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의존 파싱과 의미역 결정은 자연어 처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의존 파싱은 문장의 문법적 구조를 결정하는 것

이고 의미역 결정은 문장 내의 서술어와 서술어의 논항 사이의 

의미적 역할을 결정하는 절차이다.  

의존 파싱은 크게 전이 기반 방식[1-2,6-7]과 그래프 기반으

로 나뉘어 연구되어 왔으며 전이 기반 방식은 버퍼와 스택으로

부터 자질을 추출하고 추출된 자질을 모델을 통해 다음 전이 액

션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의미역 결정은 서술어를 인식하고 분

류하는 서술어 인식/분류 (PIC)단계가 수행된 후에 인식된 서술

어에 대한 논항을 인식/분류(AIC)하는 과정인 의미역 결정 단계

가 이어 수행된다.[11] 기존의 한국어 의미역 결정은 주로 파싱 

정로를 자질로 사용하고 순차 태깅 문제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

이는 Bi-LSTM-CRF 계열의 모델로 연구되어 왔다. [8-9,12]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전이기반 의존 파싱 모델에 의미역 결

정도 처리 할 수 있도록 전이 액션을 추가 확장하여 의존 파싱

과 의미역 결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한 통합 모델을 한국어 Propbank 의미역 결정 데이터 셋에 적용

하여 논항 인식 및 분류(AIC) 성능에서 파이프라인 방식 전이 

기반 의미역 결정 보델보다 F1 기준 0.14% 높은 결과을 보였다. 

 

2. 관련 연구 

 

의존 파싱은 전이 기반 방식, 그래프 기반 방식의 두 가지 방

향으로 연구되어 왔다. 전이 기반 뉴럴 모델은 의존 파싱 분야

를 포함한 다양한 자연 언어 처리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

고 있다. 그 중, Stack LSTM[2]은 버퍼와 스택의 정보를 Stack 

LSTM을 이용하여 인코딩 한 후 다음 전이 액션을 결정하는 모델

이다. [6]에서는 Stack SLTM을 한국어 의존 파싱에 적용한 연구

를 진행하였고 [7]에서는 [6]를 확장하여 음절 기반, 형태소 기

반으로 각각 어절(단어)를 합성하여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을 제안하였고 각각 별도의 방식을 사용했을 때보다 높은 성능

을 보여주었다.  

한국어 의미역 결정은 Bi-LSTM-CRF 계열[8-9, 12]의 모델이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의미역 결정 테스크를 순차 

태깅(Sequential Labeling) 문제로 보고 접근하였다. [9]에서는 

위의 Bi-LSTM-CRF 모델에 Layer Normalization을 적용하였다. 

[3, 4]에서는 각각 영문 전이 기반 의미역 결정 모델, 영문 의

미역 결정과 의존파싱을 전이 기반 방식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 모델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전이 기반 방식이 사용되는 메

커니즘은 서술어가 주어졌을 때 논항을 결정하는 논항 인식(AI)

을 Arc를 생성하는 과정 그리고 해당 논항을 분류(AC)는 것을 

레이블을 부착하는 문제로 보고 전이 기반 방식을 적용하였다. 

한국어 의미역 결정 문제에 전이 기반 방식을 적용한 연구도 있

었다.[11] 위의 전이 기반 방식은 기존의 Arc-Standard, Arc-

Eager 방식이 아닌 의미역 결정 문제에 맞춰 새롭게 액션을 정

의하여 Structural SVM을 통해 논항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방식

으로 접근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의미역 결정 문제를 전이 기반 방식으로 접근

하여 전이 액션을 정의하고 의존 파싱과 의미역 결정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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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이 액션 별 스택 및 버퍼 정보의 갱신 과정 

