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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형태소 분석 및 품사 태깅을 위해 seq2seq 주의집중 모델을 이용하는 접근 방법에 대하여 기
술한다. seq2seq 모델은 인코더와 디코더로 분할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RNN(recurrent neural network)를 
기반으로 한다. 형태소 분석 및 품사 태깅을 위해 seq2seq 모델의 학습 단계에서 음절 시퀀스는 인코더
의 입력으로, 각 음절에 해당하는 품사 태깅 시퀀스는 디코더의 출력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음절 시퀀스와 
품사 태깅 시퀀스의 대응관계는 주의집중(attention) 모델을 통해 접근하게 된다. 본 연구는 사전 정보나 
자질 정보와 같은 추가적 리소스를 배제한 end-to-end 접근 방법의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디코딩 
단계에서 빔(beam) 서치와 같은 추가적 프로세스를 배제하는 접근 방법을 취한다.

주제어: seq2seq, 주의집중 모델, 형태소 분석, 품사 태깅 

1. 서론

한국어 연속어 음성인식이나 기계번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모델은 형태소 단위의 단어 분할을 통해 기본 어휘

를 결정한다. 이는 언어모델의 N-gram 희소성 문제에 기

인한다. 또한 단어 분할된 어휘들의 시퀀스를 어절 단위

로 복원 시킬 때 품사 태깅 기술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다. 최근 관련 연구 동향으로는 음절 단위와 품사 정

보를 결합하고 기계학습을 통해 형태소 분석과 품사 태

깅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접근 방법들이 주로 보고 되고 

있다[1][2][3]. 본 연구는 음절 기반 형태소 분석 및 품

사 태깅을 위해 seq2seq 주의 집중 모델을 이용한다. 

seq2seq 모델은 인코더과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

적으로 RNN(recurrent neural network)를 기반으로 한

다. 학습 단계에서 음절 시퀀스를 인코더의 입력으로 하

고, 각 음절에 해당하는 품사 태깅 시퀀스는 디코더의 

출력으로 진행한다. 여기서 음절 시퀀스와 품사 태깅 시

퀀스는 서로 독립되어 있는데, 대응관계의 모델링을 위

해 주의집중(attention) 모델을 이용한다. 본 연구는 사

전(dictionary) 정보나 자질 정보와 같은 추가적 리소스

를 배제한 end-to-end 접근 방법만을 고려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코딩 단계에서의 빔

(beam) 서치를 배제한 접근 방법을 검토해 본다.

2. 관련 연구

음절 기반 한국어 품사 태깅은 미등록어 문제에 대한 

처리와 기계학습 적용시 학습될 패러미터의 개수의 감소 

시킬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 본 연구를 비롯한 최근 연

구의 기본적인 골격은 [1]과 큰 차이가 없다. [1]은 CRF

를 이용하여 접근했고, 자질 구조나 디코딩 단계의 자세

한 기술은 없다. 반면 Structural SVM을 이용하고 띄어

쓰기 문제를 고려한 [2]는 띄어쓰기와 품사 태깅 결합모

델의 이용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음절 기반 

품사 태깅 성능 정확도 98%의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SVM의 특성상 복잡한 자질 구조를 갖고 있고, 학습 데이

터 이외의 명사 사전을 이용한 것으로 기술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내부 학습 데이터만을 이용한 접근 방법을 제

시하는데, 이는 seq2seq모델에 사전 정보를 결합하는 접

근 방법이 쉽지 않다는 데도 기인한다. 해당 문제는 향

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3]의 경우 [2]의 결과물을 이

용하였고, 기분석 사전과 어절 사전을 이용하여 성능을 

개선하였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최근 seq2seq 주의집중 모델을 한국어 형태소 분석 및 

태깅에 적용한 연구 사례는 [4]에서 보고 되었다. 본 연

구와의 기본적 골격은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학습 단계에

서 디코더의 출력으로 어휘정보와 형태소 태그 결합열이 

사용된 점과 디코딩 단계에서 빔(beam) 서치를 이용하여 

추가적 디코딩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seq2seq모델은 인코더의 입력 시퀀

스를 디코더에서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다. 해당 문제를 

디코딩 빔서치로 해결한 듯 싶다.

