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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문 분석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 간의 관계를 알아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구문 분석
은 구구조 분석과 의존 구문 분석으로 나누어지는데 한국어처럼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는 의존 구문 분석
이 적합하다. 최근 구문 분석은 심층 신경망을 적용한 방식이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포인터 네트워
크를 사용하는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포인터 네트워크만으로 구문적인 정보를 학습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함께 사용하여 포인터 네트워크만을 사용 했을 때
보다 높은 성능(UAS 92.85%, LAS 90.65%)을 보였다.

주제어: 의존 구문 분석, 포인터네트워크, 멀티헤드 어텐션

1. 서론

구문 분석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 간의 의존 관계

를 알아내고 문장의 구문적인 구조를 찾아내는 작업이

다. 구문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구구조 분석과 의

존 구문 분석이 있다. 구구조 분석은 여러 단어를 구 단

위로 묶어나가며 구문 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이고, 의존 

구문 분석은 어절들 간의 의존 관계를 알아내 지배소 위

치를 찾아내는 구문 분석 방식이다. 한국어처럼 어순이 

자유롭고, 단어의 생략이 빈번한 언어의 경우 의존 구문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1-2]. 기존 구문 분석은 

지배소 유일 법칙, 지배소 후위 법칙, 어휘 간의 의존 

확률 등의 자질을 수동으로 설계하고 표현하여 구문 분

석을 수행하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 최근 연구는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을 통하여 구문 분석에 필

요한 자질들을 자동으로 학습하는 모델이 주로 연구된다

[3-5].

본 논문에서는 포인터 네트워크(Pointer Network)[6]

와 멀티헤드 어텐션(Multi-head Attention)[7]을 이용한 

의존 구문 분석을 제안한다. 멀티헤드 어텐션은 문장의 

구조적인 정보를 반영하고, 포인터 네트워크에서 이 정

보를 토대로 단어 간의 의존성을 학습한다.

2. 관련 연구

기존 구문 분석은 수동으로 설계한 자질을 이용하는 

기계 학습 모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1-2]. 그러나 자질

을 직접 설계하는 방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작

업이며, 구문 분석의 자질을 모두 표현하기엔 한계가 있

다. 최근 의존 구문 분석은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심층 심경망은 자질을 자동으

로 학습하여 자질 설계의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3]의 연구에서는 다층 신경망(Multi-layer Neural Netw

ork) 기반 구문 분석과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

etwork) 기반 구문 분석을 실험하여 비교했다. 다층 신

경망 기반 구문 분석 모델의 경우 지역적인 정보만을 보

는 문제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문맥적인 정보를 볼 수 

있는 순환 신경망 기반 구문 분석 모델이 높은 성능을 

보였다. [4]의 연구는 순환 신경망을 다층으로 쌓고 CRF

s(Conditional Random Fields)를 이용해 출력에 전이 확

률을 적용하여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5]

의 연구는 포인터 네트워크를 사용한 구문 분석으로 높

은 성능을 보였다. 포인터 네트워크는 주의집중 방법(At

tention Mechanism)[8]의 확장 기술로 주요 단어에 의미

가 집중된 문맥 벡터 대신 입력열의 주요한 위치가 강조

된 분포가 출력된다. 그러나 포인터 네트워크만으로 문

장의 구조적인 정보를 알아내고 의존 관계를 표현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은 멀티헤

드 어텐션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멀티헤드 

어텐션은 입력단에서 자체적으로 구조적인 정보를 반영

한 벡터(Vector)를 출력한다. 본 논문은 멀티헤드 어텐

션으로 포인터 네트워크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성능의 향

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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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모델 전체 구조도

그림 1은 제안 모델의 전체 구조도이다. 먼저 어절 임

베딩이 다층으로 쌓은 양방향 GRU(Gated Recurrent Uni

t)[9]를 거쳐 인코딩 된다. GRU는 순환 신경망의 일종으

로 순환 신경망의 문제점인 기울기 소실 문제를 보완한 

기술이다. 인코더의 출력은 멀티헤드 어텐션에 입력되어 

구조적 정보가 반영된 문맥 벡터 가 생성 되며 포인터 

네트워크가 적용된 디코더에서 문맥 벡터 와 인코더 

출력 값 를 이용해 입력단의 정답 위치 분포를 계산해 

출력 한다.