𝑀𝑀𝑡𝑡 𝑆𝑆𝑡𝑡 𝐵𝐵𝑡𝑡 Action 𝑀𝑀𝑡𝑡+1 𝑆𝑆𝑡𝑡+1 𝐵𝐵𝑡𝑡+1 
𝑀𝑀 𝑆𝑆 𝑢𝑢,𝐵𝐵 𝑆𝑆ℎ𝑖𝑖𝑖𝑖𝑖𝑖 𝑀𝑀 𝑢𝑢, 𝑆𝑆 𝑢𝑢,𝐵𝐵 
𝑀𝑀 𝑢𝑢, 𝑣𝑣, 𝑆𝑆 𝐵𝐵 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𝐿𝐿𝐿𝐿𝐿𝐿(𝑙𝑙) 𝑀𝑀 𝑔𝑔𝑙𝑙(𝑣𝑣,𝑢𝑢), 𝑆𝑆 𝐵𝐵 
𝑀𝑀 𝑢𝑢, 𝑣𝑣, 𝑆𝑆 𝐵𝐵 𝑅𝑅𝑖𝑖𝑔𝑔ℎ𝑖𝑖𝐿𝐿𝐿𝐿𝐿𝐿(𝑙𝑙) 𝑀𝑀 𝑔𝑔𝑙𝑙(𝑢𝑢, 𝑣𝑣), 𝑆𝑆 𝐵𝐵 
𝑀𝑀 𝑆𝑆 𝑢𝑢,𝐵𝐵 𝑀𝑀_𝑆𝑆ℎ𝑖𝑖𝑖𝑖𝑖𝑖 𝑢𝑢,𝑀𝑀 𝑆𝑆 𝐵𝐵 
𝑢𝑢,𝑀𝑀 𝑆𝑆 𝐵𝐵 𝑀𝑀_𝑅𝑅𝐿𝐿𝑅𝑅𝑢𝑢𝐿𝐿𝐿𝐿 𝑀𝑀 𝑆𝑆 𝐵𝐵 
𝑢𝑢,𝑀𝑀 𝑆𝑆 𝑣𝑣,𝐵𝐵 𝑀𝑀_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𝐿𝐿) 𝑀𝑀 𝑆𝑆 𝑔𝑔𝑟𝑟(𝑣𝑣,𝑢𝑢),𝐵𝐵 
𝑢𝑢,𝑀𝑀 𝑆𝑆 𝑣𝑣,𝐵𝐵 𝑀𝑀_𝑅𝑅𝑖𝑖𝑔𝑔ℎ𝑖𝑖(𝐿𝐿) 𝑔𝑔𝑟𝑟(𝑢𝑢, 𝑣𝑣),𝑀𝑀 𝑆𝑆 𝐵𝐵 

수행하는 전이 기반 의존파싱 & 의미역 결정 통합 모델을 제안

한다. 실험 결과, 제안한 통합 모델이 Korean Propbank 데이터 

셋에서 파이프 라인 전이 기반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인다. 

 

3. 통합 모델 

 
그림 1. 의존 & 의미 통합 파싱의 예 

본 논문에서는 의미역 결정을 의미 파싱이라는 용어로

도 사용한다. 아래의 그림 1는 의존 파싱 & 의미파싱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 파싱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문

장의 위가 의존 파싱의 절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래가 

의미 파싱의 절차이며 Bold체로 표시되는 부분이 서술

어(predicate)를 포함하는 항으로 의존파싱과 달리 의미

역을 위한 Arc의 생성은 서술어를 포함하는 항에서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1 전이 액션의 확장 

 

본 논문에서는 𝑆𝑆ℎ𝑖𝑖𝑖𝑖𝑖𝑖, 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_𝐿𝐿𝐿𝐿𝐿𝐿, 𝑅𝑅𝑖𝑖𝑔𝑔ℎ𝑖𝑖_𝐿𝐿𝐿𝐿𝐿𝐿의 의존 파싱 

액션에 추가로 𝑀𝑀_𝑆𝑆ℎ𝑖𝑖𝑖𝑖𝑖𝑖, 𝑀𝑀_𝑅𝑅𝐿𝐿𝑅𝑅𝑢𝑢𝐿𝐿𝐿𝐿,𝑀𝑀_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 𝑀𝑀_𝑅𝑅𝑖𝑖𝑔𝑔ℎ𝑖𝑖의 4

가지 액션을 추가하여 총 7가지의 통합모델 액션을 구성한다. 

