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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tack LSTM기반 의존 파싱은 전이 기반 파싱에서 스택과 버퍼의 내용을 Stack LSTM으로 인코딩하여  
이들을 조합하여 파서 상태 벡터(parser state representation)를 유도해 낸후 다음 전이 액션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Stack LSTM기반 의존 파싱에서는 버퍼 초기화를 위해 단어 표상 (word representation) 방식
이 중요한데, 한국어와 같이 형태적으로 복잡한 언어 (morphologically rich language)의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단어가 파생될 수 있어 이들 언어에 대해 단어 임베딩 벡터를 직접적으로 얻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
다. 본 논문에서는 Stack LSTM 을 한국어 의존 파싱에 적용하기 위해 음절-태그과 형태소의 표상들을 결
합 (hybrid)하여 단어 표상을 얻어내는 합성 방법을 제안한다. Sejong 테스트셋에서 실험 결과, 제안 단어 
표상 방법은 음절-태그 및 형태소를 이용한 방법을 더욱 개선시켜 UAS 93.65% (Rigid평가셋에서는 

90.44%)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Stack LSTM, Word embedding, morpheme embedding, Compositional representation, 의존 파싱

1. 서론

딥 러닝은 기본 자질 (raw features)로부터 여러 단계

에서 걸쳐 복잡한 자질을 합성해 내는 표상 학습 

(representation learning) 방법이다 [1]. 딥 러닝이 지

향하는 표상 학습은 전통적인 기계 학습 방법과 구분되

는 측면으로, 기존의 기계 학습에서는 별도의 자질 추출 

(feature extraction) 단계를 통해 정교한 자질들을 직

접 정의하지만, 표상 학습에서는 기본 자질로부터 복잡

하고 정교한 자질까지 자동으로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딥 러닝은 딥 아키텍처상의 모델을 효과적으로 학

습할 수 있는 레이어 별 (layer-wise) 학습 방법 [2]이 

제안된 이래, 컴퓨터비전, 음성인식 등에서 성능을 크게 

높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연언어처리에서도 딥 러닝을 이용한 연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초기의 딥 러닝 기반 언어처리는 순차

열 태깅을 위한 [3-4]의 ConvNet (Convolutional Neural 

Network)기반 방법, 문장의 구조 분석 등에 적용된 [5]

의 재귀 신경망  (Recursive Neural Network)이 대표적

이고, 최근에는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6-7]

을 이용한 연구가 크게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

적인 RNN 응용 사례는 뉴럴 기계 번역 (Neural Machine 

Translation) [8-9]으로, 이는 뉴럴 기계 번역은 단일 

딥 아키첵터상에서 End-to-end 번역을 수행하는 딥 러닝 

방법이다. 최근 기존의 통계 기반 번역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의 성능을 뛰어넘는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의존 파싱의 경우에도 딥 러닝에 기반한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 되고 있다. 초기에는 FNN (Feedforward 

neural network)에 기반을 두었으나 [10-11], 최근 들어 

LSTM (Long short term memory)과 같은 RNN 계열이 확장 

적용되고 있다 [12-15]. 이러한 RNN기반 딥 러닝 의존 

방법 중, [12]는 Stack LSTM기반 의존 파싱을 제안하였

다. 이 방법은 스택과 버퍼내의 모든 정보를 Stack LSTM

을 통해 인코딩하고 이들로부터 다음 파싱 전이 액션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Stack LSTM기반 의존 파싱은 영어권

에서 약 93%대의 성능을, 다른 언어에 대해서도 best 

published결과를 뛰어넘거나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12-13]. 

Stack LSTM기반의 의존 파싱에서는 버퍼의 초기화를 

위한 입력 단어 표상 (word representation) 방식이 중

요하다. 그러나, 한국어와 같이 형태적으로 복잡한 언어 

(morphologically rich languages)의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단어가 파생될 수 있어 이들 언어에 대해 단어 임

베딩 벡터를 직접적으로 얻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

본 논문에서는 Stack LSTM기반의 한국어 의존 파싱을 

위해 음절-태그와 형태소 정보로부터 얻은 표상들을 결

합하여 최종적으로 단어 표상을 얻어내는 방법을 제안한

다. 음절-태그는 음절과 음절 태그로 구성된 단위를, 형

태소는 형태소의 표층정보와 형태소 태그로 구성된 단위

를 가리킨다. 실험 결과, 제안 결합 기반 단어 표상 방

식은 Sejong테스트 집합에서 기존의 음절-태그와 형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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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방법을 각각 개선시켜, [11]의 테스트셋에서

는 UAS 90.44%, LAS 87.93%, [16-17]의 테스트셋에서는 

UAS 93.65%, LAS 91.57%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였다. 

