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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어의존파싱은전이기반방식과그래프기반방식의두갈래로연구되어왔고그중그래프기반의존파싱방법은

문장 내의 모든 단어에 대해 인코딩한 후 지배소, 의존소에 대한 MLP를 적용하여 각각 표상을 얻고 Biaffine 어텐션을

통해 모든 단어 쌍에 대한 그래프 점수를 얻고 트리를 생성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Biaffine 어텐션 모델에서 문장

내의 각 단어들은 구문 트리 내의 서브트리의 역할을 하지만 두 단어간의 의존성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서브 트리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Span-Span(서브트리-

서브트리)로의 서브트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 독해 기반 의존 파싱 모델을 한국어 구문 분석 데이터 셋에

적용하여 소폭의 성능향상을 얻었다.

주제어: 의존 파싱, 기계독해, 부분트리, Biaffine

1. 서론

그래프기반의존파싱 [1]은모든단어쌍의지배소에대한의

존소의 점수를 얻는 후 이를 알고리즘을 통해 최종 파스트리를

얻는 전역적인 방법으로 인코딩된 문장에 대해 각각 지배소와

의존소에 대해 MLP를 적용한 후 biaffine 어텐션 [2]을 통해

점수화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1, 2]. 트리를 구성하는 각

단어는 사실 일종의 범위를 갖는 서브 트리로 기존의 Biaffine

어텐션 모델은 이러한 서브트리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논문에서는 Span-Span(다시말하면,서브트리-서브트리)

로의 서브트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 독해 기반

의존 파싱 모델 [3]을 한국어 데이터 셋에 적용하여 세종 구문

셋에서 UAS 94.36%, LAS 92.46%와 SPMRL’14 데이터 셋

에서 UAS 94.70%, LAS 94.20%를 성능을 보여 기존 Biaffine

어텐션 방식 대비 소폭의 성능향상을 얻었다.

2. 관련연구

BERT [4], RoBERTa [5]와 같은 사전 학습 언어 모델에 문

법성이어느정도존재함을입증한연구들이존재하지만 [6] Bi-

affine어텐션방식은단어쌍에따른점수화를이용하기때문에

트리 상의 계층 정보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장 내의 각 단어에 대해

지배소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First-Order 모델을 넘어 자식-부

모-조부모, 자식-형제-부모 등의 High-Order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7, 8]. [7]에서는 Biaffine 어텐션 모

델의어텐션점수를이용하여형제,조부모,손자노드의정보를

이용하는 Graph Neural Networks기반으로 Biaffine어텐션모

델을확장하였으며부모노드로부터자식을하나씩포인팅하여

파스트리를 생성하는 Top-down 방식의 전이기반 파싱 모델인

Stack Pointer Networks [8]는 현재까지 결정된 트리의 노드

에서 형제, 조부모 노드에 대한 히든 표상을 자질로 사용하여

소폭의 성능을 향상하였다.

[3]의 제안 방법은 직접적으로 서브트리-서브트리로의 관계

를모델링하여의존트리를구성하는방식으로 2단계로나뉘어

진다. 먼저, 텍스트 span 생성 모듈에서는 (루트, 시작, 끝)으로

구성되는 의존 트리 내의 서브트리를 표현하는 후보 텍스트

span을 생성한다. 그리고, 스판 연결 모듈에서는 생성된 span

들사이에서의연결을통해의존트리를생성한다.위모듈에서

MRC(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9]프레임워크를사

용하여 여기서 각 span는 연결되어야 하는 텍스트 span(하위

트리)를 추출하는 쿼리로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기계

독해기반독해기반의존파싱모델을한국어에적용할수있도

록 확장 후 한국어 의존 파싱 데이터 셋에 실험결과를 보인다.

3. 모델

입력 문장의 토큰 시퀀스 {w0, w1, . . . , wn}이 주어질 때 w0

는 입력을 나타내는 dummy 토큰이고 전체 문장을 나타내는

구문트리에 대한 모든 가능한 트리 중 최적의 의존 트리를 찾

는 태스크로 나타낼 수 있다. 문장에서 루트를 포함한 각 토큰

wi을 표현하는 서브 트리 Twi는 wi를 루트로 하고 서브트리

의 leftmost 토큰의 인덱스 Twi .s, rightmost 토큰의 인덱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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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
.e로 표현한다.

그림 1.문장 “그들이어떤선택을할지주목된다”의의존트리

그림 1에서보듯이실제문장의각토큰(어절)은구문트리에

서 서브트리를 표현한다. T선택을은 “어떤 선택을”을 span으로

하는부분트리, T할지는전체 “그들이어떤선택을할지”를 span

으로하는부분트리이며 T주목된다.는전체문장을포함하는부분

트리로 기존의 Biaffine은 이러한 문장의 각 토큰에 대한 부분

트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3.1절, 3.2절에서는

각각 span 생성 모듈과 span 연결 모듈에 대해 설명한다.