[4]의 논문과 달리 서술어를 인식/분류하기 위한 액션이 존재

하지 않고 서술어는 이미 인식된 상태에서 논항을 인식하고 분

류하는 과정만을 수행한다. 위의 표 1은 전이 액션 별 스택 및 

버퍼 정보의 갱신 과정을 보여준다. 표 1에서 버퍼를 𝐵𝐵라 하고 

의존 파싱과 의미 파싱을 위한 스택을 각각 𝑆𝑆,𝑀𝑀 그리고 u, v
는 단어 혹은 부분 트리의 ROOT 노드를 나타낸다. 

의존 파싱에 대한 전이 액션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2]의 arc-standard 방식을 사용하며 

𝑆𝑆ℎ𝑖𝑖𝑖𝑖𝑖𝑖, 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_𝐿𝐿𝐿𝐿𝐿𝐿,𝑅𝑅𝑖𝑖𝑔𝑔ℎ𝑖𝑖_𝐿𝐿𝐿𝐿𝐿𝐿 액션으로 구성된다.  𝑆𝑆ℎ𝑖𝑖𝑖𝑖𝑖𝑖 Action
은 본래 현재 버퍼가 가리키고 있는 단어를 스택에 추가하는 

액션이나 본 모델에서는 버퍼의 단어를 스택에 복사하는 역할

을 한다. 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_𝐿𝐿𝐿𝐿𝐿𝐿, 𝑅𝑅𝑖𝑖𝑔𝑔ℎ𝑖𝑖_𝐿𝐿𝐿𝐿𝐿𝐿 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𝐴𝐴𝐴𝐴은 스택 내의 두 Top 노

드들 간에 의존성을 형성하는 액션으로 두 노드 사이 의 지배

소(head)와 의존소(dep)를 결정하여 하나로 병합된 파스 트리

를 다시 스택에 추가하는 액션이다. 파스 트리를 생성하는 함

수는 𝑔𝑔𝑙𝑙(𝑣𝑣,𝑢𝑢)로 여기서 𝑙𝑙은 의존 관계 레이블을 나타내며 괄호

의 앞 요소(𝑣𝑣)가 지배소를 나타내고 뒷 요소(𝑢𝑢)는 의존소를 

표현한다. 

다음으로, 의미역 결정 액션은 해당 단어가 서술어에 대한 논

항이지 않아 Arc를 생성할 필요가 없으면 원소를 제거하는 

𝑅𝑅𝐿𝐿𝑅𝑅𝑢𝑢𝐿𝐿𝐿𝐿액션을 포함하는 [1]의 Arc-Eager 방식을 사용하며 

𝑀𝑀_𝑆𝑆ℎ𝑖𝑖𝑖𝑖𝑖𝑖, 𝑀𝑀_𝑅𝑅𝐿𝐿𝑅𝑅𝑢𝑢𝐿𝐿𝐿𝐿,𝑀𝑀_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 𝑀𝑀_𝑅𝑅𝑖𝑖𝑔𝑔ℎ𝑖𝑖 액션으로 구성된다. 

𝑀𝑀_𝑆𝑆ℎ𝑖𝑖𝑖𝑖𝑖𝑖 Action은 현재 단어를 단순히 스택 𝑀𝑀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𝑀𝑀_𝑅𝑅𝐿𝐿𝑅𝑅𝑢𝑢𝐿𝐿𝐿𝐿 Action은 스택으로부터 top에 위

한 item을 pop하는 액션을 수행하고 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_𝐿𝐿𝐿𝐿𝐿𝐿 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𝐴𝐴𝐴𝐴은 스택 

𝑀𝑀의 top과 버퍼 𝐵𝐵의 item이 있을 때, v가 지배소, u가 의존

소가 되도록 새로운 트리 생성후 다시 스택 M에 Push한다. 

