�� Ø�cÙ�Ø �ØcØÙÉ ÉŠcØ�Ù

�ģ �ę�cØę� ��Éc�ŠÙ ØÙęc�Øę

�ĺ�E�	���Q�NR�ĿIg�»º�{��Ě�š5M.)

Pz�[\��Éă�{±e��3ih�{±Ţh�����É�ă$�

21�å�ş&e���jÀ@E���ł�å�ùW:�	�

��å\�ţ�Šc�É�ăa@E��ùW:��c���ă$�åe�

�3ih�$#�3l���	�ŤŤ��:���e�<¼jÎ�

»ºł�ÁÂ��K5>./.-� Č*0+?M�e��ÛjÀ@E�Ú���

W:�}~	�Öť�ÁÂ�$�ņąŦV�nŠ���@E

Ú�ÁÂ�\�ŧA���Ïl�f	�ŨN	��$�ÁÂ�

\�Đı¯Bc�	���Q�NR�H�e�f	�zũ�IŪh

:�v¨V�¨���[l�kih�z�	@E

	���Q�NRl�f	�»ºl�fjÎ�ĿIg�»º�

ūP�š5M.)l�ă²jÀ@E��ĺ�$�Ŭ�W:�ŭ�jßc�

°°$�zŮV�Đůï��@E

Ű�£ĮĹűAĠzĹŋ�

Ų�|ųzĹ@±�ÖŴĹ@±��éĹÍŵŶĹŸŷ���

Ź��z�įÌ�źĬĹàą�»º��^

Ż��:�ŭ�Ĺż�

Ž���ž��Ĺ�ſ�ƀœĹū���

Ɓ���»�Ĺă&Ą�$#��

Ƃ�àąĄ�$#��

��»�ï�ă&Ą�$#���»��ƃ�f����B�ŵ

�Æ%��àąĄ�$#��\�Ig¾�ł@E�š5M.)V�Q

�NRl�f	�ÁÂ���Ûl��@�ƅƄ³ih�¨���[

\�zŮl�ƆƇ@E

ÉE�ªG

Ú���W:\�	���Q�NRl�f	�ÁÂ���Û�

^aÌqPl��±jÀ@E�ae�a~jÎ�ŧA�W�}~

¨���[\��Ŧ$�ÁÂ�e��Û�ùa@E�ƈƃ�a�^a

ÌqPl��Ɖj��ae�nÕŬ¨���a@E�ő	c�ÇTJ�

z�l�Ɗ~jÎ��Ŧ$�ÁÂ�e��ó��Û¨���a@E�

}}

a���V������{��<�Ƌƌ<�$�Íãih�	�H�Í�

$� ã̄l�ƍĐ��Ŵł�zũH�}�Ǝ�J*E����ęđ�č�T�ú�����É�Ø�E

Ə��Ɛ
·�¸ û5)U8.�F(.>.c�4ć.0.M5�F(/M*)c�5)-�Č/5(0.�Č50-(.E�

���ÉE� T))*757()6� .+0.MM(*)M� *Ĉ� *+()(*)M� 5)-�
.S*7(*)M� ()� /5)6?56.E� K5)6?56.� 0.M*?08.M� 5)-�
.ě5/?57(*)��Ù���Ě�ŠÉƑ���E

·�¸ Č.8(/(5� 'ě.M-*77.0� T/Sc� č5)� đ*7ćc� 5)-� đ(8ć50-�
=+0*57E� ���ÉE� öS*7(*)M� Ĉ0*S� 7.7Ě� S58ć().�
/.50)()6� Ĉ*0� 7.7×>5M.-� .S*7(*)� +0.-(87(*)E� Ď)�
L0*8..-()6M� *Ĉ� 7ć.� 8*)Ĉ.0.)8.� *)� ć?S5)� /5)×�
6?56.� 7.8ć)*/*6U� 5)-� .S+(0(85/� S.7ć*-M� ()� )57×�
?05/� /5)6?56.� +0*8.MM()6E� TMM*8(57(*)� Ĉ*0� Č*S×�
+?757(*)5/�K()6?(M7(8Mc�+56.M�ÉęÙƑÉ�ŠE

