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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어의 품사 태깅 문제는 입력 어절의 형태소 분석 후보들로부터 통계적으로 적절한 품사 태그를 가지
는 후보들을 찾는 방식으로 해결하여 왔다. 어절을 형태소 단위로 분리하고 품사를 부착하는 기존의 방식
은 품사태그 정보를 딥러닝 feature로 사용할 때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복잡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품사 태깅 문제를 단순화 하여 한 어절을 Head와 Tail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형태소 
토큰으로 분리하여 Head와 Tail에 대해 품사를 부착한다. Head-Tail 품사 태깅 방법을 
Sequence-to-Sequence 문제로 정의하여 Transformer를 이용한 Head-Tail 품사 태거를 설계하고 구현
하였다. 학습데이터로는 KCC150 말뭉치의 품사 태깅 말뭉치 중에서 788만 문장을 사용하고, 실험 데이터

로는 10만 문장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로 토큰 정확도는 99.75%, 태그 정확도는 99.39%, 토큰-태그 
정확도는 99.31%로 나타났다.

주제어: POS-Tagging, Head-Tail, Head-Tail 품사 태깅

1. 서론
딥러닝 기반 자연어처리 시스템에서는 Feature로 형태

소 분석과 품사 태깅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

한 형태소분석은 형태소 단위로 분리하고 불규칙 형태소

의 원형복원과 품사 태깅 과정이 존재한다[1,2]. 한국어

의 품사 태깅 문제는 문장 내에서 형태소 토큰 단위로 

원형을 복원하여 그에 적절한 형태소 후보와 품사들을 

결정하는 문제이다[3,4].

문서 임베딩, 기계 이해, 감성분석, 문서 분류 등 딥

러닝 언어처리에서는 형태소 단위를 무시하고 단순히 

subword 단위의 토큰열로 문서 벡터를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형태소 분석 기반의 품사 태깅 방식은 

‘아름다운’을 ‘아름답’+‘ㄴ’과 같이 자소 단위로 

원형 복원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의미

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원형을 복원하므로 딥러

닝 언어처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필요한 정보(조사, 어

미  등)가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장 “오리콤은 이에 모든 조직과 프로세

스를 바꾸기로 했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형태소 분

석결과는 "오리콤/NNP+은/JX 이/NP+에/JKB 모든/MM 조직

/NNG+과/JC 프로세스/NNG+를/JKO 바꾸/VV+기/ETN+로/JKB 

하/VV+었/EP+다/EF ./SF"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 여기서 

"바꾸기로" 와 "했다" 의 경우에 "바꾸기로" 라는 어절

은 "바꾸 기 로"에서 "바꾸" 라는 동사와 "기 로" 라는 

어미와 조사로 세개의 형태소 단위로 토큰화 되었고, "

했다" 라는 어절의 경우 "하 었 다" 에서 "하" 이라는 

동사와 "었 다" 라는 세개의 형태소 단위로 토큰화된 것

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바꾸"와 "하" 라는 형태소는 각 

어절에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적인 뜻

을 가진  명사, 형용사, 용언 같은 어휘형태소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바꾸"와 "하" 뒤에 오는 형태소는 조사나 

어미 등 어휘형태소를 보조하거나, 격을 부여하거나, 동

사나 형용사를 명사로 바꾸는 등 문법적 의미가 있는  

문법형태소로 딥러닝 학습에 Feature 정보로 전달하기에

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문법형태

소와  어휘형태소의 원형까지 세부적인 단위로 토큰화하

게 되면 딥러닝 모델이 문장내의 정보를 복잡하게 만들

어 자연어처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문장내의 의미

를 파악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장 내에서의 형태소 단위를 원형을 

복원하지 않고 어휘형태소를 음절 단위의 Head 토큰, 문

법형태소 부분을 음절 단위의 Tail 토큰으로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Head-Tail에 대해 품사 태깅을 수행한다. 

Head-Tail 품사 태깅 문제를 Sequence-to-Sequence 문제

로 보고 Sequence-to-Sequence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Transformer를 이용한 Head-Tail 품사 태거를 제안한

다.[5,6,7]

2. 관련 연구
2.1. Transformer

Transformer는 인코더(Encoder)와 디코더(Decoder)로 

구성되며, 기존의 LSTM을 이용한 Seq2Seq(with 

attention)에서 LSTM을 사용하지 않고 Attention만을 이

용하여 Sequence-to-Sequence 문제를 해결한 모델이다. 

그림 1은 Transformer의 구성도로, Transformer는 

Scaled-dot-product-attention과 Multi-head Attention

으로 구성되며, 수식은 아래 식(1)과 같다.

  

 

 (1)

Q,K,V라는 벡터가 주어졌을 때 각 Q에 대해 모든 K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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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하여 문장 내의 Q라는 단어와 모든 K라는 단어의 

연관성을 계산한 후 하이퍼파라미터  로 나누어 준 

뒤 softmax를 취한 후 V를 곱한다. 이때 일반 dot 

-product-attention을  로 Scaling 하므로 Scaled 

-dot-product-attention 이라고 한다.