3. seq2seq 주의집중 모델

본 연구는 신경망에 기반한 seq2seq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이에 대한 기초연구는 기계번역에 처음 적용

되었다[5]. 여기서 입력 문장과 번역 문장의 쌍에 대하

여 입력 문장에 대한 LSTM (Long Short-Term Memory) 인

코더와 번역 문장에 대한 LSTM 디코더를 학습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새로운 입력 문장을 인코더를 

통해 문장 임베딩을 하고 해당 임베딩 값을 디코더의 입

력으로 하여 번역 문장을 생성하는 end-to-end 접근 방

법이다. 기계 번역의 특성상 디코더에서 생성되는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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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 어휘는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인코더의 특정 어

휘가 존재한다. 이러한 특징을 모델링하기 위해 [6]는 

기계번역에 주의집중 모델을 도입하였다.

[6]에 기술된 수식들을 이용하여 seq2seq 주의 집중 

모델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입력 시퀀스 

   에 대한 t시간의 RNN 히든 값은 

    로 기술할 수 있다. 입력 시퀀스 전체를 

인코딩한 결과는   가 된다. 여기서 c는 

디코더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디코더의 출력 시퀀스를 

   라고 했을 때, 어떤 t시간의 의 확률값

은   로 기술할 수 있고, 이는 RNN 디

코더   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는 디코더의 

히든값을 의미한다. 주의집중 모델은 일반적 인코더 디

코더 형태의 seq2seq모델에서 에 인코더의 입력 시퀀

스의 각 항목에 대응하는 히든 값들의 가중치 합 (2)를 

통합하여 (1)과 같이 모델링한다. 디코더의 히든 값과 

인코더의 히든 값의 정렬모델은 (4)로 독립적인 신경망 

모델로 구현가능 하다. 학습 단계에서 seq2seq와 통합되

어 학습된다.

4. seq2seq 입출력 유형

단어 분할 및 품사 태깅을 위한 인코더와 디코더의 입

력, 출력 값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유형1

X = {그,래,서,#,일,찍,#,잡,니,다}

Y = {B_maj,I_maj,I_maj,@B_mag,I_mag,@B_pv,B_ef,I_ef}

- 유형2

X = {그,래,서,#,일,찍,#,잡,니,다}

Y = {B_maj,I_maj,I_maj,@,B_mag,I_mag,@,B_pv,B_ef,I_ef}

- 유형3

X = {그,래,서,#,일,찍,#,잡,니,다}

Y = {B_maj,I_maj,I_maj,B_mag,I_mag,B_pv,B_ef,I_ef}

- 유형4

X = {그,래,서,일,찍,잡,니,다}

Y = {B_maj,I_maj,I_maj,B_mag,I_mag,B_pv,B_ef,I_ef}

X는 음절 단위로 구성되고, 공백값은 #으로 처리한다. 

Y는 형태소 시작 음절 품사는 B를 갖고 이후의 품사는 I

로 기술된다. 공백 이후의 형태소 시작 음절 품사는 @B

로 시작된다. X와 Y는 각각 동일한 길이는 아니며 인코

더와 디코더의 입출력 값으로 학습단계에서 활용된다. 

여기서 X와 Y의 구성 요소 간 대응 연결은 주의집중 모

델을 통해 학습된다. 실제 테스트 단계에서는 X값만을 

입력으로 하고, Y를 생성하게 된다. 유형1은 X에서 음

절, 스페이스 정보의 시퀀스로 구성된다. Y는 스페이스 

정보가 음절 형태소 태그와 결합된다. 유형2는 Y의 스페

이스 정보를 독립적으로 할당한다. 유형3은 Y에서 스페

이스 정보를 삭제한다. 유형4의 경우는 입력, 출력 시퀀

스 모두에서 스페이스 정보를 제거한다. 이 경우 띄어쓰

기 성능 평가 요소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5. 실험

실험 환경은 텐서플로우의 seq2seq 라이브러리1)를 이

용하여 구현하였다. RNN은 LSTM으로 구현하였다. 학습 

형상은 텐서플로우 제공 예제와 동일하게 하였고, LSTM

레이어의 개수와 모델 사이즈, 시퀀스 사이즈를 변경하

여 테스트해 보았다.

5.1 seq2seq 입출력 유형 실험

입출력 유형 테스트는 소규모 평가셋으로 진행하였다. 