·�¸ L(U?Mć�T0*05E�����E�=.)7(S.)7�5)5/UM(M�Ĉ*0�ć()-(�
/5)6?56.E� ƒ=� >U� đ.M.508ć� ()� Č*S+?7.0� =8(.)8.c�
ĎĎĎ4�,U-.05>5-�E

·Ø¸ Ç?5)6� Ɠ(?c� ú()6� K(?c� û(5Ɣ?)� ú?c� 5)-� Čć?)� Čć.)c�
ƕ'+()(*)� F*0-� ö+5)M(*)� 5)-� 4506.7� ö70587(*)�
7ć0*?6ć� č*?>/.� L0*+5657(*)cƕ� Č*S+?757(*)5/�
K()6?(M7(8Mc�ě*/E��ęc�)*E��c�++E�Ù×�ęc�����E

·É¸ T)5×ƒ50(5�L*+.M8?� 5)-�'0.)�ö7Ɩ(*)(c�ƕö70587()6�
L0*-?87�ĕ.57?0.M�5)-�'+()(*)M�Ĉ0*S�đ.ě(.ƗMcƕ�Ď)�
L0*8..-()6M� *Ĉ� ,?S5)� K5)6?56.� 4.8ć)*/*6U�
Č*)Ĉ.0.)8.� *)� öS+(0(85/� ƒ.7ć*-M� ()� J57?05/�
K5)6?56.�L0*8.MM()6c�++E���Ù×�ØŠc����ÉE

·Š¸ J*Ɩ*S(� š*>5U5Mć(c� š.)750*� Ď)?(c� 5)-� Ē?Ɣ(�
ƒ57M?S*7*c� ƕö70587()6� TM+.87×öě5/?57(*)� 5)-�
TM+.87×*Ĉ� đ./57(*)M� ()� '+()(*)� ƒ()()6cƕ� Ď)�
L0*8..-()6M� *Ĉ� 7ć.� ���ę� û*()7� Č*)Ĉ.0.)8.� *)�
öS+(0(85/�ƒ.7ć*-M�()�J57?05/�K5)6?56.�L0*8.MM()6�
5)-� Č*S+?757(*)5/� J57?05/� K5)6?56.� K.50)()6c�
+56.M���ŠÉ×��ęØc����ęE

·ę¸ Ē?5)>()� F?c� Ɠ(� Ƙć5)6c� þ?5)Ɣ()6� ,?5)6c� 5)-� K(-.�
F?c� ƕLć05M.� č.+.)-.)8U� L50M()6� Ĉ*0� '+()(*)�
ƒ()()6cƕ� Ď)� L0*8..-()6M� *Ĉ� 7ć.� ���Ù� Č*)Ĉ.0.)8.�
*)� öS+(0(85/� ƒ.7ć*-M� ()� J57?05/� K5)6?56.�
L0*8.MM()6c�++E��É��×�ÉØ�c����ÙE

·�¸ K.(� Ƙć5)6c� ú()6� K(?c� =?Ĝ� ,Ɨ5)� K(Sc� 5)-� ö5S*))�
'Èú0(.)×=705()c�ƕö70587()6�5)-�đ5)Ĝ()6�L0*-?87�
ĕ.57?0.M� ()� '+()(*)� č*8?S.)7Mcƕ� Ď)� L0*8..-()6M�
*Ĉ� 7ć.� ��0-� Ď)7.0)57(*)5/� Č*)Ĉ.0.)8.� *)�
Č*S+?757(*)5/�K()6?(M7(8Mc�++E��ØŠ�×�Øę�c�����E