2. 관련 연구
의존 파싱 연구는 그래프 기반 방법 [18]과 전이 기반 

방법 [19], 다단계 청킹 (cascaded chunking) [19], 결

합 방식 [17,21-22]으로 크게 나뉘어 연구되고 있다. 한

국어의 경우에도 [23-24]의 그래프 기반 방법, 

[11,14-16]의 전이 기반 방법, [25-26]의 다단계 순차 

태깅 방법, [17]의 결합 모델, [27]의 번역 모델 기반 

방법 등으로 연구되고 있다. 딥 러닝 기반 한국어 의존 

파싱에서는 주로 전이 기반 방법에서 연구가 주축을 이

루고 있는데, [11]에서는 FNN을 이용, [14-15]에서는 

RNN 계열에 기반을 둔 방법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였

다.

본 논문과 가장 연관도가 높은 기존 연구는 [13]으로 

이는 [12]를 확장하여 단어의 벡터 표현을 위해 문자단

위의 임베딩 벡터를 이용하여 단어 표상을 얻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한국어를 포함하여 일부 형태적으로 복잡한 

언어에 대해 추가적인 성능 개선을 가져왔다. 한편, 

[14]은 RNN을 이용한 전이 기반 한국어 의존 파싱을 제

안하였는데, [12]과 달리 스택과 버퍼별로 LSTM을 별도

로 적용하지 않고 스택과 버퍼내의 자질 정보를 통합하

여 하나의 입력 층을 구성하여 이를 RNN에 적용한 것이

다. [15]에서는 [13]의 Stack LSTM을 이용하여 한국어 

의존 파싱에 적용하였으며, 문자 단위 임베딩 대신 음절

-태그와 형태소를 각각 개별적으로 이용한 방법을 제안

하였다. 

본 연구는 [15]에 더 나아가 기존의 음절-태그와 형태

소에 기반한 표상들을 결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추가

로, [15]에서는 형태소의 경우 형태소 임베딩 벡터를 랜

덤하게 초기화시킨 결과만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추가로 대용량의 코퍼스로부터 사전학습된 임베딩 벡

터로 초기화시켜 기존 방법의 성능을 더욱 개선시켰다.

3. Stack LSTM 기반 의존 파싱

3.1 전이 액션 결정 모델
 그림 1은 [12]의 Stack LSTM을 이용한 전이 기반 의

존 파싱 과정의 구조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이 액션 

(transition action)을 결정하기 위해 스택 ()과 버퍼 

(), 액션 히스토리 () 정보들을 각각 저장하기 위해 

별개의 Stack LSTM를 활용하고 있다. 스택과 버퍼를 초

기화 할 때, 스택 에 <s>의 노드를 추가하여 TOP노드가 

<s>를 가리키도록 하며, 버퍼 B에는 입력 단어들의 역순

으로 Stack LSTM의 push를 이용하여 버퍼의 stack LSTM

의 TOP노드가 입력의 첫 단어를 가리키도록 한다. 버퍼

의 마지막에는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s>가 추가된다.

그림 1의 제시된 구조는 세 개의 Stack LSTM의 내용을 

입력으로 취하여 각각의 전이 액션의 확률을 출력하는 

FNN이다.  , , 의  상태 벡터들이 연결

(concatenation)된 입력층, ReLU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

는 은닉층, 마지막에 액션 노드들에 대응되는 출력층으

로 구성된다. 전이 액션이 결정되면 버퍼와 스택의 내용

이 갱신이 되고 이렇게 갱신된 버퍼와 스택 내용은 다시 

Stack LSTM을 이용하여 인코딩되어 다음 액션을 결정하

기 위한 FNN 모델의 입력이 된다.

그림 1 Stack LSTM을 이용한 이 기반 의존 싱에

서 다음 이 액션 분류를 한 FNN [12]

그림 2의 FNN을 형식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 , 
의 TOP노드의 상태 벡터를 각각 , ,  이라고 하

자. 입력층은 이들 상태 벡터를 연결한 벡터인  

으로 표현된다. 다음으로, ReLU기반 은닉층에서는 이들 

연결 벡터  에 다음 식 (1)을 적용하여 파서 상

태 표상 (parser state representation) 을 얻는다.

  max    (1)

식 (1)에서 와 은 ReLU은닉층을 위한 파라미터이다. 

출력층은 에 다음 식 (2)에 적용하여 각 전이 액션에 

대한 확률값을 얻는다.

