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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초기 자연언어처리에 FNN(Feedforward Neural Network)을 적용한 연구들에 비해 LSTM(Long 
Short-Term Memory)은 현재 시점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전 시점의 정보를 담고 있어 문장을 이루는 어절
들, 어절을 이루는 형태소 등 순차적인(sequential)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좋은 성능을 보인다. 본 논문에
서는 스택과 버퍼에 있는 어절을 양방향 LSTM encoding을 이용한 representation으로 표현하여 전이기반 
의존구문분석에 적용하여 현재 UAS 89.4%의 정확도를 보였고, 자질 추가 및 정제작업을 통해 성능이 개
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한국어 의존구문분석, BiLSTM, 전이기반

1. 서론
기계학습 기반의 의존구문분석 연구는 전이기반 방식

[1]과 그래프기반 방식[2]으로 나뉜다. 그래프기반 방식

구문분석은 비결정적(non-deterministic) 모델로 문장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의존트리에 대해 스코어를 부여하고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갖는 의존트리를 선택한다. 모든 지

배소-의존소 쌍으로부터 해를 구하기 때문에 장거리 의

존관계를 찾는데 강점을 가지만 O()의 복잡도를 가진

다. 전이기반 방식은 결정적 모델로 그래프기반 방식보

다 더 많은 문맥 자질을 사용할 수 있고, 근거리 의존관

계를 찾는데 강점을 가지며 O(n)의 복잡도로 속도가 빠

르지만 한번 결정된 지배소-의존소 관계에 의한 오류 전

파의 단점이 있다.

기존의 SVM, CRF 등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 학

습에서는 각 어절 또는 형태소, 품사 정보 등의 자질들

을 One-hot vector로 직접 추출해야 했기 때문에 자질 

설계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구문분석에 딥러

닝을 적용하여 사전학습 된 word embedding[3,4]을 이용

하여 자질을 설계함으로 자질 추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켰다[5,6]. 또한, 초기 딥러닝 기반 연구

에 사용된 FNN(Feedforward Neural Network) 모델에 비

해 LSTM RNN 모델은 현재 시점 정보와 이전 시점의 정보

를 모두 담고 있어 긴 문장을 분석할 때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학습 된 단어 임베딩 벡터와 양방

향 LSTM 어절 표상을 이용해서 전이기반 구문분석을 수

행하며, 5개의 양방향 LSTM 어절 표상을 이용하여 UAS 

89.4%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2. 관련 연구
최근 구문분석에 딥러닝을 적용한 이후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5-11]. [5]와 [6]에서는 FNN을 이용하여 구

문분석을 수행하여 딥러닝을 적용하기 전 기존 결과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7-11]은 LSTM을 이용한 의존 

구문분석을 수행한 연구이다. [8,9]는 스택, 버퍼, 

Action 히스토리들을 각각 LSTM을 적용한 반면, [7]은 

스택, 버퍼의 자질들을 함께 입력으로 하여 LSTM을 적용

하였다. [10]에서는 [9]의 연구를 확장하여 다음 action

을 결정할 때 이전의 정보들을 메모리에 저장하여 참조

할 수 있도록 파서를 구성하였다. [11]에서는 단어 표상

을 양방향 LSTM으로 인코딩하여 스택과 버퍼의 어절들을 

MLP의 입력으로 하는 모델을 구성하여 파싱을 수행한다.

3. BiLSTM을 이용한 의존 구문분석
전이기반 구문분석은 스택, 버퍼, 아크셋으로 구성된 

초기 상태에서 입력 문장의 어절들을 버퍼에 입력하고, 

매 단계에서 action을 결정한 뒤 종료 상태에 도달하면 

파싱을 종료하게 된다. 전이기반 구문분석을 위한 알고

리즘은 arc-standard, arc-eager, arc-hybrid[12], 

arc-swift[13]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arc-eager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구문분석을 수행한다. 그림 1은 

arc-eager 알고리즘을 도식화 한 것이다. 스택의 탑 어

절과 버퍼의 탑 어절이 의존관계가 있으면 left-arc를 

생성하고, 관계가 없으면 shift를 수행한다. 한국어 의

존 구문분석을 수행할 때는 지배소가 후위하는 원칙에 

따라 Right-arc와 Reduce 연산은 수행되지 않는다.

