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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문 분석이란 문장을 단어, 어절, 구 등의 구성 성분으로 분해하고 각각의 구조적 정보를 분석하여 문장
의 구조를 알아내는 작업을 말한다. 최근 의존 구문 분석은 심층 신경망을 이용하는 방법이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 특히 포인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심층 신경망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
러나 포인터 네트워크의 사용만으로 의존 관계와 의존 관계명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
에서는 최근 사용하는 단어 표상 방법 별로 비교 실험을 진행하고 의존 구문 분석에서 GloVe의 성능이 
가장 좋음을 보인다. 또한 언어 모델을 통한 단어 표상 방법인 ELMo와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하여 포인
터 네트워크만을 사용 했을 때보다 높은 성능(UAS 92.85%, LAS 90.65%)을 보였다.

주제어: 의존 구문 분석, 포인터네트워크, 멀티헤드 어텐션, ELMo

1. 서론

구문 분석이란 문장을 단어, 어절, 구 등의 구성 성분

으로 분해하고 각각의 구조적 정보를 분석하여 문장의 

구조를 알아내는 작업을 말한다. 구문 분석은 대표적으

로 두 가지 방법이 연구 되고 있다. 이 중 하나인 구 구

조 분석은 문장의 구조를 어절의 집합인 구 단위로 응집

시켜 트리(Tree) 구조를 만들어 나가며 분석하는 방법이

다. 또 다른 방법인 의존 구문 분석은 어절 쌍 간의 의

존 관계 정보를 기반으로 의존소와 지배소의 위치를 알

아내고 의존 관계명을 부착하는 방법이다. 한국어는 어

순이 타 언어에 비해 자유롭고, 문장 구성 성분의 생략

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한국어는 구 구조 분석보다는 

의존 구조 분석이 더 적합하다[1]. 최근 의존 구문 분석 

연구는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을 이용하는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구문적인 규칙이 다양하

게 존재하는 한국어에서 심층 신경망을 이용하는 구문 

분석은 기존 기계 학습 방법보다 자질의 설계에 투입되

는 시간과 노동력이 현저히 낮고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

[2].

본 논문에서는 Sequence-to-Sequence 방식인 포인터 

네트워크(Pointer network)[3]와 자가 주의집중(Self at

tention) 방법의 하나인 멀티헤드 어텐션(Multi-head at

tention)[4]을 이용해 의존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계산된 어절 간의 의존 정

보를 토대로 포인터 네트워크에서 지배소 위치를 계산하

* 본 논문은 2018년 국어정보처리시스템 경진대회 출품 

작품을 바탕으로 추가 실험 결과를 보고한 것입니다

며, 멀티헤드 어텐션의 출력과 포인터 네트워크에서의 

가중치를 사용해서 의존 관계명을 분석한다.

2. 관련 연구

기존 의존 구문 분석은 주로 수동으로 설계한 자질을 

지지 벡터 기기(Support Vector Machine)나 CRFs(Condit

ional Random Fields)를 이용하여 성능을 향상 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5]. 그러나 자질을 직접 설계하는 

작업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근 

의존 구문 분석은 심층 심경망을 이용하여 자질을 자동

으로 학습하여 자질 설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

다. 이창기 외[6]는 심층 신경망 언어 모델을 사용함으

로써 심층 신경망이 의존 구문 분석에 효과적임을 보여

주었다.

그 이후 심층 신경망을 사용한 의존 구문 분석이 다양

하게 연구되었다. 이건일 외[7]의 연구에서는 다층 신경

망 기반 구문 분석 모델이 지역적인 정보만을 보는 문제

점이 있음을 보이고 문맥적인 정보를 볼 수 있는 순환 

신경망 기반 구문 분석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민

태홍 외[8]는 순환 신경망을 다층으로 쌓고 CRFs를 이용

해 출력에 전이 확률을 적용하여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박천음 외[9]의 연구는 Sequence-to-seque

nce 방식의 포인터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다층 순환 신경

망을 사용한 구문 분석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그

러나 포인터 네트워크만으로 문장의 구조적인 정보를 알

아내고 의존 관계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포인터 

네트워크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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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델 전체 구조도

기존의 심층 신경망들은 여러 층의 은닉 계층으로 인

해 학습 파라미터가 많아 학습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과

적합의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비지도학습 기반

의 단어 표상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10-

12]. 각 단어 표상 방법은 각각의 분야마다, 말뭉치마다 

성능에 있어 상이한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각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 표상 방법인 Glov

e[10], Fasttext[11], 황현선 외[12]를 비교 실험 한 

후, 기계 독해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 표상 방법인 

ELMo(Embedding from Language Model)[13]를 사용하여 

의존 구조에 가장 적합한 단어 표상 방법을 보인다.

