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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이 기반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Korean Transition-based Dependency Parsing with 

Recurrent Neural Network)

이 건 일
†
     이 종

††

                                    (Jianri Li)        (Jong-Hyeok Lee)

요 약 기존의 이 기반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방법론들은 사용 될 자질의 설계에 많은 노력이 필

요하다. 최근에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여 자질 설계 단계에서의 시간과 노력을 이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 

되었으나 제한된 context의 정보들만 보고 이 과정에 필요한 decision을 내려야 하는 문제 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순환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자질 설계에 필요한 노력을 이고 순환 구조로 먼 거리 의

존 계를 고려하 다.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일반 인 다층 신경망에 비해 0.51%의 성능향상을 이루었으며 

UAS 90.33%의 성능을 선보인다.

키워드: 이 기반, 의존 구문 분석, 순환 신경망, 먼 거리 의존 계

Abstract Transition-based dependency parsing requires much time and efforts to design and 

select features from a very large number of possible combinations. Recent studies have successfully 

applied Multi-Layer Perceptrons (MLP) to find solutions to this problem and to reduce the data 

sparseness. However, most of these methods have adopted greedy search and can only consider a 

limited amount of information from the context window. In this study, we use a Recurrent Neural 

Network to handle long dependencies between sub dependency trees of current state and current 

transition ac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our method provided a higher accuracy (UAS) than an MLP 

based model. 

Keywords: Transition-based Dependency Parsing, Recurrent Neural Networks, Long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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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존 구문 분석은 수많은 가능한 의존 트리에서 최

의 트리를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높은 시간 복

잡도를 가지며 동  계획법을 이용한 CKY 알고리즘의 

경우 O(n3)의 복잡도를 가진다. 이 기반 의존 구문 

분석[1]은 가능한 의존 트리의 일부에서만 탐색을 진행

하여 O(n)에 가까운 복잡도를 가진다[2]. 이러한 방법론

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action을 취할지 decision을 

내리는 메카니즘이 필요하며 주로 Structural Percep-

tron을 이용한 Beam Search 방식을 사용한다[1,2]. 하

지만 이러한 방식은 최 의 자질을 수많은 조합 에서 

튜닝을 통하여 선택해야 하고 자질의 차원도 수천, 수만

에 달해 데이터 희소성 문제  처리속도의 난항을 겪

고 있다.

최근에 딥 러닝을 용한 자연어처리 연구가 품사 태

깅[3], 오피니언 마이닝[4], 기계번역[5], 언어 모델[6] 등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이루었고 의존 구문 분석 연구에

서도 어, 국어[7]  한국어[8,9] 등 언어에서 다양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딥 러닝을 이용한 의존 구문 분

석은 단어 표 의 학습을 통하여 데이터 희소성 문제를 

해결하고 자질 튜닝의 어려움을 다. 한 이 과정

에서의 acition을 선택하는 문제를 분류 문제로 보고 

beam-search 신 greedy-search 방식을 용하여 처

리시간도 폭 단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딥 러닝 기법

은 다층 신경망(Multi-Layer Perceptrons)을 사용하

기에 제한된 context window의 정보 즉 stack의 2～3개 

서  트리의 부분 정보만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딥 러닝 기반 의존 구문 분석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하여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s) 모델을 사용하 다. 순환 신경망은 재 시

(t)의 정보 외에도 이  시 (0...t-2,t-1)의 정보도 보

존하고 있기에 context window에 제한 받지 않고 먼 

거리 즉 재 시 (t)과 과거 시 (t-n)의 의존 계를 

효과 으로 모델링 한다. 순환 신경망의 이러한 특성은 

의존 구문 분석 과정에서 이 action을 측할 때 이미 

만들어진 서  트리들의 반 인 정보를 부 고려할 

수 있다. 실험결과 다층 신경망 모델 비 0.51%의 

싱 정확도(UAS)가 향상되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부분 2에서는 이 기

반 의존 구문 분석에 해 소개하고 부분 3에서는 다층 

신경망을 이용한 방법을 소개하고 부분 4에서는 본 논

문에서 제안한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방법을 소개하고 

부분 5에서는 실험  성능평가 결과를 보여주며 부분 

6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서술한다.