    (2)

식 (2)에서 와 은 출력층을 위한 파라미터이고, 는  

요소들의 합이 1인 확률벡터이다. 위의 전이 확률 중 최

대가 되는 액션을 다음 전이로 취하여 , , 를 갱신

하고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3.2 스택 및 버퍼의 내용 갱신 

표준 Stack LSTM기반 의존 파싱에서 가능한 전이 액션

은 Arc-standard 방식의 REDUCE-LEFT, REDUCE-RIGHT, 

SHIFT으로 구성된다. 그림 2는 각 전이 액션 별로 스택 

과 버퍼 의 정보가 갱신되는 과정을 요약해서 보여주

고 있다. 스택과 버퍼 상의 각 요소는 (vector,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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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 액션 별 스택  버퍼 정보의 갱신 과정 요약 [12]

의 형태인 로 표현될 수 있으며,여기서 는 단어나 

부분트리의 root노드를 는 에 대응되는 벡터 표현을 

의미한다.

먼저, SHIFT의 경우에는 단순히 버퍼내의 Top 단어가 

스택에 추가되는 것이므로 버퍼의 TOP노드의 상태 벡터 

를 스택에 그대로 push하면 된다.

다음, REDUCE-LEFT, REDUCE-RIGHT는 스택의 두개의 

top노드들 간에 의존관계를 형성시키는 액션으로, 스택

의 두 개의 top노드를 pop을 한 후에, 이들 노드의 트리

들 간에 arc를 생성하여 병합된 트리를 만들고, 병합된 

트리에 대한 표상 및 root노드를 스택 S에서 push하는 

과정이다. 그림 2에서 은 부분트리들의 표상으로

부터 병합트리의 표상을 유도하는 함수인데, 은 해당 

액션의 의존관계를 는 head가 되는 부분트리의 표상을 

를 dependent가 되는 부분트리의 표상을 가리킨다.  

을 위해서 [12]에서는 재귀적 신경망을 사용하였

으며, 의존 관계 에 대한 임베딩 벡터를 이라고 할 때  

는 아래 식 (3)으로 정의된다.

 tanh    (3)

이때 와 는 재귀적 신경망을 위한 추가 파라미터이

다. 

Stack LSTM에 기반한 의존 파싱에 필요한 기존 파라미

터는 1)  , , 를 위한 stack LSTM의 파라미터, 2) 

단어, 액션, 의존 관계 임베딩 벡터 (lookup tables), 

3) ReLU 은닉층의 파라미터 와 , 4) 출력층을 위한 

파라미터 와 , 5)재귀적 신경망을 위한 파라미터 
와 로 구성된다.  

4. 음절과 형태소 결합을 이용한 단어 표상 

 [13]에서는 형태적으로 복잡한 언어를 위한 단어 표상

으로 단어를 구성하는 문자열을 입력으로 받아, 문자 임

베딩 벡터로부터 LSTM을 적용하여 단어의 고정 길이 벡

터를 얻어내는 합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한국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자 처리 단위를 정의해야 한다. 

4.1 음절-태그와 형태소 기반 단어 표상

 [15]에서는 한국어 단어 표상을 위해 문자 처리 단위로 

음절-태그와 형태소 단위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음절-태그 단위란 음절 정보과 음절의 품사 태그로 구

성된 정보를, 형태소 단위는 형태소 표층 정보과 형태소

의 품사 태그로 구성된 정보이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

서” 단어에 대해 각각 음절-태그열과 형태소 열을 추출

하면 다음과 같다.

 음절-태그 기반: [“도/B-NNG”, “서/I-NNG”, “관

/I-NNG”, “에/B-JKB”, “서/I-JKB”]

 형태소 기반: [“도서관/NNG”, “에서/JKB”]

 

 기존 [15]의 문자만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음절-태

그 의 경우에는 음절외에도 음절 품사 정보도 부가적으

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절 자체만을 활용할 때의 

애매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형태소의 경우에는 음절

보다 더 명확한 의미를 지녀 애매성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4.2 음절-태그 및 형태소 결합 기반 단어 표상

본 논문에서는 음절-태그와 형태소-태그 기반 단어 표상

을 조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4는 제안 단어 표상

을 얻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음 -태그와 형태소 임베딩 벡터들의 결합을 통해 

단어 표상을 얻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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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S LAS

이창기 [11] (no MI) 90.05% 87.87%

이창기 [11] (with MI) 90.37% 88.17%

morpheme ([15]) 89.85% 87.33%

syll 90.10% 87.69%

sylltag 90.11% 87.70%

morpheme 90.33% 87.86%

sylltag+morpheme 90.44% 87.93%

UAS LAS

임 호 [16] forward 92.58% 90.58%

임 호 [16] backward 92.85% 90.82%

나승훈 [17] 93.15% -

sylltag 93.29% 91.15%

morpheme 93.30% 91.19%

sylltag+morpheme 93.65% 91.57%

  그림 4에서 보다시피 입력층은 음절-태그열과 형태소

열 각각에 대해서 bidirectional LSTM을 적용하여 마지

막 시점의 상태 벡터들과 단어 레벨의 태그 벡터를 연결

하여 얻는다, 최종적으로, 단어 벡터는 이를 ReLU 층에 

연결하여 다음 식 (4)를 적용하여 얻는다.