3.1 Span 생성 모듈

Span 생성 모듈은 wi를 루트로 하여 Twi
.s을 시작, Twi

.e를

끝으로 하는 트리 내의 Span(서브트리) Twi
를 점수화한다. 점

수는다음과같이시작에대한점수와끝에대한점수로분해될

수 있고 다음 수식과 같이 표현한다.

scorespan(Twi) =

scorespan(Twi .s|wi) + scorespan(Twi .e|wi)

scorespan(Twi .s|wi)를 Twi .s에서 시작하여 wi로 끝나는 텍

스트 범위에 대한 점수로 공식화하여 작업을 텍스트 범위 추출

문제로 변환하도록 제안한다. 여기서 wj를 시작으로 하고 wi

를 루트로 하는 트리의 점수를 의미하는 텍스트 Span의 점수

scorestart(j|i)를 계산하기 위해 Biaffine Attention [2] 함수를

사용한다.

scorestart(j|i) = XT
i UstartXj + wT

startXj

이를 통해 left-half span 생성 모듈의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Lstart
span = −

n∑
i=1

exp(scorestart(Twi .s|wi))∑n
j=1 exp(scorestart(j|i))

끝에 대한 스판에 대한 점수 scorespan(Twi
.e|wi) 역시 별도

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점수화한다.

scoreend(j|i) = XT
i UendXj + wT

endXj

right-half span 생성 모듈의 손실 함수 역시 left-half span과

동일하다.

Lend
span = −

n∑
i=1

exp(scoreend(Twi .s|wi))∑n
j=1 exp(scoreend(j|i))

3.2 Span 연결 모듈

두 서브 트리 Twi
와 Twj

가 주어졌을 때, Span 연결 모듈은

Twj
를 Twi

의 부모로 하는 점수인 scorelink(Twi
|Twj

)를 계산한

다.이점수를계산하기위해기계독해프레임워크를사용하며

[문맥(X), 쿼리(q), 정답(a)]의 트리플을 필요로 한다. 기계 독

해에서 지문(문맥)과 질문(쿼리)이 주어졌을 때 어텐션을 통해

지문에 쿼리 정보를 반영 한 후 지문 내에서 정답에 대한 Span

을추출하는것에착안하여문맥 X는원문이고쿼리(q)는자식

서브트리 span이며이두가지가주어졌을때정답을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기서 말하는 정답은 루트 Twi
, 스판Twi

.s

와 Twi .e로 표현되는 부모 서브 트리이다.

그림 2. MRC 입력 쿼리의 형태

그림 2는 MRC 프레임워크의 입력 쿼리의 형태를 보여준다.

여기서 [SOS], [SOR], [EOR], [EOS]는 span의 시작, 루투의

시작, 루트의 끝, span의 끝을 표현하는 토큰이다. Span 생성

모듈은 wi루트로하여 Twi
.s을시작, Twi

.e를끝으로하는트리

내의 Span(서브트리) Twi
를 점수화한다. 점수는 다음과 같이

시작에 대한 점수와 끝에 대한 점수로 분해될 수 있고 아래

수식과 같이 표현한다. 수식에서 MRC 모델에 따라서 점수 부

모 scoresparent(Twi .s|Twj )와점수부모 scoreeparent(Twi .e|Twj )

로 각각 표시되는 응답 범위의 시작과 끝을 식별한다. 또한,

scorerparent(wi|Twj
)로 표현되는 정답 서브트리의 루트를 식별

하기 위한 점수가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부모 서브트리가 식

별되었을 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떠한 의존 관계를 갖는지를

범주화하기 위해 scorelparent(l|Twj
, Twi

) 로 표현되는 점수가

추가된다.

scoreparent(Twi |Twj ) =

scorerparent(wi|Twj ) + scoresparent(Twi .s|Twj )+

scoreeparent(Twi .e|Twj ) + scorelparent(l|Twj , T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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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답에 대한 t번째 토큰의 루트 확률은 다음 수식과

같이 표현된다.

scorerparent(wt|Twj
) =

exp(h>root × ht)∑
t′∈context exp(h>root × ht′ )

scoresparent(Twi
.s|Twj

)와 scoreeparent(Twi
.e|Twj

) 역시 동일

한 방법으로 계산된다.

scoresparent(wt|Twj
) =

exp(h>start × ht)∑
t′∈context exp(h>start × ht′ )

scoreeparent(wt|Twj ) =
exp(h>end × ht)∑

t′∈context exp(h>end × ht′ )

다음으로 의존 관계 레이블은 위의 과정으로 통해 인식된 부

모 노드를 wi라 할 때 다음과 같이 전체 레이블 셋 L에 대한

softmax 함수를 통해 계산된다.