𝑅𝑅𝑖𝑖𝑔𝑔ℎ𝑖𝑖_𝐿𝐿𝐿𝐿𝐿𝐿 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𝐴𝐴𝐴𝐴은 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_𝐿𝐿𝐿𝐿𝐿𝐿 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𝐴𝐴𝐴𝐴과 반대로 u가 head v
가 지배소가 되도록 새로운 트리를 생성 후 스택 𝑀𝑀에 push하

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존 파싱 액션과 달리 의미역 결정 

액션은 버퍼의 top 혹은 스택의 top이 서술어를 포함한 단어일 

경우만 Arc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만 Arc를 생

성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의존 파싱과 의미 파싱의 두 액션이 전환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𝑆𝑆ℎ𝑖𝑖𝑖𝑖𝑖𝑖을 통해 버퍼의 Top이 복사되었을 때 

Semantic 액션으로 전환되게 되고 반대로 Semantic 액션에서 

Syntactic 액션으로의 전환은 𝑀𝑀_𝑆𝑆ℎ𝑖𝑖𝑖𝑖𝑖𝑖  혹은 𝑀𝑀_right를 액션

을 통해 혹은 버퍼의 item이 이동 되었을 때 반대로 Syntactic 

액션으로 전환하게 되어 서로의 액션이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

하도록 제한하였다. 

 

3.2 버퍼와 스택의 TOP 노드 표상 
 

우선 전이 액션을 위한 버퍼에 대한 단어 표상은 한국

어와 같은 형태학적으로 복잡한 언어에 대해서 직접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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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는 것은 OOV 문제에 취약하다. 그래서 해당 단어

를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를 합성한 후 서술어 

임베딩, 위치 정보 임베딩과 결합하여 단어 임베딩을 얻

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얻어진 단어 표상  𝒛𝒛 =
{𝒛𝒛1,⋯ , 𝒛𝒛𝑛𝑛}로 표현하며 다음 수식과 같이 LSTM을 동해 인코

딩한다.   

 
{𝒉𝒉1,⋯ ,𝒉𝒉𝑛𝑛} = 𝐿𝐿𝑆𝑆𝐿𝐿𝑀𝑀({𝒛𝒛1,⋯ , 𝒛𝒛𝑛𝑛}) 

 

위의 수식으로 얻어진 𝒉𝒉 =  {𝒉𝒉1,⋯ ,𝒉𝒉𝑛𝑛}을 버퍼의 입력이 되

는 단어의 표상으로 하게 된다.  

버퍼 𝐵𝐵와 두 스택 𝑆𝑆,𝑀𝑀의 Top 노드로부터 추출한 자질들의 결

합을  Top 노드 표상이라 하고 각각 𝐫𝐫(𝐵𝐵), 𝐫𝐫(𝑀𝑀), 𝐫𝐫(𝑆𝑆)로 표현

한다. 

 

3.3 의존 파싱 & 의미역 결정 통합 모델 
 

 
그림 2 의존 파싱 & 의미역 결정 통합모델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한국어 의존파싱 & 의미역 태깅 

통합 모델의 구조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먼저 의존파

싱을 학습한 후에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의미역을 결정

하는 Pipeline 방식과 달리 의존 파싱과 의미역 결정을 

동시에 학습하는 모델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단어 열 

{𝒛𝒛1,⋯ , 𝒛𝒛𝑛𝑛}로부터 LSTM을 통해 합성된 은닉 벡터들이 버

퍼에 채워지게 된다. 그 후, 버퍼와 두 스택의 상태들

을 결합하여 딥러닝 신경망을 통해 결정하게 되는 구조로 

3.2절에서 정의한 𝐫𝐫(𝐵𝐵), 𝐫𝐫(𝑀𝑀), 𝐫𝐫(𝑆𝑆)의 상태 벡터들을 각각 아

래의 같이 연결하여 파서 상태 표상을 얻는다. 

