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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문 분석은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며 의미의 중의성을 해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어는 어순 배열
의 자유도가 높고 문장 성분의 생략이 빈번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의존 구문 분석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되
어 왔다. 스택-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은 의존 구문 파서에 맞게 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을 확장한 것이다. 
스택-포인터 네트워크는 각 단어에서 의존소를 찾는 하향식 방식의 모델로 기존 모델의 장점을 유지하면
서 각 단계에서 파생된 트리 정보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택-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을 한국어에 적
용해보고 이와 함께 어절 정보를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모델의 실험 결과는 세종 구문 구조를 중심
어 후위(head-final)를 엄격히 준수하여 의존 구문 구조로 변환한 것을 기준으로 UAS 92.65%의 정확도를 
얻었다.

      주제어: Stack-Pointer Networks, 의존 구문 파서, 어절 정보

1. 서론

구문 분석은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며 의미의 중의성을 

해결하는 것이다[1]. 자연 언어 처리에서의 구문 분석 

방법은 크게 구구조 구문 분석(Phrase Structure Parsin

g)과 의존 구문 분석(Dependency Parsing)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는 어순 배열의 자유도가 높고 문장 성분의 

생략이 빈번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존 구문 분

석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2-4]. 

의존 구문 구조는 중심어(head)와 의존소(modifier)로 

구성되며 단어 간의 의존 관계로 표현된다. 분석된 의존 

구문 분석 결과는 의미역 결정, 상호 참조 해결 등 자연 

언어 처리 응용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의존 구문 분석은 지배소 후위 원칙(head fina

l)과 문장 전체에서 하나의 지배소(root)를 가져야 하는 

지배소 유일 원칙, 마지막으로 어절들 간의 의존 관계는 

서로 교차하지 않는 투영 원칙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반영하여 최근에는 신경망 모델을 이

용한 전이 기반 방식[3,5]과 그래프 기반 방식[2]의 의

존 구문 분석 연구가 수행되었다.

포인터 네트워크[6] 모델은 재귀 신경망(Recurrent Ne

ural Network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를 입력으로 하여 문장 정보를 함축하고 있는 

인코더(Encoder)부분과 주의 기반 알고리즘(Attention M

echanism)을 이용하여 중심어 또는 의존소를 찾고 그에 

해당되는 의존 관계를 출력해주는 디코더(Decoder)부분

으로 나뉘어져 있다.

[4]의 연구는 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을 활용하여 한국

어의 의존 구문 파서를 구현하였다. [4]의 연구에서는 

인코더의 입력 단위를 형태소 단위로 사용한다. 디코더

에서는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가 순서대로 입력으로 

들어가서 주의 기반 알고리즘을 이용해 각 어절의 중심

어를 찾는다.

스택-포인터 네트워크(Stack-Pointer Networks)[7] 모

델은 각 단어에서 의존소를 찾는 하향식(Top-down) 방식

이며 부모 노드의 순서를 유지하기 위한 내부 스택을 갖

추고 있다. 이 모델을 통해 기존의 포인터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던 전체 문장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면서 이전

에 파생된 트리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여 각 단어에서 의

존소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을 위해 스택-포

인터 네트워크[7] 모델을 활용한다1). 그리고 한국어의 

형태소, 음절 그리고 품사 정보를 활용하여 어절 표현을 

제안하고 이를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2. 관련 연구

최근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은 신경망 모델과 결합하

여 전이 기반 방식 또는 그래프 기반 방식의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4,8-11]. 전이 기반의 의존 구

문 분석은 두 단어의 전이 액션(의존 여부)을 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의존 트리를 점차적으로 구성해나가는 방

1) 아래 URL에서 소스코드를 이용할 수 있음

https://github.com/yseokchoi/KoreanDependencyParserusingStac

k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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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전이 기반 방식의 의존 구문 분석은 처음 FFNN

(Feed-forward Neural Network)[8]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후, 스택(Stack)과 버퍼(Buffer)그리고 전이 액션(Act

ion)을 각각 재귀 신경망[9-10] 모델을 사용하여 표현했

다. 실험 결과로는 UAS(Unlabeled Attachment Score) 9

0.83%의 정확도를 얻었다. 

그래프 기반의 의존 구문 분석은 모든 단어 쌍의 의존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는 의

존 트리를 찾는 방법이다. 최근 신경망 모델을 이용한 

그래프 기반의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은 Deep Biaffine 

Attention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2]. Deep Biaf

fine Attention은 양방향 재귀 신경망을 통해 나온 각 

단어의 은닉 표현(hidden state)을 생성한다. 각 단어에

서 생성한 은닉 표현은 다계층 신경망(Multi Layer Perc

eptron; MLP)을 통해 의존소와 중심어로 추상화시킨다. 