구어체 트위터 형태소 분석 코퍼스를 이용하였는데, 12

만 어절로 구성되어 있다. 2만 6천 문장의 학습 문장과 

2천 9백 문장의 테스트 문장으로 구성되었고, 개발 셋은 

학습 문장의 10%로 선택하였다. 표1은 유형별 성능 결과

를 기술한다.

표 1 유형별 실험 결과2)

음 COR 음 ACC 문장

유형1 92.50% 91.72% 56%

유형2 92.26% 91.25% 55.3%

유형3 92.50% 91.65% 55.4%

유형4 90.17% 88.14% 46.7%

셀사이즈 64, 임베딩 64, 2-레이어 LSTM을 이용한 

seq2seq주의 집중 모델을 이용한 결과에서 유형1이 비교

적 좋은 결과를 보였다. 여기서 유형2는 디코더에서 생

1) https://www.tensorflow.org/versions/r0.10/tutorials/seq2seq/index.html

2) N=평가 이블수, I=삽입오류, D=삭제오류, S=변경오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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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시퀀스에서 스페이스를 배제한 결과이다. 유형4의 

경우는 띄어쓰기 정보가 배제된 상태라 스페이스 정보의 

중요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띄어쓰기 오류 대처가 가능하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5.2 세종 코퍼스 및 구어체 실험

첫 번째 평가 셋은 세종 형태소 분석 코퍼스 110만 어

절을 워드 분할 형식으로 변환하였고, 총 10만 4천 문장

의 학습데이터, 1만1천 문장의 개발데이터, 1만2천 문장

의 평가 데이터로 랜덤하게 선택하여 구성하였다. 두 번

째 평가셋은 트위터,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추

출한 구어체 문장으로 구성된 91만 어절을 워드 분할 형

식의 형태소 분석 코퍼스로 변환하였고, 문장 개수는 세

종 평가 셋과 유사하게 하였다. 기호를 제외한 영어 대

소문자, 한자 등은 대표 문자로 변환하였다. 각 구성문

장의 길이는 공백을 포함한 음절 시퀀스 50개로 제한하

였고, 강제적으로 분할하여 문장을 구성하였다.

표 2 실험 결과

음 COR 음 ACC 문장

본 연구

세종(유형1) 94.32% 93.96% 43.5%

세종(유형4) 92.47% 91.28% 32.7%

구어체(유형1) 95.77% 95.56% 60.7%

기존 연구

[2]세종(유형1) 98.02% - -

[2]세종(유형4) 96.99% - -

[4]세종(유형1) - - 60.62%

표2는 실험 결과로 음절단위, 문장단위 기준의 평가를 

진행하였다. seq2seq 주의 집중 모델은 3-레이어, 64사

이즈의 LSTM으로 인코더, 디코더를 구성하였다. 실험 결

과는 기존 연구 결과들 [2][3]의 성능인 세종 평가셋 음

절 단위 성능인 98.02% 수준에 못 미치는 결과인 94.32%

를 보였고, 유사한 구조를 지닌 [4]의 문장 단위 평가 

60.62%에 비해 부족한 결과인 43.5%를 보였다. 평가셋 

자체가 동일하지 않지만 [4]와의 차이점인 디코더 출력 

시퀀스에 음절 시퀀스 정보를 포함하고, 이를 이용한 디

코더 빔서치 프로세스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어체 수준의 영역에는 95.77%의 음절 정확도와 문장 

정확도 60.7%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사전 정보와 

같은 외부자질을 활용하지 않은 결과라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접근 방법이라 보고, 현 상태에서 후처리를 보완

한다면 어느 정도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론

본 논문은 사전정보, 자질정보, 디코딩 프로세스를 배

제한 상태에서 end-to-end 접근 방법인 seq2seq 주의집

중 모델이 형태소 분석 및 태깅에 활용 가능한지 검토해 

보았다. 구어체 영역의 경우, 입출력 학습 데이터 작업

만으로 쉽게 실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소 분석 및 

태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 되었다. 향후 추가적 작

업으로 seq2seq 모델의 인코더 단계나 디코더 단계에서 

사전정보와 자질정보 등의 활용 가능한 리소스를 모델에 

통합하는 접근 방법 연구 등이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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