2. 이 기반 의존 구문 분석

이 기반 의존 구문 분석은 문장의 시작부터 끝으로

(forward) 는 끝부터 시작으로(backward)의 순으로 

단계 별(incrementally)로 부분 인 의존 트리를 만들어 

가면서 최종 으로 문장 체의 의존 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 주로 사용한 방식은 Shift-Reduce 

방식[2]이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분석 과정은 문장 길이가 n일 때 2n개의 step이 필요

하며 진행시 부분 으로 생성된 의존 구조를 장하는 

stack과 아직 처리가 안 된 남은 문장의 어 들을 장

하는 queue가 있고 기상태로 비어있는 stack과 문장

들의 어 이 문장에서의 순서 로 들어가 있는 queue가 

있다. 다음 step으로 넘어가기 해 shift 는 reduce 

두 개의 action  하나가 선택된다. Shift가 진행될 경

우 queue의 첫 번째 어 이 stack으로 들어가 하나의 

sub tree가 된다. Reduce가 진행될 경우 stack의 최상

 두 개의 의존 트리가 하나의 트리로 통합된다. 최상

 첫 번째 트리의 지배소가 새로 통합된 트리의 지배

소가 될 경우 left reduce이며 두 번째 트리의 지배소가 

될 경우 right reduce라고 부른다. 한국어의 경우 항상 

지배소가 뒤쪽에 치하기 때문에 한국어 의존 구문 분

석에서는 right reduce만 존재한다. 연역 수식(deductive 

system)으로 표 할 경우 다음과 같다[2].

        ∅

    

   
 

     ↙ 

    

    

여기서 t는 step이고 j는 queue의 첫 번째 어 , S는 

stack을 말한다. 이 과정을 시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

다(그림 1).

각 step에서 실행될 action을 결정하기 하여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하나는 Deterministic Parsing[7,8]

그림 1 Shift-Reduce 방식의 의존 구문 분석

Fig. 1 Shift-Reduce Dependency Pa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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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으로 각 step에서 기계학습 기반 자동분류기를 

용하여 어떤 action을 취할지 한 번에 결정한다. 이러한 

방법은 O(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빠른 처리가 가능

하지만 일반 인 기계학습 방법, 를 들면 Support 

Vector Machine (SVM), Maximum Entropy Classifi-

cation[9] 등 방법들은 성능 면에서 다소 떨어진다. 다른 

방법으로는 Structural Prediction[1,2] 기법으로 각 

step에서 한 번에 결정하지 않고 반 으로 최 인 경

로를 beam 탐색을 통하여 찾아낸다. 처리시간은 Deter-

ministic Parsing에 비하여 길지만 O(n)에 근 한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고 CKY 기반 싱 기법에 근 한 

성능을 선보인바 있다. 두 가지 방법은 부 자질 설계

가 필요하고 자질의 수가 많고 자질의 차원이 지나치게 

높은 단 을 가지고 있다. 자질의 설계는 수많은 자질들

의 조합 에서 최 의 조합을 찾아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10] 자질의 수가 많고 차원이 높으면 

처리속도에 향을 주게 되고 데이터 희소성 문제를 발

생시켜 성능에도 향을  수 있다. Structural Percep-

tron[2] 모델의 경우 자질의 차원은 수백만에 달한다.

3. 다층 신경망을 이용한 이 기반 의존 구문 분석

다층 신경망 모델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20세기 80

년  후반에 발표된 역  알고리즘[11]이 시 라고 

볼 수 있고 재까지 다양한 분야에 용되었고 30 이

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SVM이나 Perceptron 등 

shallow learning 모델과 달리 계층 인 구조로 인해 

복잡한 decision boundary를 구 할 수 있어 shallow 

learning에서 해결할 수 없는 non-linearly separable 

문제도 이론 으로 근이 가능하다. 다층 신경망 모델

이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한건 

word embedding 이라고 하는 단어 표  학습 방법[12]