그림 2는 양방향 LSTM 단어 표상을 이용하여 구문분석

을 수행하는 모델을 도식화 한 것이다. 사전학습된 단어 

임베딩 벡터를 입력으로 하여 LSTM 인코딩을 거친 후 스

택과 버퍼의 어절에 해당하는 BiLSTM 인코딩 벡터를 MLP

의 입력으로 하여 hidden layer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다음 액션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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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rc-eager algorithm

그림 2 양방향 BiLSTM을 이용한 의존구문분석 모델

type 1
스택 첫 번째 탑 어절의 형태소,

품사 벡터

type 2
스택 두 번째 탑 어절의 형태소,

품사 벡터

type 3
스택 세 번째 탑 어절의 형태소,

품사 벡터

type 4
버퍼 첫 번째 탑 어절의 형태소,

품사 벡터

type 5
버퍼 두 번째 탑 어절의 형태소,

품사 벡터

표 1 MLP의 입력으로 사용한 자질 집합

word embedding 200

LSTM hidden 200

MLP hidden 100

dropout 0.5

activation function ReLU

표 2 실험에 사용한 hyper-parameter 값

UAS LAS 말뭉치

이창기[6] 90.37% 87.17% 세종말뭉치

이건일[7] 90.33% - KIBS

나승훈[9] 90.44% 87.93% 세종말뭉치

표 3 기존 연구들과의 성능 비교

문장의 n개의 단어에 대해 사전학습을 하여 구성한 형

태소 임베딩 벡터를 concat하여 만든 단어 벡터를 , 

... ,  이라 하면 양방향 LSTM encoding을 거친 후의 

i번째 단어 벡터  는 벡터 결합(concat)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부터 까지의 순차 정보가 인코딩 된 

     순방향 LSTM cell

 
: 부터 까지의 순차 정보가 인코딩 된 

     역방향 LSTM cell

하나의 파서 상태에서의 최종 Multi Layer Perceptron

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벡터는 파서 상태에서 표 1에 해

당하는 어절들의 LSTM encoding 벡터 들의 결합

(concat)으로 나타낼 수 있고, hidden layer를 거쳐 

softmax를 적용하여 각 action에 대한 확률값을 얻어 높

은 값을 다음 action으로 취한다.

 = [ ; ;; ; ]

 =      

, , ,  는 MLP input layer, hidden layer, 

output layer를 위한 파라미터이다.

4. 실험
본 논문에서는 지배소 후위 원칙과, 의존관계는 순환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acyclic)[1], 투사성 원칙

(projectivity), 단일 지배소 원칙(single head)을 이용

하여 세종 구구조 말뭉치[14]를 의존 말뭉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말뭉치를 변환하는 과정에서[15]에 따라 본

용언, 보조용언 관계와 본용언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의존명사 ‘-ㄴ/ㄹ + 의존명사 + 이다’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였다. 약 58000문장을 학습에 사용하고 약 

6200문장을 테스트에 사용하였다. 말뭉치 변환 과정에서 

arc label은 고려하지 않아 평가척도로는 UAS를 사용한

다. 손실함수는 cross entropy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하

이퍼 파라미터들은 표 2와 같다. [11]에서는 스택의 3개

의 어절 각각의 leftmost 의존소에 대한 자질을 더 추가

하여 정확도가 상승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5개 어절을 

자질로 사용하여 실험하였으며 실험 결과는 표 3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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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훈[10] 90.83% 88.49% 세종말뭉치

BiLSTM(본 논

문)
89.4% - 세종말뭉치

실험에 사용한 말뭉치를 트리구조로 변환하여 본용언, 

보조용언 관계와 의존명사와 관련된 규칙들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변환하였으나 오류가 다수 존재하여 정확도

가 기존 연구에 비해 다소 낮으나, 말뭉치 정제작업을 

마친 후의 실험에서 현재 정확도보다 성능이 많이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택과 버퍼의 어절 5개를 자질로 사용

하여 BiLSTM 단어 표상을 이용한 한국어 의존 구문분석

을 수행하였다.

향후 어절간 거리 자질과 스택의 어절들의 leftmost 

의존소 자질들을 추가 및 말뭉치 오류들을 수정하고, 

TTA 표준을 기반으로 내포문의 주어, 서술어가 불일치하

는 경우와 대등절과 내포문이 섞여 나오는 문장들에 대

해 말뭉치를 추가 정제한 후 실험하여 성능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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