Multi-head-attention은 Scaled-dot–product-attention

을 각 레이어마다 계산한 후 Concat 하여 사용한다. 수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식(2)와 같다.

    


   
 

 


(2)

또한 입력으로 받은 워드 임베딩 벡터에 대해 

Positional Encoding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는 

Transformer가 LSTM처럼 순차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이 아니라서 Transformer에게 각 단어의 위치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Sequence-to-Sequence 문제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Transformer를 사용하여 Head-Tail 품

사 태깅 문제를 해결한다[8].

그림 1 Transformer 모델 구성도

3. 실험

3.1. Tokenizer

입력데이터의 OOV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절단위 토

큰 중 자주 등장하는 음절 단위 토큰 집합은 하나의 토

큰으로 간주하고 이에 해당하는 토큰단위로 분리하는 

Sentence-piece subword tokenizer에서 모든 서브워드 

토큰에서 Loss가 가장 적게 증가 시키는 토큰들을 제거

해나가는 방식의 unigram 모드를 사용하였다[9].

3.2. Head-Tail의 정의

한국어는 개별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휘형태소와 문법

적인 기능을 보조하는 문법형태소로 구성된다. 

Head-Tail 토큰화 기법은 하나의 어절을 Head와 Tail이

라는 두 개의 토큰으로만 분리한다.

어절에서 Head 토큰은  어휘형태소 부분이고 Tail은 

문법형태소 부분으로 구성된다. Head와 Tail은 불규칙 

용언이나 축약, 탈락에 의해 음절 경계에서 형태소가 변

형되는 경우에 형태소의 원형을 복원하지 않고 음절단위

로 분할한다. 예를 들어, ‘갔다’의 경우에 ‘갔’을 

Head로 하고, ‘다’를 Tail로 분할하여 Tail은 어절에

서 Head 토큰을 제외한 문법형태소 부분이다. 또한, 

Head-Tail 토큰에서 복합어(복합명사, 복합 문법형태소 

등)는 분해하지 않는다.

3.3. 품사태깅 데이터셋

학습 데이터셋은 KCC1501) 원시말뭉치에 대한 품사 태

깅 결과물인 KCC150 형태분석 말뭉치2)를 사용한다. 말

뭉치 자체는 형태소의 원형을 복원한 형태소 말뭉치이

다. 따라서 말뭉치에서 원문 어절이 있을 때 형태소 분

석된 데이터에서 형태소의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음절길이

만큼 원문의 앞부분을 잘라 Head 토큰으로 하고, 원문에

서 Head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Tail로 한다. Tail 부

분의 Tag는 "_"로 구분하여 병합하여 하나의 태그로 간

주한다.

태그는 "/" 문자로 구분하며 Head와 Tail 사이에 

‘+’문자를 넣어 Head와 Tail을 구분하여 주었다. 예를 

들어 "통합보건교육은 이 대학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다."라는 문장의 형태소 분석과 Head-Tail 토큰 분리 예

는 표1과 같다.

어절 형태소 분석결과
Head-Tail 토큰 

분리

1
통합보건교
육은

통합보건교육/NN
G + 은/JX 

통합보건교육/NN
G + 은/JX 

2 이 이/MM 이/MM 

3 대학만의
대학/NNG + 
만/JX + 의/JKG 

대학/NNG + 
만의/JX_JKG 

4 특화된
특화되/VV + 
ㄴ/ETM

특화된/VV_ETM 

5
프로그램이
다

프로그램/NNG + 
이/VCP + 다/EF 

프로그램/NNG + 
이다/VCP_EF 

6 . ./SF ./SF

표 1. Head-Tail 토큰 분리

표1에서 "대학만의", "프로그램이다"의 경우에 형태소 

분석결과는 (대학, 만, 의),(프로그램, 이, 다)와 같이 

문법형태소 부분을 각 형태소 단위로 분리하였는데, "

만, 의, 이, 다" 라는 토큰은 "대학, 프로그램" 어휘형

태소에 대한 문법적인 기능어로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토큰으로 볼 수 있다. “특화된"의 경우 "특화되,ㄴ" 로 

자소 단위까지 토큰화가 되었는데 이러한 자소 단위 토

큰 ‘ㄴ’은 feature로 사용시 불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10]. 따라서 토큰 분리 문제를 Head와 Tail이라는 

1)http://nlp.kookmin.ac.kr/kcc

2)https://github.com/bufsnlp2030/BUFS-JBNUCorpus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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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단위로 단순화시켰고 기능어 부분을 Tail 토큰 

하나로 통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 대 학

/NNG(Head)+만의/JK_JKG(Tail), 특화된/VV_ETM(Head),

프로그램/NNG(Head)+이다/VCP_EF(Tail)" 라는 음절 단

위 토큰으로 분리하고 태깅하였다. "전해진다, 했다, 전

달된, 배포할"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Head-Tail로 분리하였다.