이 발표되고 나서부터이다. 그 이 에 사용되던 one- 

hot vector와의 차이 은 단어들이 parameter를 공유함

으로서 parameter 수를 여 과 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자동으로 단어들의 표 을 학습하여 다른 련 

task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다층 신경망을 이용한 의존 구문 분석[7]은 context 

window를 입력으로 하고 action을 분류하는 확률을 출

력으로 한다. context window는 주로 stack의 최상  

세 개 트리의 지배소들, 각 지배소의 맨 왼쪽  맨 오

른쪽에 치한 피지배소들, 피지배소들을 지배소로 하는 

맨 왼쪽  맨 오른쪽에 치한 피지배소들의 단어  

품사; queue의 첫 세 개의 단어  품사  련 아크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7]. 단어, 품사  아크들의 표

들은 pre-training 방식으로 학습하거나 직  싱을 

한 학습과정에서 학습할 수도 있다. 다양한 학습방법

에 한 분석을 [7,8]에서 연구가 되어있다. 각 step에서 

context window의 련 표 들이 입력되면 재 step

에서 deterministic하게 취할 action의 확률이 출력된다. 

이런 greedy한 처리과정으로 인해 시간 복잡도는 O(n)

이며 pre-computation 기법[5]을 사용할 경우 처리시간

이 다른 방법론에 비해 가장 빠르다.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의 경우 어 을 단어로 직  

사용할 경우 데이터 희소성 문제[9]로 형태소 단 로 

싱을 한 다음 다시 어  단 로 통합하는 방법[9]과 

pre-training 한 형태소로 어 을 표 하는[8,9]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7]에서 사용한 정보들을 기 으로 

context window를 설계했으며, 차이 은 아크셋정보의 

부재와 한국어 특성상 오른쪽 피지배소 정보 부재 등이

다. 어 의 표 은 해당 어 의 시작으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형태소  끝으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형태소 

총 네 개 의 행태소로 표 했고 형태소  품사의 표

은 신경망 학습 과정에서 다른 parameter와 동일하게 

학습된다. 본 연구에서 baseline으로 사용될 다층 신경

망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신경망의 구조는 input layer (context window에 

치한 형태소, 품사들의 표 ), hidden layer, softmax 

layer로 구성되어 있다. Hidden layer의 activation 

function은 싱에서 좋은 성능을 선보인[8] ReLU 함수

를 사용하 다. Hidden layer의 뉴런 수는 300이고 형

태소  품사 embedding의 차원 수는 50이며 모든 

parameter들은 [-0.01,0.01]구간에서 랜덤으로 기화했

고 학습방법으로 mini-batch로 업데이트하는 Stochastic 

Gradient Ascent 방법[13]을 사용하 고 mini-batch 

사이즈는 128이며 개수는 1000개이고 기 학습속도는 

1이다. Early stop 트릭이 사용되었고 validation set의 

분류성능이 향상이 안 되면 학습 속도를 반으로 이고 

10번 이상 향상이 안 되면 학습을 멈춘다. 다른 과 화 

방지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4.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이 기반 의존 구문 분석

다층 신경망 기반의 방법론은 자동으로 단어 표 을 

학습하여 데이터 희소성 문제  자질 설계에 들어가는 

노력을 이면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자질의 차원

과 수를 여 빠른 처리속도를 이루었지만 Determi-

nistic 한 처리 메카미즘과 제한된 context window로 

인해 stack에 들어있든 의존 트리들의 제한 이고 부분

인 정보밖에 볼 수 없다. 이 게 되면 긴 문장을 처리

할 경우 stack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분류오류가 빈번

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이 기반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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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층 신경망을 이용한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Fig. 2 Multi-Layer Perceptron for Dependency Parsing

구문 분석을 제안한다.

신경망의 hidden layer의 정보는 재 상태의 입력 

데이터의 추상화된 정보로 볼 수 있다. 다층 신경망의 

경우 데이터가 입력되면 parameter가 업데이트 되면서 

학습이 되지만(이 과정을 인간 두되의 인지과정에 빗

어 Long-Term Memory 라고 부른다) hidden layer의 

정보는 소실되어 다음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의 데이

터는 학습이나 처리과정에 직 인 향을  수 없다. 