scorelparent(Twj
|Twi

) =
exp(h>l × hwi

)∑
l′∈L exp(h>

l′
× hwi)

위의 모델은 Twi가 Twj의 부모라는 단방향 의존 관계만 모

델링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Twj가 Twi가 자식임을 나

타냄을 포함하는 양방향 의존관계로 확장할 수 있다. 이때는

반대로 Twi
를 쿼리로 하고 MRC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Twj

의 서브트리를 응답으로 하도 다음 수식과 같이 표현한다.

scorechild(Twj |Twi) =

scorerchild(wj |Twi) + scoreschild(Twj .s|Twi)+

scoreechild(Twj .e|Twi) + scorelchild(l|Twi , Twj )

최종 연결 스코어는 양방향 스코어의 결합으로 다음 수식과

같다.

scorelink(Twi
|Twj

) =

scorechild(Twj
|Twi

) + scoreparent(Twi
|Twj

)

4. 실험

4.1 실험 세팅

실험 및 평가를 위해 세종 구문 분석 데이터 셋과 SPMRL

‘14 [10] 공개 데이터 셋을 사용하였다. 세종 구문 분석 데이터

셋은 총 53,842 문장의 학습 셋과 5,817 문장의 평가 셋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학습 셋에서 1,000 문장을 별도의 개발 셋으로

나누어 학습하였다. SPMRL ‘14셋은 총 27,363문장으로 학습

셋 23,010문장, 개발 셋 2,066문장 그리고 평가 셋 2,287문장으

로 구성된다.

어절에 대한 입력 임베딩은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의 출력 표

상과 어절을 구성하는 형태소를 bi-LSTM을 통해 합성하여 얻

어진 벡터와 어절의 시작 형태소의 태그와 끝 형태소의 태그를

결합후임베딩하여얻어진어절태그임베딩 3가지의결합으로

구성되며 위는 [11]의 세팅과 동일하다. 사전 학습 언어모델로

는 역시 [11]와 동일한 RoBERTa Large를 사용한다.

4.2 실험 결과

성능 비교를 위해 다양한 한국어 언어모델을 사용한 기존의

Biaffine 어텐션 기반 모델과 추가적으로 정답 트리에 대한 조

건부확률을 모델링하는 Tree CRF 모델 [11]을 함께 제시하여

제안한 MRC 기반 의존 파싱 방법과의 성능을 비교한다. 아래

의표 1, 2는각각세종구문분석셋과 SPMRL ’14공개데이터

셋에서의 의존 파싱 실험결과이다.

표 1. 세종 구문 분석 셋에서의 의존 파싱 실험 결과

UAS LAS

Bert+ELMo + ML Biaffine [12] 93.06% 90.97%

Bert+Biaffine [13] 94.06% 92.00%

[Roberta Large] Biaffine 어텐션 [11] 94.31% 92.42%

[Roberta Large] Tree CRF [11] 94.47% 92.57%

[Roberta Large] MRC기반 의존 파싱 94.36% 92.46%

표 2. SPMRL ’14 셋에서의 의존 파싱 실험 결과

UAS LAS

Bert+ELMo + ML Biaffine [12] 93.34% 92.85%

Bert+Biaffine [13] 93.87% 93.06%

[Roberta Large] Biaffine 어텐션 [11] 94.64% 94.12%

[Roberta Large] Tree CRF [11] 94.84% 94.40%

[Roberta Large] MRC기반 의존 파싱 94.70% 94.20%

결과에서 보듯이 동일한 언어모델인 RoBERTa Large를 사

용한단어간의의존성을모델링하는 Biaffine어텐션모델대비

UAS : 0.05%p, LAS : 0.04%p의 소폭의 성능 향상을 보였으나

정답 트리에 대한 조건부확률을 모델링하는 Tree CRF 모델에

비해서는 오히려 UAS : 0.11%p, LAS : 0.11%p의 하락이 있

었다. 다음으로 SPMRL 데이터 셋에서는 세종 셋과 동일하게

Biaffine 어텐션 모델 대비 UAS : 0.06%p, LAS : 0.08%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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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향상을 보였으나 Tree CRF에 비해서는 UAS : 0.14%p,

LAS : 0.20%p 낮은 성능을 보인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에서는 텍스트 span 생성 모듈에서 표현하는

후보 텍스트 span을 생성하고 스판 연결 모듈에서는 MRC 프

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생성된 span들 사이에서의 연결을 통해

의존 트리를 생성하는 기계 독해 기반 의존 파싱 모델을 한국

어 데이터 셋에 적용하여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보였으나 향상

폭이 미미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연구로는

위의 기계독해 기반 방식을 개체명 인식, 개체 연결 등의 다른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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