 
𝒑𝒑𝑡𝑡 = [𝐫𝐫(𝐵𝐵); 𝐫𝐫(𝑆𝑆); 𝐫𝐫(𝑀𝑀)]                 

𝒔𝒔𝒔𝒔𝒔𝒔𝒔𝒔𝒆𝒆𝑡𝑡 = 𝑾𝑾 ∙ �𝐿𝐿𝑆𝑆𝐿𝐿𝑀𝑀𝑡𝑡({𝒑𝒑1,⋯ ,𝒑𝒑𝑡𝑡})� + 𝒃𝒃 

 

얻어진 파서 상태 표상 𝒑𝒑𝑡𝑡을 LSTM을 거친 후 Softmax

층을 통해 다음 전이 액션으로의 점수를 계산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액션을 다음 전이 액션으로 하여 버

퍼와 스택의 상태를 갱신하여 위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서술어에 대한 의미역을 결정한다. 

 

4. 실험 

 

4.1 실험 셋팅 

 

본 논문의 실험 집합으로는 Korean PropBank[5]의 

Newswire 학습 말뭉치 문장을 사용하였고 Tree 

구조의 말뭉치를 변환과정에 오류가 있어 변환에 

실패한 문장은 제외하였다. 변환된 전체 23659 문장 중 

20110 문장은 학습셋, 1183 문장은 개발셋, 2366 

문장은 평가셋으로 사용하였다. 

형태소의 임베딩은 100차원, 모든 LSTM의 차원은 

300이며 Optimizer는 adam를 사용하였고 학습률(learning 

rate)은 0.0002, 모든 히든 레이어의 Dropout 비율은 0.2로 

설정하였으며 25 에포크(epoch) 이후에 성능 개선이 없으면 3 

에포크마다 학습률을 0.5씩 감소하도록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성능은 논항 인식 및 분류(AIC)에 

해당하며 F1 지표로 측정한다.  

4.2 실험 결과 

 

표 2는 한국어 의미역 결정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2의 모델은 모두 4.1절의 동일한 실험 집합을 사용

한 결과이다. 전이 기반 의미역 결정 모델에 대해서는 

SyntaxNet의 한국어 확장 모델인 [10]의 의존 파싱 결

과를 자질로 사용하여 통합 모델과의 성능을 비교하였

다. 

 

표 2. 한국어 의미역 결정 실험결과(AIC, F1) 

 F1 

Bi-LSTM-CRF [12] 77.86% 

LayerNorm Bi-LSTM-CRF [9] 78.46% 

Bi-LSTM (Pytorch Implementation) 77.32% 

Bi-LSTM-CRF (Pytorch Implementation) 77.98% 

전이 기반 의미역 결정(Pipeline) 77.69% 

의존 파싱 의미역 결정 통합 모델 77.83% 

 

표 2에서 보듯이 의미역 결정 문제에서 제안한 의존파

싱 & 의미역 통합 모델이 Pipeline 전이 기반 방식에 

적용한 모델에 비해 0.14% 가량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LSTM-CRF 계열과 비교했을 때 단순 

Bi-LSTM을 적용한 모델에 비해서는 높은 성능을 보여주

고 있으나 Bi-LSTM CRF 모델 그리고 [9]의 

LayerNormalization을 적용한 모델에 못미치는 성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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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은 전이 기반 의존 파싱에 의미역 결정을 처

리 할 수 있도록 전이 액션을 확장하여 한국어 의존 파

싱 & 의미역 결정 통합 모델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현 모델은 서술어 인식을 포함하지 않고 서술어가 인식

되었다는 가정하에 논항만을 인식/분류하는 모델로 차

후에는 서술어 인식/분류(PIC)를 포함하는 End-to-End 

모델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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