3. 의존 구문 분석 모델
3.1 멀티헤드 어텐션과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의존 구문 분석

그림 1은 제안 모델의 전체 구조도이다. 모델의 입력 

단위는 어절이며 어절에 포함된 형태소의 단어 표상(Wor

d embedding)을 사용하여 각 어절을 표현한다. 형태소의 

단어 표상은 사전학습 된 값과 ELMo의 출력 값을 함께 

사용한다. 또한 품사 정보가 중요한 구문 분석의 특성을

[9] 고려해 품사 표상도 사용한다. 이 세 값을 연결(Con

catenate)하여 형태소의 단어 표상을 얻고, 한 어절 내

의 각 형태소 단어 표상을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 통과시켜 최종적으로 한 어절의 표상 

를 얻는다[14]. 이 후, 는 다층으로 쌓은 양방향 GR

U(Gated Recurrent Unit)[15] 인코더(Encoder)에 사용된

다. 인코더에서 추상화된 값인 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거쳐서 문장의 구조적인 정보가 반영된 값인 가 출력

된다. 마지막으로 포인터 네트워크 기반의 GRU 디코더(D

ecoder)에 통과하여 지배소 위치 와 의존 관계명 를 

얻게 된다.

3.2 멀티헤드 어텐션

      
       



  


   ≦  ≦ 

   


   


    


(1)

멀티헤드 어텐션은 자가 주의집중 방법의 일종으로 자

체적으로 문장의 구조적 정보를 반영하는 출력을 낸다. 

멀티헤드 어텐션의 수식은 (1)과 같다. , , 는 모

두 인코더 출력인 와 같은 값을 갖는다. , , 는 

미리 정의된 헤드 수 개로 각각 분할되며, 분할된 값마

다 가중치를 곱해 , ,    ≦  ≦ 를 구한다. 

그 후 , ,  에 자가 주의집중 방법을 적용하여 각 

헤드마다 구조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주의집중 된 값인 

가 계산되고, 개의 를 모두 연결한 값에 다

시 가중치 를 곱하여 입력 문장의 구조적 정보가 반영

된 를 출력한다.

3.3 포인터 네트워크

      


  

 exp   

exp    

      tanh     

  arg    

         

  arg   

(2)

포인터 네트워크는 현재 디코딩 시계 열에서 가장 가

중치가 높은 인코더의 위치를 계산한다. 포인터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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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는 와  그리고 디코더의 출력 값인 를 통하여 

의존 관계 점수 분포 와 의존 관계명 점수 분포 

를 계산하며 수식은 (2)와 같다. 는 전방 

전달 신경망(Feed-forward neural network)을 통해 가장 

높은 의존 관계 점수를 갖는 위치를 가르키는 분포이다. 

도 전방 전달 신경망으로 의존 관계명 점수 분포

를 계산하고 이 점수 분포를 토대로 의존 관계명을 예측

한다.

   
 

  



 
  log 

 

 
 

  




  log

 

(3)

두 분포는 멀티 태스크(Multi-task) 방식으로 학습되

며 손실 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cross entropy)를 사용

한다. 모델의 손실 함수의 수식은 (3)과 같다.    

는 문장에서의 의존 관계 실제 정답과 모델 예측값 이며 

   는 의존 관계명의 실제 정답과 모델 예측 값이다.

4. 실험
4.1 실험 환경

 

본 논문은 의존 구문 분석의 학습 및 평가를 위해 세

종 데이터[16]를 사용한다. 총 데이터는 59,659 문장이

며 평가 데이터 5,817 문장을 제외한 53,842 문장을 9:1

의 비율로 나누어 각각 48,458 문장을 학습 데이터 사용

하고 5,384 문장을 개발 데이터로 사용한다. 평가의 척

도로는 UAS(Unlabeled Attachment Score)와 LAS(Labeled 

Attachment Score)를 사용한다. 모델에 사용한 형태소 

단어 표상은 20GB의 뉴스 기사 데이터를 GloVe, fastTex

t, 황현선 외[12]의 방법을 사용하여 100차원으로 구성

한다. 개발 데이터를 사용해 구한 최적 파라미터는 표 1

과 같다.

