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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존 구문 분석은(Dependency Parsing)은 문장에서 어

절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자연어 분석 방법이며, 

문장의 모든 어절을 중심어(head)와 수식어(modifier)로 

의존 관계로 표현함으로써 의미 분석과 정보 추출 등과 

같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중요한 자질로 많이 사용되

고 있다.  

의존 구문 분석은 지역 정보를 활용하는 전이 기반

(Transition Based)방식[1-4]과 전역 정보를 이용하는 그

래프 기반(Graph Based)방식[5-9]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

다. 최근 연구에서는 주의 집중 메커니즘(Attention 

Mechanism)과 LSTM(Long Short Term Memory)을 결합한 모

델들이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주의 집중 메커니즘 

[10-11]은 입력 정보를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여 이후에 

참조하고자 하는 정보의 메모리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문

장 내 단어 간의 거리가 멀어 의존 정보가 희석되는 문

제점을 보완해준다. 의존 구문 분석과 관련하여 주의 집

중 메커니즘은 중심어(head)를 결정하기 위한 점수 계산

에 활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활용 모델은 입력 열에 대

응되는 위치를 출력하는 포인트 네트워크 모델[9][12]과 

Bilinear Attention을 확장한 Biaffine Attention 모델이 

대표적이다.[13][15] 또한, 이러한 주의 집중 메커니즘

과 LSTM을 결합한 모델의 성능은 단어 표상(Word 

Representation)을 입력으로 취하기 때문에 단어 표상에 

의존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의존성과 의존관계를 결정하는 방법을 

개선한 Biaffine Attention 모델과 함께 한국어 의존 구

문 분석을 위한 형태소 표상 확장 방법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의존 구문 분석은 지역 정보를 활용하는 전이 기반 방

법[1-4]과 전역 정보를 이용하는 그래프 기반 방식[5-9]

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 전이 기반 의존 구문 분석은 

지역정보를 활용하는 기법으로 버퍼와 스택으로부터 구

문 분석 상태 표현을 얻고, 딥러닝 모델인 FNN이나 RNN

등을 이용하여 다음 전이 상태를 결정한다. 그래프 기반 

방법은 전역 정보를 활용하여 중심어와 수식어의 의존 

관계 점수를 딥러닝 모델로 계산하여 의존 구문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전이 기반 방법인 [4]와 [14]의 연구는 Stack LSTM을 

이용하여 의존 구문 분석을 수행한다. [4]에서는 음절, 

태그 정보와 형태소를 각각 개별적으로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였고, [14]에서는 미등록어 문제와 성능을 개선하

기 위해 음절, 태그 정보와 형태소에 기반한 표상들을 

결합하였고, 추가로 대용량 코퍼스로부터 사전 학습된 

임베딩 벡터를 추가시켰다. 그래프 기반 방법인 [7]의 

연구는 Bi-LSTM을 통해 인코딩된 은닉벡터로부터 중심어

와 수식어의 점수를 계산함으로써 문맥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성능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증명하였다. [13][15]

은 이러한 문맥 정보를 Deep Biaffine Attention 함수를 

사용해서 의존 관계를 추출 하여 성능을 더욱 개선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14]에서의 제안한 표상 방법을 확장하

여 형태소와 품사, 형태소, 형태소 품사, 음절 정보의 

표상들을 결합하였고, [13][15]에서의 주의 집중 메커니

즘 방법인 Biaffine Attention을 개선하여 의존성과 의존 

관계를 결정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기존 방법의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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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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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였다. 

 

3. 제안 모델 

3.1 한국어 Deep Biaffine Attention 
기존에 [15]에서 제안하는 Biaffine Attention을 이용

한 의존 구문 분석은 각 단어로부터의 표상인 을 가지

고, Bi-LSTM으로부터 각 단어들의 은닉 표상 을 얻는다.  

그 다음에 각 단어의 은닉 표상을 다층신경망으로 적용

하여 ℎ( _ )
, ℎ( _ )

의 추상화된 표상을 얻는다. 마

지막으로, 의존 관계의 표상 정보를 Biaffine Attention

을 적용하여 각 단어의 head를 결정한다. 

 

3.2 개선된 Deep Biaffine Attention 
 

 
 

그림 1. 개선된 Deep Biaffine Attention 모델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한국어 의존 구문 분

석을 위한 개선된 Biaffine attention 모델이다. 그림 1

의 모델은 미등록어 문제 해결과 stacked Bi-LSTM에서 표

현하는 각 어절의 은닉 표상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확장

된 의 표상 정보를 제안한다. 확장된 어절의 표상 정보

는 형태소+품사, 형태소, 품사, 음절 정보를 이용하였고, 

이 중 형태소+품사, 형태소는 사전 학습된 결과로 초기

화 하였다. 그 중 미등록어 문제를 보완하고자 사전 학

습된 형태소는 품사 정보와 결합하였고, 음절 정보도 

의 표상 정보에 결합하여 확장하였다. 그리고 어절을 이

루고 있는 각 정보들에 Bi-LSTM을 적용하여 표상을 얻은 

후 결합하여 확장된 표상을 얻는다.  

의존 관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다층 신경망을 추가

하여 각 어절의 head를 찾기 위해 의존 정보뿐만 아니라 

의존 태그 정보도 사용하였다. ℎ( _ )
, ℎ( _ )

는 해

당 어절의 의존 정보를 가지는 표상이고 ℎ( _ )
, ℎ( _ )

 는 해당 어절의 의존 태그 정보를 가지는 표

상으로 아래와 같이 다층 신경망을 통해 계산된다. 