순환 신경망의 경우 hidden layer의 정보가 다음 단계

에도 계속 유지가 되면서 다음 단계에 들어오는 데이터의 

학습이나 처리에도 향을 주게 된다(이 상을 Short- 

Term Memory라고 부른다). 본 논문에서 순환 신경망

을 선택한 이유는 이러한 순환 신경망의 특성을 이용하

여 신경망에 입력된 stack의 정보가 다음 단계 내지는 

싱이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되면서 오래 에 만들어진 

의존 트리라 할지라도 재 상태의 action 결정에 향

을 주어 보다 반 인 정보를 고려하는데 있다(그림 3).

처리 방식에 있어서 순환 신경망은 과거의 hidden 

layer의 정보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hidden 

layer를 가진다.

  

순환 신경망의 학습에는 역  알고리즘의 변형인 

Back-Propagation Through Time(BPTT)이 용되지

만 error가 역  되는 과정에 0으로 수렴하거나 무한

로 커지면서 학습이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1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역  하는 error를 일

정한 수 로 유지 시켜주는 Long Short-Term Memory 

(LSTM)[14] 모델이 본 논문의 실험에 사용되었다.

신경망의 입력과 hidden layer의 뉴런수는 다층 신경

망의 것과 같다. 학습 방법은 BPTT가 사용되었고 학습

속도를 높이기 하여 한 개 문장을 하나의 mini-batch

로 보고 parameter들을 동시에 병렬 으로 업데이트 했다.

그림 3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Fig. 3 Recurrent Neural Networks for Dependency Parsing

형태소  품사 표 을 포함한 모든 parameter는 [-0.01, 

0.01] 구간에서 기화 되었고 학습속도는 1이다.

5. 실험  성능평가

실험에 사용된 말뭉치는 국어정보베이스(KIBS 95, 

KIBS 97)[15]의 구구조 구문분석 말뭉치를 휴리스틱한 

규칙을 이용하여 의존 구조로 자동 변환하여 사용하

다. 총 27181개의 문장 에서 24492개의 문장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 되었고 2689개의 문장이 평가 데이터로 

사용되었다. 의존 구조 변환과정은 arc label을 고려하

지 않았기에 평가기 은 Unlabeled Attachment Score 

(UAS)로 정했다.

신경망 학습의 병렬처리를 하여 NVIDIA Tesla 

K40m GPU가 사용되었고 인공신경망 python library

인 Theano[16,17]가 사용되었다. 총 학습에 걸린 시간

은 epoch 100으로 정했을 때 다층 신경망 기 으로 147

가 걸리고 순환 신경망 기 으로 5360 가 걸린다.

실험 결과  타 연구자료 내 결과와의 비교는 표 1

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baseline인 다층 

신경망에 비해 0.51%의 성능향상을 이루었고 타 연구의 

결과에 비해 하게 높거나 근 한 양상을 이루고 있다. 

향후 세종코퍼스에 해 추가 실험을 진행할 정이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이 기반 한국

어 의존 구문 분석 모델을 제안하여 기존 다층 신경망 

모델의 부분  stack 정보만 고려하는 한계 을 극복하

고자 하 다. 실험결과 다층 신경망 모델에 비해 약 

0.51%의 성능향상을 이루었다.

순환 신경망 모델은 과거 정보의 보존으로 stack의 

반 인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queue의 

정보는 여 히 제한 이기에 향후 queue의 정보를 더 

효율 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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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능평가결과  타 연구와의 비교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and Comparison

Author / Model Features / Ditection Corpus UAS

Y. Lee[20] / CKY about 30 features KIBS 95 88.42%

C. Lee[8] / MLP
context window, arc labels, distance, MI, NNLM pre-training for 

morphemes and pos tags / backward
Sejong 90.37%

J. Li[9] / MLP
context window, pre-training with morpheme-based dependency 

parsing / forward
KIBS 88.21%

Baseline / MLP context window / forward KIBS 89.72%

Proposed Method / LSTM context window / forward KIBS 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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