·Ù¸ ŵãńc�oHƙĿƚ�Ă�ƛl�a~	�$#�3��
�cpƜã��Ƌ� ƝƞÑĪ��� Ɵ}�f� ��c�
����E

·��¸ ć77+ĚĹĹƗƗƗE70(+5-ě(M*0E8*EĜ0c�����EÙEØE�Ə��


	HCLT 2018_논문집(최종).pdf
	01 구두
	구두 발표 01
	01_0110_김민호_한국어 구문 분석 시스템 BCD-KL-Parser의 개발
	02_0137_박성식_ELMo와 멀티헤드 어텐션을 이용한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03_0016_최용석_스택-포인터 네트워크와 어절 정보를 이용한  한국어 의존 구문 파서
	04_0108_홍승연_Bidirectional Stack Pointer Network를 이용한 한국어 의존 파싱

	구두 발표 02
	01_0089_김진태_생성적 적대적 신경망을 이용한 생성기반 멀티턴 챗봇
	02_0056_이설화_대화 시스템에서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한 Memory Attention기반 Breakdown Detection
	03_0027_이현구_기계독해 기반 질의응답 챗봇
	04_0062_황태선_Attention 기반의 대화 발화 예측 모델(Attention-based Next Utterance Classification in Dialogue System)

	구두 발표 03
	01_0066_김규경_메모리 증강을 통한 문서 내 전역 관계 추출
	02_0026_남상하_원격 지도 학습 데이터 노이즈 제거를 위해 확장된 최단 의존 경로를 이용한 CNN 기반 관계추출
	03_0067_윤수지_원격 지도 학습 데이터의 오류를 처리하는 강화학습기반 관계 추출 모델
	04_0093_이승욱_학습 데이터 확장을 통한 딥러닝 기반 인과관계 추출 모델

	구두 발표 04
	01_0035_나철원_블룸 필터를 이용한 감성 웹 문서 크롤링 알고리즘
	02_0124_박천음_문맥 표현 기반 한국어 영화평 감성 분석
	03_0051_변증현_Multi-channel CNN을 이용한 한국어 감성분석
	04_0025_하은주_한국어 감정분석을 위한 말뭉치 구축 가이드라인 및 말뭉치 구축 도구

	구두 발표 05
	01_0103_박호민_레이블 전파를 통한 감성사전 제작
	02_0092_안재현_합성곱 신경망에 의한 발화 임베딩을 사용한 유사도 측정 기반의 채팅 말뭉치 반자동 확장 방법
	03_0013_임서현_워드넷 신셋에 대한 사건구조 프레임 반자동 태깅
	04_0037_최민성_딥러닝 모델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감성사전 기반 대용량 학습데이터 구축 방안

	구두 발표 06
	01_0070_유홍연_단어 관련성 추정과 바이트 페어 인코딩(Byte Pair Encoding)을 이용한 요약 기반 다중 뉴스 기사 제목 추출
	02_0107_류재현_단어 생성 이력을 이용한 시퀀스-투-시퀀스 요약의 어휘 반복 문제 해결
	03_0029_김원우_Pointer-Generator Networks를  이용한 cQA 시스템 질문 요약
	04_0084_유홍연_실시간 이슈 분석을 위한 뉴스 군집화 및 다중 문서 요약

	구두 발표 07
	01_0122_김태형_강건한 응답 생성을 위한 디노이징 메커니즘 기반 다중 디코더 대화 모델
	02_0094_박건우_심층 순환 Q 네트워크 기반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
	03_0106_성수진_CNN Sequence-to-Sequence를 이용한 대화 시스템 생성
	04_0097_이동엽_자연어 이해를 위한 적대 학습 방법 (Adversarial Learning for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구두 발표 08
	01_CameraReady-cameraReadyPaper-[0104]
	02_0030_천민아_Multi-Head Attention 방법을 적용한 문자 기반의 다국어 개체명 인식
	03_0031_이왕진_임상 문서에서 서로 떨어진 개체명 간 전이 관계 표현을 위한 조건부무작위장 내 라벨 유도 기법 연구
	04_CameraReady-cameraReadyPaper-[0126]