각 단어에 대한 추상화된 의존소와 중심어를 입력으로 B

iaffine Attention을 이용하여 모든 단어 쌍에 대해 점

수를 계산하여 의존 관계를 결정한다.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에 적용한 결과 UAS 91.78%의 정확도를 얻었다.

또 다른 Attention 모델을 사용한 한국어 의존 구문 

파서로는 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한 연구[4]가 있

다. 포인터 네트워크는 문장을 함축하여 표현한 인코더

와 각 단어의 중심어와 의존 관계를 찾는 디코더로 구성

되어 있다. [4]의 연구에서는 형태소 단위를 인코더의 

입력으로 사용하였고, 어절의 대표 형태소 위치를 정의

하여 디코더의 입력으로 넣어주어 중심어와 의존 관계를 

찾도록 하였다. 그 결과 UAS 92.16%의 정확도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택-포인터 네트워크[7] 모델 기반의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을 수행한다. 스택-포인터 네트워

크[7] 모델은 의존 구문 파서에 맞게 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을 확장한 것이다. 스택-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은 의

존 트리의 ROOT부터 시작하여 의존소를 하나씩 찾아나가

는 하향식(Top-down) 방식이다. 하나의 중심어가 여러 

개의 의존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스택(Internal 

Stack)을 이용하여 디코더의 입력으로 동일한 중심어가 

여러 번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어 어절을 

구문 분석의 단위로 사용하기 위해 형태소와 음절 그리

고 품사 정보를 결합하여 어절을 표현해 보고자 한다.

3. 스택-포인터 네트워크와 어절 정보를 이용한 한

국어 의존 구문 분석 모델

3.1. 스택-포인터 네트워크(Stack-Pointer Network

s)

스택-포인터 네트워크[7] 모델은 포인터 네트워크 모

델[6]을 의존 구문 분석에 맞게 확장한 모델이다. 포인

터 네트워크 모델[6]은 입력열의 위치에 해당하는 단어

를 사용하여 출력열의 조건부 확률을 학습할 수 있는 신

경망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은 인

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다. 인코더는 문장을 구성

하고 있는 단어를 재귀 신경망의 입력으로 하여 입력열

의 위치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표현(encoder hidden stat

e; si)들을 생성한다. 디코더는 각 단계(t)마다 이전 단

계에서 생성된 표현과 해당 단어가 인코더에서 생성한 

표현을 재귀 신경망의 입력으로 넣어주어 디코더의 표현

(decoder hidden state; ht)을 생성한다. 각 단계에서는 

주의 기반(Attention Mechanism) 방법을 이용하여 디코

더에서 생성한 표현과 인코더에서 생성한 표현들의 관련

도를 계산한다. 계산을 한 후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는 

입력열의 위치를 출력 값으로 사용한다. 수식 1은 주의 

기반 방법을 계산하는 수식이다.


      

   
(수식 1)

  

   

의존 구문 파서를 위한 스택-포인터 네트워크 모델[7]

은 포인터 네트워크 모델과 디코더의 입력을 관리하는 

내부 스택(σ)2)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코더는 포인터 

네트워크의 인코더와 같다. 디코더의 입력은 각 단계(t)

마다 스택에서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단어로 해당 단어

가 인코더에서 생성한 표현(ht)을 사용한다. 이 때 입력

으로 사용한 단어는 중심어가 되며, 수식 1의 주의 기반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의존소와 의존 관계를 

찾는다. 각 단계마다 찾은 의존소에 해당하는 단어를 스

택에 넣어(insert)주고 이 의존소는 다음 단계 디코더의 

입력이 된다. 만약 입력과 출력의 단어가 같은 경우는 

스택에 들어있는 단어를 꺼내(pop)주고 다음 단계를 진

행한다.

의존 구문 파서 모델을 구현할 때, 중요한 요소는 트

리 정보이다. [7]의 연구에서는 트리 정보를 반영해주기 

위해 고차원(Higher-order) 정보로 형제(sibling)와 조

부모(grandparent) 노드를 디코더의 입력으로 같이 사용

하였다. 형제(s) 정보는 의존소(m)와 같은 부모(h)를 가

지고 있는 단어이다(그림 1-A). 조부모(g) 정보는 의존

소(m) 기준에서의 조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

이다(그림 1-B).