(4)

식 (4)에서 와 는 단어 벡터를 합성하는 ReLU층에 필

요한 추가 파라미터이다.

4.3 형태소 임베딩 학습
 

형태소 임베딩 (morpheme embedding)을 위해 본 논문에

서는 GloVe [28] 사용하였다. 형태소 임베딩을 위한 학

습 코퍼스로 한국어 Sejong학습코퍼스와에 블로그에서 

수집된 문장들을 결합하여 약 1300만 문장을 구축하였

다. 전처리로 Sejong 학습코퍼스로부터 학습된 CRF기반 

형태소 분석기 [29-30] 를 적용하여,총 5억개의 형태소

로 이루어진 코퍼스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GloVe를 적

용하여 총 약 70만개의 형태소에 대한 임베딩 벡터 (차

원수=50)를 학습하였다. 

5. 실험

실험 집합으로 기존 방법과 비교를 위해서 두 유형의 

세종 코퍼스를 활용하였고, [16-17]에서 사용된 약 7만 

3천 문장과 [11,15]의 약 6만 문장을 이용하였다. 편의

를 위해 각각 Sejong, Sejong Rigid 셋이라 부르도록 한

다. 본 실험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

다. 

 syll: 음절 기반 단어 임베딩을 활용한 Stack LSTM 

기반 의존 파싱 [13]

 sylltag: 음절-태그 기반 단어 표상 [15]

 morpheme: 형태소 기반 단어 표상 ([15]의 형태소-

태그 방법에 대응). 형태소 lookup table은 4.3절의 

GloVe 사전학습 결과로 초기화함.

 sylltag+morpheme: 제안 음절-태그 및 형태소 결합

을 통한 단어 표상. 

형태소 분석 결과로 4.3절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Sejong 품사 부착 데이터에서 학습된 음절 기반 형태소 

분석기 [29-30] 를 활용 하였다.  

  

표 1은 Sejong Rigid셋에서 각 방법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동일셋을 사용한 benchmark 시스템으로 

[11,15]의 성능도 함께 제시하였다. Stack LSTM을 사용

한 기존 연구 [15]에서는 morpheme 단위의 성능이  

sylltag에 비해 낮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sylltag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GloVe로 사전학

습한 형태소 임베딩 벡터를 초기화로 인한 것으로, 여기

서 약 0.5%의 정도의 성능 증가가 있었다. 제안 

sylltag+morpheme방법은 추가로 0.1%의 성능 증가를 달

성해 동일 셋에서 최고 성능인 [11]의 UAS를 뛰어넘었

다. 특히 [11]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질인 MI를 사용하여 

90.37%의 UAS 성능을 보여주었으나, 본 연구는 별도의 

자질을 사용하지 않고, 형태소와 음절, 태그 등 기본 자

질만으로 90.44%의 UAS를 얻을 수 있었다. 

표 1. Sejong Rigid데이터셋에 성능 비교 (자동 형태소 

분석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11,15]에 응). 

표 2는 약 7만 문장의 Sejong데이셋에서 실험 결과이

다. 정답형태소 분석 결과를 사용한 결과로, 비슷한 셋

에서 실험한 [16,17]의 연구를 benchmark시스템으로 제

시하였다. [16,17]은 딥 러닝 방식이 아닌 전통적인 기

계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풍부한 자질셋을 바탕으로 높

은 성능을 얻은 시스템들이다. 또한 트랜지션 방식에서 

[11,16,17]은 backward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

는 forward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Stack-LSTM 기반 

의존 파싱 방법은 기초 자질만으로도 sylltag방법 용시 

benchmark시스템들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었으며, 제

안 sylltag+morpheme 방법 용 시 UAS 93.65%로 기존 

최고 성능 [17]에 비해 약 0.5%의 성능 증가를 가져왔다. 

표 2. Sejong데이터셋에 성능 비교 (정답 형태소 분석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16,17]에 응)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Stack LSTM기반 한국어 의존 파싱을 위

해 음절-태그, 형태소를 결합하는 단어 표상 방법을 제

안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 방법은 두 유형의 Sejong데

이터셋에서 최고의 UAS성능을 달성하였다. 별도의 자질 

없이, 형태소나 품사 정보 등의 기본 자질만으로 딥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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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의 표상 학습을 통해 우수한 파싱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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