	구두 발표 09
	01_0005_Won Ik Cho_문장 정보를 고려한 딥 러닝 기반 자동 띄어쓰기의 개념 및 활용
	02_0095_김기환_띄어쓰기 및 문장 경계 인식을 위한  다중 손실 선형 결합 기반의 다중 클래스 분류 시스템
	03_0086_윤호_CRF와 Bi-LSTM CRFs의 비교 분석_ 자동 띄어쓰기 관점에서
	04_0033_최진혁_자동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복합명사 분해 개요  _ 2018 차세정 언어처리 경진대회

	구두 발표 10
	01_0020_김성순_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로컬 검색로그에서 음식점 상호 판별
	02_0038_윤승원_강연의 자막을 이용한 긴장도 자동 분류
	03_0018_최동현_한국어 대화 엔진에서의 문장 분류
	04_구두발표 10_04 멀티모달 자질을 활용한[0114]

	구두 발표 11
	01_0036_Kuk KIM_한글 키보드에는 한글 자모 24자로 충분하다
	02_0127_김가연_윈도우용 정음 입력기를 위한 정음 조합 자동 장치
	03_0040_김용묵_세벌식 기반의 한글 동시치기 입력 로직
	04_0059_변정용_유니코드에서 한글코드 정비 방안

	구두 발표 12
	01_0041_박천음_문맥 표현과 음절 표현 기반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한국어 상호참조해결
	02_0128_서민영_계층 구조 어텐션 매커니즘에 기반한 CNN-RNN을 이용한 한국어 화행 분석 시스템
	03_0079_신기연_언급 특질을 이용한 Bi-LSTM 기반  한국어 상호참조해결 종단간 학습
	04_0100_윤정민_주의집중 메커니즘 기반의 양방향 GRU-CRF를 이용한  화행 분석과 슬롯 필링 공동 학습 모델

	구두 발표 13
	01_0116_박광현_Multi-level Attention Fusion을 이용한 기계독해
	02_0006_박소윤_TabQA _ 표 양식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응답 모델
	03_0003_한상도_문장 의미 비교를 활용한 독해 시스템 개선 방안 모색
	04_0047_박천음_S^3-NET을 이용한 정형 데이터 질의 응답

	구두 발표 14
	01_0072_박찬용_자연 언어의 장기 의존성을 고려한 심층 학습 모델
	02_0076_박채훈_양방향 장단기 메모리 네트워크를 활용한 높은 정밀도의 지지 근거 추출
	03_0123_이찬희_음절 단위 및 자모 단위의 Byte Pair Encoding 성능 연구
	04_0111_홍승연_KoELMo_ 한국어를 위한 문맥화된 단어 표상

	구두 발표 15
	01_0113_민태홍_표 방법을 이용한 한국어 공간 관계 추출의 상한 계산
	02_0057_성수진_Multi-Task Learning에서 공유 공간과 성능과의 관계 탐구
	03_0034_우창협_한국어 수학 문장제 문제 자동 풀이
	04_0099_최민석_임베디드 시스템에 적합한 한국어 복합명사 분해

	구두 발표 16
	01_CameraReady-cameraReadyPaper-[0141]
	02_0135_원혜진_한국어 Universal Dependency 말뭉치 구축 방안 연구_ 구문 관계를 중심으로
	03_CameraReady-cameraReadyPaper-[0140]

	구두 발표 17
	01_CameraReady-cameraReadyPaper-[0133]
	02_0058_오교중_자동 추출 자질을 이용한 대화 속 질의 문장 유사성 분석
	03_0077_함영균_중첩 분할된 양방향 LSTM 기반의  한국어 프레임넷의 프레임 분류 및 논항의 의미역 분류