그림 1. 의존 구문 트리에서 고차원 정보

고차원 정보를 반영해주기 위해 중심어, 형제, 조부모

에 해당하는 단어의 인코더 표현을 전부 더하여 디코더

의 입력으로 사용한다(수식 2).

        (수식 2)

2) 스택은 항상 ROOT($)로 초기화 되어 있다.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15 -

그림 2. (a) 스택-포인터 문장 예제, (b) 스택-포인터 예제(inside-out) 

스택-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에서는 의존소를 찾아주는 

방법으로 Biaffine Attention[11]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7]의 연구에서는 Biaffine Attention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생성한 표현들을 다계층 신경

망의 입력으로 하여 추상화를 시킨다. 그 후 추상화된 

벡터들을 이용하여 수식 3처럼 점수를 계산한다.  


  

  
  

     (수식 3)

수식 3의 W, U, V, b는 파라미터이며, W는 쌍선형(Bil

inear), U와 V는 선형(Linear), b는 바이어스(bias)로 

구성된다. ht는 디코더에서 생성한 표현 벡터이며, si는 

인코더에서 생성한 표현 벡터이다.

그림 2는 “인간이 가진 미개척분야인 셈이다.” 문장에 

대한 스택-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의 일부이다. 인코더에

는 문장이 어절 순서대로 재귀 신경망의 입력으로 들어

가고 디코더에는 중심어, 형제, 조부모 정보가 재귀 신

경망의 입력으로 들어간다. 

그렇지만 의존 구문 구조는 하나의 중심어가 여러 개

의 의존소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3가지 순회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비교해보았다. 첫째, 중심어의 왼쪽 기준

으로 가장 가까운 의존소부터 방문한다(inside-out). 둘

째, 중심어의 왼쪽 기준으로 가장 먼 의존소부터 방문한

다(left2right). 셋째, 중심어의 오른쪽 기준으로 가장 

먼 의존소부터 방문한다(right2left).

3.2. 한국어 어절 정보 표현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을 위해 어절을 

사용한다. 하지만 어절 단위를 그대로 사용하면 미등록

어(Out-of-Vocabulary)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단어

의 미등록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자 단위(또는 음절 

단위)로 나누어 조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2-14].

[7]의 연구에서도 미등록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

자들을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s)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단어를 표현하였다. 이와 더불

어 품사 정보도 활용하여 한 단어를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절을 형태소, 형태소의 음절 그리고 

품사의 조합으로 표현한다. 먼저 어절 정보를 표현하기 

전에 형태소와 형태소의 음절 그리고 품사 정보를 활용

하여 하나의 형태소를 표현하였다. 이 때 형태소의 음절

은 [7]의 연구에서처럼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하여 표

현을 한다. 

그림 3. 형태소 표현 방법 

그림 3은 “코르넬리우스”의 형태소를 표현한 그림이

다. “코르넬리우스”라는 형태소는 많이 쓰이는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에 형태소 정보는 UNKNOWN으로 매핑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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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형태소 정보를 보완해주기 위해 음절 단위와 품사 

정보를 조합하여 “코르넬리우스”의 형태소를 표현한다.

한국어의 어절은 여러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어절 정보는 앞에서 제안한 형태소 정

보를 컨볼루션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어절 정보를 표현한다. 

그림 4. 어절 표현 방법 

그림 4는 “공개적으로”의 어절에 대한 표현 방법이

다. “공개적으로”의 어절은 “공개”, “적”, “으로”의 3개

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형태소를 형태소, 

음절, 품사 정보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이를 어절 표현을 

위한 컨볼루션 신경망의 입력으로 하여 “공개적으로”의 

하나의 어절을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안한 어절 정보를 스택-포인

터 네트워크 모델에서 인코더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4. 실험 환경 및 결과

4.1. 실험 데이터 및 환경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데이터는 세종 구구조 구문

트리[15]를 [16]의 중심어 전위 규칙에 따라 의존 구문 

구조로 변환한 것이다3).

실험은 총 두 가지 버전으로 중심어 후위(head-final)

를 엄격히 준수하여 의존 구문 구조로 변환한 것(Set-A)

과 예외를 허용하여 수식어도 후위에 올 수 있도록 변환

한 것(Set-B)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16]. 실험 데이터

는 두 버전 모두 62,345 문장 중 문장의 길이가 1이거나 

50보다 긴 경우를 제외하고 57,686 문장을 사용하였다. 