 ℎ( _ ) = ( _ )( )   (1) 

ℎ( _ ) = ( _ )( )  (2) ℎ( _ ) = ( _ )( )	   (3) ℎ( _ ) = ( _ )( ) (4) 

 

이렇게 계산된 표상 정보는 bilinear 변환 식에 bias 항

이 추가 된 Biaffine 함수를 통해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ℎ ( _ ) ℎ( _ ) + ℎ( _ )
 (5) = ℎ ( _ ) ℎ( _ ) + ℎ( _ )
 (6) = ℎ ( _ ) ℎ( _ ) + ℎ( _ )
 (7) s(j, i) = ( + + ) ÷ 3   (8) 

 

최종적으로, 각 어절의 의존 관계 결정을 위해 위의 점

수를 활용하여 head를 결정한다.  
 

4. 실험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실험을 위해 세

종 데이터[9]을 사용하였으며, 평가 척도는 

UAS(Unlabeled Attachment Score)와 LAS(Labeled 

Attachment Score)를 사용하였다. 사전 학습된 결과를 사

용하는 형태소+품사, 형태소 임베딩은 Word2Vec을 이용

하여 200차원으로 표현하였고, 데이터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80만개 문장으로 이루어진 형태소 분석 결과를 

사용하였다.  

 

표 1.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성능 비교 

의존 구문 분석 UAS LAS 

박천음[9]: Point Network 91.65 89.34 

나승훈[15]: Deep Biaffine 91.78 89.76 

제안한 Deep Biaffine 91.93 89.53 

 

표 1의 결과는 주의 집중 메커니즘을 이용한 논문들을 

비교하였으며, 같은 Deep Biaffine 개념을 사용한 [15]의 

모델 보다 UAS가 0.15%p 높은 성능을 보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형태소+품사, 형태소, 음절, 품사 정보

를 기반한 단어 표상 방법을 이용하였고, 기존의 Deep 

Biaffine Attention 모델을 개선하여 기존의 주의 집중 

메커니즘을 이용한 논문들보다 성능을 개선하였다. 향후

에는 의존 관계를 결정하는 부분인 Biaffine Attention을 

self-attention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

이며, 단어의 표상 정보를 확장하는 부분에서는 사전 학

습이 필요한 Word2vec이 아닌 ELMo(Embeddings from 

Language Models) 기법을 적용하여 문맥 정보를 활용하

고, 미등록어 문제를 해결하는 단어 임베딩 결과를 적용

하고자 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산업자원부)의 재원으로 산업기

술평가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610 - 

10080681, 차량 주행환경에서 90%이상 대화음성인식이 

가능한 음성인식 요소기술 개발 및 대화형 컴패니언 시
스템 개발) 

 

참고문헌 
[1] D. Chen and C. D. Manning. A Fast and Accurate 

Dependency Parser using Neural Networks, In EMNLP 

2014, 2014. 

[2] M. Ballesteros, C. Dyer, N. A. Smith. Improved 
Transition-Based Parsing by Modeling Characters 

instead of Words with LSTMs, In EMNLP 2015, 2015. 

[3] L. Kong, C. Alberti, D. Andor, I. Bogatyy, D. 
Weiss. DRAGNN: A Transition-based Framework for 

Dynamically Connected Neural Networks, 

https://arxiv.org/abs/1703.04474. 

[4] 나승훈, 김강일, 김영길. Stack LSTM을 이용한 전이 

기반 한국어 의존 파싱, KCC 2016, 2016. 

[5] 나승훈, 이건일, 신종훈, 김강일. 순환 컨트롤러를 

이용한 Stack LSTM기반 한국어 의존 파싱, KCC 2016, 

2016. 

[6] E. Kiperwasser and Y. Goldberg. Simple and 

accurate dependency parsing using bidirectional 

LSTM feature representations, TACL, 2016. 

[7] T. Dozat and C. D. Manning, Deep Biaffine 

Attention for Neural Dependency Parsing, ICLR, 

2017. 

[8] X. Ma and E. Hovy. Neural Probabilistic Model for 
Non-projective MST Parsing, 

https://arxiv.org/abs/1701.00874. 

[9] 박천음, 이창기. 멀티 태스크 학습 기반 포인터 네

트워크를 이용한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한국정보

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 440-442, 2016. 

[10]D. Bahdanau, K. Cho, Y. Bengio. Neural Machine 

Translation by Jointly Learning to Align and 

Translate, ICLR, 2015. 

[11]M.-T. Luong, H. Pham, C. D. Manning. Effective 

Approaches to Attention-based Neural Machine 

Translation, EMNLP, 2015. 

[12]Vinyals, M. Fortunato, N. Jaitly. Pointer Network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pp. 2674-2682, 2015. 

[13]T. Dozat, C. D. Manning. Deep Biaffine Attention 

for Neural Dependency Parsing, ICLR, 2017. 

[14]나승훈, 신종훈, 김강일. Stack LSTM 기반 한국어 의

존 파싱을 위한 음절과 형태소의 결합 단어 표상 방

법, 제28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

집, pp. 9-13, 2016. 

[15]나승훈, 이건일, 신종훈, 김강일. Deep Biaffine 

Attention을 이용한 한국어 의존 파싱 , 한국정보과

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 584-586,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