어절 형태소 분석결과
Head-Tail 
토큰화

전해진다
전하/VV+어/EC+
지/VX+ㄴ다/EF

전해 / V V +진다
/EC_VX_EF

했다
하/VV+었/EP+다
/EF

했/VV+다/EP_EF

전달된 전달되+ㄴ 전달된/VV_ETM

배포할
배포하/ V V +ㄹ
/ETM

배포할/VV_ETM

표 2. 불규칙 변형 어절의 Head-Tail 토큰 분리 

Head-Tail로 토큰화시 어휘의 개수가 비약적으로 증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원형 복원과정에

서 음절을 자소 단위로 분해하는 형태론적 변형은 불규

칙 어간의 변형, 탈락, 축약 등에 의해 발생한다. 형태

론적 변형이 발생하는 용언은 10,114개로 각 용언마다 

원형을 복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어휘 개수는 

1만여 개이다[11]. 이 개수는 영어의 품사태깅에서 명사

의 복수형과 동사의 과거/과거분사/현재진행형 등을 별

개의 토큰을 간주함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어휘 개수에 

비해 적은 편이다.

3.4. 데이터셋 구성

전체 8,875,652 문장 중에서 하이퍼파라미터에서 지정

한 토큰사이즈를 넘어서는 문장들을 제외하고 7,882,000 

문장의 Head-Tail 문장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하였고 테스

트데이터 또한 지정한 토큰사이즈를 넘어서는 문장들을 

제외하고 100,000 문장을 사용하였다.

4. 품사 태깅 모델
4.1. 모델의 구성

그림 2 모델 학습 구성도

입력은 일반 문장을 Subword Tokenizer로 분리한 토큰

을 입력으로 한다. 출력 또한 Head-Tail로 태깅된 문장

을  Subword Tokenizer로 분리한 토큰을 출력으로 하여 

Transformer에 학습을 한다.

입력으로 일반문장을 Transformer의 인코더로 입력으

로 하고 인코더로 추출한 문맥정보를 디코더로 전달한

다. 이러한 문맥정보와 함께 디코더의 입력으로 문장의 

시작을 의미하는 "[BOS]" 토큰을 전달하고 예측 값을 다

시 디코더의 입력으로 하여 예측 결과가 태깅 결과의 끝

을 알리는 "[EOS]" 토큰이 나타날 때까지 

Autoregressive Model로 학습한다.

4.2. 하이퍼파라미터

학습 시 Batch는 500으로 하였으며, Epoch는 6, 

Subword Token은 토큰 개수가 200개를 넘지 않는 문장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Loss function은 Categorical 

Crossentropy, Optimizer는 Adam Optimizer를 사용하였

다.

Batch Size 500

Epoch 6

Input,Output Token 
Size

200

Loss function Categorical Crossentropy

Optimizer Adam Optimizer

표 3. 하이퍼파라미터

4.3. 실험 및 평가

구분 Accuracy

토큰-Tag 정확도 99.31%

토큰 정확도 99.75%

Tag 정확도 99.39%

표 4. 실험 결과

트랜스포머를 이용하여 Head-Tail을 학습시키고 

100,000 문장의 Test Dataset으로 검증을 수행하였다. 

형태소 분리 문제를 원형복원이 아닌 단순한 음절분리 

문제로 단순화 시켜 태깅을 수행한 결과로 Head-Tail 토

큰 분리 정확도는 99.75%, Tag 부착 정확도는 99.39%로 

나타났으며, 토큰 분리 및 Tag 부착 정확도는 99.31%, 

로 평가되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한국어의 어절을 어휘형태소 부분인 Head와 문법형태

소 부분인 Tail로만 분리하는 Head-Tail 형태소 분리 방

식에 따라 Head-Tail 품사 태깅 문제를 Sequence-to- 

Sequence 문제로 정의하고, 대표적인 Sequence-to- 

Sequence 모델인 Transformer에 적용하여 Head-Tail 품

사 태거를 구현하였다. 토큰의 분리 단위를 음절 단위로 

단순화하였기 때문에 Transformer가 토큰분리를 쉽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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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할 수 있었고 높은 정확도의 품사 태깅 성능을 보여주

었다. 향후 Head-Tail을 딥러닝 모델의 Feature로 적용

하여 일반 품사 태깅과 비교실험을 통해 딥러닝 모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딥러닝 모델의 입력으로 Head-Tail을 사용할시, 

토큰화 과정 중 복합명사, 복합어 미분해로 인한 토큰 

개수가 증가하고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토큰 개수 증가 문제는 

Head-Tail 토큰화 이후에 복합명사 분해 과정을 추가하

여 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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