그림 2. 어절 단위 임베딩 생성 방법

그림 2는 구문 분석에 사용 되는 어절 임베딩(Embeddi

ng) 생성 방법을 나타낸다. 한 어절을 이루고 있는 형태

소의 임베딩 벡터들을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

ral Network)에 입력하여 하나의 어절 임베딩 벡터로 만

든다[10]. 형태소 임베딩은 단어의 임베딩 벡터와 품사

의 임베딩 벡터를 연결(concatenation)하여 사용한다. 

단어 임베딩은 사전 학습된 값이고, 품사 임베딩은 임의

로 초기화한 값이다. 추가적으로 문맥에 따른 단어의 의

미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ELMo(Embeddings from Langu

age Models)[11]를 함께 사용한다. ELMo는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Language Model)로 단어를 임베딩 하는 방법

으로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다른 출력 값을 낸다.

3.2 멀티헤드 어텐션

멀티헤드 어텐션은 인코더의 출력을 통해 구조적인 정

보가 반영된 문맥 벡터를 계산한다. 문맥 벡터 를 구

하는 식은 (1)과 같다.

      

       


  


   ≤  ≤ 

   


   


    


(1)

먼저 인코더의 출력 는 행렬 , , 로 값이 복

사된다. 그 후 , ,  모두 마지막 차원을 임의로 

정해준 헤드 개수 으로 분할 한 다음 분할된 행렬마다 

각각 가중치 행렬 
  

  
를 곱해서 , ,  

를 구한다. 다음으로 와 를 내적한 값을 본래의 차

원수인 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정규화 해준 뒤, 소프트

맥스 함수를 통해 일련의 확률 값들을 구하고  에 곱해

서 각 분할된 행렬마다의 문맥 벡터 를 만든다. 마

지막으로 구해진 개의 를 모두 연결하여 본래의 

차원수인 로 되돌리고, 문맥 벡터의 가중치인  를 

곱해서 문맥 벡터 를 계산한다.

3.3 포인터 네트워크

포인터 네트워크에서는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출력된 

문맥 벡터 와 인코더의 출력 값인 를 이용하여 입력

열의 중요한 위치에 높은 점수를 갖는 분포를 출력한다. 

수식은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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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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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는 디코더의 현재 스텝의 출력 값이며, 는 현재 

스텝의 입력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위치, 즉, 현

재 어절의 지배소의 위치를 예측한 값이다. 는 의존 

관계명을 예측한 값으로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나온 와 

인코더 출력 에 주의집중 가중치인 를 곱한 값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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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구한다.

4.실험
4.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해 2018년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대회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학습 데이터는 53,837문장이며, 이 중 10%인 5,300문장

을 개발 데이터로 사용하여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파라

미터를 학습했다. 평가 데이터는 5,817 문장이며 UAS(Un

labeled Attachment Score)와 LAS(Labeled Attachment S

core)로 성능 측정을 시행했다. 모델에 사용되는 형태소 

임베딩은 20GB의 뉴스 기사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GloVe

(Global Vector)[12]를 사용했다.

 

4.2 실험 결과

 표 2. 구문 분석 성능

모델 UAS LAS

(1)포인터 네트워크 0.9213 0.8769

(2)+멀티헤드 어텐션 0.9285 0.9065

표 2는 본문에서 제안한 구문 분석 모델의 성능을 나

타낸다. (1)은 포인터 네트워크만 사용 했을 시의 성능

을 보인다. (1)에 멀티헤드 어텐션을 함께 사용한 (2)의 

경우 포인터 네트워크만 사용 했을 때 보다 UAS 0.72%p, 

LAS 2.94%p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멀티헤드 어텐션에

서 도출한 구조적 정보가 포인터 네트워크에서 의존 관

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본 논문은 의존 구문 분석에서 포인트 네트워크의 한

계를 보완하기 위해 멀티헤드 어텐션을 함께 사용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실험 결과 포인터 네트워크만 사용했

을 때보다 UAS 0.72%p, LAS 2.94%p 성능 향상을 보이며 

멀티헤드 어텐션이 구문적인 정보를 알아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였다. 향후 연구는 순환 신경망 기반의 

모델의 단점을 보완한 트랜스포머(Transformer) 구조 기

반의 의존 구문 분석 모델을 제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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