	구두 발표 18
	01_0081_김보성_Self-Attention 기반의 문장 임베딩을 이용한 효과적인 문장 유사도 기법 기반의 FAQ 시스템
	02_0131_배장성_딥러닝을 이용한 한국어 VQA
	03_0073_장영진_클래스 임베딩과 주의 집중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자주 묻는 질문 자동 분류

	구두 발표 19
	01_0050_김선우_심층학습 기반의 채권 회수 판례 분석
	02_0009_윤여찬_문서임베딩 기반 모바일 앱 분류 및 이를 이용한 마켓 분석
	03_0139_임재형_웹 문서의 형태적 특징 인식에 기반한 SOFT 404 오류 판별

	구두 발표 20
	01_0082_박천용_생성적 적대 네트워크를 이용한  감성인식 학습데이터 자동 생성
	02_0075_최성용_SNS 텍스트의 비정규토큰 분석 성능 향상을 위한 의존명사 내포 어형의 LGG 기반 패턴문법 사전
	03_0054_황창회_화장품 후기글의 자질기반 감성분석을 위한 다단어 표현의 유한그래프 사전 및 문법 구축

	구두 발표 21
	01_0118_남궁영_구문 분석을 위한 한국어 말덩이 정의
	02_CameraReady-cameraReadyPaper-[0121]
	03_CameraReady-cameraReadyPaper-[0136]

	구두 발표 22
	01_0119_권성구_핵심어 시퀀스와 지식 그래프를 이용한 RNN 기반 자연어 문장 생성
	02_0044_김건영_VAE와 CNN이 결합된 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문장 생성과 감성 분석
	03_0071_노형종_입력 문장 Noising과 Attention 기반  비교사 한국어 문체 변환

	구두 발표 23
	01_0012_박원준_문장대문장 학습을 이용한 음차변환 모델과 한글 음차변환어의 발음 유사도 기반 부분매칭 방법론
	02_0112_박정연_음성합성을 위한 텍스트 음역 시스템과 숫자 음역 모호성 처리
	03_0083_박호성_한국어 자소 기반 Hybrid CTC-Attention  End-to-End 음성 인식

	구두 발표 24
	01_0007_김선우_Bi-GRU CRF 기반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식
	02_0060_김지호_KBCNN_ CNN을 활용한 지식베이스 완성 모델
	03_0098_허광호_신경망 기반 기계 번역을 위한 역-번역을 이용한  한영 병렬 코퍼스 확장

	구두 발표 25
	01_0101_고건우_대규모 범죄 수사 기록을 활용한 온톨로지 기반 분석 서비스 구현
	02_0028_이다니엘_스마트 스피커에서의 음악 재생 발화 오류 교정
	03_CameraReady-cameraReadyPaper-[0011]