모델 파라미터 값

형태소 표상 차원 수 100

품사 표상 차원 수 128

ELMo 차원 수 1024

합성곱 신경망 필터 크기 2, 3, 4

합성곱 신경망 필터 개수 150

인코더 층수 3

인코더 은닉층 차원수 512

디코더 은닉층 차원수 1024

멀티 헤드 어텐션 헤드 수 16

드랍 아웃 0.8

학습률 0.0001

표 1. 모델 파라미터

4.2 실험 결과

단어 표상 방법 UAS

GloVe 0.8851

fastText 0.8793

황현선 외[12] 0.8759

표 2. 단어 표상 방법에 따른 UAS 

(포인터 네트워크 모델)

표 2는 형태소 단어의 표상 방법에 따른 모델의 성능 

지표이다. 품사 표상은 One-hot 벡터(Vector)로 고정된 

값을 사용했다. 포인터 네트워크만 사용한 모델에 적용

하여 실험한 결과로 GloVe를 사용하는 것이 의존 구문 

분석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

라 이후 실험은 GloVe를 사용하였다.

품사 표상 방법 UAS

one-hot 0.8851

임의 초기화 (100차원) 0.8911

표 3. 품사 표상 방법에 따른 UAS

표 3은 품사의 표상 방식에 따른 성능이다. 실험 결

과, 품사 표상 방법은 임의 초기화 방법이 더 높은 성능

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멀티헤드 어텐션 적용 유무 UAS

포인터 네트워크 0.9091

+멀티헤드 어텐션 0.9138

표 4. 멀티헤드 어텐션 적용에 따른 UAS

표 4는 멀티헤드 어텐션의 접목 유무에 따른 성능 변

화이다. 품사 표상의 임의 초기화 차원 수는 128차원을 

사용했다. 그 결과 포인터 네트워크만 사용 했을 시 보

다 멀티헤드 어텐션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0.47%p 높

은 성능을 보인다. 즉, 멀티헤드 어텐션이 문장의 구조

적인 정보를 좀 더 잘 알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LMo 적용 유무 UAS

미적용 0.9138

적용 0.9274

표 5. ELMo 적용에 따른 UAS

표 5는 언어 모델로 단어의 표상을 얻어오는 방법인 E

LMo적용 유무에 따른 성능이다. ELMo를 적용한 모델이 

이전보다 1.44%p로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 실험 

결과로 문장마다 단어 표상이 달라지는 ELMo가 의존 구

문 분석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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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분석 모델 UAS LAS

임수종 외[17] 0.8815 -

이건일 외[7] 0.9033 -

이창기 외[6] 0.9037 0.8817

안재현 외[18] 0.9069 0.8750

나승훈 외[19] 0.9083 0.8849

박천음 외[9] 0.9179 0.8948

제안 모델 0.9285 0.9065

표 6. 의존 구문 분석 성능 비교 (UAS, LAS)

표 6은 기존에 제안된 구문 분석 모델과 제안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표이다. 임수종 외[17]는 기존 기계 학습 

방법 기반의 모델이다. 나머지 연구는 모두 딥러닝 기반 

모델로 이건일 외[7], 나승훈 외[19]는 순환 신경망을 

사용하고, 안재현 외[18], 박천음 외[9]는 포인터 네트

워크를 사용한다. 제안 모델의 성능은 멀티 태스크 방식

으로 의존 관계와 관계명을 같이 학습했을 때의 결과이

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

5. 결론

본 논문은 의존 구문 분석에서 가장 효율적인 형태소 

단어의 표상을 알아보기 위해 GloVe, fastText, 황현선 

외[12]의 표상 방법을 비교실험 하였다. 결과적으로 Glo

Ve를 사용 할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포인터 

네트워크에 멀티헤드 어텐션을 함께 사용하여 성능의 향

상을 보이고 ELMo를 이용한 단어의 문맥 상 의미 반영으

로 높은 성능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는 순환 신경망과 

다르게 병렬 처리가 가능한 트랜스포머(Transfomer) 기

반으로 의존 구문 분석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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