학습 데이터는 55,686문장이고, 검증과 평가 데이터는 

1,000문장이다(Set-A와 Set-B 동일). 학습, 검증, 그리

고 평가 데이터의 어절 수는 각각 669,672 어절, 12,446 

어절, 12,129 어절이며, 평균 어절 수는 12.03 어절, 1

2.45 어절, 12.13 어절이다. 평가 척도는 Unlabeled Att

achment Score(UAS), Labeled Attachment Score(LAS)를 

3) https://github.com/cnunlplab/SejongTree2Dependency

사용하였다. 스택-포인터 네트워크 모델 학습에 사용한 

파라미터는 표 1과 같다. 형태소, 음절 그리고 품사 임

베딩은 한국어 위키피디아4)와 나무 위키피디아5) 문서로

부터 Word2Vec[17,18]으로 학습한 것을 스택-포인터 네

트워크 모델의 각 임베딩 파라미터들로 초기화하였다.

Parameter Value
Morphemes Dimension 300

Characters Dimension 100

Part-of-speeches Dimension 50

# of Character Filters 128

# of Character Windows 3

# of Eojul Filters 300

# of Eojul Windows 3

RNN Mode LSTM

RNN Hidden Dimension 512

Input Decoder Dimension 256

Arc Space 512

Type Space 128

Dropout 0.2

Optimizer Adam

Learning rate 1e-3

Weight decay 1e-5

표 1. 스택-포인터 네트워크 학습 파라미터 정보

4.2. 실험 결과

# of 

encoder 

layer

# of 

decoder 

layer

UAS LAS

Set-A

1 1 91.89 90.63

2 2 92.42 91.21

3 2 92.54 91.28

3 3 92.52 91.24

Set-B

1 1 91.86 90.56

2 2 91.85 90.67

3 2 92.13 90.91

3 3 91.97 90.76

표 2. Encoder & Decoder Layer 수에 따른 실험 결과

(inside-out)

표 2는 스택-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의 인코더와 디코더

의 레이어 수에 따른 실험 결과표이다. 중심어 후위를 

엄격히 준수한 버전(Set-A)과 예외를 허용한 버전(Set-

B) 모두 스택-포인터 네트워크의 인코더의 레이어 수가 

3이고 디코더의 레이어 수가 2일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이후 디코더의 레이어 수가 늘면 정

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은 의존소 방문 순회 방법에 따른 실험 결과표이

다. 중심어 후위 원칙의 예외를 적용한 버전(Set-B)에서

4) https://ko.wikipedia.org/wiki/

5) https://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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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nside-out 방법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달리 중심어 후위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 버전(Set-

A)에서는 left2right 방법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Order the

Modifier
UAS LAS

Set-A

inside-out 92.54 91.28

left2right 92.65 91.35

right2left 92.59 91.29

Set-B

inside-out 92.13 90.91

left2right 92.11 90.89

right2left 92.09 90.87

표 3. 의존소 방문 순회 방법에 따른 실험 결과

(encoder layer=3, decoder layer=2)

Algorithms UAS LAS

Stack LSTM[11] 90.83 88.49

Deep Biaffine[2] 91.78 89.76

Pointer Network[4] 92.16 89.88

Stack-Pointer Network* 92.65 91.35

표 4. 기존 의존 구문 분석 성능 비교

* 코퍼스 변환 방식이 다름

표 4는 기존의 한국어 의존 구문 파서 성능과 스택-포

인터 네트워크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표이다. 사용한 데

이터는 모두 세종 코퍼스이다. 이전 실험 모델들은 모두 

세종 구구조 구문 코퍼스를 의존 구문 구조로 자동 변환

하였다. 의존 구문 구조로의 자동 변환시에 본용언-보조

용언/의사보조용언 관계에 대해서 규칙을 이용하여 보조 

용언이나 의사보조용언의 의존소들을 본용언의 의존소로 

바꾸어주었다[8]. 그리고 형태소 분석기를 적용하여 자

동으로 태깅된 품사 정보를 코퍼스로 사용하였다. 스택-

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은 중심어 후위 원칙을 엄격히 준

수한 버전의 코퍼스를 이용하였으며 세종 구구조 구문 

코퍼스의 품사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택-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을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에 적용해보았다. 또한 형태소를 표현하

기 위해 형태소, 형태소의 음절, 품사를 조합하여 표현

하였다. 최종적으로 형태소 정보를 컨볼루션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어절 정보를 표현하고 모델에서 인코

더의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중심어 후위 원칙

을 엄격하게 준수한 세종 의존 구문 코퍼스에서 의존소 

방문 순회 방법으로 left2right 사용하였을 때, UAS 92.

65% LAS 91.35%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향후 연구로는 

어절의 표현을 재귀 신경망으로도 적용을 해보고 두 방

법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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