	02 포스터
	포스터 1
	01_0004_박찬준_2단계 복합명사 분해기
	02_0008_이종민_딥러닝 예측 알고리즘 기반의 맞춤형 추천 모바일 앱 '눈치코칭_여행딥러닝' 개발
	03_0010_원광복_한-X 신경기계번역시스템에서 동형이의어 분별에 따른 변역질 평가
	04_0014_이상아_다양한 임베딩 모델들의 하이퍼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성능 분석
	05_0015_최용석_한국어 구절 구문 코퍼스의 의존 구문 구조 트리로의 변환에서 중심어 전파 규칙
	06_0017_윤효전_버전 상호 호환 HL7 파서의 개발
	07_0019_박일남_GloVe와 최대 엔트로피 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문장 분류 시스템
	08_0021_하태빈_Bidirectional LSTM을 이용한 전이기반 한국어 의존 구문분석
	09_0022_이태석_어휘 사전에 없는 단어를 포함한 문서의 요약문 생성 방법
	10_0023_신창욱_대화에서 멀티태스크 학습을 이용한 감정 및 화행 분류
	11_0024_오진영_Ontofitting_ 의미 표현을 위한 벡터 조정
	12_0032_박상길_Sent2Vec 문장 임베딩을 통한 한국어 유사 문장 판별 구현
	13_0039_오효정_재난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용어사전 구축도구 개발
	14_0042_오병두_텍스트 기반의 바이오마커 검출을 위한 가우시안 혼합 모델의 응용
	15_0043_이대석_형용사구에서의 관계추출 개선을 위한 의존구문트리의 최소공동조상 (LCA) 변경
	16_0045_최지은_장고에 기반한 한국어 발화 분석 서비스 개발
	17_0046_김기현_STT로 생성된 자막의 자동 문장 분할
	18_0048_이요한_직교 정규화를 이용한 신경망 기계 번역에서의 커버리지 모델링
	19_0049_홍태석_Attention-based Sequence-to-Sequence 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어체 변환
	20_0052_손성환_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노래 가사 생성 시스템
	21_0087_김혜민_자모 및 음절 임베딩 결합을 이용한 오타에 효과적인 한국어 형태소 분석
	22_0055_박요한_SeqGAN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시 자동 생성
	23_0061_허윤아_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비정형 보안 위협정보 자동 탐지 및 추출 기술 연구
	24_0064_셋겔후 훌란_한국어 목적격조사의 몽골어 격 어미 결정

	포스터 2
	01_0065_최기현_심층신경망 기반 2단계 한국어 자동 띄어쓰기 모델
	02_CameraReady-cameraReadyPaper-[0069]
	03_0074_박근영_띄어쓰기 오류에 강건한 문장 압축 기반 한국어 문장 분류
	04_0078_이현영_음절 임베딩과 양방향 LSTM-CRF를 이용한 한국어 문장 자동 띄어쓰기
	05_0080_오동석_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을 위한 개선된 Deep Biaffine Attention
	06_0085_남규현_KoNLTK_ 한국어 언어 처리 도구
	07_0053_허탁성_합성곱 신경망 모델과 극단 모델에 기반한 발화자 연령 예측
	08_0088_김혜민_두 종류의 임베딩을 이용한 수식 검색 성능 개선
	09_0091_김정욱_한국어 텍스트 데이터의 품질 평가 요소 및 방법
	10_0102_문경득_한국어 학습을 위한 마르코프 체인 기반 한국어 문장 생성
	11_0105_신형진_Sequence to Sequence 모델을 이용한 영단어 음차 표기
	12_0109_소아람_식당예약 및 추천을 위한 한국어 대화 코퍼스 구축 연구
	13_0115_윤준영_Stacked Bi-LSTM-CRF 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상품평 감성 분석
	14_CameraReady-cameraReadyPaper-[0117]
	15_0120_김윤태_동적 색인과 한국어 내용 기반 검색을 이용한 개인용 검색 시스템
	16_0125_박용신_문장 유형과 양태 정보를 이용한 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대화체 발화 화행 분석
	17_CameraReady-cameraReadyPaper-[0129]
	18_CameraReady-cameraReadyPaper-[0130]
	19_0132_Vo Anh Dung_리뷰에서의 고객의견의 다층적 지식표현
	20_0134_양기수_오토인코더와 적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어 문체 변환
	21_0138_송치성_음절 단위 multi-hot 벡터 표현을 활용한  sequence-to-sequence autoencoder 기반 한글 오류 보정기
	22_0142_허정_제약기반 KBQA를 위한 질문분석
	23_0143_김경민_정보보안 분야의 위협정보 개체명인식 시스템 개발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


	03 경진대회
	01_2018경진대회개괄논문(최종2)
	02_Biaffine_Depdendency_Parser_for_Korean_2018_09_14_final
	03_경진대회_멀티헤드 어텐션과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_김학수
	04_고려대_KOR_DepParser_ChaDaEun
	05_서강대_Deep Bi-affine Network와 스택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시스템


	03. 판권
	HWP Docu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